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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공영방송은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가?

- 2003년~2012년 KBS 편성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오형일 

 이 논문은 KBS 편성 분석을 통해 한국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은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구

현하는 장이 바로 편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논의들은 그 과정을 내밀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로서 공익과 관련된 논의들을 실제 편성 연구와 연계시키지 못했다. 이에 이 논문은 공익이라는 

이념과 편성이라는 실재를 접목시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이루어지는 총체적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실천된 실질적 공익이 무엇인지를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

구에서 주목한 시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다. 이 시기는 한국 공영방송을 둘러싼 내적, 외적 환

경이 급속하게 변화한 시기이고, 이에 맞물려 공영방송의 위기 담론이 급속하게 팽창한 시기이며, 현

재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해당기간 동안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는 국가주의와 효용주의로 수렴되는 좁은 의미의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을 실천적 공익으로 이을 수 있는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념적 지형 속에서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은 정치권력과 시장의 변화에 과도

하게 흔들리는 특징을 보인다. 편성과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은 인사권, 재원, 프로그램 및 편성 

통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났고,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력의 통제는 공공연히 나타

났다. 시장의 영향력 역시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편성의 토대가 되는 인력과 자본 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고, 효율성과 가구시청률이 편성과정을 규정하는 핵심 논리로 부상한다.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는 사장(경영진), 제작진, 편성실무자, 이사회, 노조 및 직능단체로 

구분된다. 해당 기간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데 있어, 정치권력의 성향과 상동하는 사장의 성

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장이 자율성을 허용하는 분위기라면, 본부장을 중심으로 제작진과 편성실

무자의 역할이 커졌고, 상대적으로 여타 내부 행위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반면 사장이 게이트키

핑과 통제를 강조하는 국면에 제작진과 편성실무자가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

었다. 줄어든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의 역할을 대신한 것은 사장 및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였고, 이들



- II -

의 영향력 행사는 자주 편성 자율권 침해로 해석되면서 노조 및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문제를 제기

하는 빈도와 수준은 높아졌다. 한편 KBS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요 내부 행위자들은 대부분 기자와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조직에서 경력을 쌓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으며, 고려대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동질적인 내부 행위자 성향은 KBS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국가주의와 효

용주의 공익으로 수렴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한다. 

 KBS 편성과정을 주도하는 내부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을 기점으

로 두 개의 국면으로 분할되었다. 우선 정연주 사장 해임 이전 KBS 편성과정을 주도한 것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층위에서 축적된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2004년 

팀제 개편으로 강제된 구조 변동이었다. 위로부터 인위적으로 마련된 조직 구조 변화는 기존의 

KBS 조직 문화와 과격하게 충돌했으며, 이 충돌은 KBS의 어제와 오늘,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

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병순, 김인규 사장 체제 하에서 의사결정단

계는 다시 위계화 되었고, 자율성보다 통제와 게이트키핑이 강조되었으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

조가 편성과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강화는 정치권력의 개입 강

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을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

한다. 

 KBS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데에는 내부단계의 제도적 관행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쳤다.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하는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편성정

책단계는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인 문서 업무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는 짧은 주기로 이루어져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편성 평

가 단계는 가구 시청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는 새로운 공익 실천이나 편성 변화를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해당 기간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은 좁은 의미의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수렴되는 특징

을 보였다. KBS1의 편성구조는 2003년 이전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KBS2의 편성구조

는 시장 논리에 의해 재편된다. 신설 프로그램들이 유의미한 편성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었으며, 세부 구조의 다양성은 장르, 포맷, 관련 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KBS 편성과정에서 정

치권력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시점과 상동한다. 

 종합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은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편성목표와 편성

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유기적 연계에 실패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기간 정치권력과 시장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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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방송 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한국 공영방송 편

성에서 실천되는 공익은 오래 전부터 KBS 편성을 규정하던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 주변을 

공전하고 있었다.   

 물론 해당기간 KBS 편성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 공영방

송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대안까지도 모색하는 일종의 액선 리서치(action research)를 수행했

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 성과보다 부정적 측면을 좀 더 솔직하게 대면하고자 했다. 이것이 한국 공영

방송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한국 공영방송 편성을 둘러싼 내외부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볼 

일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

보다 한국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에 대한 충실함이며, 그것을 적극적

으로 평가하고 창조하겠다는 용기와 의지다. 

주제어 : 공영방송, 편성, 공익, KBS, 편성과정

학번 : 2009-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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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2012년 12월.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에서 제작한 <대선 특별기획- 대선 후보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다음날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은 제작 책임자(대선후보 진실검증단장)를 임

시 이사회에 불러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이었음을 질타한다. 이튿날 제작책임자는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질문이 붙는다. 첫째, 프로그램이 편파적이었을까? 둘째, 

KBS 이사진들이 프로그램의 편파성에 대해 제작진을 불러 질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2012년 9월. KBS 드라마국에서는 새로운 미니시리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 남자>를 준비했

다. ‘차칸남자’라는 표기에는 제작진의 기획의도가 묻어 있었다. 주인공인 남자가 착한 남자처럼 보

이지만 결코 착한 남자가 아닌 나쁜 남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한글 맞춤법을 비튼 것이

다. 방송이 되자, 한글 학회 등 한글단체 등이 KBS에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

발했다. 드라마 제목을 맞춤법에 맞지 않게 쓰는 일은 국민의 언어 의식을 흩트리는 일이고, 우리말

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였다. 결국 ‘차칸 남자’는 방송 3회부터 ‘착한 남자’로 제목이 변경되어 방

송되어야만 했다. 이 사건 역시 두 가지 질문이 따른다. 첫째, 차칸남자로 표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일까? 둘째, 제작진과 시민 구성원의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

딪칠 때, 공영방송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까? 

 2013년 3월. KBS 편성국은 봄 개편을 맞아 현대사 프로그램 <격동의 현대사>를 신설하고자 했다. 

편성책임자는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중요한 순간들을 되돌아보

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지만, KBS 노동조합과 직능 단체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박정

희 정권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신설되는 프로그램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

했다. 결국 ‘격동의 현대사’는 KBS 내부에서 제작진을 찾지 못해, 외주 제작사에 맡겨졌고, 프로그램

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프로그램 제목도 <다큐극장>으로 바꾸어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역

시 공정성과 관련한 오래된 논란의 연장선 위에 있다.

 비단 이런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 편성을 둘러싼 논란의 층위는 실로 다양하다. 정

치적 독립성, 프로그램의 품질(품격), 공정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영방송 편성이 지닌 문제의 심각

성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것은 자주 공영방송 위기담론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많은 실증적 지표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다. 2012년 일주일에 5분 이상 KBS를 보는 시청가구는 전체 가구의 9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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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다(닐슨코리아, 2003). 수백 개의 방송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BBC 등 해외 유수의 공

영방송보다도 높은 도달률이다. 이에 더해 2012년 KBS의 시청점유율은 1TV 16.3%, 2TV 14.7%로 

단연 다른 채널들을 압도하고 있다(닐슨코리아, 2013). 2012년 광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1위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50여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방송평가에 따

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시청자 의견 반영 등에 있어서 KBS는 다른 채널들보다 훨씬 우수

한 평가를 받고 있다(광고주협회, 2012; 방송통신위원회, 2013b). 어떤 경험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KBS TV가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 미디어라는 것, 그 대표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다른 채널

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 배치된 평가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실제로 거두고 있는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는 단순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KBS가 내세

우는 일부 성과 차원에서 설명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답은 KBS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

가,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성과물의 요체인 편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이 실천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은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

성원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을 구현하는 장이 바로 편성이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공익

은 편성을 통해 완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 공영방송 재원의 문

제, 공영방송 책무성 강화의 문제 등 최근 공영방송 제도를 둘러싼 각종 쟁점 역시 따지고 보면 이

를 통해 진정으로 공영방송다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

가는 편성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기존에 편성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논의들은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었다. 최종 산물로서의 편성을 사후(post-hoc) 방식으로 분석할 뿐 편

성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보다 큰 한계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 이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수많은 제도적, 규범적 수준의 연구를 편성의 논의로 접

목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공영방송이 이념적, 제도적으로 추구하는 공익이 공영방송 편성목표

로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또 어떻게 공익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공영방송 편성 연구들은 정부 규

제, 경쟁 환경 등 어떤 특정한 변화의 계기가 있을 때,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논의, 편성의 품질, 다양성 등 공익의 일부 세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척도를 개

발하고, 이를 통해 편성 현황을 평가하는 논의 등이 주를 이루었다(김정섭ㆍ박주연, 2012; 남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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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박소라, 2003; 박소라ㆍ양현모, 2006; 백미숙, 2007; 심미선, 2003; 안정임, 1995; 이석능ㆍ

김재영, 2012; 이은미, 2001; 이준호, 1998; 임성원ㆍ구세희ㆍ연보영, 2007; 정종건ㆍ김재영, 2012; 

조윤경, 2003; 조익환‧이상우, 2012). 이들 연구들은 공익의 하부 개념인 다양성, 품질 등 부분적 수

준에서 특정 시점의 공영방송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려줄 뿐, 여기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

엇인지 등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한다. 즉 총체적인 편성에 대한 접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의 세부 하위 개념을 탐색한 수많은 연구들(강상현, 2006; 김영주, 

2008; 김진웅, 2003; 방정배ㆍ김재철, 2006; 변동현ㆍ김유화, 2006; 심미선ㆍ김재영, 2003; 윤석민

ㆍ홍종윤ㆍ오형일, 2012; 이상식, 2003; 주정민, 2006)은 실제 편성 연구와 접목되지 못하면서 이론

과 편성 현장이 상호 분절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왜 편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가?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연구들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영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어려움에 기인한다. 첫째, 편성 현상에 대한 분석은 고도의 현장 지식을 요구한

다. 현상 이면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경험체계가 있기 때문

이다. 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편성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편성결정이 

쉽사리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최종 결과가 산출되기까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오랜 참여 관찰 경험과 다양한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편성 행위자들과의 긍정적 라포 형성 등이라는 장점을 살려,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어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편성

과정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 공영방송 편성의 총체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

영방송 위기가 구체화되는 편성 공간의 현실과 공영방송이 실천하는 공익의 실제를 파악하고, 실질

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기간은 2003년 이후다. 지난 10여 년간 공영방송은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논쟁의 가운데에 있었다. IMF 이후 전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강

화되면서 공영방송도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공영방송 영역에서도 시장논리가 득세했고, 효

율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제껏 축적된 KBS 내부의 방만성, 비효율성 문제가 논쟁 지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정치적 개입이 일상화되어온 역사적 관성과 내부의 관료적 조직문화의 문제

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인터넷,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종편 채널 등 새로운 매체와 채널이 

급증하면서, 공영방송 위기 담론이 반복 생산되기 시작한다.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두 정권이 교차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는 정치사회적 배경 역시 공영방송의 위기 

담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편파성,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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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자주 쟁점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편성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해는 2003년이다. 정치적 맥

락에서 2003년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해이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관료적 편성 조직 문화

를 탈바꿈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미디어포커스>, <한국 사회를 말하다> 등 기존의 

KBS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개혁적 프로그램들이, 이에 더해 현재 KBS 예능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스펀지>, <위기탈출넘버원> 등 새로운 장르들이 개척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03년

은 노무현 정권, 새로 취임한 정연주 사장,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노조 모두 과감한 내부 개혁을 천

명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편성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KBS는 커다란 변화를 겪

게 된다. 이것은 KBS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거의 최초로 이루어진 편성 개혁이기도 하며, 이 개혁

은 한편으로는 한국 공영방송에 긍정적 변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성, 편파성 논란’ 등 공영

방송 위기 담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연주 사장이 펼친 

개혁적 행위들은 대부분 중단된다. 누군가는 이 흐름의 단절을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라 불렀고, 

누군가는 이것을 ‘과거로의 회귀’라 불렀다. 어떤 방식으로 그 단절을 해석하든, 진보와 보수, 변화와 

보존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묶음처럼 간다는 점, 편성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는 달라져도, 공

정성, 자율성, 독립성 등 논쟁의 지점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3년

은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2003년에 벌어진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 하락 등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맥락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2003년을 공영방송 편

성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 이유다. 이 시기가 현재 한국 공영방송이 배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

장 가까운 거리에서 드러내고 있고, 이 연구가 한국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는 점 역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이유다.  

 그렇다면 이 시기 공영방송 편성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편성을 통해 실천된 실질적 공익은 

무엇이고, 방기된 공익은 무엇인가? 편성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로 영

향을 미쳤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 공익이라는 공영방송의 편성 목표와 그것이 

배태된 편성 산출물, 그리고 편성과정의 구체적 모습과 역학(dynamic)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공익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인  

‘공익’이라는 이념이 공영방송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동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

다. 공영방송 내부 종사자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사회 체계도 공익이라는 이념을 현실화하고, 공영방

송 제도를 강화하는데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듯싶다. 오히려 ‘공익’이라는 이야기에 알 수 없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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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과 냉소를 보이는 비중이 늘어나고, 공익에 대한 신념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역량 역시 권위

주의 시대에 비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공익은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절실

한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오히려 ‘공익’이라는 이름 앞에 공영방송은 어떤 무력

감과 열패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휘둘리고, 공

영방송 스스로 자신의 존립 이유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스스로 수렁

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공영방송이 위기라면, 그 위기는 바로 이 층위에서 나타난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공익’이 무기력하고 공허한 가치 개념으로 전

락한 것, 당연한 귀결로서 그것을 구현하는 관행, 제도, 그리고 실천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공영방송의 위기가 발현, 확장,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우선 위기가 발현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편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

에서 실천되는 공익의 실제와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관점은 공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며, 바로 그 관점에

서 한국 공영방송의 문제점이 집적되어 있는 편성이라는 공간에 주목한다.  

2절. 공영방송 편성 관련 선행연구

 공영방송 편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연구들

은 주로 공영방송 편성의 실제 운용실태가 어떠하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식별하고, 그것의 역할과 이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검토하고 있다(강현두·황준호, 

1999; 박기성, 1987; 정용준, 1995; 조항제, 1994). 

 박기성(1987)은 전일적 공영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한국 공영방송 편성체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써, 제도적으로 명시된 편성목표나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개

발도상국들처럼 정치적, 경제적 변혁이 주요 변수가 되어 편성의 변화에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보도의 공정성, 편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수용자의 수용습관 파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했으며, 교양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오락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편성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확보가 어려웠고, 

시청률에 의존한 나머지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등한시 되었다고 지적한다.  

 조항제(1994)는 1970년대 국가정책과 텔레비전 자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을 살펴보는데, 당시 KBS TV 편성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의 논리, 즉 시청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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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에 더해 국가가 일상적으로, 직접적으로 텔레비전 편성에 개입하면서, KBS를 포함한 당시의 

텔레비전을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삼고자 하였다고 설명한다. 

 정용준(1995)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방송구조의 공익성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민주화 이

후에도 국가권력이 방송정책을 주도하면서 시민사회나 공공기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더해 SBS 개국에 따른 

상업적 편성전략 등으로 편성의 다양성 역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강현두와 황준호(1999)는 한국방송의 텔레비전 편성이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편성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편성결정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

펴봤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 편성결정자들의 편성인식을 KBS형 편성자 타입과 SBS형 편성자 타입

으로 구분한다. KBS형 편성자 타입은 정부의 영향력에 민감한 국가주의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고, 또한 방송사 최고경영자들의 방송철학을 염두해 두는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성향을 지니

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오락추구적인 시청자관과 함께 시청률을 중요한 잣대

로 인식하는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편성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한다. 반면 SBS형 편성

자 타입은 기본적으로 민영방송의 상업적 운영을 위한 편성가치를 바탕에 깔고, 광고규제, 내용규제, 

프로그램 편성의 제측면에서 탈규제적이고 대중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영방송 편성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전후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다매체 다

채널 환경, 미디어 융합,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확대 흐름 속에서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편성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연구다. 둘째, 품질 등 공영방송 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탐색하거나, 경험적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다. 셋째, 공영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편성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다. 

 우선 첫 번째 연구의 경우,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를 구

현하기 위해 편성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강형철, 2007; 강형철·양승찬, 2003; 변동

현·김유화, 2006). 강형철과 양승찬(2003)은 한국의 공영방송이 광고 비중을 유지 확대해가면서 상

업방송과 비차별적인 편성으로 시청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통적인 공영방송 개념

에서 유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위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설명한다. 그리고 공영

방송 편성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비차별화로 단기적 생존을 추구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장기

적 선택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동현과 김유화(2006)는 다매체 디지털시대 우리나라 공영

방송 편성이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작진과 프로그램 및 소구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차별성과 창

의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형철(2007)은 공영방송의 새로운 정체성 마련을 위해 차별성을 

강조한다. 상업방송이 검증된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만을 제작, 편성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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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작, 편성하면서 상업방송이 공영방송의 창의성을 차용

하거나 응용하도록 만드는 ‘승수효과’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달리 다양한 가치와 관심을 아우르며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차별성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편성대안이 무엇인

지를 규범적으로 제언하는 연구들로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계하는데 중

요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공영방송 편성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 흐름은, 공영방송의 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탐색

하거나, 구체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다(강형철·심미선·오하영, 2011; 이준웅·김은미·심미선, 2003; 

심미선·강형철·이승혜, 2009). 이준웅, 김은미, 심미선(2003)은 공영방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

준으로서 ‘프로그램 품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의 하위차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평가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채널 브랜드 자산의 증가에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심미선, 강형철, 이승혜(2009)는 공영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이 지향해

야 하는 목표가 장르별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프로그램 품질가치평가, 제작비 대비 수익의 효과성, 

그리고 시청률을 모두 아우르는 편성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편성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산업적 차원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언하고, 이것을 각 장르별로 적용시켜보았다

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형철, 심미선, 오하영(2011)은 한국 공영방송 수용자와 제작진이 공영방

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 인식에 기반하여 실제 공영방송의 수행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공영방송의 공적가치는 ‘사회적 가치’, ‘품질’, 

‘균형성’, ‘소구 다양성’, ‘개인적 실용가치’라는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자와 제작진 

모두 한국 공영방송 편성의 역할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

한 연구들은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평가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론적 자원이 되는 연구들로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적용 가능한 연구들이다.    

 공영방송 편성과 관련된 세 번째 연구 흐름은 공영방송 편성을 둘러싼 방송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방송 정책 및 경쟁 지형 변화에 따른 편성산출물의 실질적 변화에 주목한다(안정임, 1995; 이준호, 

1998; 조성호, 2000). 안정임(1995)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변화 분석을 

통해, 상업방송의 등장 및 채널의 증가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경쟁 강화로 이어졌고, 제도의 변화가 

편성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시대상황 및 경쟁 등 외부조건이 편성변화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한다. 이준호(1998)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방송정책 추이와 경쟁상황의 

변화가 실제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평적, 수직적 장르 다양성 추세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현저하게 강한 시기와 채널간 경쟁이 낮은 시기에 장르 다양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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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을 밝혀낸다. 조성호(2000)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개편 주기 변화 및 

개편시 프로그램 폐지, 신설, 시간대 이동 현황 및 규모의 분석을 통해, 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 개편횟수와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신설과 폐지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오

락 프로그램의 변경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2000년대 이후 공영방송을 둘러싼 미디어 경쟁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경쟁 환경이 편성 산출물의 

변화, 특히 장르 다양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진다. 그리고 이

들 연구들 대부분은 공히 경쟁 및 미디어 환경 변화가 공영방송 편성에 일정부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소라, 2003; 백미숙, 2007; 심미선, 2003; 이은미, 2001; 임성

원·구세희·연보영, 2007; 장은영, 2007; 한진만, 2010). 가령 이은미(2001)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 

프라임타임대 프로그램 다양성 변동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지상파 방송의 다양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민방 도입시기인 92년과 케이블 도입시기인 95년을 기점으로 감소

를 보여,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다양성이 감소된다고 설명한다. 박소라(2003) 역시 1989년

부터 2002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15개 장르로 구분하여 장르 다양성의 변화

를 살펴보는데, 경쟁의 도입이 일시적으로 장르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와 경쟁

이 치열한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다. 이와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장은

영(2007)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상파 편성의 장르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이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광고 수익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락 장르 중심으로 내용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편성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환경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색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심미선(2003)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성전략은 

상업방송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어, 영국,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등 총 16개 공영방

송과 상업방송 채널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에 비해 뉴스, 교양 장르의 편

성비율이 높고, 상업방송은 오락 장르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기존의 보편적 인식과 달리 

공영방송 내에서 BBC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상업방송의 뉴스 편성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발견한다. 이를 근거로 뉴스, 교양, 오락의 세 장르로 공영방송의 편

성을 규제하는 것은 실리차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공영방송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백미숙(2007)은 KBS를 중심으로 한국 지상파 TV 채널의 지난 10년 동안의 편

성 비율 현황을 분석한다. 그 결과 KBS1은 교양과 뉴스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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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는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지만 오락 프로그램 내 장르 다양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차별적이면서도 대중적 질을 담보한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 대중성과 심층

성, 오락성과 정보성, 품질과 시청자의 관심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이 공영방송 

편성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송 경쟁 지형 변화 등에 따른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의 실질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들어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살펴보는 유형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즉 장르 다양성뿐만 아니라 포맷, 관련 대

상 등 프로그램 유형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변화의 맥락을 추적하는데 있어 

전문가 인터뷰 등의 질적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는 추세다(김정섭·박주연, 2012; 이석능·김재영, 

2012; 정종건·김재영, 2012; 조익환·이상우, 2012). 김정섭과 박주연(2012)은 2000년, 2005년, 

2010년 가을 시즌 지상파 방송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3가지의 대분류 포맷과 15가지

의 소분류 포맷으로 분류하여 다양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편성 담당자들의 심층인터뷰를 덧붙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양성의 축소가 2010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시청점유율과 수익증진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경영논리 중심의 닮은꼴 편성의 고착화가 주원

인이라고 설명한다. 정종건과 김재영(2012)은 지역방송의 광역화에 따른 편성의 변화를 장르, 편성

시간대, 편성행태 차원에서 살펴본다. KNN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 연구는 부산 MBC와의 비교를 

통해 광역화 이후 프로그램 다양성이 다소 증가했지만, 주시청시간대의 자체프로그램 점유율의 현저

한 감소와 주변화를, 편성행태에서 행사성 특집프로그램의 괄목할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

석능과 김재영(2012)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지상파 채널의 장르 다양성뿐만 아니라, 하위 장르

와 대상 다양성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지수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 가

지 다양성 지수를 병행할 때 편성 다양성의 흐름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

익환과 이상우(2012)는 종합편성채널 개국 전후의 지상파 채널의 장르 다양성 변화를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이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따른 영향인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

편채널 개국 후 KBS1은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 KBS2는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장르가 강화되

었으나 이것은 종편 채널의 등장과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편성행위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

들은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의 특징과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 프레임을 제공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처럼 공영방송 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나아가야 하

는 방향을 제시하고, 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프레임을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편성산출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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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자 한다. 

 첫째, 편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최종 산물로서의 편성을 사후(post-hoc) 방식으로 분석할 뿐 

편성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편성과정이 쉽사리 외

부에 드러나지 않아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있고, 고도의 현장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오랜 참여 관찰을 기반으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편성목

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후(post-hoc) 분석 방식으로 진행된 경험적 차원의 연구들은 대부분 신규 매체의 성장과 

맞물린 경쟁과 장르 다양성의 관계에 집중해 왔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영방송을 둘러싼 가

장 가시적인 변화가 미디어 경쟁 구도의 변화였고, 경쟁 수준 변화가 프로그램 다양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는 미디어 정책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 공

영방송 편성의 특징을 경쟁이라는 외적 요인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장르 다양성만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다면적 특징을 고

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는 편성을 둘러싼 다양한 내외부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편성 산출물에 대한 검토 역시 장르뿐만 아니라 편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들을 활용해 공영방송 편성의 역학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 이념을 편성의 논의로 접목시키지 못했다. 즉 공영방송이 이념적, 

제도적으로 추구하는 공익이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편성목표로서 공

익은 또 어떻게 공익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 공영방송 제도와 현실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움직이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

면서, 동시에 이러한 현실을 방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제도적, 이념적

으로 추구하는 공익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그

리고 공익이념과 공익실천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등 공익이라는 이념과 편성이라는 실제를 구

체적으로 접목시켜 공영방송 편성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3절.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익이 실천되는 핵심 공간으로 공영방송 편성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먼저 제 2장에서는 편성공간을 살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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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분석 틀을 도출한다. 여기서는 공영방송 편성의 실

재와 동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성이 지향하는 목표, 수많은 내외부 힘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성과정, 그리고 시청자와의 접점에 자리한 편성산출물에 대한 세세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편성 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 차용

하는 주요 분석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과 관계적으로 구성된

다는 특징 때문에 그것의 방법론을 하나의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연

구에서 차용하는 연구방법들을 제시한다. 편성목표, 편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채택한 문헌분석과 

참여관찰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편성산출물을 다면적으로 분석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유형화한 기준

을 제시한다. 

 제 4장은 방송의 이념적 목표로서 공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되어 왔고, 편성목표로서 수용

되고 구체화된 공익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공영방송 태동 후 현재까지 법제도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KBS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 채널별 편성 방향 및 중점 사

항 등의 검토를 통해 제도적으로 명시된 공익 이념이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구체화되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5장은 편성과정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행위자로서 정치권력과 시장이 어떠

한 특징을 보였고, 이것이 편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식적 혹은 비공식

적인 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편성과정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편

성의 토대가 되는 인력과 재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6장은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특징을 파악한다.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

가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 및 성향은 어떠한지를 검토한 후, 상호작용의 성격과 편성과정 내부 단계

의 세부적인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제 7장에서는 편성산출물의 변화 특징을 분석한다. 이 변화 특징은 프로그램과 편성을 역사적 흐름 

위에서 검토할 때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2003년 이전 KBS 편성구조가 어떤 특징

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2003년 이후 편성산출물의 변화 특징을 편성구조, 구

조의 변동, 세부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 8장에서는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인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답한다.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관계는 늘 불안하며,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

만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편성과정을 통해 실천되기를 요구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편성산출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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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현되는 것을 요구한다. 즉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노력은 공영방송의 공

익 실천을 확대시켜나가는데 있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편성목표, 과정, 산출

물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9장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 실천 확대를 위한 대

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성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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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론적 논의

 공영방송 편성은 수많은 내외부 힘들이 상호 협력, 경쟁,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힘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고,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이 역동적인 상호작

용은 때로 공영방송의 이념이자 목표로서 공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이지만, 이보다 자주 공익

과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결과로서 구현되는 편성산출물은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위치, 성격을 규정하지만, 이 성격이 반드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다

양한 내외부 힘들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을 총체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 공간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들, 그리고 그 힘들 속에 

편성이 구축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와 만나는 접점으로서 편성산출물에 대한 세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즉 편성목표로서 공익과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편성 목표로서 공익에 대한 검토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공영방송 편성 

공간을 규정하는 이념적 지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편성과정에 대한 검토는 실질적인 편성 공

간의 공익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

며, 편성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편성산출물에 대

한 검토는 시청자와의 접점에 자리한 프로그램(서비스)들이 어떠한 공익적 가치를 배태하고 있는지

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한국 공영방송의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을 분

석하기 위한 기존의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분석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1절. 편성의 개념

 공영방송 편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흔

히 편성은 방송 채널에서 프로그램들의 집합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시되는 편성표로 인식되지만, 

편성은 그것의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

이다. 편성표를 산출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끊임없는 협의와 갈등, 그리

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가 편성이기 때문이다. 

 편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편성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되어 왔다. 첫

째, 협의의 개념으로 이는 편성을 시간 배치 등 프로그램 배열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한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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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황준호, 1999; Head, 2009). 이러한 개념 규정으로 편성을 논할 때,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

떤 시간에 어떤 그룹의 수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작업(손용, 1989)” 정도로 한정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프로그램 내용 및 성격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프로그램 배열 이후의 홍보, 제작, 

송출, 평가 단계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협의로 편성을 정의할 경우, 공영방송의 성격을 논할 때, 편

성은 주된 논의의 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당성, 정체성, 재원을 담보하는 핵심 공간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편성 개념은 방송 산업에서 편성이라는 개념이 분화되지 않

았을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나 어울리는 개념이며,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 정의

이다. 

 둘째, 광의의 개념으로 이는 편성을 프로그램을 기획, 선정, 배치하고, 그것을 제작, 홍보, 송출, 유

통, 평가하며, 다시 그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는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순

환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배진아, 2012; Eastman & Ferguson, 2009). 이 정의에 따르면 방송의 

모든 과정이 편성이라는 범주로 묶인다. 이러한 정의는 방송 내외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

작보다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략적으로 노출시키는 편성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

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이용 패턴이 변하면서, 더 이상 시간

대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배열하는 이른바 협의의 편성 개념으로 편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재조직화된 편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의의 개념으로 편성을 정의할 경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편성을 방송 전

반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정의할 경우, 제작이 편성의 하부 차원으로 정의되는데, 이것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작과 편성은 때론 경쟁적이고, 갈등적이며, 서로 다른 이론적 , 

현실적 이슈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 전반을 편성으

로 정의할 경우, 편성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편성의 경

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분석대상 역시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성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의 위계적 위치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는지, 관련 조직과 직군을 어디까지 규정할지 광의의 

편성 개념으로는 쉽게 정의내릴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정당성 위기가 발현하는 핵심 공간, 공익이 실천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편성

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협의의 편성개념보다는 넓지만, 광의의 편성개념보다는 구체

적인 차원으로 편성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편성을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선정

하고, 그것을 특정 채널, 시간에 배치하며,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제

작과정 중 기획을 제외한 취재‧촬영‧연출 과정과 편집 과정이 제외되며, 홍보와 기술적 송출 과정도 

제외된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공익이 실천되는 공간으로서 편성의 총체적 특징은 현장에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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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화시키고, 기술적으로 유통시키는 차원보다, 프로그램과 채널을 기획, 선택, 배열하고, 평가하

는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선정하고, 그것을 특정 채널, 시간에 배치하며,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편성을 정의내릴 때, 편성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와 논리가 상존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방송에 대한 경영진과 실무진의 철

학, 수용자 및 경쟁 시장에 대한 검토, 정치적 타협과 고려, 내부 제작부서 간의 조정,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편성, 제작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이

사회, 경영진, 시청자위원회, 노조, 시민단체, 시청자, 언론 등 서로 다른 입장과 힘을 지닌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계전략을 펼쳐나간다(배진아, 2012; 심미선, 2003; 유의선, 1995). 그렇기 때문

에 편성을 과정적으로 이해하는 한 그것은 최종 산물로서 편성산출물로 치환될 수 없으며, 단일하고 

총체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여기에는 고유한 자기 논리로서 목표가 존재한다. 행

위자와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들이 상호 복잡하게 연계된 과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목표와 

과정의 특징에 상당부분 상동하는 객체화된 편성산출물이 존재한다. 편성을 과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편성산출물이라는 결과물을 넘어 이 세 가지 차원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을 의미

하며, 그런 맥락에서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공영방송 편성이 지향하는 편성목표, 둘째, 공영방송 편성의 고유한 구조와 논리로 진행되고, 

다양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편성과정, 셋째, 편성과정의 결과물이자, 편성목표

가 배태되어 있는 편성산출물이 그것이다. 

2절. 편성목표로서 공익

 

 1. 편성목표에 대한 기존 논의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성 목표가 무

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편성 목표는 방송이 편성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

치와 지향점을 의미하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적 차원의 목표로서,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시청자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다(심

미선, 2008). 이를 보다 구체화한 이스트만(Eastman, 1993)은 편성목표로 생활주기와의 일치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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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습관 현성, 시청자 흐름의 통제, 최소 비용/최대 효과, 수용자 소구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다. 생활주기와의 일치성은 편성이 시청자의 일생생활 주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편성 행위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시간대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각 시간

대마다 특정 시청자들을 목표로 유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장시간 편성하곤 한다. 시청취 습관의 형

성은 시청자들의 TV 이용이 상당부분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습관적

으로 시청하지 않는 매체나 채널, 프로그램 등은 거의 선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편성 목표

로 언급되곤 한다. 시청자 흐름의 통제는 자사 채널로부터의 이탈은 최소화하고 다른 매체나 채널로

부터의 유입은 최대화함으로써 시청자들의 TV 시청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편성 행위자는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경쟁사 프로그램보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내는 편성 전략을 

동원하기도 하며,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나타나는 시청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NG모음, 예고편, 

뮤직비디오 등을 내보내기도 한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는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가급적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편성 행위자들은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프

로그램의 보관 방법 및 재방 전략을 마련하게 되고, 채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프로

그램을 선별하게 된다. 수용자 소구는 편성을 통해 방송될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관심을 얻어야 함

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기획안, 스크립트, 파일럿 프로그램(견본 프로그램), 유사 프로그램, 경쟁 프

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얼마만큼 시청자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편성행위는 수용자 소구를 목

표로 한 편성행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편성 관련 연구의 한 축은 바로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편성 목

표와 그것을 구체화하는 편성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편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인접 효과나 전이효과1)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및 그것이 시청률 및 중복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배진아, 2003; 최양수, 1992; Goodhardt et al., 1975; Webster, 2006; Webster & 

Wang, 1992), 전이 시간과 전이 전략이 중복 시청과 시청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강익희 ‧
은혜정, 2003; 심미선‧강형철, 2000; 심미선‧한진만, 2002), 시청자들의 생활시간 패턴과 프로그램 

편성의 조화성을 비교 또는 제언한 연구(이재현, 1996), 다른 채널과의 경쟁 맥락에서 방송사의 편

성 전략(편성 행위)과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김정현‧이성일, 2011; 조윤경, 2003), 채널 브랜딩 및 

프로모션 전략이 편성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박주연, 200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들

1) 인접효과란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이 가운데 위치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 시청자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편

성전략을 의미한다(심미선, 2002). 지상파 방송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메인뉴스 앞에 일일드라마를 편성하는 것

이 통상적인 인접효과를 노린 편성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이효과란 프로그램 제목이나 예고 등 비프로그

램적인 요소를 줄임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빨리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이를 통해 

시청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편성전략이다(배진아, 2003; 심미선ㆍ강형철, 2000).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

송되는 경우, 시청자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초기에 자주 활용되는 편성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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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조화성, 시청자 흐름, 다른 채널과의 경쟁 관점에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편성 행위를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편성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편성목표의 두 번째 차원은,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방송사가 추구하는 편성철학, 방송이념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이 그것의 희소성, 광파성, 직접성, 공유성, 파급력 등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대전제 하에, 사회적으로 부여된 목표이자, 동시에 개별 방송사의 철

학, 비전, 가치관이 담겨있는 목표이다. 이 편성목표는 방송사가 위치한 공간에 따라 상이하고 그것

의 중요도 역시 달라지는데, 상업방송의 경우 방송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최대 시청자 확보가 좀 더 

중요한 편성목표라면, 공영방송의 경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이념을 좀 더 중요하게 인

식하게 된다(나미수ㆍ최영묵, 2004; 배진아, 2012). 공익이념에 근거한 편성목표는 좀 더 구체적으

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여러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고 소수의 소외된 계층도 편성 대상으로 고려하는 

다양성, 문화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를 새롭고 창조적이며 독창적

으로 표현해내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정치적/경제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담아내고, 시민참여를 높이며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substance)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한다(Blumler, 1992; Croteau & Hoynes, 2005; Heap, 2005; Scannell, 1989).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편성 목표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이념과 

방송의 편성목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익의 하위 개념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강

상현, 2006; 김영주, 2008; 김진웅, 2003; 방정배ㆍ김재철, 2006; 변동현ㆍ김유화, 2006; 심미선ㆍ

김재영, 2003; 윤석민ㆍ홍종윤ㆍ오형일, 2012; 이상식, 2003; 주정민, 2006). 이들 연구들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언하고, 규범적 층위에서 공영

방송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지만, 몇 가지 

차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방송의 공익에 내재한 세부 개념들을 나열적으로 도출할 뿐, 이념적 목표로서 공익이 편성을 

통해 실천되는 실질적 공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즉 공익이념이 편성

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이다. 편성목표로서 공익과 방송의 공익이념은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 아울러 편성목표로서의 공익은 그것을 공익 실천으로 연결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단계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개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공익과 관련된 논의가 편

성목표로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실천 수준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공영방송 편성목표 분석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둘째, 규범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공익이 한국사회에서 어떻

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공익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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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할 뿐, 구체적으로 그것이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변용, 축소, 강화되는

지에 대한 관찰은 부족했던 것이다. 과연 한국사회는 공영방송 편성에 어떠한 공익을 요구하는가? 

과연 공익이라는 가치를 요구하기는 하는 것일까? 이는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한다고 이

야기되는 공익의 세부가치들이 한국사회에서 발현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공영방송 편성이 한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공익 이념이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차원의 편성 목표와 달리 사회문화적 차원의 편성 목표로

서 공익은 그것이 자리한 공간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성향, 문법, 기대에 따라 상당부분 그 특징이 

규정된다. 이에 한국사회가 공익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 없이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논한다는 것

은 이념과 현실, 규범과 실제 사이에 거리만 넓힐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공익’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영방송이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방송의 공익 이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이 우리나라 방송 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식되었는지, 그리

고 그것은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다. 

 2. 공익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한국적 수용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장이 추구하는 편성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공영방송이 한국 사회에

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편성이 지향하고, 수행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한마디로 이것은 공영방송 편성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 공익을 묻는 질문이다. 이에 우리나

라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

야 한다. 

 공익이란 말은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전체의 이익 혹은 일반이익이라는 말과 큰 차이가 없다. 일반

이익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정치철학의 핵심 화두 중 하나였고(최영묵, 1998),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는 늘 정치적 쟁점이었다. 쟁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일반이익에서 ‘일

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일반이익에서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일반이익’에서 ‘일반’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된다. 첫째, 일반을 공(公), ‘public’으

로 이해하는 차원이다. 어원적으로 ‘public’이란 ‘성숙한 인민들’이란 뜻으로,2) 그 정의는 키케로의 

‘국가론(res publica)’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Palmer, 2011). 키케로의 국가론에서 인민은 ‘법과 

2) ‘public’은 ‘사람들에 관련된’이라는 뜻 ‘public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성숙함’이란 의미를 지

닌 ‘pubes(어른)’의 영향을 받아 ‘populus’가 변한 말이기도 하다(김경희, 2012). 



- 19 -

권리에 대한 공통의 합의에 의해,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에 참여하려는 갈망에 의해 결합한 상

당한 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Cicero, 2007). 다시 말해 국가 즉 ‘res publica’를 구성하는 인민들은 

우연이나 개별적으로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의 법과 그들의 공공 이익을 인

정하고 모인 하나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public’으로서 일반은 개별이 아닌 전체의 

의미가 강조되고, 상당부분 이 전체는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의미로 수렴된다. 이와 더불어 ‘public’에

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엘리트적인 관점과, 위

로부터 아래로의 보호라는 보호주의의 시선이 담겨있다(김경희, 2012).3) 

 둘째, 일반을 공(共), ‘common’으로 이해하는 차원이다. ‘common’은 라틴어 ‘communis’에서 온 말

로 자치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e’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김경희, 2012). ‘common’은 

‘public’에 비해 ‘공통’, ‘공동’,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구성원들 각각의 개별성 

및 그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共同)성이 강조되고,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정치 참여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한다(맹주만, 2012). ‘일반’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느냐는 공익을 정의내리는 방식의 차이를 가

져온다. ‘public’을 강조하는 공익은 국가의 이익과 계몽주의적이면서 엘리트주의적인 공익을 강조하

는 측면이 강하고, ‘common’을 강조하는 공익은 시민 및 공동체의 이익과 참여적인 측면을 강조하

게 된다. 

 한편 일반 이익에서 ‘이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왔다. 첫째, 공공선(public good), 공

동선(common good), 즉 ‘좋은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김세은, 2006; Mulhall & Swift, 1992). 

사회구성원 모두가 마음속에 지닌 보편적인 선(善)을 전제로 하는 이 시각은 공동체 또는 국가에 대

한 헌신, 시민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 관점에서 ‘이익’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4) 둘째, 이익을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 ‘옳은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다. 이 관점

3) ‘공(public)’의 의미는 그것의 반대어인 ‘사(private)’라는 단어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private)’라는 

단어는 ‘privare’라는 라틴어에서 왔다. 흥미로운 것은 이 ‘privare’라는 라틴어로부터 ‘박탈당한(deprived)’이라

는 단어가 파생했다는 점이다(Palmer,2011).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public’이 성숙한 인민들의 삶에 있어 필

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public’의 특징은 그것의 한자어인 공(公)의 의미에서도 나타난다. 공은 사

사로운 일(厶)과 서로 등지고(八) 있다는 뜻이 합하여 만들어졌다. 한편 이 한자어의 옛 모양은 무엇인가 닫힌 

것을 여는 모양으로, 옛날에는 신을 모시고 일족의 사람이 모이는 광장을 나타내었다가, 그 후부터 거기에 모

셔지는 사람, 즉 일족의 장(長)을 뜻하는 높은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김경희, 2012).

4) 공익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공공선(공동선)은 늘 중요한 이익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김항규, 2002; 이계만, 

2011). 다만 공공선(공동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회 구성원마다,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그것

은 특정 가치로 환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치를 논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

다. 이에 대해 파머(Palmer, 2011)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공공선(공동선)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유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도록 하는 대안적 정의에 동의해야 한다(Palmer, 2011, p. 79)”고 주장한

다. 이 말은 사회 구성원마다 사안마다 그것의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공공선(공동선)을 “우리 안에 있는 정

치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도록 끌어안는 태도(Palmer, 

2011, p. 79)”로 보자는 것이다. 이 말은 공공선(공동선)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에 봉사하는 ‘시민적 덕성’으로 정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적 덕성으로 일반이익의 ‘이익’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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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동체주의와 대립되는 자유주의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와 근대사상의 흐름 속

에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Mill, 1859/2009),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

이고 객관적인 도덕을 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Kant, 1785/2011), 모든 사회구성

원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것(Rawls, 1971/2009) 등 ‘옳은 것’,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5) 셋째, 이익을 ‘효용(utility)’으로 보는 시각이다. 효용주의 관점에서 일반 이익의 최고 원칙

은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 이를 통해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행위다(Bentham, 

1789/2011). 일반 이익의 이익을 효용으로 바라볼 때, “일반”으로 규정되는 인간은 ‘효용’을 측정하

는 하나의 단일 척도로 계량되고, 인간의 개별적 가치는 ‘선호’, ‘효용’으로 치환된다. 아울러 사회구

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옳은 것, 좋은 것 등은 부정되고, 대신 그 자리에 효용이라는 가치로 한 줄로 

세워지고 비교되는 상대적인 가치가 들어서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효용으로 ‘이익’을 

바라보는 견해는 집합적이며, 상대적인 공익적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공익을 ‘일반’이 지칭하는 대상과, ‘이익’이 의미하는 바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그것은 <표 

2-1>에 제시한 것처럼 4가지 차원, 국가주의 공익, 공동체주의 공익, 효용주의 공익, 자유주의 공익

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주의 공익은 일반을 ‘public’으로 규정하고, 이익을 ‘공공선(public 

good)’의 차원으로 바라본다. 이 공익 차원은 다분히 보호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며, 국가가 지

시하는 ‘공공선’에 종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동체주의 공익은 일반을 ‘common’으로 규정하고, 이

익을 ‘공동선(common good)’의 차원으로 바라본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참여, 시민성 등이 강조되

때,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키워나가는 계발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그것을 계발하는 토대가 되는 공동

체 또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또는 국가주의적인 관점이 담겨있다. 

5) 실제로 근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옳은 것으로 인정받은 가장 강력한 개념은 “개인의 자유”였다. 서구 근대 사

상의 핵심은 중세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배태되는 집단성의 지배(the reign of collectivity)로부터 인간을 해방

시키는 것, 즉 개인의 자유 확대였고, 그것은 근대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 ‘일반 이익’을 바라볼 때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한다. 첫째, ‘일반’을 특정한 목적이나 역사에 귀속

되지 않는 자유로운 주체로서 개인으로, 그것도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개인으로 귀속시킨다는 문제다

(Sandle, 2009/2011).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위

에 좌표 지워질 수밖에 없다면,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 일반 이익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

를 수밖에 없다. 둘째, 일반을 개인, 그것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유롭고, 합리적인 ‘이성적 개인’으로 축소시

킴으로서, 일반 이익의 가치 역시 축소된다는 점이다. ‘이성적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반 이익은 ‘개인의 

자유’와의 관련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가치에 앞서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그러면서 

일반이익이 지향하는 ‘가치들’ 역시 ‘개인의 자유’에 종속되거나 억눌리거나 배제된다. 가령 ‘개인의 자유’를 중

요시하는 일반 이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공익가치는 개인의 서로 다른 시각, 의견, 이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

는 것, 즉 중립성이다. 어느 편도 편들지 않는 중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

택할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이다(Sandle, 2009/2011, p. 303). 이 과정에서 정작 일반 이익이 지향해야 하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 역사적 기억과 신념이 개입할 여지는 좁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칸트, 밀, 롤스 등이 말한 

엄격하고, 이성적이며, 평등한 자유의 개념에 맞추어, 일반 이익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공익의 

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가 깊고 길었던 한국의 경우, 일반 이익이 민주주의와 근대성의 

계발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차원이 이익의 중요한 차원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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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의 수단적 목적보다 그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효용주의 공익은 일반을 ‘common’

과 ‘public’의 혼종된 개념으로, 이익을 개인의 ‘효용’으로 바라보는 차원이다. 이 차원의 공익은 ‘최

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면서도, 보호주의적 차원에서 배제된 자, 가

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보호주의적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공익은 이익을 개인의 ‘자유’로 바라보는 차원으로, 그 자유가 대의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

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극적) 자유라면 일반은 ‘public’을 의미하는 측면이 강하고, 반대로 참여 민주

주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라면 일반은 ‘common’을 의미하는 성격이 강하다.   

<표 2-1> 공익의 네 가지 차원

일반 이익 특징

국가주의 공익 Public
좋은 것

(공공선) 

· 보호주의적

· 엘리트주의적

· ‘Public’과 대의 민주주의 강조

공동체주의 공익 Common
좋은 것

(공동선) 

· 계발주의적

· 공동체에 대한 헌신 및 시민적 덕성 강조

· ‘Common’과 참여 민주주의 강조 

효용주의 공익
Public

Common
효용, 행복

·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 효용 및 만족 강조 

· 최소 국가에 대한 옹호와 보호주의적 국가 개

입의 필요성 결합

· 보호주의적 공익 강조

자유주의 공익
Public

Common

옳은 것

(자유) 

·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강조

· 공정성 및 이성 강조

· 계몽주의적, 계발주의적 

 물론 이 구분은 임의적이고, 공익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개념적 차원에서 구분되

는 잠정적인 범주일 뿐, 현실 차원에서 공익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 집단, 개인들의 경쟁, 갈

등, 타협, 논쟁, 강압, 조정 등과 같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구현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

은 공익과 관련된 수많은 이론적 논의들과 쟁점들을 포괄하는 틀로서, 역사적, 과정적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의 공익적 특징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하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구에서 공익은 근대성의 실현과 맥을 같이 한다. 근대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

상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개인성과 시민성의 동시 확장을 근간으로 한다(윤석민, 

2011). 앞서 살펴본 공익 모델에서 국가주의 공익을 제외한 3가지 차원의 공익은 근대가 지향하는 

가치 범주 안에 자리잡고 있다. 결국 한 사회가 실천하고 지향하는 공익의 수준은 그 사회의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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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특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익”이 자리 잡을 공간은 크지 않다. 한국 사회의 외견적 근대화와 

달리, 공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면적 근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이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서양의 근대를 수입하고 모방하면서 서양의 근대를 따라잡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정수복, 2007). 그러나 압축 근대화로 표상되는 지난 한 세기의 근대화를 

위한 몸부림은 대부분 외형적인 근대화로 수렴되었으며, “공익”이라는 가치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면적 근대화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공익이라는 가치 체계가 제대로 성장, 분화, 확장되지 못한 것에는 상당부분 대한민국 

구성원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공통의 사고방식은 사회적 가치

(value), 규범(norm), 관습(mores), 인습(convention), 관행(custom), 습속(habits of heart), 사고방

식(mindset), 행위양식(behavior pattern), 심성(mentality), 이데올로기, 아비투스, 문화적 문법 등 

매우 다양한 용어들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되었는데, 이것은 공히 한 사회를 공유하는 구성원

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의 행위와 가치체계에 일정한 방

향을 부여하는 의미체계를 말한다.6) 다음의 <표 2-2>는 기존 연구를 통해 이야기된 한국인들이 공

유하는 문화적 문법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은 개인과 일차집단으로서 가족, 혈연, 지역, 학연에 해당하는 범주와 2차 집

단을 포함한 국가, 사회에 해당하는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 및 일차집단 차원에서 한국인이 공

유하는 사회적 문법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가족주의, 연고주의, 감정우선주의이다. 가족주의는 다른 

어떤 소속집단보다도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시각을 말한다. 가족주의의 확장된 형태

인 연고주의는 지연, 혈연, 학연 등이 중요한 사회자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고주의는 나보다 

“우리”를 앞세워 개인성의 계발을 저해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의 이

익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는 특징을 보인다. 감정우선주의는 합리

성, 이성, 추상적 사유, 이론적 추론, 과학, 진보로 표상되는 근대성의 가치에 앞서, 정서와 감정을 

앞에 놓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집단 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응집력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연고주의

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아울러 반지성주의, 비합리주의와 쉽게 조응한다(송호근, 2003; 정수복, 

2007). 

6) 여기서는 이를 문화적 문법으로 서술한다. 정수복(2007)에 따르면, 문화적 문법이란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의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정한 방향을 부

여하는 문화적 의미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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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자

개인적 차원
• 연고주의

= 친소구분의식

• 가족주의

 = (가족중심의) 공동체 지향 의식

 = (가족중심의) 집합주의 

• 감정우선주의

 = 의리와 인정

 = 온정주의

•  김경동(1992), 송호근(2003), 정수복(2007), 

최재석(1976)

•  김경동(1992), 송호근(2003), 정수복(2007), 

최재석(1976)

• 김경동(1992), 정수복 (2007)공동체적 

차원

가족 등

일차집단

중심 

공동체

이차집단 

중심 

공동체 

• 현세적 물질주의

 = 감투지향주의

 = 현세적 출세주의 

 = 이기적 자조주의 

• 이중 규범주의

 = 낮은 도덕의식

 = 도덕적 의례주의

 * 체면 의식 

 * 수단방법 중심주의  

• 위계적 권위주의

 = 상하서열의식

 = 권위주의

 = 엘리트주의 

• 이분법적 사고

 = 독단주의, 토론없는 사고

• 갈등회피주의 

• 속도지상주의

 * 근거없는 낙관주의

• 국가중심주의  

 = 감상적 민족주의     

• 송호근(2003),  정수복(2007), 최재석(1976)

• 김경동(1992),  정수복,(2007)

• 김경동(1992), 송호근(2003), 정수복(2007),

최재석(1976), 

• 송호근(2003), 최재석(1976)

• 정수복(2007)

• 송호근(2003), 정수복(2007)

• 송호근(2003), 정수복(2007)

사회적, 국가적 차원

 <표 2-2>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 자료 : 정수복(2007) 재구성. 

 한편 2차 집단을 포함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문화적 문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현세적 물질주의, 이중 규범주의, 권위주의, 이분법적 사고, 갈등회피주의, 속도지상주의, 국가중심주

의다. 현세적 물질주의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물질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놓는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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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중규범주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윤리의식, 즉 겉으로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뒤로는 개별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적 풍토를 말하는 것이다. 권위주의는 상하 수직

적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풍토를 의미하고,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와 타자, 안과 밖, 진보와 보수 등을 

구별하여 때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지칭한다. 갈등회피주의는 권위주의 문화의 소산으로, 

갈등의 표출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무질서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다. 속도지상주의는 압축근대화

라 불리는 20세기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정서 구조로, “빨리 빨리” 문화로 표상된다. 국가

중심주의는 국가가 시민사회와 개인을 지배하고, 국가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마음의 습관을 의미한

다(송호근, 2003; 정수복, 2007).  

   이들 문화적 문법은 앞서 살펴본 공익 모델과 때로는 긍정적, 때로는 부정적 관계를 맺는다. 대개

의 경우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문법은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

로, 반대로 공동체주의 공익과 자유주의 공익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가

정할 수 있다. 가령 문화적 문법 중 국가중심주의, 권위주의, 속도 지상주의, 이중 규범주의 등은 국

가가 주도하고, 엘리트주의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국가주의적 공익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이러한 문법들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공익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세적 물질주의, 갈등회피주의, 감정우선주의는 효용주의 

공익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동체주의 공익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과 그것이 공익의 네 가지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다보면, 

한국사회에서 공익이란 국가주의와 효용주의가 과잉 강조되고, 이에 반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과잉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을 공익의 유형과 연관시켰을 때, 한국 공영방송을 포함해 어떤 공

공영역이든 공익을 사회문화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임을 직면하게 된다. 공익의 지형

이 한국 정치, 사회, 문화 환경에서 매우 협소한 차원,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방송의 공익이란 바로 한국 

사회에서 과잉 축소화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익이라 불리는 유형을 확장시켜나가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지형 속에 공영방

송이 지향하는 공익 역시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방송의 공익과 공영방송 편성목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공익”의 가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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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익 연구자

• 독립성 

- 정치적 독립

- 경제적 독립

- 편집 및 편성의 독립 

• 강형철(2004), 심미선·김재영(2003), 이상식(2003), 최영묵ㆍ박승대(2009), 

Barendt(1993), Blumer(1992), Croteau & Hoyness (2005), Heap(2005), 

McQuail(2000/2002), Papathanassopoulos (2002), 

  Van Dijk, Nahuis & Waagmeester(2005)  

• 공정성, 객관성 

• 불편부당성, 중립성  

• 균형성, 공신력 

• 심미선·김재영(2003), 이상식(2003),  Barendt(1993), Heap(2005),                

McQuail.(1992), Papathanassopoulos(2002)

• 유익성, 교육성 

• 청소년 복지 
• Blumer(1992), Hasting(2004), McQuail(1992) 

되고, 공유되는 문화적 문법에 의해 그 의미가 축소된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 체계 속에서 공익

이 국가주의와 효용주의를 넘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공공 영역에서든 공익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실천해가는 개인(조직)들과 외부에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시스템들에 잠재된 문화적 문법 체계에 의해 그 의미가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익을 가장 엄격하게 담당하는 공영방송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문화적 문법 

체계를 가장 강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업계의 주류 집단에 의해 그 

체계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설적으로 공익의 의미가 매우 좁은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7) 

 방송의 공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공익의 하위 

개념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강상현, 2006; 김영주, 2008; 김진웅, 2003; 방정배ㆍ김재

철, 2006; 변동현ㆍ김유화, 2006; 심미선ㆍ김재영, 2003; 윤석민ㆍ홍종윤ㆍ오형일, 2012; 이상식, 

2003; 주정민, 2006). 이 가치들은 너무도 많은 세부 개념들을 담고 있고, 논의 역시 방대하여 이를 

모두 일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다음의 <표 2-3>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익 개

념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윤석민ㆍ홍종윤ㆍ오형일, 2012, 참조).     

<표 2-3> 방송 공익 개념의 범주화

7) 이와 관련하여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회 문광위원회의 방송법 제ㆍ개정 회의록 분석을 토대로 방송정책

이념들이 어떤 정책 내용과 의미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밝힌 백미숙, 홍종윤, 윤석민의 연구 결과는 의미심장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방송 모델이 역사적으로 추구해왔던 정책 목표로서 민주적 시민양

성, 자유, 평등, 참여 등의 정치적 복지정책 이념,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지향하는 공적 책임 등은 한

국의 국회에서 방송정책과 연계되어 논의되는 기회조차 없었다. 국회 방송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한국의 방송

이념은 대체적으로 성숙한 정책 이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백미숙‧홍종윤‧
윤석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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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정체성 

• 문화적 공동성 

• 사회적 전통 보존 

• 강형철(2004), 최현철·안석환·신홍균(1999), Barendt(1993), Heap(2005),    

Hujanen(2005), McQuail(1998)  

• 사회 통합, 공동성 

• 사회기반유지 
• 이준웅(2009), Blumer(1992), Heap (2005) 

• 보편적 접근, 접근가능성

• 강형철(2004), 김영주(2008), 심미선·김재영(2003), 윤석민(2002), 이상식(2003), 

Barendt(1993), Hasting(2004), Hujanen(2005), Napoli(2001), 

Papathanassopoulos(2002), Van Dijk, Nahuis & Waagmeester(2005) 

• 편성의 균형성, 혼합편성

• 편성의 보편성
• 김영주(2008), 윤석민(2002), Papathanassopoulos (2002), Scannel(1989) 

• 소수자 보호, 

 소수시청자를 위한 서비스제공 

• 김영주(2008), 심미선·김재영(2003), 이상식(2003), Hasting(2004),         

McQuail(2000/2002)  

• 고품질
• 강형철(2004), 이상식(2003), Blumer(1992), Heap (2005),                

McQuail(2000/2002), Van Dijk, Nahuis & Waagmeester(2005)

• 다양성 

•  강형철(2004), 김영주(2008), 주정민(2006), Barendt(1993), Blumer(1992), 

McQuail(1992), Napoli(2001), Hasting(2004), Hujanen(2005), Van Dijk, Nahuis 

& Waagmeester(2005)  

• 지역성 • 윤석민 외(2004), 이상식(2003), 정용준(2009), Napoli(2001)  

• 경쟁력, 오락성, 대중성 • 김호석(2000), 심미선·김재영(2003), Napoli(2001)

• 자율성, 혁신  • Croteau & Hoyness (2005)

• 의견교환, 토론, 논쟁의 장 제

공, 식견을 갖춘 시민양성에 기

여, 실질적 내용(substance)의 

제공 

• 윤석민·홍종윤·오형일(2012), 이상훈(2012), Blumer(1992), Hasting(2004), 

Heap(2005), Croteau & Hoyness (2005)

• 다양한 견해와 시각 반영, 다

원성, 실현된 다양성의 보편적 

재현, 소수자의 견해 적극 제시  

• 이준웅(2009), 윤석민·홍종윤·오형일(2012), Curran(2005), Hujanen(2005), Van 

Dijk, Nahuis & Waagmeester(2005) 

• 시민참여의 증진 • 김민하(2008), 안창현(2008), 이민웅(2006), Heap(2005)  

•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 • Curran(2002/2005), Curran(2005), Curran & Seaton(1991/1997)

• 성숙한 여론 형성 • Curran(2002/2005), Curran(2005), Curran & Seaton(1991/1997)

• 시민적 덕성 증진 • Curran(2002/2005), Curran(2005), Curran & Seaton(1991/1997)

• 경험의 공유 • 강형철(2007)

  * 자료 : 윤석민·홍종윤·오형일(2012) 재구성.

  

 이 연구는 방송의 공익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제시된 방송의 공익 이념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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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이념적 지표로서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서 수용되었는지

다. 

 이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 위에 제시한 다양한 세부 가치개념이 앞서 제시한 “공익”의 네 가지 차

원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익’은 이를 포월하는 

‘공익’의 하위 차원으로 한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추구하는 국가주의, 공동체

주의, 효용주의, 자유주의 공익과 방송이 지향하는 공익의 세부 가치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의 성격, 방향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궤적을 따른다. 가령 영국의 경우 전

통적으로 국가주의 공익에서 효용주의 공익을 지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공익으로 방송 공익의 

개념이 확장, 파생되어 왔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BBC다(정군기, 2006; 정용준, 

2009). 반면 미국의 경우 방송이 도입된 초창기부터 시장을 중심으로 한 효용주의와 자유주의 공익

으로 방송 공익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백미숙, 2004; 이창근, 2003; 정용준, 2009). 공영방송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방송사업자들의 상업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방송 공익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 공익 개념의 세부 가치들은 앞서 살펴본 공익의 네 가지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을

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방송의 공익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의 공익 개념은 세 가지 갈래의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그 

세부 가치를 확장시켜왔다(김진웅, 2003; 임정수, 2008; 최영묵, 1998). 첫째, 공공수탁론이다. 공공

수탁 모델은 방송 전파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제약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기초를 둔 방송 

초기 이론이다(윤석민, 2011; 이준웅, 2009; 최영묵, 1998). 전통적으로 방송이 지켜야 할 공적 가

치로 이야기되는 많은 개념들, 독립성, 공정성, 유익성, 공동성, 사회통합, 전통 보존 등이 공공수탁

론을 근거로 파생된 개념들이다. 공공수탁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파의 희소성 문제가 해

결되자, 역으로 공영방송 위기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공영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을 정당화했던 논

리가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당초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물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한 공공수탁론이 공영방송 공익을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았

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이준웅(2009)은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공영방송 정당화론 자체가 

억지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제한된 주파수를 할당하는 일이 영국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이 될지, 미국처럼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 공영

방송 정당화의 근거로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공공수탁론은 전파 자원의 

희소성보다 사회적 영향력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방송은 사람의 마음, 인식, 태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 행정, 민주주의 등 다양한 사회적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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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방송은 공익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공영방송의 경우, 가

장 엄격한 공익의 세부가치들-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 독립성 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관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주파수 희소성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에 도덕

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영향력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익을 존중한다면, 공익은 영향

력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볼모를 잡힌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KBS의 영향력이 

하락하면, 공익적 부담 역시 줄어든다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수탁론은 윤리적, 규

범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을 지지하는 이론적 모델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방송이 도입되던 20세 초

반의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특징 때문에 규정되는 공익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효용주의적 방송 공익론이다. 이 공익론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부각되고 있는 방송의 공

익 이론으로 시청자 복지론과 보편적 서비스론을 아우른다. 이 둘을 효용주의적 방송 공익으로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모두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근간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를 따

르기 때문이다(임정수, 2008). 시청자 복지론적 관점은 시청자들의 선호(viewer preference), 만족, 

효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수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며,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이 시청자 복지라고 본다(윤석민, 2002; 주정민, 

2006). 그런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공공수탁론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흔히 규정되는 것이 시청자

들을 공중(public)으로 계몽시키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 뉴스, 시사, 교육, 교양, 문화 프로그램-이

라면, 시청자 복지 관점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 -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강화는 시장 경쟁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다고 본다(Owen & Wildman, 1992).8) 시장이 사업자들의 경쟁을 촉발시켜 시청자들이 원

하는 프로그램과 채널을 공급하도록 추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청자 복지론은 시장이 수용자

들의 자유도 존중하고 촉발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채널과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시청

자들의 선택권, 능동성은 증가하며, 콘텐츠 및 광고 시장 역시 수많은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그 가치

(품질, 다양성, 창의성, 경쟁력 등)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Dominick & Pearce, 1976; 

Greenberg & Barnett, 1971; Litman, 1979). 이러한 관점이 극화될 경우, 그것은 공영방송 무용론

으로 나아가기도 하며, 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간과하는, 시장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수렴되기도 

한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서구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의 한쪽 끝에는 바로 시장주의적 패러다

임이 자리 잡고 있다.9) 

8) 시청자 복지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시장에 맡길 때 가장 잘 구현된다고 본다. 시장의 자유를 통해 경쟁과 효율

성, 그리고 수용자 복지가 가장 잘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 시장 경제와 상업방송을 중심으로 움직이

는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 1조와 사상의 자유 시장 논리에 근거해 발전된 이념이다(임정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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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의 공익성을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 되던 공익으로, 이것이 방

송 영역에 전이된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새로운 윤리가 방송에도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주, 2008; 이상식, 2003).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관점은 사회구성원들

이 최대한 방송, 채널,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령 심미선과 김재영

(2003)은 사회구성원이 채널에 손쉽게 접근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참여성과 접근성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 이를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공익의 구성요소로 제시한다. 김영

주(2008)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방송 서비스에의 접근’과 ‘내용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구체화

시키는데,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방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송 이용권 개념을 서

비스 접근 차원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로, 방송 ‘프로그램의 보편성’, ‘편성의 보편성’ 등을 내용 차원

의 보편적 서비스로 정의한다. 보편적 서비스론은 전통적인 방송 공익의 이론적 기반, 즉 공공수탁론

을 배경으로 한 공익의 이론적 공간이 다매체, 다채널화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재구

성된 개념으로, 공영방송 공익 논리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공익적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방송은 물리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현실적 함의는 적어도 우리나라 방송을 

논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물론 보편적 서비스를 방송 영역에 접목시키는 수많

은 연구들은 프로그램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논하지만(김영주, 2008, 심미선‧김재영, 2003), 이런 

논의들은 대부분 시청자 복지 차원의 공익 개념과 중첩된다 할 수 있다. 

 요컨대 시청자 복지론과 보편적 서비스는 다수가 선호하는 서비스와 차별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강

조하면서, 품질, 경쟁력, 보편적 편성, 소수자 보호 등을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 공익을 구성하는 요

소로서 제시하곤 한다. 효용주의 개념에 근거한 이들 방송 공익론은 사회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성장, 

자유 시장 논리의 확대와 일정부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효용주의적 접근은 품질, 경쟁력, 

보편적 편성 등 방송 공익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함으로써, 지나치게 경험주의적이고 결과

론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임정수, 2008). 

9) 이것은 공영방송의 사회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첫째, 매체가 많아지고, 채널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다양성 확대, 행복 확대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매체간 채널간 경쟁이 격화되고, 상업화될수록, 자본, 광고에서 배제되는 

노년층, 가난한 자,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윤석민, 2002). 그리고 이것의 손실 

효과는 콘텐츠의 수가 늘어나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행복 가치를 상쇄할 만큼 크다는 것이다. 둘째, 매체

의 상업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청자들의 자유,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그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개인의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이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범람하고 일상적인) 

상업화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침해된다는 것이다(Gitlin, 2002/2006). 셋째, 시청자들이 자신이 원하

는 것으로만 수렴되어 시청행태의 파편화, 분극화가 강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 소통은 줄어들 수 있다

는 지적이다(윤석민, 2007).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

장주의 패러다임과 공영방송 무용론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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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공익 개념의 마지막 이론적 근거는 공론장 이론에 있다. ‘공론장’10)이라는 개념은 서양에

서 18세기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한 근대적 개념으로 이 말에 대한 사회과학적 의미가 각별히 부각

된 것은 1962년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저작을 출간하면서부터다11).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공론 같은 것이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한 영역”으로 정의하면서, 원칙적으로 

공론장에 대한 접근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시민이 공론장에 접근할 때, 그때의 

시민은 일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사적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중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Habermas,1962/2011).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강압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음대로 모이거나 뭉치고, 

그들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공개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공론장 이론을 미디어 영역에 접목시킬 경우, 민주적 시민들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미디어가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는 이미 허망하다. 살롱, 

커피숍, 공회당 등 부르주아 문예 공론장의 쇠퇴, 언론의 상업화, 도구적 이성과 기술합리성에 의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억압, 국가와 시민사회의 융합, 공론장의 사사화 등으로 20세기 들어 서유럽의 

공론장 구조는 이미 다시 봉건화(refeudalization)되었기 때문이다(Habermas, 1962/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디어 연구자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규범적 모델을 추론해왔다

(Corner, 1995; Curran, 2002/2005; Dahlgren, 1995; Scannel, 1989). 이 모델이 기대하는 공영방

10) 공론장은 공론권, 공론영역, 공공영역, 공개장 등 다른 번역어들과 함께 쓰인다.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 저서 

번역본의 용례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공론장으로 번역하였다. 

11) 공론장 이론을 좀 더 정치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

론장의 구조변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 1부가 서유럽을 배경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의 출현을 다룬다

면, 제 2부는 그 몰락과정을 그린다. 하버마스는 제 1부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 프랑스 

등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16세기 사법권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

하는 근대국가 체제의 탄생, 시장경제 안에서 경쟁하는 개인들의 관계인 시민사회의 성립, 그리고 핵가족의 내

밀한 관계를 아우르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이 구성되면서, 국가와 사적 개인 사이의 일종의 매개영역으

로 부르주아 (정치) 공론장이 성립되었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놓고 자

유롭게 이성적인 토론을 벌이는 공간으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권력이 비판에 부쳐지는 논의

의 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부르주아 (정치) 공론장의 발전은 부르주아 문예 공론장의 활성화, 

인쇄미디어와 카페, 살롱, 클럽 등 공론장의 물리적 기반의 성장 등 당시의 여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다. 제 2부에서 하버마스는 19세기 후반 이래 대기업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성장하고 대중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부르주아 공론장이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부르주아 공론장의 쇠락

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양자의 분리가 공고해지기보다는 융합이 촉진되는 역사적 양상 (국

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관리하기 위해, 개개인의 삶에 점점 더 많이 개입하게 됨),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자율적 시민의 소비자로의 전락, 공론의 여론조사 결과와의 동일시, 공론장의 기반을 마련했던 미디어(신문)의 

상업화와 미디어의 사생활 잠식, 카페, 살롱, 클럽 등 토론하는 공중의 접촉을 보장했던 사교적 교류의 거점들

의 힘의 상실 등이 결합된 결과다. 이 모든 진단을 바탕으로 하버마스는 20세기 서유럽의 공론장이 다시 봉건

화(refeudalization)되었다고 결론짓는다(Habermas,1962/2011). 공영방송의 공익을 공론장 관점으로 바라본 

이론은, 하버마스가 진단한 공론장의 쇄락을 공영방송에 의해 다시 부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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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란 공공선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고, 토론 속에 억압(domination)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하나의 공간이다(Curran, 2005). 

 꽤 매력적인 이 주장은 공영방송 역시 상업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수용자들이 기

대하는 방송은 이성적 매체보다 감성적 매체에 가깝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합리적 의사소통

을 기반으로 한 공론장이 방송에서 얼마나 넓은 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공론장 이론에 대한 이런 비판은, 공론

장 이론의 변용, 수용, 확장으로 상당부분 이론 안으로 흡수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공론장 이론이 

공공의 담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부르주아지 공론장을 넘어 시민사회적 공론장, 다

원적 공론장, 난장적 공론장, 노동계급적 공론장, 지구적 공론장, 문화적 공론장 등으로 이론적으로 

수정, 확대되면서(박홍원, 2012; 이상훈, 2012; 조항제ㆍ박홍원, 2010), 공론장 이론 차원에서 이야

기되는 방송의 공익 가치 역시 풍부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론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방송의 공

익적 가치는 전통적인 공공수탁론과 효용주의 공익을 넘은 새로운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

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방송의 공익과 관련된 세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론적 차원은 현재 공영방송이 실

천하는 공익의 특징을 범주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마련되고, 수정되고, 확장된 차원들(공공수탁론 → 효용주의 방송 공익론 → 공론장 이론)

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이론들은 공영방송을 포월하는 공익 모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관

계는 일대일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들 이론 밑에 위치한 다양한 세부 가치들의 중층적 성격 때문에 

몇 가지 차원에 걸쳐있기도 하다. 가령 전파 자원의 유한성과 방송의 영향력에 기댄 공공수탁론의 

경우, 국가주의 공익과 (소극적) 자유주의 공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방송의 엘리트주

의, 도덕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국가 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주의 

공익과 마주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공익의 주된 가치인 공정성, 독립성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자

유주의 공익과 맞물린다. 공공수탁론의 공익이 이처럼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공익에 걸쳐 있는 것은 

그것이 공익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윤리적 검토보다 기술적, 정책적 근거에 준하여 마련되었기 때

문이다. 기술적, 정책적 방편으로 마련된 공공수탁론은 이 이론이 정립된 20세기 초반의 서구, 특히 

영국과 미국을 관통하는 공익의 사상적 흐름과 시대사적 배경을 반영한다. 20세기 초반의 서구는 1

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주의와 엘리트 관료주의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이었고(Held, 

2006/2010), 이에 더해 자유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다(이창근, 2003). 이런 정치 사

회적 배경 속에 공공수탁론을 근거로 한 공익의 세부 가치는 당시의 서구 공익 모델과 맞물린다 할 

수 있다. 즉 20세기 초반의 국가주의(엘리트주의)와 자유주의의 혼종은 공공수탁론의 특징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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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된 변수였다는 것이다. 한편 효용주의적 방송 공익론에는 효용주의 공익과 (다분히 시장자유주

의로 수렴되는) 자유주의 공익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대중성, 경쟁력, 즐거움(행복), 보

편적 서비스, 시청자복지, 시청자 만족, 효용 등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은 매체 기술의 발달로 공

공수탁론의 근거가 되는 전파의 희소성 논리가 희석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방송의 공익 이념을 지탱하는 주된 세부가치로 이야기되곤 했다. 마지막으로 공론장 이

론은 합리적 이성, 토론, 참여, 자율, 숙의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공익의 관점과 관용, 

경험의 공유, 시민적 덕성, 공공선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주의 공익의 관점이 공존한다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민주주의의 성장과 개인성, 시민성 등을 강조하는 디지털 문화의 확산과 맞물리

면서 공영방송의 정당성과 공익 이념을 지지할 수 있는 세부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념적, 규범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과 그것이 좀 더 거시적인 층위

에서 공익 모델들과 관련되는 모습을 보다보면, 이념적 측면에서 방송의 공익은 국가주의 공익과 자

유주의 공익을 시작으로(공공수탁론), 효용주의 공익을 넘어(효용주의 방송 공익론), 자유주의가 확

장되고, 공동체주의가 강조되는 모습(공론장 이론)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변

화는 앞의 흐름을 부정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 위에 새로운 가

치 개념들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때론 과거의 개념과 오늘의 개념이 충돌하기

도 하고, 모순되기도 한다.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기도 하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대치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나라의 방송 제도에서, 그리고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방송의 공익 이념 중 

무엇을 취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국가별로 경제성장의 수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방송을 바라보는 관점, 공영방송 체계의 분화수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나폴리는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적 프레임으로서, 방송의 공익을 개념적 차원(conceptual level) - 조

작적 차원(operational level) - 응용적 수준(applicational level)으로 구분한다(Napoli, 2001). 개념

적 차원이 철학적, 이념적 층위에서 제시되는 공익의 기본 이념을 의미한다면, 조작적 차원은 공익의 

기본 이념이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가치나 원칙으로 구성되는지, 마지막으로 응용적 차원은 그

렇게 제도화된 가치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이나 실천방식을 의미한다. 나폴리를 포함하

여 많은 연구자들은 개념적 차원의 공익이 조작적 차원에서 한 사회의 방송 제도에 유기적으로 구성

되고, 수용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유의선, 1995; 윤석민, 2002; 윤석민·이현우, 2008; 

정용준, 2011). 공익이라는 개념이 방송 정책 입안자나 공영방송 이해 당사자에게 있어 수사학적으

로 애용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방송제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공영방송의 편성목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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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국가와 시청률에 종속되어 있던 공영방송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제도로서 이식된 공익, 편성목표로서 수용

된 공익 역시 이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영방송을 이끄는 이념적 좌표로서 공익이념이 조작적 차원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즉 방송의 

공익 이념이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서 수용되었는지는 우리나

라 공영방송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질문이다. 특히 편성목표로 수용된 공익이념은 

공익실천의 직접적인 준거틀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영방송 편성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제도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것이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편성의 실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삼고자 한다.  

     

3절. 편성과정

 

 1. 편성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편성과정은 실질적인 편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 대한 이론은 편성 관련 논의에서 

거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편성과정은 방송사마다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과정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경영행위로 

간주되는 편성과정 자체가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성과정에 대한 논

의는 ‘과정’보다 ‘기능’ 측면에서 그것의 내부 단계를 구분하고,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편

성행위를 기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는 연구자마다 개념 정의만 다소 다를 뿐,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되곤 했다(김규, 1996; 한진만, 2006; 황준호, 1999). 1단계는 방송의 최고 경영자가  편성의 

기본정책과 편성방침이 수립되는 단계를, 2단계는 결정된 편성방침에 준하여 편성실무자가 프로그램

을 선택 배치하는 과정을, 3단계는 2단계에서 정해진 기획 내용을 토대로 개별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가령 황준호(1999)는 편성과정을 편성정책 결정단계, 편성기획단계, 단위프로그램 

기획단계로 구분하고, 이 내부 단계들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방송정책 결정단계에서

는 최고 경영층이 각종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기간 중의 경기전망 및 사회, 정치 등에 대한 검

토 등을 종합하여 경영정책을 결정한 다음 편성부서로 하달한다. 편성기획단계에서는 편성실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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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부서가 하달된 편성정책을 큰 테두리로 해서 편성방향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 자원, 인력, 예

산, 시청률, 프로그램 평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새로 편성할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한다. 마

지막으로 단위프로그램 기획단계는 제작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될 프로그램 기획안을 결정

한 후 편성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를 말한다. 한진만(2006)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편성과정을 기획단

계, 편성단계, 제작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단계의 기능에 대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한다.  기

획단계는 프로그램 경쟁력 현황, 주시청층, 방송사의 기본방침, 법제 규제 요인, 제작비 등을 고려하

여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최고경영층의 허락을 얻으면 구체적 편성단계로 들어간다. 

편성단계에서는 편성실무자들이 편성의 기본 틀을 잡고, 관련 제작진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설 프로

그램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작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안을 수집, 검토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제작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편성과정이 어떠한 내부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를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편성과정에 대한 설명은 고사하고, 편성 과정의 일부로

서 내부 단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도 실패한다. 게다가 편성과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편성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고, 이들 연구마저 세부 단계를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수준

에 그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편성 과정의 내부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 타당한 분석 개념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황준호(1999)의 편성과정 

논의를 변용해 편성과정을 편성정책 단계, 편성기획 단계, 편성제작 단계, 그리고 편성평가 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준호(1999)는 편성과정을 편성정책 결정단계, 편

성기획 단계, 그리고 단위 프로그램 기획단계로 구분하였는데,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평가 단계가 빠진 것을 추가, 보완하고, 개념정의가 불명확한 단위 프로그램 기획 단계

를 편성제작 단계로 변용하였다. 

 편성정책 단계는 방송지표, 경영목표, 방송기본방향 등 편성과 관련된 중요 방향, 가치, 목표를 결

정하는 단계로, 규범적, 선언적 수준이 높지만, 방송이 지향하는 공익의 세부적 특징과 방향이 이 단

계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다. 편성기획 단계는 한편으로는 편성정책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수용자 시장 확대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편성 전략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편성과정에서 가장 많은 내부 당사자들이 개입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봄, 가을로 진행되는 정기 개편과 수시 부분조정 등 실질적인 편성 변화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편성제작 단계는 편성기획 단계에서 마련된 안을 토대로, 또는 제작, 보도부서 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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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제작주체가 꾸려지고, 실질적인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안, 구성안, 섭외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편성 의도가 제작진의 의

도, 현실적 여건에 의해 굴절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제작주체의 역량, 자율성, 인지도, 인적 네트워

크, 성공경험 등에 의해 편성기획 단계가 재편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편성평가 단계는 방송된 프로

그램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편성을 조정하는 단계로, 많은 부분 이 평가는 시청률, 광고 수익, 효

율성 등 경영적 잣대를 근간으로 하고, 이에 더해 품질평가 지수, 언론 및 시청자 평가, 내부 제작진 

평가, 경영 평가 등이 부가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편성평가 단계에서 산출된 최종 평가는 이후 편성

정책과 편성기획 단계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편성과정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 할 수 있

다.  

 위에서 구분한 4단계 편성과정은 선형적인 과정모델이라기보다는 상호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도, 이 연결고리의 위세는 때론 약간 연결로, 때론 강한 연결로, 이들의 상관관계는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가변적인 모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규범적 공적 책무가 강조되는 

편성정책 단계와 효율성, 수용자 시장 등 시장적 측면이 강조되는 편성기획 단계는 때론 상호 조응

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무관하고, 모순되게 연결될 수 있다.  

 아울러 편성과정에서 어떤 단계가 중요시되느냐는, 방송사가 위치한 시장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유

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상업성이 강조되는 채널의 경우, 방송의 사회적 책임, 공적 책무, 가치, 철

학 등이 이야기되는 편성정책 단계의 기능은 축소된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공익이 강조되는 채널

에 있어 편성정책 단계의 기능과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방송사의 경쟁력,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타 시스템 등 문화 산업 논리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드라마와 예능 장르의 경우, 편성제작 

단계가 나머지 단계보다 막강한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장르는 각 방송사의 수익을 책

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단계보다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는 편성제작단계가 강조되고, 이 단계를 

주도하는 내부 제작진의 힘이 크다. 반면 시장 성과보다 사회적 가치, 의미가 강조되는 다큐멘터리, 

문화, 시사 장르의 경우, 편성정책 단계와 편성기획 단계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다.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가 어떠한 기능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 단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편성행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문제

다. 그렇다면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을까? 편성과정에 대

한 기존 논의가 이 질문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자주 표

방하는 영국 BBC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이 특징을 가시화시키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

다.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교 연구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주는 능

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는 너무도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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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내용

편성

정책

단계

미션 

(변화없음)
 정보(inform), 교육(educate), 오락(entertain)의 제공

공적목적 

(10년 단위)

1)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지속(Sustaining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2) 교육과 학습 촉진(Promoting education and learning) 

3) 창의성과 문화적 탁월성 자극(Stimulating creativity and cultural excellence) 

4) 영국 전역(민족권역, 지방, 지역 공동체)을 대의(Representing the UK, its 

nations, regions and communities) 

5) 영국을 세계로, 세계를 영국으로(Bringing the UK to the world and the 

world to the UK) 

6) 새로 부상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공중에게 제공(Delivering 

to the public the benefit of emerging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ervices) 

주요 편성 목표

(5~6년 단위)

1) 차별성과 품질 제고 (to increase the distinctiveness and quality of its 

output), 

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들을 표면화시키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Hallin & Mancini, 2004/2009, 참고).   

 <표 2-4>는 BBC 편성과정의 내부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

다. BBC의 경우, 편성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단계가 편성정책 단계다. 편성정책 단계에 있어 BBC

는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협의과정(consultation process)을 거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 집단과 

사회 집단들 사이의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decision)을 도출해낸다(정준희, 2008). 보다 구체적 

으로 BBC의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편성정책 단계에서 사명(Mission) → 공적 목적(Public Purpose) 

→ 주요 편성 목표(Primary strategic objectives) → 연간 경영 목표(Executive objectives and 

action for management and staff) / 연간 채널별 프로그램 정책(Statement of programme policy) 

순으로 가장 추상적/일반적 수준에서 구체적/특수한 책무로 연결된다(BBC, 2012). 사명(Mission)이 

BBC의 태동과 함께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구하는 편성 목표를 의미한다면, 공적 목적(Public 

Purpose)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칙허장 갱신(면허 갱신)과 함께 영국 사회에서 BBC에 요구하

는 공익의 세부 차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주요 편성목표(Primary strategic objectives)는 

5~6년 단위로 BBC와 BBC Trust가 설정한 최우선 실천 과제와 편성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BBC 편성실무자들은 3년 단위로 중장기 편성전략을, 1년 단위로 연간 채널별 편성

정책을 설정한다. 이 정책들을 기반으로 편성기획 및 편성제작 단계가 구성되고, 편성평가 역시 정책

단계에서 구성된 목표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묻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표 2-4> BBC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 



- 37 -

  <편성 우선순위 (5 editorial strategy)> 

  ① 저널리즘 (The best journalism in the world) 

  ② 드라마와 코미디 (Ambitious original British drama and comedy) 

  ③ 지식, 음악, 문화 (Inspiration and commitment in the fields of 

knowledge, music and culture) 

  ④ 어린이 (Outstanding services for children) 

  ⑤ 국가적 이벤트 (Events that bring communities and the nation 

together)

2) 수신료 가치 및 효율성 증대(to improve the value for money it provides to  

licence fee payers) 

3) 보편성 확대 (to do more to serve all audiences) 

4) 공개성과 투명성(to set new standards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중장기 편성 전략 

(3년 단위)

- 채널 방향 및 목표 수립

- 시간대별 편성 방향 확정 

- 예산 확정 (시간대별 / 장르별)

- 공적 책무 및 수신료 가치 수행 방향 마련 

BBC 연간 경영목표

채널별 프로그램 정책

  (1년 단위 )

- 연간 채널별 핵심 목표 및 편성 방향 구체화

- 연간 신규 (정규, 특집, 시즌물) 프로그램 방향 확정

편성

기획

단계

신규 프로그램 발주 

검토 

(수시)

- 장르별 프로그램 공모 

- 각 장르별 책임자(장르 커미셔너)들 주관으로 신설 대상 기획안 선정 (복수) 

- 원칙 : WoCC(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 내주와 외주의 경쟁을 통한 

활력 도모를 목표)

신규 프로그램 발주 

확정 

(수시)

- 신설 프로그램 발주 확정 (시간대, 채널, 방송시기 확정)

- 원칙 : Twin Tick System (프로그램 발주 시 채널 편성 담당자와 장르 책임자

의 상호 동의 필요)

수시 부분조정 - 채널별 수시 개편 (프로그램 신설/이동/변경/폐지)

편성

제작

단계

신규 프로그램 제작

(수시)

- 기획안 보완 및 수정

- 제작진 및 출연자 섭외

- 프로그램 제작 

신규 프로그램 편성 검토 

(방송예정일 2~3개월 전) 

- 프로그램 제작 현황 및 수정/보안 사항 점검

- 최종 방송 채널, 시간대 재검토 (경쟁채널 현황 검토), 홍보 전략 마련

평가

단계

프로그램 사후 평가

프로그램 발주를 위한 

사전 조사

편성목표에 대한 수행평가

-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 평가 및 프로그램 발주를 위한 수용자 조사 

- 편성목표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 자료 : BBC홈페이지, KBS(2013.7) ‘영국 TV매체 수용자 분석 및 편성제작 활용방안 조사’ 재구성.  



- 38 -

 편성정책 단계에서 마련된 구체적인 편성목표를 기반으로 편성기획 단계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발주

와 맞물린 수시 편성 조정이 이루어진다. 장르별 발주 부서들은 신설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수시 공

모를 진행하고,12) 접수된 기획안 중 BBC 텔레비전이 추구하는 편성 목표, 채널별 편성 방향, 연간 

중점 사항 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에 대해서는, 채널 편성부서와 발주부서가 수시로 프로그

램 제작 및 편성 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발주 최종 결정 시, 중간 간부급

인 채널 편성 담당자(channel controller)와 장르 발주 책임자(genre commissioner)의 상호 동의가 

필수적(Twin Tick System)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 발주 검토를 위해 채널 편

성 부서와 장르 발주 부서 사이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시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KBS, 2013.7). 이 과정에는 채널 편성 부서와 장르 발주 부서뿐만 아니라, 시청자 및 마케팅

(Marketing & Audience) 관련 부서도 유기적으로 함께 참여한다. 한편 편성기획단계에는 프로그램 

발주뿐만 아니라 채널별, 시간대별로 수시 부분조정도 이루어진다. 이 부분조정 역시 기본적으로 편

성정책단계의 계획 하에 움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편성정책 단계에 마련된 계획이 경쟁 매체 동

향, 수용자 시장, 제작 여건 등에 따라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지만, BBC는 이 변경조차도 근본적으

로 정책단계에서 결정된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준희, 2010b). 

 편성기획 단계에서 신설 프로그램 발주가 결정되면, 장르 발주 책임자는 제작부서에 제작을 요청하

고, 이 시점을 전후로 편성과정은 편성제작단계로 넘어간다. 편성제작단계에서 프로그램 기획안 수

정 및 보완, 출연자 및 제작진 섭외 등의 몫은 제작부서(또는 외부제작사)와 이를 지원하는 발주 부

서로 온전히 넘어가고, 다만 채널 편성 책임자(채널 컨트롤러)는 편성 예정 2~3개월 전에 제작 현황

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최종 방송 날짜, 채널, 방송 시간대, 홍보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편성평가단계는 기본적으로 편성목표의 수행여부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주를 위한 시

청자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며,13) 여기에서 평가는 시청자수, 도달률(주간 15분 이상 BBC 프로그

램을 이용한 시청자 비율), 시청 시간, 점유율 등의 양적 지표와 품질평가지수(AI), 차별성 지수 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지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BBC의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는 편성정책단계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편성기획 및 편성제

12) BBC 텔레비전 본부는 편성기능과 제작기능을 연계하는 장르별 발주부서(장르 커미셔너)가 따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런 조직 구조는 2000년 그렉다이크 사장 취임 이후 만들어졌는데, 그렉다이크 BBC 전 사장은 편성부서 

내에 장르별 발주팀(장르 커미셔너)을 따로 마련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좀 더 강력한 수

용자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BBC가 되기를 희망했다. 2006년 마크톰슨 사장은 편성과 제작 부서를 “비전

(vision)”으로 통합하여, 제작-발주-편성이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이것이 현재 BBC 텔레비

전 편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KBS, 2011.06).    

13) 편성평가단계가 기본적으로 편성목표의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연감 등 BBC

가 수행하는 다양한 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평가 프레임이 편성목표에서 제시된 것들의 수

행 여부로 수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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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단계가 신규 프로그램 발주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발주부서를 중심으로 편성기획과 

편성제작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신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

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해 프로그램 발주 결정에서 편성예정시

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관행이어서, 시간 때문에 프로그램 품질이 변주하는 경우

는 많지 않다. 편성평가 단계 역시 편성 목표의 수행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질적 지표

를 개발,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4). 이러한 내부 단계의 제도적, 관행적 특징은 영국 사회에서 

BBC가 지속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유, 그리고 BBC가 전 세계 공영방송의 표준으로 작동하

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판단된다. 

 영국 BBC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를 살펴보다 보면, 단계별 기능과 특징,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 실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중

요한 연구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내부 단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편성과정의 극히 일부를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각 

단계별 ‘기능’과 이들 단계에서 내부 행위자들이 제도적,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만 보여줄 뿐, 다

양한 내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편성과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없다. 앞서 BBC 편성과정 내부 단계의 특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편성

과정에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펼쳐지며, 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비단 

내부 행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령 편성정책단계에서 마련되는 편성목표를 구축하

는데 있어서는 BBC 내부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치, 시장, 시민사회가 주요한 행위자로 움직이며, 이

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편성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편성기획 및 제작단

계, 그리고 평가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공모에는 내부 제작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주 프로덕션이 참여하며,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한 평가에는 BBC TRUST, 시청자 

조사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한다. 

 실제로 편성과정이 내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수용자, 정치권력, 경쟁매체 등 끊임없이 외부와의 관

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내부 의사결정단계에 국한하여 편성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

14) BBC 편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기존 BBC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6월 연구자가 영국 BBC 출장 중 수

행한 BBC1 채널 컨트롤러, 장르 커미셔너, 그리고 수용자 평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것이다. 

BBC 종사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직업 공간으로서 BBC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공영

방송이 BBC를 벤치마킹하고자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의 답변 역시 스스로의 행위를 이상적인 좌표로 설정하

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터뷰라는 방법론적 특성상 이것은 일정부분 인터뷰 대상자인 BBC 편성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로 귀결되고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인터뷰를 기반으

로 하여 BBC의 편성과정을 도출한 것은, 첫째) 이에 대한 기존 논의가 거의 없고, 둘째) 적어도 제도적, 관행

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편성과정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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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편성과정 분석에 

있어 내부 의사결정단계보다 큰 틀의 의사결정과정 프레임을 차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런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은 무엇일까? 편성과정에 대

한 연구가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고찰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편성과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타당한 분

석 프레임이 필요하다. 

 2. 대안적 이론

  편성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이 내부 의사결정단계가 아니

라 사회적 의사결정단계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편성과정 분석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있어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다고 판단한다.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그것이 특정 집단 내 의사결정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분석에 있

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행위자를 선별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편성

과정 분석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책결정과정 연구의 주요 내용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 행위자들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크래스나우 등(Krasnow et. al, 1982)의 방송 정책결정 체계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방송 정책이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체계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홍종윤, 2010), 공영방송 편성과정 역시 서로 다른 입장과 힘을 지닌 다양한 행위자

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석 프레임 도출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크래스나우 등은 미국의 방송 규제 정책 결정과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본다(Krasnow et. al, 1982).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정치성이다. 방송 

정책 결정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결코 깔끔하거나 우아하지 않다. 이 과정은 상호 이해관

계가 다른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정치적 과정이며, 그 과정의 복잡성은 정책결

정을 역동적 체계로 구성한다(Krasnow et. al, 1982, p. 136). 이 정책결정 체계의 본질은 방송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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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책이 특정 행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행정적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들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상호 이해를 조정해가는 정치적 과정이라는 점이다(홍종

윤, 2010). 크래스나우 등은 미국의 방송규제 정책이,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의회(Congress), 산업계(Industry), 시민단체(Citizen Group), 법원(The Courts), 백

악관(The Whitehouse)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는데(Krasnow et. al, 1982, pp. 33~132; 윤석민·이현우, 2008, pp. 38~39), 이

를 도식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크래스나우 등의 커뮤니케이션 정책결정 체계 모델 (Krasnow et.al., 1982, p. 136)

  

 한편 나폴리(Napoli, 2001)는 크래스나우 등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행위자의 관계 특징을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으로 재구성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정책결정은 대리인을 고용한 주인과 주인을 대신해 일하는 대리인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다. 

 주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리인들이 얼마나 잘 부합하게 행동하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관철시

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대리인들이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주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도 하며, 힘 있는 주인의 이해관계를 좀 더 강하게 반영하기도 한다(홍

종윤, 2010). 나폴리는 커뮤니케이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다양



- 42 -

한 주인-대리인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상호작용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지적한다(Napoli, 2001, p. 226). 

 <그림 2-2>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공중, 법원, 산업계, 의회, 백악관, FCC이고, 화살표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나타낸다. 

FCC를 제외한 다섯 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반면, FCC

는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 그들 누구에 대해서도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 FCC는 다양한 주인들이 심사와 비판 그리고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의 대상이 되며, 

이 공간은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싸움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CC에 의해 

결정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이란 경쟁하는 주인들의 타협과 경쟁, 즉 상호작용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나폴리는 궁극적으로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이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관계 구조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주인으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각 행위자가 가진 기

능, 영향력 등에 따라 결정과정의 특징은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정책 수립의 최종 작업 라인 구실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된 해석자이자 시행자이며 집행

자로서 FCC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FCC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징을 면밀하게 이

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Napoli, 2001). 

<그림 2-2> 나폴리의 커뮤니케이션 정책결정 체계 모델 (Napoli, 2001, p. 228)

공중 산업계

의회 백악관

법원

FCC

민간영역

사법영역

정치영역

행정영역

 정책 네트워크 이론 역시 편성과정 분석에 선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정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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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참여자수 주요참여자 상호의존성 참여배제성 관계지속

하위정부 제한
정부, 국회 상임위, 이익집단 

(철의 삼각 동맹)
높음 높음 높음

정책공동체 광범
정부관료, 국회,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비교적 낮음 비교적 낮음 비교적 낮음

이슈네트워크 매우 광범

정부관료, 국회,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기업가, 로비스트, 

언론인 등 다수 간심집단

낮음 낮음(개방성) 낮음(유동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이 이론은 정책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정

책산물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패턴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경향

을 지닌다(홍종윤, 2010). 즉 기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들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체

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세부적으로 유형화

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 이론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유형의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 맥락

(policy context) 하에서 정책 이슈(policy issue)의 해결을 위해 정책 네트워크가 발생한다고 전제

하면서, 이 네트워크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을 개발해왔다. ‘철의 삼각’(iron 

triangle), ‘하위정부’(subgovernment),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등이 대표적 예이다. 

<표 2-5>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간의 비교

 * 자료 : 홍종윤(2010) 28쪽. 

 정책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은 특정한 정책적 맥락

에서 특정 정책이슈의 해결을 위해 결정과정에 다양한 상호작용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종윤, 2010). 그리고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자원들로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있어 개방

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호의존성은 얼마나 높은지 등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속

성 변수들을 제시한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참여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상호작용 패턴에 따라서 정책결정의 내용

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령 하위정부나 정책공동체와 같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공유나 결

속이 높을수록 정책산출물이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대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행위자들이 유

동적으로 변하고, 이해관계의 공유 정도가 낮은 이슈 네트워크의 경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내

용이 변동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체로 자원과 권력을 많이 보유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3).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이러한 이론들을 배경으로 한국의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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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내용

이병길 

(1992)

▪ 1980년 언론통폐합,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1990년 민영방송 도입 사례 분석

→ 신군부세력 및 공보처 등 집권세력의 전략적 선택(정치흐름)이 방송정책변동의 직접적인 계기 

윤재식

(1995)

▪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12개 행위자의 영향력 분석

→ 청와대, 공보처, 정보통신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공보처가 주도권을 행사. 

방송정책 결정구조는 공보처 중심으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화된 형태

정인숙

(1996)

▪ 1991년 전후 케이블 TV 정책 결정 과정 분석

→ 1990년대의 방송정책결정과정은 기존과 달리, 정부 주도적 정책 추진이 집행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들

의 반발에 직면하여 수정을 거침.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윤석민

(1997)

▪ 1995년에서 1996년까지 진행된 통합방송법안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참여자들 및 이들 간의 상

호작용에 대한 분석

→ 행정부처, 국회(여당, 야당),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청와대. 학계, 언론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

으로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 개혁입법을 추진했던 주체는 시민단체, 방송현업, 재야였으며, 이들의 

요구에 대해 행정부 및 여권은 수동적으로 대응

→ 상호작용에 있어 하위집단 내 갈등이 극심했으며, 겉으로 드러난 참여자보다 숨어있는 실제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함. 공식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중립

적 평가집단이 부재하는 등 상호작용에 중차대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최종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결과

를 초래. 

김신동

(1997)

▪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분석

→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방송정책 역시 권위주의적 시장 조정 전략으로부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비권위주의적 시장조정 전략으로 변화 

황근·

최영묵 

(2000)

▪ 현재까지의 방송정책 실패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합성 결여라는 차원에서 분석

→ 방송의 산업화, 경쟁원리 도입 등으로 방송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면서 방송정책 역시 이해 조정 과정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짐. 아울러 시청자

단체, 시민단체, 학계와 같은 공익추구집단들의 목소리가 방송정책 결정에 큰 변수로 작동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방송정책이 불가능한 환경이 도래.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표 2-6>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방송정책결정과

정 관련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들 개별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는 것은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다. 다만 이들 연구들이 공히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주요 행위자가 누구

이며, 이들의 영향력과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주목했다는 점은 편성과정 분석에서 차용해야 하는 분석적 프레임이라 판단된다. 특히 민주화 이후 

한국의 방송정책 결정 과정이 청와대, 행정부처 등 정치체제의 일방적 결정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면

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표 2-6> 방송정책결정과정 관련 국내 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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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방송정책이 국가, 사적이해집단, 공익추구집단의 이해 조정을 통해 수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방송정책이 권위주의에서 국가조합주의를 거쳐 사회조합주

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파악.  

유대선

(2004)

▪ 위성방송 도입 정책 사례 분석

→ 위성방송 산업구도가 지상파 방송사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치권력, 방송정책 주무기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의도대로 추진되었다고 주장. 지상파 방송 권력과 정치권력이 내밀한 밀실에서 상호이해를 조

정하며 방송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방송 정책결정의 특징으로 파악

정상윤·

정인숙

(2005)

▪ IPTV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 사례 분석

→ 사업자 간 갈등과 규제기구 간 갈등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

→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철의 연대’ 상황이 드러나는 등 복합

적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정책기구가 사업자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 

윤석민·

이현우 

(2008)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의 변화양상 검토

→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시장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공익을 기치로 한 사회제반세력이 결집

하는 현상이 나타남. 산업적 패러다임과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두 개의 상반된 이념적 지향점을 기점으

로 한 대립구도의 심화는 방송 정책결정과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등 정책결정 체계 내의 지휘계통이 전문성 및 행

위자들 사이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역량 측면에서 여러모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방

송정책결정체계가 심각한 기능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홍종윤

(2010)

▪ 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정책결정과정 분석

→ 방송사업자, 정책관할지(방송위원회,국회,청와대), 시민사회 등 정책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및 정

책신념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쟁 

→ 방송사업자들은 정치적 투쟁을 우선시하였으며, 단기적 정책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함. 정책관할

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결정을 양산하였으며, 학계나 시민단체 역시 중립적 중재

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이현우

(2012)

▪ 미디어법 개정관련 정책논쟁 사례 분석

→ 정권교체 이후 전개된 대대적 방송구조개편 시도, 정책행위자들의 일방향적, 갈등적 상호작용 전략, 

정책중재자의 부재, 정책네트워크 내 상호작용 채널의 단절, 정책적 판단기준의 부재 등이 맞물려 미디

어법 개정관련 정책네트워크는 양극형 공동화 구조를 보였고, 이는 미디어법 개정과정을 과잉 정치화시

키고, 극심한 갈등 양상을 야기함. 

  * 자료 : 홍종윤(2010) 4~7쪽, 이현우(2012) 3~6쪽 재구성.   

 요컨대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기존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

정을 통해 산출된다고 본다.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의 경우, 이 상호작용 과정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요구와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한국의 방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도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요구가 탄생하게 되고, 이 요구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반응은 새로운 상호작용 특징을 만들어내게 되며, 그 결과 정책결정과정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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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늘 변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안별로 시기별로 달라지는 특수성 속에서도, 그것

을 관통하며 되풀이되는 공통의 패턴과 특징이 있기 마련이고, 이 패턴이 하나의 모델로, 개념으로 

정의되어지곤 한다. 이 공통성과 변주야말로 정책결정과정이 지닌 특징이기도 하다. 

 

  2) 정책결정과정 이론의 함의 및 적용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에 적용되는 주요 이론 및 그것이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 이론은 어떻게 편성과정을 분석하는 대안적 프레임으로 선

용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이 이론이 궁극적으로 정책을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살펴봤

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편성과정에 

대한 분석틀로서도 차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들 정책결정과정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연구의 관심, 분석의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대

상들이 편성과정이 살펴보는 공간과 상이하기 때문에 편성과정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크래스나우 등의 방송 정책결정 체계 모델과 그것의 이론적 흐름 위에 자리한 나

폴리의 모델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미국 방송정책 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 체계 내의 주요 참여자

들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 과정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회 체계 내

의 주요 참여자들을 추상적이고 일반적 수준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KBS 내부에서 주요 행위자

를 선별하고, 같은 맥락에서 외부의 주요 행위자도 선별해 내는 것이다. 한편 정책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 특정한 정책 맥락 하에서 정책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속성이 어떠한지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과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지는 편성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특히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접근법

을 차용하는데(홍종윤, 2010), 이것은 상당부분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화로 진행되어, 역설

적으로 상호작용의 패턴을 포착하는데 있어 이론적, 현실적 통찰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

우가 빈번했다(이현우, 2012). KBS 편성과정에서 상호작용을 과잉 세분화하여 살펴볼 경우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단일한 맥락과 특정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

니라 다양한 맥락 하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편성과정 연구

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의 세분화가 아니라, 수많은 편성맥락과 이슈를 관통하며 나타나는 상호

작용 패턴과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고, 이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를 잡아내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이론은 분석의 대상과 관점에 따라 논의의 흐름이 달라지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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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든 그것을 전적으로 편성과정의 분석 프레임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공히 두 가지 수준의 

분석적 차원을 제시해준다 할 수 있다. 첫째,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및 그들의 역할 및 특성’

을 밝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 연구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기본단위인 특

정 정책참여자들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이현우, 2012; 홍종윤, 2010; Krasnow et.al., 

1982).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분석하는데도 차용 가능

하다. 편성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이들의 특징 및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등을 규명하는데 이론적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내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 이론들은 결정과정에 참

여하는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가령 크래스나우 등(Krasnow et. al, 1982)은 

FCC, 사법부, 행정부 간의 상호작용이 입법활동, 예산안, 소송, 판결 등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자와 FCC, 백악관과 사업자 간의 상호작용이 사적인 관계, 개인적 유대, 

로비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책네트워크 이론

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이 정책맥락과 이슈에 따라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등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홍종윤, 2010). 이러한 논의들은 편성과정에서 행위자들 사

이에 어떠한 상호작용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 

 요컨대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기존 이론들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대안적 이

론으로서 활용 가능한 것은, 그것이 과정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석 차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실제 편성과정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 제한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복잡성에 비추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너무 

추상적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크래스나우 등이 산업계라고 통칭한 행위자의 경우, 그 내부에 서

로 다른 이해관계, 영향력, 상호작용 채널, 보유 자원을 지닌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

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공영방송 편성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를 산업계, 수용자(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큰 유용성이 없다. 방송 정책결정 체계 모델이 지닌 이러한 문제점은 이론 자

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송 정책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작동하는 체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추상성이 

높은 단계의 방송 정책결정 체계를 이론화한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종윤, 2010). 그렇

다면 이 모델을 공영방송 편성과정 분석 모델로 차용하기 위해서는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직접적으로 편성산출물을 생산하는 행위자, 즉 KBS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

부적인 수준에서 내부 행위자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48 -

 이와 관련하여 주요 행위자의 관계 특징을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으로 재구

성한 나폴리(Napoli, 2001)의 이론은 중요한 지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적어도 공영방송 편성과정

에서 ‘주인’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수용자’, ‘산업계’, ‘의회’, ‘청와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KBS 외

부행위자들일 것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편성과정 속에서 관철시키는 ‘대리인’에 해당하

는 행위자는 KBS 내부행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정책결정과정 연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인과 대리인을 분석 수준에서 큰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한 수준, 즉 FCC, 의

회, 산업계 등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층위에서만 파악했다면, 이 연구는 행위자를 KBS 외부와 내부

로 구분하고, 편성과정의 핵심 행위자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KBS 내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편성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내부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

이며, 이들의 ‘상호작용’ 패턴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이것이 편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이론적 논의를 좀 더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과정 이론들은 그 과정에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는 차원에서는 유용한 분석 프레임이지만, 왜 그러한 방식으로 방송 정책

결정과정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홍종윤, 2010). 물론 미디어 정

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특성의 발견 등은 기존 

이론들이 가진 장점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며, 방

송 정책결정과정의 전체적인 동학(dynamic)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편성

과정의 전체적인 동학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부 행

위자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외부 행위자 요인, 좀 더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관련 논의에서 편성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고, 주장되어 온 정치권력과 시장 등 

KBS 외부 행위자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행위자 요인이 편성과정의 전체적인 동학을 설명하는 변수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행위자를 ‘청와대’, ‘산업계’, ‘의회’ 등 물리적 공간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편

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개념으로 재정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외부 행위자의 특

징이 무엇이며, 이들이 편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층화시킬 필요

가 있다. 

 결국 정책결정과정 이론을 편성과정 이론으로 선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KBS 내부와 외부로 구

분하여 유형화시킬 필요가 있고,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행위자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좀 더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특징을 구체화시키는 이론적 방법이자, 외부 행위자 요인을 편성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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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학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3.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기존 논의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은 다양한 내외부 행위자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편성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방송사가 지향하는 경영목표, 내부 환경(제작 여건, 경영 환경 등), 

경쟁매체 상황, 수용자 조건, 시장 구조, 사회정치적 조건, 법적 제도적 조건 등이 언급되곤 한다(배

진아, 2012; 심미선, 2003; 유의선, 1995; 한진만, 2006).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TV 보급률이 증가하고, TV가 개인, 조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지던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령 루이스(Lewis, 

1969)는 미국 521개 지역방송국 편성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

본다. 그에 따르면 각 방송국 편성책임자들은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direct feedback), 

국가 · 규제기관 · 방송사 내부의 규제적 요소(regulatory constraints), 시청자 조사연구 결과와 방

송관계자들의 피드백(inferential feedback), 타매체 및 주변 지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conditional feedback), 동료직원 피드백(staff feedback), 결정자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육감

(personal judgement), 광고 판매 및 관리부서의 의견이나 광고주의 제약(financial constraints), 시

간배열 및 시청경향 등의 전술적 고려(tactical consideration) 등 8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의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편성의사결정모델을 제시한 버츠(Virts, 1979)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시청자와 광고주의 기호, 타 방송사와의 경쟁, 조직 내적 영향력 등 편성을 

둘러싼 수많은 외적, 내적 환경이 편성 결정자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들로 지각된 프로그램의 품질(perceived content qualities), 방송사의 정책과 구조(institutional 

policies and structure),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with peers), 정보원(information 

source), 개인적 태도 및 배경(attitudes and background), 경제적 요인(economics), 규제적 환경

(regulatory environment), 시청자 피드백(audience feedback), 전략(strategy) 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헤드(Head, 1982)는 협상 가능한 요인과 협상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황준호, 1999, 재인용). 우선 편성과정에서 협상과 조정이 가

능한 요인으로, 방송사가 추구하는 경영정책, 시청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편성 전략을 언급하

고, 이와 반대로 협상이 불가능한 제약 요인으로 정부규제, 방송사의 기술적, 물리적 환경, 방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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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수용자시장 구조(시청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헤드(Head, 1982)가 실질

적인 결정과정에서 조정의 가능 여부에 관심을 두고 요인들을 구분하였다면, 한진만(2006)은 편성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구분한 후, 외적 조건으로 법적, 제도적 조

건, 수용자 조건, 경쟁매체 상황, 사회적 분위기를, 내적 조건으로 방송사의 이념 및 목표, 제작 여

건, 방송사 내의 조직을 들었다. 이스트만과 퍼거슨(Eastman & Ferguson, 2009)은 외부 요인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제시하는데, 그는 편성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

를 가져오는 기술적 요인, 성공의 불확실성(높은 실패 확률)과 오랜 기회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 편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수평적) 소유구조 요인, 프로그램 내용, 편성, 저작권, 명예훼

손 등과 관련된 법적 규제 요인, 그리고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사회적 표준과 같은 윤리적 요인을 

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다. 이

들 논의들은 편성에 어떤 힘들이 개입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편성과정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KBS 내부, 외부의 핵심 행위자 요인을 판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즉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행위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구체화

시키고, 편성과정의 전체 동학을 설명할 수 있는 외부 행위자 요인을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지

니는 것이다.  

  이 한계는 첫째, 연구의 범위에서 기인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구분 없

이, TV 편성에 주목하면서 공영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상

업방송과 달리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엄격한 정치적 규제와 감시를 받으며, 사회적 공적 책

무를 부여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정치권력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편성에 정치권력이 주된 외부 행위자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기존 연

구의 한계는 이론화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도 기인한다. 편성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나열적

으로 열거하기만 할 뿐, 이들 요인들이 편성과정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내부 요인의 특징은 무

엇이며, 편성과정의 작동을 규정하는 핵심 외부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편

성과정 분석의 이론적 자원으로 선용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방송사 외부 행위자 요인과 방송사 내부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개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통합하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시

된 요인을 중심으로 세부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물리적 요인 등 한국 공영방송 편

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인들과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윤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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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제외하고,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정치권력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 요인으로 정치권력, 시장, 수용자 요

인을, 내부 행위자 요인으로 내부 행위자의 기능 및 성향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 요인을 추출했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 차원에서도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의 특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판단되며, 그것은 공영방송 편성과정 분석 프레임의 잠정적 분

석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차원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 외부 행위자 요인 

 

   가. 정치권력

 

  정치권력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한다. 한국

의 공영방송은 그 태동으로부터 정치권력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공영방송의 역사

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풀기 어려운 숙제 역시 정치권력, 국가로부터의 독립이었다. 공영방송의 정

치적 도구화로 통칭되기도 하는 정치권력과의 거리 문제는 늘 편성과정에 쟁점이 되는 이슈이고(강

명구ㆍ백미숙, 2006; 조항제, 2012a),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공영방송의 관계는 많은 미디어 연구자

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방송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련된 고전적 연구는 시버트, 피터슨, 그리고 슈람의 언론의 4이론이

다(Siebert, Peterson & Schramm, 1956). 이들은 언론의 특징을 정치체제와의 관련성에서 살펴보

는데 첫째, 권위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기능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방송은 정

부의 지배도구로 이용된다. 둘째, 자유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제4부’로 인식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자 독립된 체

제로서 인정된다. 셋째, 사회적 책임주의 체제에서 언론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일정부분 언론에 개입하게 된다. 넷째, 소비에트 공산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사회주의 혁

명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이를 위해 자본가 소유의 언론을 국가와 당의 통제 아래로 두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Siebert, Peterson & Schramm, 1956). 언론의 4이론 중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을 

제외한 3가지 이론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 자주 인용되는 언론의 

규범적 모델이다. 다만 이 이론은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디지털화, 글로벌화, 신자유주의의 흐

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아울러 서구 언론을 관찰한 것에 따른 이론이라는 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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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맥퀘일(McQuail, 2000)은 위의 4이론에 더해 발전이론, 

민주적 참여이론 등을 추가한다. 발전이론은 국가의 발전과제가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 검열까지 

합리화시킬 정도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언론모델이다. 이에 반해 민주적 참여

이론은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수용자 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쌍방적이

고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동시에 정부나 관료집단의 언론에 대한 통제나 간섭은 배제하

는 모델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공영방송은 대부분 규범적 차원에서 사회책임 이론의 산물로서 미디어시스템 내에서 이

것을 따로 떼어놓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McQuail, 2003).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제도적, 이념적 차원에서는 사회책임 이론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공영방송 제도에 이식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이념과 공익실천의 관계처럼 제도와 운영의 관계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표면

화된 제도적 문구와 달리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발전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 종

속적인 특징을 상당부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공중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다른 미디어에 비해 공영방송에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

징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 수준은 각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미디어의 발전 정도, 언론인의 

전문직화 수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나기 마련이다.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정치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방송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연

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몇 개의 모형으로 범주화시켜 설명하곤 한다. 가령 켈리(Kelly, 1983)는 방송 

체계를 크게 세 가지 모형, 정치우위적 방송(politics-over-broadcasting), 정치수용적 방송

(politics-in-broadcasting), 자율적(formally autonomous) 방송으로 구분한다. 방송에 대한 정치의 

지배력이 확실히 드러나고, 정치권력에 의해 방송의 독립성이 제약을 받는 것이 정치우위적 방송이

라면, 정당, 이익단체 등 다양한 정치적 분화 양상이 방송에 그대로 투영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정

치수용적 방송이고, 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방송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자율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험프리스(Humphreys, 1996)는 유럽의 공영방송 제도를 정부, 의회, 

전문직, 시민-조합주의 모형으로 구분한다. 정부 모형과 의회 모형이 정치우위적 방송 체계와 유사

하다면, 시민-조합주의 모형은 정치수용적 방송 체계와 상동하며, 전문직 모형은 자율적 방송 체계

와 특성을 공유한다. 한편 핼랜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04/2009)는 미디어 시장의 발달 정

도, 정치 병행성, 전문직화 수준, 미디어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 등 네 가지 핵심 변수를 통

해 서구의 미디어 체계를 극화된 다원주의 모델, 민주적 조합주의 모형, 자유주의 민주주의 모형으로 

구분한다. 극화된 다원주의 모형은 자유주의 제도가 공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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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경험한 후 상대적으로 늦게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체계 모델로 정치 

병행성이 높고,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는 논평 중심적 주창 저널리즘이나 옹호 저널리즘 전통

이 강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민주적 조합주의 모형은 강력한 정당 신문을 지녀온 역사와 지

역과 집단에 연계된 미디어 하부구조, 조합주의적 다원주의 정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도의 정치 

병행성, 그리고 높은 전문직주의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모형은 미디어에 대한 국

가의 간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신, 상업적 압력이 크게 작동하고, 언론의 전문직 규범과 

전문직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공영방송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한국

의 공영방송이 정치우위적 방송, 정부 모형에 근접해 있다고 말한다(강형철·양승찬, 2003; 박인규, 2

010; 윤석민, 2002; 정연우, 2010; 정용준, 2011; 정준희, 2010a, 조항제, 2003; 최우정, 2012).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서구의 자유주의 또는 사회책임주의 규범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

로는 정치우위적 방송, 특히 정부 모형에 근접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방송법에 따르

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엄격하게 보장되고,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책

임자의 자율적 방송 편성을 보장해야 한다(4조)’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경

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성책임자를 공영방송 사장이 선임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이

사회가 여당과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해 최우선적 고려 사항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 지

배구조(governance) 정립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KBS이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윤석민, 2011).15) 이사들과 사장을 공개모

집 한다지만 요식행위일 뿐 국가권력을 활용한 비합리적, 비공식적 이사 및 사장 선임이 되풀이되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정적 연합을 유지하는 관성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조항제, 2012b). 

물론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비단 거버넌스의 문제만이 얽혀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국영

방송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경로의존성,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주체적인 투쟁에 

의해 구성되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덤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점, 실질적인 정치체제로

15) 형식적 제도적 층위에서만 봤을 때도, KBS 이사 11명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방통위에서 임명

을 하고,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모든 실질적인 임명권에 정부가 관여하게 된

다. 방통위의 경우, 그 구성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

아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 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결국 정치역학적으로 본다면 여당에서 3인의 인사가 임명

되며 야당 또는 비여권에서 2인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법 제 13조에 따르면, 방통

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지며 결정은 다수결에 따르게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여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최우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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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독립을 얻어내기 전 상업화의 거센 물결에 대응해야 하는 국면에 봉착한 상황 등 다양한 요

인들이 중첩적으로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미치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표면

적으로는 가려지거나 은폐될 수 있어도, 더 나아가 때로는 정치적 독립성이 쟁취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편성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이를 통해 공익 실천을 제약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편 불안정한 정치환경 내에서 정부와 공영방송의 강한 유착 관계는 공영방송 이사회/경영진과 노

조/시민단체, 조직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갈등적 상황으로 자주 치환시키며, KBS 내부에 정

치적 갈등이 상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치환경으로부터 공영방송으로 전이된 정치

적 갈등 구조가 공영방송사 조직에서의 불확실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권장원, 2001). 그

럼으로써 공영방송 편성과정이 단순히 정권친화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결과로 이어

지게 된다.16)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정치적 요인, 특히 정부의 통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정부의 

언론 및 공영방송 통제 양상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가령 정인숙(1998)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언론법 및 언론담당 부서를 통해 제도적, 물리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면, 김영삼 정부

는 정치권 및 경제권의 언론플레이라는 비공식적 형태의 통제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5공화국 이

후 각 정부의 통제 방식을 연구한 윤영철(2001)은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가 흡수적 통제정책, 노태우 

정부에서는 차별적 포섭정책, 김영삼 정부에서는 내밀한 포섭정책,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장개입적 

관리 등으로 각 정부의 언론통제 방식은 달랐지만 정권의 내밀한 통제와 자본의 간접적 통제라는 측

면에서는 공통적이었다고 보았다. 강형철과 양승찬(2003) 역시 민주화 이후 언론에 대한 강압이나 

검열은 없어졌지만, 국가권력과 언론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공영방송 경영

진 인사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여전히 관행처럼 국가권력의 방송에 대한 통제는 은밀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KBS 시사 프로그램의 기개가 꺾인 현상에 주목

하여 제작진 심층면접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본 박인규(2010)는 정부의 통제가 공영방송 내부 통제 

장치로 어떻게 프로그램과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경영진은 인사

권, 편성권을 동원하여 시사 프로그램을 축소, 폐지하고, 제작진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정권에 불리

하거나 정권이 불편해할 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중간 간부들의 협조 아래 통제 장치는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일선 제작진과 기자, 피디협회 차원의 문제제기는 무시된다는 것이다. 이

16) 한국 방송사에서 자율성과 전문직주의가 늘 강조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한 이유도 경영과 이사회의 정

치적 정당성 결여에 있다. 그리고 이사회, 경영진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과정에 필연

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율/통제, 공익/산업, 윤리/효율, 선택/집중 등의 다양한 논의들은 상당부분 정치적 

논쟁으로 환원되고, 그것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을 과도하게 정치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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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의들은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에 정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매스미디어, 

특히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

다. 정치체계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여론 형성과 국민들에게 정치적 결정과 의제를 홍보,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로 

하여금 긍정적 여론 형성, 정치적 결정의 정당성 홍보, 국가 의제의 사회적 의제로의 전환 기능 등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미디어의 정치과정 침투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미디어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미디어체계가 정치체계를 위한 하나의 ‘기능적 도구화’가 되기를 정치권력들

이 욕망하기 때문이다(최용주, 1998).17) 이러한 욕망이 가장 응집되어 나타나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공영방송 텔레비전 편성이다. 이는 공영방송 텔레비전 편성이 미디어체계에서 자리 잡은 상대적 위

치와 영향력에 기인한다.18) 그리고 정치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영방송 텔레비전 편성의 면모는 

특히 사회 체계의 진화적 전개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파열이나 단절 국면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다(이준웅 외, 2010 참고). 

  물론 정치권력이 일관된 힘으로 채널과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치권

력의 영향력은 채널과 프로그램의 특징, 그리고 시기적 국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광고가 없는 

KBS1에 비해, 광고가 있는 KBS2는 방송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최대 시청자 확보와 광고 수익 극대

화가 중요한 편성 목표가 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

을 수밖에 없다. 예능, 드라마 등 상업적 논리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들과 이들을 편성, 제작

하는 주체들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상대적 자율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경쟁, 시청률, 

광고 수익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시기, 즉 경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편성에 미치는 정

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해 수신료 인상 정국 등 정치체계의 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정치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17) 가장 가까운 예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대통령 주례 연설 방송’, ‘국군 돕기 발열조끼 성금’, ‘천안함 희생자 

성금’ 등 각종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편성, ‘4대강 사업’, ‘녹색성장 사업’ 등 정책적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전환

시키기 위한 방송 광고 및 협찬 활용, 이에 반해 정치적 의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불방 

압력 등이 미디어체계가 정치체계를 위한 하나의 ‘기능적 도구화’가 되기를 바라는 정치권력의 욕망이 발현된 

편성사례라 할 수 있다.  

18) 미디어 환경 변화로 ‘신문 미디어’의 열독자수가 줄어들고, 신문 자체가 정치적으로 파편화, 파당화됨에 따라 

신문의 여론 영향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신문 자체의 ‘기능적 도구화’에 대한 정치체계의 열망 역시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이미 신문들이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알아서 ‘기능적 도구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치권력의 판단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치적 도구화’는 참여,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이들 미디어가 가진 속성 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

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에 대한 정치체계의 ‘기능적 도구화’ 열망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가장 큰 

여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통제하기도 쉬운 공영방송 텔레비전 편성의 ‘기능적 도구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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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차이와 변이는 표면적인 층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로서,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KBS 편성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라고 평가한다면 이것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을 표피적으로만 이해하게 만든다. 한국의 공영방송 편성이 정부의 대변인처럼 기

능한 사례들은 부지기수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정부가 인사권, 방송

면허권, 규제권 등 다양한 수단을 갖고서 자신의 의지대로 공영방송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제도는 법과 규제를 통한 직접 검열에 일

상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정치권력은 공개적인 비판, 정보 관리, 수신료 등 공공재원을 늘리는 것

에 대한 거부, 민영화시키겠다거나 운영권을 박탈하겠다는 위협 등의 다양한 압력수단을 통해 공영

방송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조장했던 한편, 이에 순응하지 않는 종사자들은 해고하거나, 투옥시키거

나, 한직에 가둬두었다(Curran, 2002/2005). 다만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영향

력이 시기, 채널, 장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은 ‘정치권력’이 편성에 미치는 영향력

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 봉사하고, 그 결과 편성과정 역시 정부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 논리는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편성

신념, 자원, 상호작용 방식 등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문화, 제작조건, 편성관행의 힘을 너무 

무시한다. 아울러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이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면, 거기에는 그 과

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동조, 협력, 묵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반대로 그 힘이 적다면, 

정치권력의 반대급부로서 시장의 힘이 크거나, 행위자들의 저항,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에 대

한 공중의 지지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권력과 편성과정의 관계가 단선적이

지 않으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특징과 이들의 상호작용 방식 등에 의해 늘 변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1973년 한국사회에 공영방송이 자리 잡은 시점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권력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력한 변수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편성

과정의 공익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과정과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내외

부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영향을 미치는 방식 역시 채널, 장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밖에 없다.  

   나. 시장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외부 행위자 요인은 시장이다. 다플랫폼 다채널 환경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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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000년대 이후 공영방송을 둘러싼 매체 환경은 급변했고, 그 변화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방송매

체의 역학구도를 바꾸어 놓는다. 공영방송은 소수의 민영 상업방송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다수의 다

채널 유료방송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더해 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와도 일정부분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공영방송

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크게 변한 것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오랫동안 공영방송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미디어 정책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관

심 주제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시장의 경쟁 구도에 따라 그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달라지고, 공영방송의 위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 관심의 상당부분은 시장 환경의 경쟁 정도와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의 관

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연구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준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프로그램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Awater, 1984; Chan-Olmsted, 1996; Dominick & Pearce, 

1976; ; Litman, 1979), 이에 반대되는 연구결과, 경쟁과 다양성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거나, 오히

려 경쟁이 심화될수록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결과들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Einstein, 2004; Grant, 1994; Levin, 1971; Li & Chiang, 2001; Lin, 1995; Noll, Peck, & 

McGowan, 1973; Tsourvakas, 2004). 

 이처럼 연구결과가 상이한 것은 경쟁이나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다른 차원의 경쟁 또는 다양성 개념을 검토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수준과 맥락이 시대적, 

공간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시장 환경 변화가 공영방송 편성의 다

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경쟁 증가가 일정부분 프로그램 

다양성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박소라, 2003; 이은미, 2001; 이준호, 1998). 1995

년 케이블 채널 도입과 2000년대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 등이 일정부분 지상파 프로그램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영향의 수준, 즉 다

양성의 축소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종속변인으로서 자주 인용되는 장르(포맷) 다양성과 경쟁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방송사업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익숙한 그림과 성공한 콘텐츠의 모방

을 편성 전략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 편성의 동질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쟁이 내부

적 혁신을 촉발시켜 새로운 장르와 콘텐츠의 개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이 취해야 하는 편성 방향은 당연히 후자다. 이에 대해 강

형철(2007)은 상업방송이 검증된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만을 제작, 편성하는 시점에서 공영방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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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작함으로써 상업방송이 공영방송의 창의성을 차용하거나 

응용하도록 유도하는 ‘승수효과’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승수효과는 편성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최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가능한 어떤 것이다. 즉 내부 행위자들이 보

유한 자원(인력, 제작비)이 충분하고, 공영방송 조직문화에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 육성하겠다는 의

지와 동인이 강한 힘으로 스며들어 있어야 가능한 어떤 것이다. 이는 시장이 편성의 다양성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고 ‘편성과정’의 세부 특징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바로 이 사실은 시장과 편성산출물의 다양성 사이의 관계 이전에 시장과 편성과정의 관계를 묻

게 한다. 

 시장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많은 부분 인력과 제작비의 문제로 재현된다. 우선 시

장화와 인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두 그룹을 

꼽으라면 그것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력이다. 그래서 제

작 인력은 공영방송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섹터 중 하나이다. 이들의 창의성과 숙련된 

기예는 프로그램의 질, 경쟁력, 공익 실천의 능력 등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한국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력 조건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것은 시장과 어

떤 관련성이 있을까? 우선 생산요소(노동) 시장과 관련해 KBS의 제작 환경은 편성, 제작, 송출 기능

을 모두 보유한 수직적 통합 제작 모형(Full Vertical Integration Model)을 기반으로 제작진이 방송

사 단일 주체에서 외주제작사, 연예기획사 등으로 분할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9). 이러한 분

할을 촉발시킨 것은 외주정책 도입과 확대였다(이정훈·박은희, 2008). 외주제작의 의무비율편성제도

는 외주 프로덕션에 할당하는 편성 시간을 강제 규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4년 가을 외주의무비율고시 이후부터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에 일부 적용되던 외주제

작은, 2003년 의무편성비율이 전체 방송 시간의 35%까지 확대되면서 교양, 다큐, 드라마 등 지상파 

주요 장르의 인력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편성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용호·노동렬, 2008).20)      

19) 방송 제작 환경은 통상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된다(김진웅, 2006; Block. 2001). 첫째, 수직적 통합 제작 모

형(Full Vertical Integration Model)이다. 이것은 방송사가 편성, 제작, 송출 기능을 모두 보유하는 형태를 말

한다. 둘째, 방송사 관리-외주제작모형(in-house management and in-house prototyping model)이다. 이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외부제작사에 위탁하되 모든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비록 독립제작사가 만들었다 

해도 방송사가 제작한 것처럼 방송사의 관리를 받는 형태이다. 셋째, 편성-제작 분리 모형

(Publisher-broadcaster model)이다. 방송사는 기획과 편성만 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외

부제작사에 공개 입찰하여 공급받는 형식인데, 영국의 채널4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모

형은 수직적 통합 제작이 오랜 전통이며 보편적이고, 외주제작의 경우 방송사가 기획 편성의 권한을 갖는 방송

사 관리-외주제작 모형이 일부 유입되어있는 구조다.  

20) 제작방식의 변화를 수직적 통합의 해체과정으로 설명한 장용호와 노동렬(2008)은 수직적 통합에서 해체로 이

르는 과정에서 방송사와 제작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 1단계(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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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의 제작, 편성, 유통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개선하여 다원적 공급주체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다양성과 국내 방송제작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도입된 외주정책은 일정

부분 정책적 의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들을 초

래했다. 제작요소 가격의 급속한 상승(김진웅, 2008; 정성효, 2007), 작가나 스타의 권력화 현상(양

문석, 2005), 작가, 탤런트 등 요소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만재ㆍ성숙희ㆍ김영덕, 2008), 자체 제작 

기회 축소 및 기획 역량 감소, 이에 따른 양질의 제작인력 배출의 어려움(김진웅, 2006; 이정훈·박은

희, 2008)과 핵심 인력의 유출,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김인경·조미애, 2008),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 및 근로조건의 악화(우석훈, 2011), 거대자본을 앞세운 제작시스템의 정착, PPL이나 

협찬의 비대화 등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외주정책 및 환경의 변화가 그 구체적인 변화 내용 및 시기에 맞춰 KBS 내부 편성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외주제작비율의 증가와 그에 따라 특정 세부 장르를 중

심으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공영방송 편성의 토대가 되는 인력 환경에 있어서 점진적

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가령 2000년대 중반 이후 드라마 장르에 있어 내부제작

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힘의 중심이 작가, 스타를 보유한 요소 시장으로 상당부분 옮겨갔다. 이 

변화의 흐름은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으로, 작품이 대형화되고, 제작비가 치

솟음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은 이러한 드라마 편성 조건의 변화를 상

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세부적인 편성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과 특징은 공영방

송과 상업방송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전체적인 편성 조건의 논리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럴만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조항제, 2009). 그 결과 공영방송

의 드라마 편성과정에서 외부 요소 시장의 상업적인 논리는 거의 그대로 이식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공영방송이 편성해야 하는 차별화된 장르로 인식되는 교양다큐 장르 역시, 휴먼다

큐, 스튜디오 토크, 종합 구성(스튜디오+ENG) 등 상당수의 세부장르가 외주제작시장으로 넘어간 상

황이다(김경환, 2007). 교양다큐 장르의 외주제작 시장은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의 기회

주의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불공정 거래 관행과 자생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질적 발전 경로를 

개척해낼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외주제작사 현실이 결합하면서(문성철, 2011), 제작 조건이 과도하

년~1994년)는 계열사 기반의 내부 생산체계를 유지하던 단계다. 제 2단계(1995년~1997년)는 방송사 중심의 

수직적 동맹관계가 형성되던 단계를, 제 3단계(1998년~2002년)는 인센티브 체계가 형성되고, 활발한 요소시

장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단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 4단계(2003년~2007년)는 요소시장이 급부상하

고, 인센티브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로, 이러한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제작에서의 중심역할을 하던 방송사에서 외

부로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수직적 통합이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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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구조화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영세한 외주 제작 업체를 상대로 불

공정 계약을 자행하고, 외주 제작 업체는 그 불공정 거래의 부담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방송 노동자

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노동 조건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저비용의 제작 인력

이 외주제작시장에 많아지면서, 공영방송은 굳이 외주가 주도하는 하위 장르의 인력을 육성할 필요

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외주가 주도하는 장르들에 있어 공영방송 내부 인력의 제작 역량은 장기적

이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주 정책과 맞물린 생산요소 시장의 시장화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력 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공익실천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드라

마 편성과정에서는 외주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 작가 파워, 스타 저명도, 제작비 및 권리배분 등 드

라마 시장의 상업성 논리가, 교양다큐 편성과정에서는 제작비 최소화, 협찬 유치 등 효율성 논리가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외주제

작시장이 커질수록 외주제작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해지고, 이들 간의 치열한 (협찬 유치, 시

청률) 경쟁은 부자연스러워지고, 격렬해진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공영방송의 제작 환경은 굳이 

내부 인력을 키워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자제 제작 역량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신규 

인력의 진입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된다. 그럼으로써 외주제작이 주도하는 공영방송 하위 장르들은 빠

른 속도로 자본에 종속되고, 자본과 효율성이 주도하는 이들 장에서 공영방송이 실천해야 하는 공익

이 개입할 여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21) 

 한편 인력적 측면에서 편성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은 외주 제작요소 시장뿐만 아니

라, 매체 시장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매체 시장의 경쟁 강화, 이에 따른 내부 핵심 제작인력의 유

출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은 2011년이다. 2011년 3월 CJ E&M의 온미디

어 합병과 같은 해 12월 종편 채널 개국은 유료방송 시장을 주도하던 두 사업자가 합쳐지고, 저널리

즘 시장에서 막강한 여론 영향력을 지닌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방송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상투적으로 이야기되던 ‘다매체 다채널 경쟁 시대의 도래’와는 다른 파급력으로 공영

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과 여론 영향력을 지닌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제작요소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들 플레이어는 전략적으로 지상파 제작 인력의 스카우트에 열중했다.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탄생하면서, 공영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핵심 인력들이 종편 채널과 

CJ E&M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박 2일>, <개그콘서트>, <올드미스다이어리>, <소비자고발>, 

21) 이에 대해 박소라와 양현모(2006)는 한국의 외주정책이 외주제작 시장 형성에는 성공했지만, 다양성과 제작 

시장의 활성화, 지상파 방송 독과점 해소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승수

(2007)는 외주제작 정책이 방송 제작 시스템을 변화시키면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61 -

<남자의 자격> 등 KBS의 핵심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주체들이 공영방송을 떠났고, 이에 더해 편성

의 핵심 실무진 등도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핵심 주체로 전면에 서게 된다. 

 프로그램을 매개로 수용자 시장과 광고 시장을 공유하는 지상파, 종합편성, CJ E&M 등 주요 PP 

채널들은 A급 제작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노동렬, 2012). 불확실성이 큰 콘텐츠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채널들은 전문성을 가진 A급 생산요소를 결합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

산요소의 정점에 있는 A급 연출자의 영입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플레이어들

이 기존 지상파 채널의 A급 연출자를 영입하면서, 그 연출자와 신뢰를 형성한 작가와 출연진들은 순

차적으로 지상파 채널을 이탈해 유료방송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이 유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

상파 채널이 바로 KBS다. 지상파 채널 중 가장 많은 인력들이 종편과 CJ E&M으로 이적한 것이다

(한현정, 2014). 이것은 2011년 종합편성 채널과 CJ E&M의 경쟁적 인력 확보 경쟁이 공영방송 편

성과정의 공익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한편 미디어 환경의 시장화는 편성과정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적 조건의 변화도 가져온다.  어느 

영역에서든 경제적 토대가 되는 자본의 성격과 규모는 그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영방송 제작비의 성격과 규모는 그것을 토대로 구현되는 제작 환경,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편성 및 프로그램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공영방송의 제작비

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프로그램 제작 환경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이는 편성과 프로그램의 품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형철, 2003).22)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수신료가 광고

수익이나 정부보조보다 선호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영방송 제작비가 시장 상황에 민감한 광고 

수익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프로그램 편성이 어렵고, 상업방송과 비차별적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

다. 반대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정부에 종속될 우려가 높다. 이에 

비해 수신료는 장기적이고 고정적 수입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적 책무의 수행을 기

대할 수 있게 만든다(강형철, 2003).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함께 재원(제작비) 규모 역시 제작 환경과 편성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다. 놀과 펙, 그리고 맥고언(Noll, Peck & McGowan, 1973)은 시청률 15%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

램의 30분당 비용이 1,500달러 정도 증가하면 시청률도 1%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에 더해 워터먼(Waterman, 1993)은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의 증가는 해당 프로그램이 2차 창구에 

진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제작비 규모가 시청률과 2차 창구 진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작비가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기배ㆍ권호

영, 2005).  

22)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각 국 공영방송은 재정이 안정적이고 튼튼할수록 시청점유율이 높고, 방송 문화 전

반에 기간 방송으로서의 선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강형철, 2003; McKinse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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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KBS 편성의 물적 토대는 재원 구조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우리나

라 공영방송의 재정지원모델은 수신료, 광고, 프로그램 판매 등이 혼합된 혼합 재정방식이다(노기영, 

2010).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30년 넘게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체 환경 변

화에 따른 지상파 TV 광고 시장의 축소로 광고 수익 역시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이러한 불안정한 재원 구조 속에서 경쟁 채널의 증가, HD 전환 등에 따른 요소비용의 상승은 편

성과정에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제작 단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제작비 절감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성과

정에서 대규모 비용이 투자되는 양질의 프로그램,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초기 생산 비용과 기회비용이 높고,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이 큰 TV 콘텐츠는 안정적인 제작비 

지원이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공익 실천을 담보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KBS의 불안정한 재

원 구조와 제작비 압박, 그리고 매체환경변화에 따른 요소비용 및 제작단가의 상승은 KBS 편성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작비에 대한 내부적 압박은 편성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작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때, 

편성과정에 제작비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제작비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그것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영적 관점에서 효율성이 적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

작비 절감의 압박을 받게 되고, 불확실성이 큰 신설 프로그램이 편성과정에서 선택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며, 편성과정 전반적으로 공익 실천의 관점보다 효율성(제작비 대비 기대 시청률 또

는 기대 광고수익)의 관점이 주된 논리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장에 대한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의 인식 역시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다. 

1947년 BBC의 면허 갱신과 맞물려 영국 공영방송의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비버리지는 

BBC를 ‘런던 중심화로부터 시작해서 비밀주의와 자기만족으로 이어져 위험한 사명감으로 끝나는 것

이 하나의 신성한 권리 의식이 되어버린’ 공간으로 진단하고, BBC가 가진 네 가지 폐해, 관료주의, 

자기만족, 정실 그리고 비능률을 비판한다(Curran & Seaton, 1991/1997). 2000년대의 한국 공영방

송 편성과정을 논의하면서 굳이 1940년대 BBC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BBC에 대한 비버리지의 진

단이 상당부분 KBS에 유효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KBS는 서울 중심화로부터 시작해서 비밀주의와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로 표상되는) 자기만족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신성한 권리 공간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결과 주변에 수많은 경쟁 매체가 탄생, 진화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

하지 못한 채, 관료주의, 자기만족, 정실인사, 그리고 비능률의 연쇄 고리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KBS 편성과정의 문제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익 실천을 저해하고, 어제의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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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습하는 형태로 편성산출물을 구현시키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한국 미디어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매체간, 채널간 경쟁이 심

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편성과정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KBS라는 공간이 가진 관료

주의, 엘리트주의, 안일한 경쟁매체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케이블이 도입되고, 

위성방송이 시작되고, 종편채널이 개국해도, 여전히 KBS 내부 행위자들이 인식하는 경쟁 매체란 

MBC, SBS로 환원되고, KBS는 여전히 미디어 시장에서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

서,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영향력, 신뢰도, 미디어 이용 행태 등을 묻는 몇 개의 여론조사와 가구 시

청률이라는 척도로 증명되면서, 조직적 차원에서 스스로 혁신해야 하는 이유보다, 과거의 관행을 답

습하는 논리들과 정서들이 좀 더 우세를 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편 시장 요인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그만큼 시청률에 

민감한 KBS2와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KBS1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장르,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영

방송의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양한 조건들

에 의해 변주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다. 수용자 요인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외부행위자 요인은 수용자 요인이다. 앞서 경쟁매체 요인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새로운 채널, 새로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도입

되고,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했다. 그 변화는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채널, 플랫폼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수용자들이 미디어와 관계 맺는 방식에 

질적인, 양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수용자들이 다양한 시청경로로 분화되면서 지상파 플랫폼의 경쟁

력은 하락했고, 여기에서 공영방송 KBS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 환경의 변화

에 공영방송 편성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편성산출물의 공익 실천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적 답을 찾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이론들은 수용자 능동성, 참여성 등이 강조된 

최신의 수용자 연구보다, 다소 오래된 20세기 중반의 미디어 조직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존 

미디어 조직 연구들은 미디어 생산자들이 가지는 시청자들에 대한 이미지, 시장에서의 시청자 선택 

경향 등은 매스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McQuail, 1987; Pool & Shu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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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가령 맥퀘일(McQuail, 1987)은 시청자의 영향력이 편성산출물에 미치게 되는 통로에는 비평

가와 팬들의 영향력, 시청자 자문위원회나 시청자 단체와 같은 제도화된 통제기구로서의 영향력, 시

장에서의 시청자 선택,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피드백, 그리고 송신자의 수용자에 대한 이미지, 시청자 

조사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동시에 미디어 송신자들이 시청자를 이해하는 차

원은 자신의 좁은 사회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형성된 시청자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확한 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Bauer, 1958; Burns, 1977; Gans, 1979). 갠스(Gans, 1979)는 대부분의 뉴스 

제작자들이 주로 그들의 중간계급적인 사회환경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시청자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바우어(Bauer, 1958) 역시 시청자에 대한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작하는데 중요

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이미지 자체가 때로는 상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맥퀘일

(McQuail, 1987) 역시 매스미디어가 학력, 사회적 배경 등이 특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

어서 보편적인 시청자의 상황과 차이가 있고, 매스미디어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시청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며, 특히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시청자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피커니(Pekurney, 1982)

는 제작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청자의 피드백 시스템은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이 아니라, 

작가, 배우, 프로듀서와 방송사 운영자들 자신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미디어 조직이 시청자를 무시하는 것을 트레이시(Tracey, 1978)는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고리’라 말하지만(Curran & Seaton, 1991/1997, 재인용), 실제 시청자들의 요구가 프로그램에 반영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될수록 시청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매체이

용행태의 다변화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개인의 선호, 성향, 취향에 따라 선별적 노출이 일상화

되어 있고(이준웅ㆍ김은미ㆍ심미선, 2006; Iyengar & Hahn, 2009; Prior, 2005; Webster, 2006),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동시적, 비동시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 이용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이

현우ㆍ오형일, 2013; 조성동ㆍ강남준, 2009), 미디어를 자유롭고 가변적인 방식으로 해독하고 변용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움과 의미를 생산하는 빈도도 늘어가고 있다(Jenkins, 2006; Tapscott, 

2008).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조직이 시청자를 이해한다는 일은 점점 더 무망한 일이 되어가고 있

다.   

 시청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내부 행위자들이 시청자를 보는 관점은 주로 시장적 관점

에서 시청자의 총합, 즉 시청률로 환원된다. 한국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 시청률은 

편성과정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편성정책 단계에 있어 그것은 영향력 1

위라는 목표로 치환되어 설정되며, 경쟁채널 대비 시간대별, 프로그램별, 장르별 시청률 수준은 편성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폐지와 채널 개편의 주된 근거이며, 편성제작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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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리포트되는 시청률이 프로그램 편집, 순서, 운행시간 조정을 규정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편

성평가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척도 역시 시청률이다. 

 시청률이 편성과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미 편성 관련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Adams, et al., 1983; Atkin & Litman, 1986; Gitlin, 1983)23), 다수의 프로그램 생산

자 연구들 역시 시청률이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조건을 통제하는 강력한 조건이라고 지적한다(김연

식·박홍원, 2011; 김예란, 2003; 심홍진·김세은, 2009). 가령 KBS 방송작가 및 방송 PD를 심층 인

터뷰하여, 방송 생산인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한 김예란(2003)은 고답적이고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공영방송 이데올로기와 함께 대중이 원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청률 논리

가 실제 편성제작 조건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제라고 이야기한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핵심 주체

로서 예능 PD들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심홍진과 김세은(2009)

의 연구는 프로그램 제작 후에 제공받는 강렬한 성취감이 프로그램 제작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

고, 시청률은 이러한 성취감의 보상기제로 작동하며 내재적 동기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예능 PD가 생산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청률은 단일한 차원의 수용자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준거틀,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품질의 최종 평가기준, 표적수용

자 설정과 발굴에 대한 범위 등 중층적인 차원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시청률이 단

순한 개별 지표를 넘어 편성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주된 척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한편 두 편의 사극 <별순검>과 <한성별곡>을 연구의 주요한 질료로 삼아 텔레비전 사극의 변화

하는 풍경을 연구한 이기형(2007)은 상당한 실험정신과 상상력으로 사극 장르의 변화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이들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시청률 논리와 상업적 논리에 의해 어떻게 편성에서 좌절되는지

를 균형감 있게 제시하는데, 이는 시청률이 프로그램 존폐 유무에 있어 매우 강력한 논거가 됨을 보

여준다.     

 실제로 시청률은 오랜 시간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편성 전략을 마련하고, TV 채널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강력한 잣대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시청률은 손쉽게 방송 수용자를 알 

수 있고, 경쟁적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확인된 지표로 간주되었으며, 당

대의 TV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정서와 의식을 대변하는 바로미터로 인식되어 왔다(임종수, 2010). 

이처럼 수용자를 시청률로 환원하고, 그 시청률을 근거로 편성을 구현하는 방송 사업자들의 행태와 

23) 가령 아담스 등(Adams, et al, 1983)의 분석에 의하면, 1972년 이후 미국 방송 환경의 다채널화가 본격화되

면서, 케이블 등 새로운 채널들이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시청률을 빼앗아 가면서, 시청률이 편성에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79년 사이에 15%미만의 시

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되었다. 애트킨과 리트만(Atkin & Litman, 1986)도 1971년부터 1985년

까지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 프로그램의 재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제작비와 시청률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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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편성의 특징-다원성 축소, 동질화 등-에 대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특히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 과도하게 좌지우지되

는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강형철, 2004; 김진웅, 2008; Curran & Seaton, 

1991/1997).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지속된 시청률의 권력적 측면을 볼 때, 편성과정에 미치는 시청률

의 영향력이 떨어지거나, 무시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편성과정에 그것이 미치는 영

향력은 미디어 영역이 시공간적으로 확대되고, 그만큼 채널간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률이 역사적인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그 영향력이 매

체 환경 변화에 따라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측정하고, 누구를 대표하는지는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 공영방송이 

수용자를 이해하는 주된 준거틀로 삼고 있는 시청률은 개인 시청률이 아니라 가구 시청률이다. 가구 

시청률은 전체 가구 중 몇 가구가 TV를 보았는지에 주목하고 있을 뿐, 가족 구성원 중 누가 TV를 

보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지표다. 가구 시청률은 집합적 차원에서 가구의 TV 시청여부만 확인할 뿐, 

구성원의 시청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구 시청률

에서 수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폴리(Napoli, 2003)는 수용자라는 개념을 실제 수용자와 측정된 수용자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면

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자의 실체는 대부분 제도화된 특정 방법에 따라 측정된 수용자일 뿐이

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측정된 수용자는 편성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

이 편성 현황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주된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

영방송이 수용자를 이해하는 척도로서 가구 시청률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편성 결정자들은 

도달하는 개인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밖

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재택 시간이 길고, TV 시청 시간이 긴, 그래서 가구 시청률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는 주부, 노년층 등의 집단으로 수용자 개념이 한정된다(Allor, 1988; 

Hartley, 1987). 그럼으로써 공영방송 편성이 아우르는 수용자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공영방송 편성이 실천하는 공익을 특정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수렴토록 만든다. 이에 더해 가

구 시청률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사회문화적 분화 흐름 속에서 개별화되고, 다양해지는 수용자 환

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척도라는 차원에서 시대 역행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를 포함해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여전히 가구 시청률을 통해 시청자를 

이해한다. 가구 시청률이 높으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낮으면 시청자들이 좋

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상파 편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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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기본적으로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시청자가 아니라 집합적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로서의 시청

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McQuail, 1987). 가구 시청률에는 시청자의 개별적 정보가 모두 배제되

어 있지만, 집합적 차원의 불특정 다수의 규모를 가시화시키기에는 최적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둘

째, 그것은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한 시청자 평가를 광고주나 언론에 부풀려 공시하는 데 가장 효율

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가구시청률은 전체 가구 수가 분모가 되기 때문에, 전체 개인 수를 분모로 

하는 개인 시청률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재현된다. 이에 더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원 

중 단 한 명만 프로그램을 시청해도, 또는 가구에 설치된 복수의 수상기 중 단 한 대의 수상기에서

만 채널(프로그램)을 시청해도, 시청한 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 시청률, 또는 수상기 단위의 

시청률로 환원되는 것보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가구 단위로 시청자를 이해하고, 그것으

로 경쟁 채널(프로그램) 대비 채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던 방식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

어져왔고, 이미 그 수치에 내부 행위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결

국 가구 시청률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해하는 핵심 수치로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개입하고 있고, 특히 가구 시청률의 영향력은 그것 자체를 상품으로 팔아 광고수익으로 환원시키는 

2TV 편성의 공익실천에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다. 

 2TV는 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구시청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라는 압력

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보는지도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청가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것은 흔히 ‘가족’시청이라는 말로 환원되

며, 이렇게 시청가구를 최대로 늘려야 한다는 압력은 주부와 노년층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

호하는 방식으로 편성과정을 구성한다. 가령 다큐멘터리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 온 가족이 함께 

편히 볼 수 있는 개별적 사례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흥미의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드라마는 마니

아층에게 소구하는 장르 드라마보다 여성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가족 드라마와 멜로드라마를 선

호하게 된다. 가구 시청률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층, 남성 관련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편성비중이 줄어들거나, 지속적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다. 

 사실 공영방송이 가능한 한 시청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것이 공익 실

천을 저해하는 요소도 아니다. 다만 가구 시청률이라는 지표로 시청자를 재현함으로써, 다양한 시청

자를 놓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가구 시청률이 노년층, 주부 등 보수적이고 안정을 지향하는 집단을 

과잉 재현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공익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점 등은 성

과정의 문제점으로 작동한다. 

 요컨대 공영방송 조직의 시청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내부 행위자들이 시청자를 보는 

관점은 주로 시장적 관점에서 시청자의 총합, 즉 시청률로 환원된다. 그리고 KBS의 경우 시청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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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가구 시청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시청자는 없고, 가구만 있다. 가구 시청률이 

시청자를 이해하는 주된 지표로 활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 관행적으로 경쟁 채널(프로그램) 대

비 공영방송 채널(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가구 시청률은  그것

이 가진 지표적 성격으로 공익 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3) 내부 행위자 요인 

 

  가. 기능 및 성향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내부 행위자 요인은 이들의 기능 및 성향이다. 공영방송 편성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행위자는 누구이고, 이들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성향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이 질문은 편성과정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는 크게 직접적으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사장(경영진), 편성실무

자, 제작진과 간접적으로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노조 및 직능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좀 더 넓게 보자면 시청자위원회 등도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행위자로 볼 수 

있고, KBS 내부적으로 정책관련 부서, 광고 및 홍보 관련 부서, 콘텐츠 판매를 주관하는 부서 등도 

내부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힘은 앞서 살펴본 5개의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된다. 가령 편성실무자나 제작진들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하용, 2010; 조의진, 

2005). 이 이면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방송 현실을 

잘 모르면서 인상비평 수준에서 비판을 한다’는 인식 등이 담겨있다(장하용, 2010). 실제로 시청자위

원회의 의견에 대해 KBS 편성실무자나 제작진들의 반응은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반응 수준에 그친

다. 매달 시청자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이 전달되면, 이와 관련된 편성, 보도, 

제작부서는 ‘더 신중하겠습니다’, ‘재고해 보겠습니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로 마무리되는 조치결과 답변서를 보낸다.24) 이 조

치결과는 정중하지만,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물론 이러한 문서 행위가 이후 편성과정을 제약하는 조

건으로서 일정부분 작동하기도 하겠지만, 그 영향력 수준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매달 시청자위원

24) 이와 관련한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KBS 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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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행위자 기능 및 역할

사장

(경영진)

방송사 업무를 총괄, 부사장은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 본부장은 사장과 부사장을 보

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이사회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결산, 경영평가 및 공표, 사장·

회가 열리고, 이 위원회에 사장, 부사장, 편성, 제작, 보도 본부장과 제작부서 국장급 등이 참석하지

만, 여기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다. 한편 KBS 내

부적으로 편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정책관련 부서, 광고 및 홍보 관련 부서, 콘텐츠 판매를 주관

하는 부서 등도 실제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선정, 제작, 

배치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 특히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이들 부서가 미치

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행위자를 사장

(경영진), 편성실무자, 제작진, 이사회, 노조 및 직능단체로 구분한다.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

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사장 이하 경영진은 사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

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사장의 성향에 의해 그 기능과 영향력 수준이 결정된다. 한편 경영진 중 

방송부사장,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 편성본부장은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

다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성향은 편성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장을 선임하는 주체

인 이사회는 직접적으로 편성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

산, 기본운영계획과 경영평가, 사장 선임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측면에서 편성과정에 간접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노조 및 직능단체 역시 직접적으로 편성과정에 개입할 수

는 없지만, ‘단체협약’, ‘편성규약’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편성과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내부 행위자들이라 할 수 있다. 편성실무자와 제작진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실질적으로 

운영, 수행하는 행위자 집단들이다. 우선 편성실무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장기 방송정책 수립, 매

체별 편성 전략 통합 및 조정,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편,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편성을 결정하

는 편성제작회의 운영, 편성을 위한 조사 분석, 방송의 운행 및 스파트 제작 등 편성정책단계부터 평

가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다. 제작진은 크게 보도 파트와 콘텐츠 파트로 구

분되는데, 보도 관련 제작진들은 뉴스, 탐사보도, 스포츠 뉴스(중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 

편집, 제작, 진행을 맡고, 콘텐츠 관련 제작진들은 다큐멘터리, 예능, 교양, 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제작을 맡고 있다. 이들 집단 역시 편성실무자와 마찬가지로 편성정책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2-7> 공영방송 편성과정 내부 행위자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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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

편성실무자

편성, 콘텐츠사업, 뉴미디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TV 프로그램의 기획 전략 총괄, TV프로그

램 제안공모,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총괄, 중장기 방송정책 및 연간방송 기본계획 수립, 매체별 편

성 전략 통합 및 조정,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편, 편성제작회의 운영, 방송의 운행, 스파트 제

작, 외주프로그램 기획․제작 

제작진

ㆍ 보도본부 : 뉴스/탐사보도/스포츠뉴스(중계) 기획, 편집, 제작 및 진행, 뉴스 및 보도프로그램 전

략기획과 중장기 보도 프로그램 개발

ㆍ 제작본부 : 다큐멘터리/예능/교양/드라마 기획, 개발, 제작, 프로그램 전략기획 

노조, 

직능단체

- 노조 :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개편 1개월 전 프로그램 개편 통보 받음. 

 - 직능단체 : 편성위원회 (보도위원회, TV위원회, 라디오위원회) 운영

  * 자료 : KBS(2013) 정관/단체협약/사규, KBS(2003c) 편성규약 재구성. 

 이들 내부 행위자들이 편성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장

이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방송

법 51조, 52조).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편성

과 제작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는 데에서 사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권력은 사장선임에 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에 반대하는 방송사 노조 및 직능단체

와 자주 갈등구조를 형성한다(주정민, 2012).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선

임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그것은 자주 극단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 정권이 바뀌면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사 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

고,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한 사찰, 감사 등으로 결국에는 사장직에서 물러날 수박

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정권에 의해 새롭게 임명된 사장은 대부분 내부 구성원과 언론, 그리

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집중포화를 맞고, 첫 출근은 자주 출근을 저지하는 구성원과의 충돌로 이어

진다(주정민, 2012). 이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할이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

기보다는 상호간의 갈등, 경쟁, 싸움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단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한편 공영방송 사장의 기능과 역할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권력지형의 성격

에 달려있다. 권위주의 사회의 정치권력은 지배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회에서 

공영방송 사장(경영진)은 공중, 시민, 시청자에 의해서보다는 지배 정당의 내부분파 사이의 상호작용

에 의해 정치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Curran, 2002/2005). 민주주의 이행기에 있는 한국

의 공영방송이 만약 권위주의 시대의 공영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일정부분 다수당과 정

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장선임방식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원인은 대통령

이 임명하는 사장이 대통령, 정부, 그리고 그가 소속된 다수당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관점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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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행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 그리고 사장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에 대한 가치

가 어떠한지에 따라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진다.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주는 시기에는 편성실무자와 

제작진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사장으로부터 일정부분의 자율성을 담보 받게 되면서, 이들은 편성과

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이 경쟁은 자주 공익실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리고 편성과정이 프로그램과 채널 편성에 집중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 등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및 직능단체가 편

성과정에 관여하는 빈도와 수준은 현격히 떨어진다. 이에 반해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문제시되고, 

편성 및 제작부서들이 사장의 통제 하에 놓이는 시기에는 편성실무자와 제작진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된다. 사장으로부터 통제되는 편성, 제작 부서들과 사장으로 임명된 경영진들은, 자

주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경쟁은 자주 공익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쟁이 프로그램과 채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과 정치권의 의중을 

살피게 되고,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편성은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편성과정에서 노조 및 직능단체가 전면에 서게 되고, 제

작진들은 제작거부, 파업, 시위, 성명서 정치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편성과정은 

과잉 정치화되고, 그 결과 공익실천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어간다. 

 한편 공영방송 편성과정은 이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내부 행

위자들의 성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의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면화

된 문화적 성향이다. 문화적 성향은 이들의 성별, 연령, 교육 환경, 계급 위상 등에 따라 후천적으로 

길러지고 육화된 성향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영방송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계급조건, 교육

조건, 경험들 속에서 형성된 개인들이며, 이것은 이들의 편성 행위와 결과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

다. 가령 아버지의 직업이 노동자이고,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자랐으며 지방대를 나온 여성 행위자와 

아버지의 직업이 경영인이고, 서울 강남에서 자랐으며 서울대를 나온 남성 행위자의 편성 행위와 이

들이 프로그램 및 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부르디외는 문화 생산자의 

계급적 조건과 문화 상품, 그리고 문화 수용자의 계급적 조건은 구조적으로 상동한다고 지적한다

(Borudieu, 1994/2005). 공영방송 편성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계급, 지역, 성별, 연령을 

아우르는 내부 행위자들이 우선적으로 편성과정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내면화된 성항체계는 비슷한 조건에서 만들어졌고, 비슷

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한다(권장원, 2004; 권장원ㆍ박한우, 2005;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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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철주, 2003; 이수연, 2004). 가령 한국의 지배적 언론사에 투영되어 있는 관계 권력 구조를 연

고를 중심으로 살펴본 권장원(2004)은 언론사 이사진 및 실무진 공히 서울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

로 강력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5공화국에서 참여정부까지 지상파 방송 뉴스 조

직에 내재한 연고 중심의 네트워크 집중 현상을 분석한 권장원과 박한우(2005) 역시 서울대 중심의 

집중 경향은 민주화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대 집중 경향은 높으며, 특히 뉴스 조직 

실무진(부장급 이상)의 경우, 서울대 중심 대학 학연의 밀도 값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 

행위자들의 문화적 성향이 유사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단지 교육조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며, 성별에서도 나타난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지상파 방송사 조직에 있어 여성인력의 

지위를 살펴본 윤석민과 이철주(2003)는 이 기간 동안 여성 인력의 비중이 전체 인력 중 10% 내외

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 인력은 최하위직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위직급으

로 갈수록 여성 인력의 비율이 감소하여 최상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직까지도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

고 있음을 밝혀낸다. 지상파 방송사의 성별 인력구조와 방송내용의 성차별성의 관계를 살펴본 이수

연(2004) 역시 방송사의 인력구조는 전형적인 남성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단순 수적 비교

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직종, 직급의 변수를 통해 심화되어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여성을 체계

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구조는 성차별적 조직문화

와 방송내용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물론 졸업한 대학이 비슷하고, 성별이 동일하

다고 하여, 내부 행위자들의 문화적 성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르디외에 따르

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육화된 내부 행위자들의 성향은 학력 자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다(Bourdieu, 1979/2005). 이는 표면화된 학력자본이 실제로는 가족을 통한 문화계승과 학교에 의

한 문화계승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Bourdieu, 1979/2005). 언어감각, 미

적 기호, 타인과의 애착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의 내적 성향은 생애 초기부터 구성되는 반복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 공간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고, 그것은 경험적 층위에서 

학위, 졸업 학교 등 학력자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여전히 유교문화의 영향이 큰 한

국 사회의 경우, 성별과 연령 역시 내부 행위자들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위계, 기대, 규범, 미래 기대 등이 어떠한 성과 연령대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이다(송호근,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문화적 성향은 단지 이들

이 맡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하위조직을 넘어 전체 편성과정과 공익 실천의 특징을 규정하는 주

된 요인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들 내부 행위자들은 대부분 학력이 높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40

대 이상 남자들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공통된 문화적 성향은 공영방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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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과 공익 실천의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내부 행위자 성향 요인은, PD, 기자 등으로 공영방송

에 진입한 후 이들 내면에 키워진 전문직주의 성향이다. 한국 공영방송 역사에서 전문직주의는 직능

조직과 노동조합을 통한 ‘운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장한 측면이 강하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는 

노조 설립, 직능조직 설립 등을 통해 전문직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이는 1990년대 이후

에도 신문 등 여타 언론 기업과 달리 크게 퇴조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특징을 보인다(조항제, 

2012a). 다른 언론 기업들과 달리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는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안정적이

었고, 이에 시장주의로의 급속한 이행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공영방송의 전문직주의

는 민주화 이후 정치체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언론 자유화 운동’을 통해 구성되었고(조항제, 

2012a),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치체제로부터의 독립이 주요 쟁점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

론 자유화’를 넘어선 구체적인 전문직 규범의 구성에는 한계를 보였다(홍경수, 2012). 아울러 2000

년대 이후 미디어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공공서비스 지향성이 넓어지거나 

확장될 여지도 적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이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행 등과 맞물려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의 전문직주의 성향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

다. 실제로 KBS 1,2TV의 편성 기본 틀과 KBS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들의 상당수는 1990년대

에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언론인 전문직주의가 탈권위주의를 기치로 내세웠던 노무현정

부의 개혁성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를 말한다(2003년)>, <미디어 포커스(2003년)>, <인물현대사

(2003년)>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개혁적 프로그램들의 편성이 가능하기도 했다. 현재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내부 행위자들이 방송 산업과 민주주의의 성장 속도가 가팔랐던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공영방송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내면에 일정부분

전문직주의 성향이 잠재해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공영방송 종사자의 전문직

주의 성향의 발전이 나름의 자율성 신장을 기반으로 하위 조직으로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면, 이는 편성과정 공익 실천의 면모를 다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전문직주의 성향의 

분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하위 집단 간 상이한 조직문화와 제작관행, 그리고 

공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고, 이 차이는 공익 실천의 다양성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내부 행위자들, 특히 편성 과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내부 행위자들이 공영방송 진입 후 직업 경로에 있어 유사한 하위 

조직에 위치해 있었다면, 즉 유사한 하위 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면, 이는 오히려 공영방송 내부

적으로 분화되면서 진화해온 전문직주의 규범, 가치들을 편성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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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것이다. 가령 주요 내부 행위자들이 대부분 정치부 기자 출신이거나 다큐 PD 출신이라면, 그

것 자체가 편성과정과 공익 실천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나. 상호작용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내부 행위자 요인은 상호작용 요인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동료집단의 피드백, 주변 지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관리부서의 의견 등으로 표현된 영향 요인

으로 내부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다채로운 색조 때문에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것은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 집단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수밖에 없고, 

그 특징에는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내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단순히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그렇다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편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의 본질은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의 복잡성에 있고, 그 결과 일관성 있게 나

타나는 관계맺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복잡성과 다양성을 근저로 하는 상호작용의 배경에

는 공통적으로 행위자들이 위치한 공간의 문화와 관계 양상을 규정하는 조직 구조가 자리하고 있고, 

이는 이들의 상호작용에 일정한 구조와 패턴을 만들어낸다. 가령 조직문화는 조직이 부딪치는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부 행위자들에게 당연한 기본가치와 전제로 받아들

여지게 되고(박내희, 2003; 박종구‧김영주‧정재민, 2009), 이 가치체계는 프로그램을 기획, 배치, 조

정하는 편성과정의 상호작용에 일정한 구조와 패턴을 만들어내게 된다. 조직 구조 역시 편성 과정의 

의사결정단계를 규정하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또

는 폐지를 막기 위해 누구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게 한다.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사장(경영진), 편성실무자, 제작진 등

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이들이 속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에,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구조로 제

도화 된 방식에 의해 상당부분 규정되고, 이는 사장과 노조, 경영진과 제작진, 제작진과 편성실무자

의 관계맺음 방식을 복잡하면서도 일관된 패턴으로 수렴시키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종래의 연구들은 방송사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정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미국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과정, 특히 

백인 남성들 중심의 업무 관행이 미국 방송사의 지배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

한다(Lafsky, 1993; Napoli, 2001; Phalen, 2000).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역

시, 권위주의와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그리고 남성중심주의가 방송사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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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내부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억압하

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지배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작동하게 한다고 지적한

다(권장원, 2002, 2004; 김명혜, 2001; 유선영, 2003; 윤석민‧이철주, 2003). 이러한 연구들은 공영

방송 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일정한 패턴을 잡아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그러나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 위에서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상호작

용 패턴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편 공영방송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이 어떠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프로그램, 채널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영국 BBC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쉥클만

(Kueng-Shanklemann, 2000/2001)은 BBC와 CNN의 비교를 통해, BBC의 힘은 내부 행위자들이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지 진지하게 토의하고 소

통하는 문화, 그리고 이 문화를 뒷받침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한편으로는 경영에 대한 경멸로 나타나기도 하고, 과도

한 엘리트주의로 귀결되기도 하며, 수많은 질문과 논쟁으로 조직을 경영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끌기

도 하지만, BBC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방송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다. 쉥클만의 연구가 BBC의 차별적이고 창의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맺음 방식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이 1990년대 이후 효율성과 생산성이 강조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친밀성(sociability)과 연대성(solidarity)의 정도에 따라 공동체형

(Communel; 둘다 높은 유형), 네트워크형(Networked; 친밀성만 높은 유형), 이익추구형

(Mercenary, 연대성만 높은 유형), 분산형(Fragmentary; 둘다 낮은 유형)으로 구분한 고프와 존스

(Goffe & Johnes, 1996)는 1990년대 들어 BBC에 프로듀서 선택제 추진, 엄격한 성과지표 마련 등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오랜 역사 속에 구축된 공동체형 네트워크 구조가 분산형 네크워크 구조로 변

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25) 같은 맥락에서 BBC를 참여관찰한 본(Born, 2004; 홍경수, 2012, 

재인용)은 1990년대 버트 사장 취임 이후 시장화, 경쟁, 구조조정의 흐름이 BBC 내부를 휩쓸기 시

작하면서 창의적인 협력의 기풍과 편성과 제작부서 사이의 신뢰가 해체되었다고 지적한다. 내부 행

위자들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관된 목표와 통합된 상호작용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무너

25) 고프와 존스(Goffe & Johnes, 1996)는 조직 구성원간 공유하는 친밀성(sociability)과 연대성(solidarity)의 

정도에 따라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친밀성은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동료로 여기는 정서적 지표이고, 연대성은 구성원간의 친

소에 관계없이 조직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결속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연대의식의 지

표다. 이렇게 구분된 네 가지 유형의 집단 중 무엇이 최선의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BBC와 같은 공영방송

의 경우, 협업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연대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성과 연대성

이 높은 공동체형 네트워크 구조 가 적합하다고 고프와 존스는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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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대신 많은 내부의 역량과 에너지가 내부 갈등과 관료주의적인 해결에 낭비되었으며, 그 결과 

창의적인 초점의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Born, 2004; 홍경수, 2012, 재인용). 실제로 1990년대 

이후 BBC의 공동체 지향적이며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효율성에 대한 강한 압

박과 지속되는 구조조정의 압력 속에 상당부분 퇴색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조직 내 행위자들

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역사적 경로에 의해 형성, 누적된 조직문화에 상당부분 규정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BBC 조직문화에 오랜 시간 축적된 차별적인 가치체계와 창의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맺음 

방식은 여전히 BBC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문화 양식으로 평가된다(정준희, 2010b).    

  BBC와 달리 KBS 내부 행위자들의 관계맺음 방식은 역사적 경로 위에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KBS 내부 조직도 다양한 하위 조직들을 

포괄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해갔고, 조직적 통제를 내부적으로 구조화하는 관료제적 모습도 고도

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장재윤, 2004; 황상재, 1999). 실제로 KBS 내부 행위자

의 상호작용 패턴이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면모를 보인다는 연구는 다양한 비교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다. 황상재(1999)는 경쟁가치모형을 배경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하는

데, 연구결과 KBS는 위계적 문화유형이 지배적인 반면, MBC와 SBS는 관계 지향적 문화와 과업 지

향적 문화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윤(2004)도 같은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KBS와 MBC의 

보도 및 제작인력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KBS는 위계형 문화가 우세한 반면, 

MBC는 구성원간의 친밀성과 충성, 단결이 강조되는 관계 지향적 문화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0년대 이후 매체간, 채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디어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비대

한 직위 구조를 해체하고 효율적이고 단순한 조직 형태로 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신자유주의

의 흐름 속에서 경영효율을 내부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

식, 관료주의가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등이 맞물려 2004년 

국부제 폐지와 연공서열 방식을 파괴하는 대팀제로의 조직구조 개편이 시행된 것이다. 대팀제의 도

입은 단기적으로 KBS의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완화시키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작동

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했지만, 그 개혁 과정에서 직종간, 세대간 심리적 갈등과 간극을 키우면서, 중

장기적으로 조직 내 상호작용의 불안정성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전범수, 2008).26) 그리고 

26) 1993년 SBS 개국, 1998년 외환위기 이후 KBS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적지 않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KBS 조직 구조가 변화할 때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조직 구성원들 모두에게 원활하게 커뮤니케

이션되지 않았으며,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직 구조 변화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KBS

는 기자, PD, 기술 등 직종이나 본부를 구성하는 기본 틀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결재의 단계가 많고 관료제적 

특성이 강했다. 이러한 구도에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다. 정

연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국부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한다. 정연주 사장은 팀제 도입을 통해 비대한 조

직 구조를 해체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새롭게 재편하며, KBS의 조직문화를 바꾸고자 했다. 팀제 개혁은 KBS 

내부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1,121명에 달하던 국장·부장·차장 등 중간 간부 자리는 모두 폐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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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연주 사장이 해임된 이후, 이병순, 김인규 사장이 주도한 조직구조 개편에서, 조직의 불안

정성을 제어하고 관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위계적 관리 시스템의 복원으로 귀결되고, 그 결과 

KBS의 관료제적 모습, 수직 위계형 상호작용 특징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권호

영, 2012; 김동규·김광재·박종구, 2012; 홍경수, 2012).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위계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

는 수직위계형 커뮤니케이션 구조보다 권한 이양을 통해 의사결정권이 분화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권호영, 2012; 박인규, 2002). 고프와 존스의 지적처럼 공영방송의 경우, 

협업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연대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성과 연대

성이 높은 공동체형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적합한 것이다(Goffe & Johnes, 1996) 이는 위계가 축소

되고 행위자 간 친밀성과 연대성이 높은 공동체형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게 되면, 의사결정의 속도

가 빨라지고 아이디어의 창출과 공유가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조직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동규·김광재·박종구, 2012). 반대로 문화콘텐츠 생산 조직이 

관리기능을 강조하는 수직위계형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지니게 되면, 이는 제작진으로부터 올라오는 

아이디어의 결정을 지체시키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0년간 한국 공영방송의 내부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KBS의 커뮤케이션 구조는 공동체형보다 

수직위계형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조직이 얼마나 관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김동규·김광재·박종구, 2012)는 복잡하고, 다단계로 위계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조직원의 의지와 동기를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박인규, 2010; 홍경수, 2012). 물론 협업과 자율성이 중시되고 불확실성을 내재한 

방송 콘텐츠의 특성상 특정 하위 조직들은 관료제의 성격으로부터 상당부분 멀리 떨어져 있을 개연

성도 높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전반에 흐르는 문화와 조직구조는 내부 행위자들

이 어떤 하위 조직에 소속되어 있든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용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위자 간 상

호작용 방식에 일관된 패턴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단순한 선언이나 다짐으로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한 국가의 문화적 성격과도 상당부분 상동한다(Kueng-Shanklemann, 

부서장은 184명의 팀장으로 대체되었다. 그런가 하면 차장급 이하 직원 35명이 연공서열을 깨고 팀장 발령을 

받는 발탁 인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팀제 개혁은 KBS의 조직 문화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팀제 개혁에 따라 상당수의 기존 국장, 부장들이 팀원으로 강등되고, 팀제 

개혁을 중심으로 팀 간, 팀 내 구성원들 간,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확대되면서 

KBS 조직 문화를 분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전범수, 2008). 이후 이병순, 김인규 사장이 취

임하면서, 팀제는 폐기되고, 국부제가 다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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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1), 특히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영방송의 경우, 국가의 문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체제에 스며있는 상호작용 특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당대 정치체제의 지배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Curran, 2002/2005). 권

위주의 정치제제 하에서는 공영방송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역시 수직위계형 특징을 지닐 개연성이 크

고, 자유주의 정치제제 하에서 공영방송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수평적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

다. 이는 KBS 내부 행위자 간 상호작용 패턴이 국가의 문화,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관계맺음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편성과정 분석에서 정치권력과 내부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이다. 

4절. 편성산출물

 1. 편성산출물에 대한 기존 논의

 편성산출물이란 방송사가 지향하는 편성목표와 실질적인 편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편성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최종 산출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편성산출물의 특징이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에 의해 규

정되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행이 베어져 있으며, 편성과정에서 

의도했던 목표가 편성산출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편성산출물의 특징은 자주 편

성과정의 의도를 배반하며, 편성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더해 

편성산출물이 편성과정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관계를 인

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별개의 영역으로 남는다. 문제는 편

성산출물의 독립적이고 다면적인 특징을 도출할만한 이론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편성산출물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은 ‘편성 다양성’이다.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전제한 후 특정 시점의 기본 편성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장르나 포맷 등으로 

구분한 후, 특정 시기의 편성산출물 특징을 다양성 지수를 통해 재현한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방

송의 시장 상황과 다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박소라, 2003; 이은미, 2001; 이준호, 

1998; 조익환·이상우, 2012; 한진만, 2010; Awater, 1984; Chan-Olmsted, 1996; Dominick & 

Pearce, 1976; Einstein, 2004; Grant, 1994; Li & Chiang, 2001; Litman, 1979). 

 편성 다양성 연구는 분석기간의 수준에 따라 장기분석과 단기분석으로 구분되는데, 장기분석의 경

우 방송정책 변화,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편성다양성의 변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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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분석의 경우 상업방송,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등 특정 채널의 개국 전후로 기

존 채널의 편성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한다. 시기와 연구 목적은 다소 다르지만 이들 연

구들은 대부분 기본 편성표를 기준으로 장르나 포맷 등 단일한 기준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구분하고 

다양성의 변화 수준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편성산출물을 보는 관점 역시 경쟁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종속적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다양성이 아닌 장르별 편성비율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백미숙, 2007; 심미선, 2003; 이재현, 1998). 이들 연구들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편성산출물 비

교, 한국의 공영방송과 해외 공영방송의 편성산출물 비교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을 단면으로 잘라 채

널별, 국가별 편성을 비교하는데, 이 비교의 준거틀 역시 장르라는 점에서는 앞의 ‘편성다양성’과 유

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편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기본 편성표 분석이 아닌 변경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 추세를 파악하는 

연구들도 있다(조성호, 2000; Eastman & Ferguson, 1993).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 등 변경된 프로

그램의 규모를 통해 채널별 변화 양상을 도출하는 것인데, 이들 연구의 관점 역시 ‘편성다양성’ 연구

와 마찬가지로 ‘경쟁’과 편성산출물의 관계를 도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편성산출물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이 연구에 있어 계승해야 하는 사안과 보완해야 하는 사안을 

동시에 보여준다. 우선 기본 편성표와 신설/폐지 프로그램이 편성산출물의 주요 분석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채널 또는 사업자와의 비교가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 시기를 잘라 편성산출

물을 단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장기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 특징이 좀 더 명확하게 가시화될 수 있

다는 것은 이 연구가 차용해야 하는 사안이다. 아울러 다양성이라는 개념 역시 공익실천에 있어 중

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개념이다. 다만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장르 다양성’, ‘신설/폐지 프로그램 수 변동’ 등 일면적으로 편성산출물을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다

양성을 제외하고는 편성산출물을 분석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하는 지점이다.  

 2. 편성산출물에 관한 다면적 접근 : 편성구조, 구조의 변동, 세부구조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특히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한국 공영방송의 편성산출물을 살펴보는 이 연구의 경우 공익실천의 

특징이 배태된 편성산출물을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특정 시기의 

단면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장르다양성 등 공익의 특정 하위 개념으로 축소되어 설명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편성산출물을 어떻게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편성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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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합은 임의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조합에는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축적된 수많은 편성행위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행위는 대개 합리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편성산출물은 의미 없게 뒤섞여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구조는 나름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공영

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방송이라는 세계를 의미있게 구조화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방식은 

한 시대에 있어 공영방송이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지배적인 방식을 보여주며, 동시에 공

영방송이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인식하는 주도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이 구조를 여기서는 편성구조라 명명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KBS TV 채널이 가장 중요한 사회

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자 공영방송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의 편성구조는 단순히 특정 방

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의 대표 공영방

송이 특정 수용자와 정보를 대하는 방식, 공영방송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특징, 더 나아가 

공익이라는 가치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구조에는 프로그램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

치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담겨있으며, 공영방송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과 시간을 재구성하는 

방식 등이 내재되어 있다. 

 편성구조는 정기개편, 부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기본 편성표로 정리된다. 기본 편성표에는 

그것이 정리되는 시점에 공영방송이 프로그램과 시간을 구조화한 방식, 수용자와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연결 강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각 채널별, 시간대별로 어떠한 수용자와 

프로그램들이 지배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는지, 프로그램별, 채널별 방송시간과 정보 유형별, 방송 

유형별 편성비중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는지가 때론 전면적으로, 때론 은연중에 담겨있다. 

이에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 편성구조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편성구조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그리고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조정을 통해 지속적

으로 변화한다. 이 변동은 전면적인 편성구조 재편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특정 시간

대,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편성 구조의 변동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제작비, 인력 등 내부 자원이 고려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

청습관과 흐름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시간대와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급격한 구조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편성구조의 변동은 느리

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의 변동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 배치하고, 의미화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공영방송이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방식과 내외부적인 정치적 이해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공영방송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가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 이 변동의 특징을 잡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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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석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편성구조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

의 분석 차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편성구조의 변동 특징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구조의 변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

어가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면서 이루어진다. 신설 프로그램은 공영방송 편성구조의 변동의 

면모를 살펴보는데 있어 핵심적인 분석 차원이다. 신설 프로그램 편성은 공영방송이 한국 사회에 새

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수용자들의 여가

시간, 미디어 소비 행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새로운 구조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기도 하다. 

폐지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분석 차원이다. 그것은 공영방송 편성이 과거에 제시했던 어

떤 가치를 지우는 행위이며, 동시에 수용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한 특정한 취향과 정보, 그리고 가치

체계를 지우는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하락하면서, 신설, 폐지 프로그

램의 의미와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은 수용자들이 즐겨

보는 채널, 콘텐츠가 공영방송에 위치 지워져 있다는 현상 속에, 신설, 폐지 프로그램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구조의 변동은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폐지에는 다양한 요인

들과 맥락들이 중첩되어 있다. 편성 목표와 방향에 맞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애초 기획의도에 부합하

지 못할 때, 시청률(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공영방송과 밀접하게 연결된 외부 환경의 비판이 거셀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광고수익이 좋지 않으며, 제작비가 과도하게 투자될 때 등 다양한 이

유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신설 역시 편성 목표와 방향에의 부합 여부, 시대적 트렌드

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 표적 수용자층, 소구요소, 시간대 성격, 작가 및 제작진, 

연기자(출연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이 변동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구조의 변동을 둘러

싼 수많은 이해관계, 특정 시점에 공영방송이 방송 세계를 의미화 하는 지배적인 방식,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연결정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문제다. 

 그렇지만 구조의 변동 수준과 특징은 개별적인 신설, 폐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개편, 부분조정 등을 통해 수없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프로그램의 수를 감안할 때 개

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구조의 변동 수준을 가시화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구조의 변동 특징은 개별 신설, 폐지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미화 되고, 

기존 편성 구조에서 탈락되고 편입되는 규모의 변화 등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구조 변동은 단수로서 개별 프로그램의 존폐가 아니라, 복수로서 프로그램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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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폐지되었는지는 편성구조의 변동을 살펴보

는데 있어 일차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구조 변동의 내부 동인 및 

필요성 또는 변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외부 힘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설, 폐지 프

로그램을 통한 구조의 변동이 하나의 의미 있는 편성 구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설 프로그램

들이 기존 편성 구조 내에 나름의 위치를 잡고, 하나의 의미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설 프

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짧은 기간 방송되고 폐지된다면, 이는 의미 있는 구조의 변동으로 읽히

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신설, 폐지 프로그램의 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영기간 역시 구조의 

변동을 살피는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다.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폐지와 신설의 의미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구조의 

변동이 지향하는 방향이자, 변화의 동인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편성산출물을 구조의 변동 차원

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신설, 폐지 프로그램의 수와 방영기간의 변화 수준을 일차적으로 도출하고, 집

단적인 수준에서 그 변화의 맥락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이차적으로 진행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편성산출물은 전체 편성 구조를 넘어, 세부 구조의 변화 특징을 다양한 수준에서 잘라

보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편성산출물이 전체 편성 구조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것

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세부적인 구조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는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체 구조에서는 눈에 띄지 않던 어떠한 패턴과 특징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발

견은 상당부분 ‘공익’이라는 가치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맞물려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

울러 이 세부 구조의 특징은 다양한 차원에서 잘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차원에서는 문제로 보

이지 않던 사안이, 또 다른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가

시화된 특징이 모여 한국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실천의 다양한 특징을 재현해낼 수 있

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세부 구조를 편성 다양성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곤 했다. ‘다양성’

을 공영방송 편성이 구현해야 하는 핵심 가치로 상정하고, 그것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

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박소라, 2003; 박소라ㆍ양현모, 2006; 백미숙, 2007; 심미선, 

2003; 이석능ㆍ김재영, 2012; 조익환‧이상우, 2012). 그리고 ‘다양성’을 평가하는 주된 방법으로 장

르별 편성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이것을 HHI 지수 등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변환하여, 이 

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곤 했다. 이 연구 역시 장르라는 프로그램 유형 분류와 다양성이라는 개

념은 편성산출물의 세부 구조 변화를 살펴보는 주요한 차원으로 차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편성산출

물이 세부구조 차원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재현하는 하나의 차원일 뿐, 그것이 전부일 



- 83 -

수는 없다. 특히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도출해야하는 이 연구의 경우 단순히 

장르 다양성 수준에서 공익 실천의 양상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좀 더 다양한 차원에

서 세부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르와 함께 프로그

램 제작진, 포맷, 관련장 등을 세부구조의 변화 특징을 살펴보는 차원으로 제시한다. 

 우선 제작진 차원에서 편성산출물을 살펴본다는 것은 채널별,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제

작주체는 누구이고, 이들의 편성 비중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제작주체 관점에서 다양성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세부 구조의 특징을 도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편성산출물의 내용 이전에 그것을 생산하는 제작주체 관점에서 편성의 세부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다. 

 다음으로 장르, 포맷, 그리고 프로그램과 연계된 관련 장(field) 차원에서 세부 구조의 특징을 분석

한다는 것은, 편성산출물의 세부 구조를 내용적 측면에서 ‘장르’를 넘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르가 ‘텍스트, 산업, 수용자 사이에서 순환되는 지향점, 기대, 관습의 체

계(Neale, 2002)’로서, 프로그램의 영역 및 기능, 그리고 제도적 규정과 시청자와 방송종사자의 인식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 분류 방식라면(주창윤, 2004), 포맷은 이에 더해 프로그램의 전개 방식, 

연속성 등과 같은 형식적 요소, 프로그램 소재와 현실 효과, 시청자의 참여 수준과 형식, 흥미유도 

방식과 같은 ‘내용적 세부 요소’를 추가한 유형 분류라 할 수 있다(김정섭·박주연, 2012; 박주연ㆍ배

진아, 2010; 배진아, 2008). 한편 관련장은 공영방송이 다양한 사회 공간들과 연계되어야 좀 더 다

양한 공익 실천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주요 출연자(또는 자문단)가 소속된 공간, 관련 산업, 목표 

수용자층을 고려해 KBS TV 프로그램을 분류한 것이다. 이처럼 편성산출물의 세부 구조를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해 개별 유형별 방송시간, 편성비중, 다양성, 그리고 내용적 특징 등을 파악한다면 편

성산출물의 변화 특징을 보다 다면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편성산

출물을 평가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단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절.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장27) 분석모형 도출 및 연구문제  

27) 여기에서 ‘장’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의 개념으로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편성 또한 자신

의 독특한 논리와 구조가 있으며, 서로 다른 입장과 힘을 지닌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힘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행위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원용하였다(Bourdieu, 

1994/2005). 장(field) 이론은 기본적으로 문학, 예술, 철학 및 과학과 같은 문화적 생산물을 설명할 때 흔히 

보이는 텍스트 중심의 해석과 사회적 맥락 중심의 해석을 극복하려는 의도 속에서 성립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편성 분석 역시 편성산출물 뿐만 아니라, 편성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행위자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 이에 더해 편성 장의 고유논리인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편성이 이

루어지는 공간을 장(field)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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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영방송 편성장 분석 모델

 이 연구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논

의한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의 공영방송 편성장 분석

에 적용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분석틀과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3>에 제시한 분석틀은 공영방송 편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편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형식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공영방송 편성장 분석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분석적 차원을 

제시해준다.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이 그것이다.  

<그림 2-3>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 분석 모형 

2. 편성목표 분석

 

  편성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통해 실천된 실질적 공익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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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역사적,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KBS 편

성목표로서 공익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영방송 편성장을 규정하는 방송의 공익이라는 이념의 지평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

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공영방송 편성장이 이념적으로 수용하는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원에서 공익의 성격이 역사적, 제도적으로 어떤 성격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텔레비전 50년을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통해 

조망한 조항제와 박홍원(2011)의 논의에 따르면, KBS 텔레비전이 개국한 1960년대의 방송은 시장

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가가 결정했으며, 1970년대는 국가와 새로이 형성된 시장이 나

름의 갈등과 절충을 했던 시기이다. 이후 1980년대는 언론의 초법적 구조 개편이 시도되면서 다시 

국가가 전면에 나섰고, 허울뿐인 전일적 공영제도가 시도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국가

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곧 국가에 뒷받침된 시장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

고, IMF 경제위기는 이를 가속시켰다. 케이블TV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자유화∙시장화는 이후의 분

위기를 주도했고 이는 시청자 권리를 확립시킨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방송 지형의 구조 변화 속에서 이념적 수준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편성목표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영방송 편성장

의 공익 실천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질문이다. 가장 추상적인 층위인 이념적 수준에서부

터 시작하여, 그것이 편성목표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이념이 공익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협의 과정이 편성장 

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폴리(Napoli, 2001)가 제시한 공익의 3가지 

수준, 즉 개념적 수준(conceptual level), 조작적 수준(operational level), 실천적 수준(applicational 

level)에서, 조작적 수준과 실천적 수준의 공익 특징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개념적 수준에서 

펼쳐진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논쟁들이 실제 제도와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

서 어떻게 조작적으로, 실천적으로 정의 내려졌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조작적 차원의 

공익은 매년 1월 KBS가 발표하는 방송기본계획의 ‘방송지표’와 ‘방송기본방향’을 통해 도출할 수 있

고, 실천적 차원의 공익은 방송기본계획의 ‘채널별 편성방향’과 ‘채널별 편성중점사항’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방송기본계획은 KBS 편성과정 중 편성정책단계에서 마련되는 편성목표로, 이것은 형식적 

측면에서 BBC 편성정책단계에서 마련되는 편성목표의 순차적 흐름, 즉 가장 추상적/일반적 수준에

서 구체적/특수한 책무로 연결되는 모습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것이 형식적 측면을 넘어 내용

적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는 방송의 공익이 편성목표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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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1은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 속에서 이념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이 어떻게 변모해왔

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목표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이 어떠

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은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공익의 변화와 이것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수용한 KBS의 편성목표를 동시에 살펴볼 때,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이 추구하는 공익이념의 특징이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에 기

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방송의 공익은 편성목표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

            었는가? 

1-1. 이념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2. 조작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은 공영방송 편성의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으로 어떻게 수용되었

는가?

1-3. 실천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은 공영방송 편성의 채널별 기본방향, 채널별 중점사항으로 어떻

게 구체화되었는가? 

3. 편성과정 분석 

 

 편성과정 분석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은 정책결정과정 이론을 선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 이론을 편성과정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편성과

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가 제도적, 관행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에 더해 정책결정과정 이론이 이 과정에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기술하는 차원에서는 유용한 분석 프레임이지만, 왜 그러한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과정의 전체 동학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외부 행위자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이론적 논의는 편성과정

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을 구체화시키고, 외부 행위자를 편성과정의 전체 동학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로 재구조화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

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비교틀로서 BBC 편성과정의 내부단계 특징이 어떠한지를 살펴봤다.   

 앞서 제시한 모델을 보면 편성과정 내부 행위자 분석에는 방송 정책결정과정 이론들에 준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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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내부 행위자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가 주요 분석 차원으로 제

시되어 있다. 세분화된 내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편성과

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이들이 편성과정에서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한다. 이 연구에서는 편성을 프로

그램을 기획 또는 선정하고, 그것을 특정 채널, 시간에 배치하며,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다. 과정적으로 편성을 이해할 때, 내부 행위자들이 편성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과 영향력은 시기마

다 다를 것이고, 이것의 변화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권’과 ‘사장’의 교체

시점, 그리고 시장의 변화 등과 맞물릴 것으로 예견된다. 이 구체적인 역할과 영향력의 변주는 공영

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내부 행위자의 편성 성향을 파악한다. 편성성향은 이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면화된 문화적 

성향과 공영방송에 진입한 후 키워진 전문직 성향을 의미한다. KBS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성향은 학

력이 높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40대 이상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문화적 성향으로 수렴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익 실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더해 편

성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직업 경로에 있어 유사한 하위 조직에 위치해 있었다면, 공영방

송 내부적으로 분화되면서 진화해온 전문직주의 규범들이 공익실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주요 행위자의 편성성향 특징을 성별, 연령, 최종 학력(학

교), 그리고 KBS에서의 커리어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이것이 편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지난 10년간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를 살펴본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S 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 간 상호

작용은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수직위계형 구조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장의 교체, 이와 맞물린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시기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견

된다. 수직위계형 구조가 행위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규정하게 되면, 편성과정에서 자율성과 창

의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행위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구조로서 작동하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아이디어의 창출과 공유가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지난 10년 간 

상호작용의 특징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결정과정의 의사결정단계수 등의 양적인 변화와 심층인터뷰

를 통해 살펴보고, 이것이 편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KBS 내부 행

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국가의 문화,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관계맺음 방식과 상당부분 상

동하는 바, 정권의 변화에 따른 KBS 내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변화 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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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서 BBC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별 기능과 특징,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편성과정 분석에

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 BBC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에 비추어 한국 KBS의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국내에서 수행된 편성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

분 공영방송을 포함하여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정을 개편과 동일시하여 이야기한다(김정섭·박주연, 

2012; 조성호, 2000; 한진만, 2006). 아울러 2000년대 이후 편성에 대한 논의는 봄, 가을 정기개편

에서 수시편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진만, 2006). 정기개편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국

민생활시간과 TV시청행태가 변한다는 오래된 인식과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

그램을 선보이는 것이 프로그램 공급자에게도, 수용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인식에 따라 

관행적으로 봄(4~5월경)과 가을(10~11월경) 두 차례에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수시편성 조정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신설 프로그램을 배치해 채널 및 프로그램 경쟁력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또는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개편과 수시조정은 편성과정 내부단계의 4단계 중 편성기획 단계에 해당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고, 개편과 수시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KBS 편성과정은 BBC와 달리 편성기획 

단계가 주도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편성기획 단계가 편성과정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공영

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는 편성정책단계와 편성기획단계의 극단적 불일치와 모순, 일관된 공익 

실천의 부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개편과 수시조정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2개월을 

주기로 이루어지다 보니, BBC에 비해 편성과정이 상당히 짧은 사이클로 움직이고, 이 짧은 주기 때

문에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를 둘러싼 내부 행위자들 사이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 역시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며, 편성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시청률이라는 단순 지표로 환원되거나, 세부적이고 다양한 평

가의 부재 속에 다음 개편이나 부분조정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여기서는 내부 단계

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편성과정을 편성정책단계, 기획단계, 제작단계, 그리고 

평가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편성장 모델에서 외부 행위자는 편성과정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이론화하고, 편성과

정의 전체적인 동학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위치 지워져 있다.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편성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핵심 외부 행위자로 정치권력과 시장을 상정하였다.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

자 요인으로 제시한 정치권력, 시장, 수용자 요인이 실제 분석 모델에서는 정치권력과 시장으로 압축

된 것이다. 여기에서 수용자 요인이 사라진 것은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요인이란 궁극적으로 가구 시청률이라는 시장적 지표로 수렴되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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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수용자 시장이기 때

문이다. 이에 분석 모델에서는 수용자 요인을 시장으로 통합하였다. 한편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로 정치권력과 시장이 상정된 것은, 앞서 제기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들, 그렇지만 한국의 공영방

송 편성과정이 정치논리, 시장논리에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논의들을 근거로 한다(강형철, 

2004; 강형철·양승찬, 2003; 김진웅, 2008; ;박인규, 2010; 윤석민, 2002; 정연우, 2010; 정용준, 

2011; 정준희, 2010a, 조항제, 2003; 최우정, 2012). 

 우선 정치권력의 경우, 한국 공영방송이 역사적으로 정부와 밀접한 부정적 연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관계가 제도적으로 묵인되고, 관행적으로 연속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성과

정의 공익실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요인이 편성과정의 공

익실천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부분 KBS 편성과정체계에 이를 통제할만한 요인들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의 국가주의와 

상동하는 문화적 성향, 사장에 의사결정권한이 몰려있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리고 공익보

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편성과정의 제도적 관행 등은 정치권력에 공영방송 편성

과정을 과도하게 종속시키고, 그 결과 공익실천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을 크게 인사권 개입에 의한 

통제, 재원에 의한 통제,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것이 편성과정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통제 방식은 1970년대 국가정책과 텔레비전 자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을 살펴본 조항제(1994)의 연구, 1990년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구조의 공익성을 조망한 정용준(1995)의 연구 등에서 국

가의 구체적 개입 방식으로 제시된 것 중 2003년 이후 공영방송 편성과정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시장요인의 경우, 미디어의 시장화가 가속화될수록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공공영역이 미디어 공간에 자리 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장은 정

보의 공급을 특정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 논쟁에 대한 참여와 지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Curran, 2002/2005). 그러나 미디어의 시장화가 심화될수록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시장화에 따라 편성과정의 

물적, 인적 토대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주산업 확대와 종편, CJ E&M 등 자본과 여론영

향력을 지닌 주요 플레이어들이 매체 시장에 진입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 인력의 유출,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의 약화 등이 맞물려 다양한 층위의 공익실천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 90 -

가정된다. 편성이 가용할 자본 역시 수신료의 정체, 지상파 광고 수익의 중장기적 하락, 경쟁 채널의 

증가 등에 따른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편성과정에서 제작비

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공익적 프로그램의 기획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기획은 무망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시장요인 변화에 맞물린 편성 자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력 현황, 재원 구

조 및 규모, 제작비 규모 및 비중 등을 분석하고, 이것이 편성과정의 공익실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해 시장의 유형과 그것의 성격에 따라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수준도 다를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시장을 방송 플랫폼 시장과 콘텐츠(채널) 시

장, 수용자 시장으로 구분하여, 이들 시장의 변화가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2003년~2012년 공영방송 편성과정은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2-1.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외부 행위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2-1-1.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권력은 인사권 개입, 재원, 프로그램 및 편성을 통한 통제 차

원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2-1-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 인력과 재원의 변화는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그리고 시장 유형별(플랫폼시장, 채널/콘텐츠시장, 수용자시장) 변화의 특징은 무

엇이고, 이에 대한 편성과정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2-2.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내부 행위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2-2-1.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는 누구이고, 이들의 기

능 및 역할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주요 행위자의 편성성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2-2-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내부행위자와 내부행위자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고, 이 변화가 편성과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2-2-3.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정책단계,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 편성평가단계는 어떻게 이루

어졌고, 세부 단계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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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편성산출물 분석 

 편성산출물에 대한 분석은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한국 공영

방송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 연구의 경우 공익실천의 특징이 배태된 편성산출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편성 산출물을 크게 편성구조, 구조의 변동, 

그리고 세부 구조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선 편성구조는 프로그램들이 조합된 하나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 구조에는 공영방송이 프로그램

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지배적인 논리, 공영방송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특징, 수용자와 

정보를 대하는 인식, 시간과 방송 세계를 의미화하고 재구성한 방식 등이 담겨있다. 편성구조의 특징

은 기본 편성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정 시점에 구성된 기본 편성표에는 각 채널별로 어떠한 

수용자와 프로그램들이 지배적인 방식으로 의미화 되었는지, 시간을 구조화한 방식은 무엇인지, 채

널별 방송시간과 방송 유형별 편성비중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는지가 때론 전면적으로, 때

론 은연중에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개편 및 부분조정을 통해 구성되는 기본편성표는 특집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특정 시

기 KBS에서 방송되는 모든 정규 프로그램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채널별 전체 방송시간 뿐만 

아니라, 채널별, 시간대별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방송시간, 본방송과 재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

중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특정 시점의 KBS TV 채널의 편성 구조 특징을 잡

아내는 단서로서 기능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특정 시점의 편성구조 특징으로 의미화 되기 위해서

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즉 역사적 흐름 위에 어떤 시점의 편성구조를 옮겨 놓을 때, 그 시점의 편

성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성구조는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렇기 때문에 이 비교 분석은 역사적으로 긴 호흡을 요구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선 2003

년 이전 편성구조의 특징을 우선 도출하고, 이것을 2003년 이후 편성구조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1973년 공영방송 체제로의 전환 이후 2003년 직전까지 KBS 텔레비전 편성구조에서 나타

나는 특징이 무엇이고, 이 특징이 2003년 이후 기본편성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이 변주

했고, 무엇이 유사한 모습인지를 드러냄으로써 분석기간의 편성구조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구조 분석은 1985년, 1996년, 2003년, 2012년의 기본편성표에서 드러나는 편성의 

특징을 채널별, 시간대별로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단면적 분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일정부분

의 문헌분석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구조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

지,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지배적인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수용자와 시간을 의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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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한 방식이 무엇인지, 외부 환경과 연결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편성구조의 특징을 가늠하는데 있어 전체 방송시간과 본방송과 재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중

도 중요한 분석툴로 차용한다. 지난 10년간 지상파 방송시간은 2005년 낮방송 허용, 2012년 심야 

방송 허용 등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는 편성구조의 특징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지상파 위상 하락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

이 급변하면서 전체 편성에서 재방송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예

견된다. 재방송 편성은 경제적 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편성 전략으로, 이

미 성공한 프로그램의 재방 편성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Gitlin, 

1983; Turrow, 1997), 제작비 절감과 리스크 감소라는 효과가 있으며(Eastman & Ferguson, 

2009), 프로그램 인지도와 노출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주된 편성전략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방송 편성 비중의 변화는 공영방송이 추구

하는 편성 목표로서 두 가지 차원, 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의 목표가 어떠한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그 무게중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기능한다는 판단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방송 프로그램들의 경우, 대부분 오락과 드라마 장르 등 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장르에 치우쳐 있고(강대인, 1997; 조정하, 1997), 재방 비율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채널 다양

성이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최윤태·한진만, 2009). 실제로 한정된 편성 시간 속에서 재방 

편성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는 편성구조에서 효율성과 산업적 차원에서의 편성목표가 강조되고, 이

는 일정부분 공익 실천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는 분석 기간 동안 

전체 방송시간과 본방송, 재방송 편성비중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편성구조 차원에서 공익과 시장

의 균형추가 어떻게 기울었는지를 가늠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편성산출물은 ‘구조의 변동’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구조의 변동은 새로운 프로그램

이 들어가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면서 이루어진다. 신설 프로그램 편성은 공영방송이 한국 사

회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영방송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수용자들의 여가시간, 미디어 소비 행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폐지 프로그램 역시 공영방송 편성이 과거에 제시했던 어떤 가치를 지우는 행위이며, 동

시에 수용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한 특정한 취향과 정보, 그리고 가치체계를 지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신설, 폐지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구조 변동의 성격 파악은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석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구조의 변동 특징은 기존 편성 구조에서 탈락되고 편

입되는 신설, 폐지 프로그램 규모,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이 기존 편성 구조 내에 나름의 위치를 잡

고, 하나의 의미로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방영기간, 마지막으로 신설 프로그램들이 기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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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내에서 의미화 되는 방식과 변화 맥락, 그리고 폐지 프로그램의 폐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

펴볼 때 가시화시킬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신설, 폐지 프로그램의 수와 방영기간의 변화 수준을 

일차적으로 도출하고, 이차적으로 구조 변동의 맥락과 내용을 개편 책자 등 다양한 편성 관련 자료

와 사장 교체, 수신료 정국 등 시기적 맥락과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성산출물은 세부구조의 특징을 다양한 수준에서 잘라보는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체 편성 구조에서는 눈에 띄지 않던 어떠한 패턴과 특징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

으며, 이 발견은 상당부분 ‘공익’이라는 가치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맞물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

존 연구에서는 이 세부구조를 대부분 프로그램 ‘장르’ 유형에서, 그리고 HHI 지수 등 다양성을 살펴

볼 수 있는 특정 지수로 환원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곤 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흐름을 

이어가지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세부구조의 변화 특징을 살펴본다. 즉 편성의 세부구조를 장르 유

형으로 잘라보던 기존 논의를 발전시켜 제작진, 포맷, 관련장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HHI’지수, ‘CR3’지수 등 다양성을 재현하는 특정 지표와 함께 

세부 유형별 편성비중, 방송시간, 편성시간대, 내용 특징 등을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제작진 차원에서 편성산출물의 변화 특징을 살펴본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제작주체의 

유형이 어떻게 되고, 그 비중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양성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을 살펴봄으로써 세부 구조의 특징을 도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르, 포맷, 그리고 프

로그램과 연계된 관련 장(field) 차원에서 세부구조 특징을 분석한다는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세부

구조가 어떠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르가 프로그램의 기능과 제도적 

규정, 그리고 시청자와 방송종사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 분류 방식라면(주창윤, 2004), 

포맷은 프로그램의 전개 방식 등과 같은 형식적 요소, 프로그램 소재와 현실 효과와 같은  ‘내용적 

세부 요소’를 추가한 유형 분류라 할 수 있다(김정섭·박주연, 2012; 박주연·배진아, 2010; 배진아, 

2008). 장르와 포맷 관점에서 세부 유형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고, 다양성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본다면, 제작진 차원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일면 상동하면서도, 그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세

부구조의 변화 특징을 보다 다양하게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장은 제작진, 장

르, 포맷 등의 기준으로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장(field)들과 어느 정도의 관

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 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 지우는지를 살펴볼 수 없다는 맥락에

서 새롭게 차용한 분석 차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편성산출물을 주요 출연자(또는 자문단)가 소속된 

사회 공간, 관련 산업 및 사회 영역, 그리고 목표 수용자층 등을 고려해 저널리즘, 문화콘텐츠, 정치

(행정) 등 몇 개의 관련장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하위장과 연계된 편성산출물들이 편성시간, 비중, 

내용적 측면 등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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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해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2003년~2012년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은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3-1.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은 편성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3-1-1. 1973년 공영방송 태동 이후 2003년까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3-1-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3-1-2-1. 2003년과 2012년 기본편성표에 나타나는 채널별, 시간대별 편성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지

녔고, 이들 구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1-2-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과 재방 편성비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3-2.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은 구조의 변동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3-2-1.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신설 프로그램 수와 방영기간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변화의 맥락과  

        내용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3-2-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지 프로그램 수와 방영기간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변화의 맥락과 

        내용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3-3.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의 세부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3-3-1.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제작진별 편성비중의 변화는 어떠하였고, 다양성 추세는 어떠한가? 

3-3-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장르별 편성비중의 변화는 어떠하였고, 다양성 추세는 어떠한가? 

3-3-3.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포맷별 편성비중의 변화는 어떠하였고, 다양성 추세는 어떠한가?  

3-3-4.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관련장별 편성비중의 변화는 어떠하였고, 관련장과 연계된 프로그

램들은 내용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5.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의 관계 분석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

하고 있는 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징을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

산출물 차원에서 구분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1부터 3까지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었다면, 마지막 질문은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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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이 실천하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연구

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4. 2003년~2012년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은 어떻게 연

결되어 있고, 한국 공영방송은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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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방법 

공영방송 편성장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속성과 과정적, 관계적으로 구성된

다는 특징 때문에 그것의 방법론을 하나의 차원으로 한정짓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참여관찰 등 다양한 질적 방법을 활용하고, 이에 더해 편성산출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의 양적 방법을 차용하고자 한다. 

1절. <연구문제 1~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방법 

 <연구문제 1~2>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참여관찰을 주된 방법론으로 차용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경우, KBS 텔레비전이 개국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도적 차원에서 방송 

공익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특징이 이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영방

송 편성목표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한국방송공사 정관, KBS 방

송기본계획, 기존 논문과 서적 등을 활용한 문헌분석에 의존하였다. <연구문제 2> 역시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많은 경우에 있어 문헌 자료에서 도출된 질적 정보

들은 양적 자료로 환원하였고, 문헌과 참여관찰만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당시 KBS 

텔레비전 제작, 편성 등을 담당했던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1. 문헌분석

 이 연구는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편성과 관련한 다양한 관련 문

헌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헌들에는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드러내는 법률 정보와 편성 규약, KBS 

정관 등 KBS 편성의 이념적 지향을 드러내는 자료,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산출된 공식적인 결재 문

서, 공문, 성명서, 노보, 회의록, 발제문, 편성 보고서, 언론 보도기사, 학술논문 등이 포함된다. 편성

장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문헌으

로 남아있는 기록들의 흔적은 이미 과거에 선택적으로 생산된 것이며, 남겨진 흔적이 그 당시의 실

제를 재현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필연적으로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실천에 대한 

연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풍부하게 사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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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자료를 개척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취합하거나 때로는 생산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 관점은 진정한 자료와 쓸모없는 자료 사이의 구별이란 없으며 

모든 자료가 유용하다는 것이다(이상길, 2005). 

<표 3-1> 문헌분석 자료

구분 문헌 자료

공적 성격의 자료
공식 문서(개편책자, 방송기본계획, 경영평가), 공식 통계, 신문잡지의 관련 기사 및 학술논문, 프로

그램, 편성표, 편성규약, 제작가이드라인, 노보, 협회보, 성명서, 법률정보 

비공식 자료

회의록, 결재문서, 편성정책 자료집, 워크숍 발제문, 편성표 초안, 수정안, 최종안, 내부 모니터, 편

성평가 보고서, 신설프로그램 기획안,  폐지프로그램 폐지사유, 제작부서별 업무분장표, 기본 제작

비, 시청률, 인력 현황

사적 성격의 자료 내부 행위자들의 회고록, 자서전, 인터뷰, 언론기고문, 비공식적 인터뷰 

 <표 3-1>은 공영방송 편성장 분석과 관계된 문헌자료의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공적 

성격의 자료들이 있다. 이들은 개편책자, 방송기본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안, 편성표, 편성규약, 제

작가이드라인, KBS 연감, 법률정보 등 편성행위자들의 공식적인 정책문서와 편성행위와 관련된 내

외부 평가(경영평가, 시청자위원회 평가, 신문잡지 기사 및 학술논문, 노보, 협회보, 성명서), 그리고 

KBS와 관련된 각종 공식적 통계자료 및 법령, 그리고 연구보고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적 성격

의 자료들은 편성행위자들이 편성과 공익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기본적 관점 및 목표를 드러나게 해

주고,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

라서 공적 성격의 자료들은 공영방송 편성장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편성장의 결정과정과 행위자들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비공식적 문서들이다. 비공식적 

자료들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KBS 편성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문서들에는 편성동향보고

서, 내부 회의록, 편성정책 자료집, 발제문, 시청률 보고서, 내부 프로그램 모니터, 편성평가 보고서, 

결재문서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문서들은 공식적 편성과정 이면에 작동하는 행위자들의 주요 행동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셋째로, 사적 성격의 자료로, 이는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사내 게시판, 비공식적/공식적 

인터뷰 자료, 출판물 등에 남긴 사적 기록물들로, 이러한 자료들에는 회고록, 자서전, 신문 칼럼 등

이 해당된다. 이들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첫째, 둘째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구체적인 편성과정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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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자료의 분석, 해석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자료들이 편성장의 실재에 대한 투명한 

재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대부분 기록 이전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상호

작용의 상황 자체가 적절한 분석과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길, 2005). 특히 한국

의 공영방송이 권력의 후견 속에서 성장해 여전히 방송사에서 차지하는 정치권력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료들의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자료

들의 해석에 있어 자료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자료들이 생산된 정치적, 편성적 맥락과의 연

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고, 많은 자료를 다차원적으로 교차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 했다. 그런 차원에서 양적 수치로 공식화된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직접적으로 인용되

기 보다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  

  2. 참여관찰

 공영방송 편성장에 대한 연구는 문헌들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편성장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으로 남겨진 기록의 흔적들, 또는 기억으로 재구

성된 기록의 흔적들만 가지고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동학을 파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편성장이라는 특정한 공간과 그 공간이 처한 맥락과 환경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조

직 문화와 다양한 경험의 차이를 통한 갈등과 경쟁, 그리고 합의가 형성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방점을 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연구와 참여관찰이 필수적이다(이기형ㆍ임도경, 

2007, 참고). 연구자는 2005년 7월부터 현재(2013년 12월)까지 KBS 편성기획부에 근무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에 개편, 프로그램 평가 및 기획 등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함께 편성작업을 

수행해가면서, 이 장의 특징이 편성과정을 둘러싼 KBS 내외부 행위자 요인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어

떻게 변화되는지를 상당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연구자의 위치

는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유리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관찰을 통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헌분석의 공백과 허점을 채워나갈 것이다. 첫

째, 자료 분석이다. 문헌이 남긴 과거의 흔적, 기억의 흔적들은 대부분 무수한 목격자와 중개자, 나

아가 제도와 관행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시간에 의해 파손, 변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 

분석이란 수집된 자료가 과연 증거로써 도움을 주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이상길, 2005). 자료의 다양성이 클수록, 이러한 자료 분석의 역할은 커질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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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은 공영방송 편성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단 그 분석은 타

당한 논리와 사실들이 덧붙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공영방송 편성장의 지난 10년을 살펴본다는 것은 

지표, 문헌, 통계자료, 구술담론 등 과거의 흔적들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 문

자 그대로 읽지 않으며, 그 자료에 내재하는 수사학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자료의 의도와 시각을 그

대로 따르지 않고 뒤집어 해석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성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나 행위의 숨겨진 의미 차원을 재구성하는 것, 즉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맥락적 특

징을 다층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본 연구자의 위치는, 그 맥

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규정 지워준다(이상길, 2005). 다만 여기에는 과잉해석의 통제

라는 문제가 늘 고민거리로 붙을 수밖에 없다. 샤르당(Sarden, 1996)에 따르면, 연구자의 선관념이 

자료에 의해 테스트되기보다 자료에 그대로 투사되거나 자료를 윤색할 때 문제가 생긴다(Sarden, 

1996, 이상길, 2005, 재인용). 물론 해석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형식적 규칙이나 방법론적 절차는 존

재하지 않는다. 단지 연구자의 방법론적 신중성과 주의가 요청될 뿐이고, 이러한 성찰적 추론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타당하게 읽혀야 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기간 대부분에 있어 직접, 간접적으

로 편성과정에 참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록들을 생산하는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회의의 장에 참여했다는 점을 토대로, 수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문헌들의 내용을 

비판, 평가, 종합하는 차원에서 참여관찰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둘째, 액션리서치이다. 질적 방법에서 연구자는 대상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특징과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과 사회적 거리

를 유지해야 한다(Lindolf, 1995)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는 질적 방법도 사회과학의 한 방법

으로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구분하고 그 둘 사이의 의도된 거리를 둠으로써 분석에서의 일정한 객

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이미 연구자가 관찰의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질적 

방법을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이 연구에 실증적 방법과 동일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 연구

가 지향해야 하는 바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주형일, 2007, 참고). 객관성의 부재는 

이 연구가 가진 방법론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문헌분석과 참여관찰은 객관적인 수치로 환원되지 않

는 공영방송 편성장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참여관

찰 방법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찰자 관점에서 객관성을 표방하는 것을 넘어 편성장

에 직접 들어가 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위치적 장점을 살려, 이 장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대

안까지도 모색하는 일종의 액선 리서치(action research)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자가 해야 하는, 그

리고 할 수 있는 몫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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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시기구분 대상자 주요 경력 인터뷰 날짜

경영진 

및 

편성 주요

행위자

03년~08년

A 편성본부장 13년 11월 5일

B 편성정책주간 13년 8월 19일 

C 편성기획팀장 13년 10월 23일

D 편성기획 선임팀원 13년 9월 12일

08년~12년

E 제작본부장, 부사장 13년 12월 31일

F 편성본부장 13년 8월 16일

G 편성국장 13년 9월 23일

H 편성기획부장 13년 10월 28일

I 편성기획팀장 13년 9월 10일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의식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것이 이론의 구축과 검증을 넘어, 이론을 매개로 

한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장의 두터운 기술과 이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 마련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크게 1)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어떠한 이념적 지평 위에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연

구문제 1), 2) 편성과정의 특징을 도출하는 부분(연구문제 2), 3) 편성과정의 최종적 산출물이자, 우

리나라 공영방송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공익의 특징을 배태한 편성 산출물을 살펴보는 부분(연구문

제 3)으로 구성된다. 이들 연구문제들은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징을 앞서 제시한 이론적 분석틀

을 가지고 분석하지만 이 틀에 도식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이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이라는 하나의 로커스(locus)를 잡아서 그 장에 개입하는 힘들, 이 장의 과정적 특징과 이를 

통해 산출된 편성산출물을 세밀하게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KBS 편성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참여관찰을 통해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구체적 모습들을 표면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이 연구는 참여관찰 중에 심

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만 이 인터뷰 내용은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문헌과 참여관찰로 가시화시키기 어려운 사실들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국한하였다. 

이는 분석시기가 현재와 근접하여, 행위자들에 따라 이 시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서로 상충하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터뷰 당사자가 처해진 위치에 따라 눈치보기, 체면치례, 자기 합리화, 자기 

검열, 이야기 과장, 축소, 외면하기 등 구술 자료의 왜곡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분석 기간 중에 집행기관(편성본부장)과 편성실무책임자(편성기획부장)로 

근무했던 9명과 이 기간에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제작진 4명, 그리고 노조 및 직능단

체 집행부 2명이다. 이 2명은 해당기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제작진이기도 하다.  

<표 3-2>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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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03년~12년

J 교양국 PD 16년차 13년 12월 7일

K 기획제작국 PD 18년차 13년 12월 11일

L 예능국 PD 15년차 13년 12월 30일

M 시사제작국 PD 15년차 13년 12월 5일

노조/직능단체 03년~12년
N 노조 정책실장 13년 12월 13일

O PD협회장 13년 12월 31일

 

2절. <연구문제 3>에 대한 연구방법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편성산출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2003년 이전의 편성구조 특

징을 기존 문헌들과 1980년대 중반(1985년 3월), 1990년대 중반(1996년 3월) 특정 시점의 기본 편

성표를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이 부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구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치한 분석보다 역사적인 흐름 위에서 시대별 주된 특징을 가

시화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기간의 편성구조 분석은 2003년 1월과 2012

년 2월의 기본 편성표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통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전체 방송시

간과 본방송과 재방송 비율이 특정 시점의 편성구조 특징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연

구기간의 채널별 전체 방송시간과 본방송, 재방송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했다. 

 다음으로 구조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개편 및 부분조정 시의 KBS1, 

2TV의 기본 편성표와 부분조정 편성표, 개편 책자 등을 통해 신설, 폐지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개수, 방송 시간, 방송 채널, 방영 기간 등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

의 신설, 폐지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홍보 자료, 이사회 보고 자료, 기획안, 시청률, 내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매년 가을 개편 기본 편성표를 기준으로 개별 

프로그램별로 방송 채널, 방송시작시간과 방송종료시간, 주당 방송횟수, 주당 방송시간을 데이타베이

스화 하였다. 이후 이들 개별 프로그램을 제작진, 장르, 포맷, 관련장으로 유형화하여 각 장르별(포맷

별, 관령장별, 제작진별) 주당 편성시간과 편성비율, 그리고 이를 통해 계산되는 다양성 지수 등을 

정리했다28). 

28) 이 연구에서 다양성 수준은 HHI 지수를 통해 살펴본다. HHI는 시장집중도 측정법의 하나로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 이를 제곱해 모두 합산한 것이다. HHI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률은 심해진다(박소라, 

2003). 따라서 이를 응용해 ‘기업’ 대신 ‘장르’, ‘포맷’, ‘관련장’의 편성점유율을 대입해 계산하면, 각 유형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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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별/장르별/포맷별/관련장(field)별 편성비율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유형화하는 기

준이 필요하다. 우선 제작진은 크게 내부 제작진과 외부 제작진으로 구분하고, 내부 제작진을 기자, 

교양다큐PD, 예능PD, 드라마PD로, 외부 제작진은 외주교양다큐PD, 콘텐츠구매, 시청자 참여로 구분

했다. 내부 제작진의 구분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구분된 KBS 보도, 제작 관련 하위 조직과 개별 

제작진들의 커리어경로가 어느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여 이루어졌으며, 외부 제작진의 

구분은 제작진들이 전문 제작 인력인지, 아니면 일반 시청자인지를 우선 구분하고, 이에 더해 이미 

기 제작된 국내외 프로그램을 유통 주체들을 매개로 구매하는 콘텐츠 구매를 추가했다. 

 장르는 대분류 장르와 세부 분류 장르로 구분했는데, 대장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편성 규제 기준인 

① 보도 ② 교양 ③ 오락으로 설정했다29). 이에 더해 이를 좀 더 세분화시킨 주창윤(2004), 한진만

(2010), 이석능과 김재영(2012) 등의 장르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보도 장르의 세부장르로 ① 뉴스 

② 시사보도 ③ 토론대담을, 교양 장르의 세부장르를 ④ 생활정보 ⑤ 다큐멘터리 ⑥ 교육문화 ⑦ 어

린이 ⑧ 스포츠구성을, 오락 장르의 세부장르를 ⑨ 드라마 ⑩ 버라이어티쇼 ⑪ 인포테인먼트  ⑫ 음

악쇼 ⑬ 퀴즈게임쇼  ⑭ 코미디시트콤 ⑮ 영화 ⑯ 애니메이션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세부장르의 정의와 구분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는 좁은 의미로 국내

외 사고, 사건, 쟁점, 과정 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가 사실보도(스트레이트, 리포트 등)

와 의견보도(해설, 논평 등)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뉴스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에 대한 심층 취재와 진단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여기서는 심층

취재물과 심층토론 대담물을 제외한 일반적 뉴스로 의미를 한정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시사기획 쌈>, <추

적 60분>, <취재파일 4321>, <특파원 현장보고>, <세계는 지금> 등 일반 뉴스에 비해 장기 취재와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토론대담 프로그램은 <일요진단>, <심야토론>과 같이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

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중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HHI는 수치로만 봐서는 실제의 집중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결함

이 있어서(김정섭ㆍ박주연, 2012; 조영신ㆍ이선미, 2010), 때로는 시장집중도비율(CR3, Concentrate Ratio) 

등을 추가 적용해 보완함으로서 해석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9) 현행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균형성, 조화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들 간에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방송법 제 69조). 여기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

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

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방송법 시행령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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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가정(가사, 육아, 요리 

등), 건강, 생활경제, 해외, 문화레저, 법률, 체험구성, 자선과 모금, 소수대상 등으로 구분되고, 그 형

식은 종합구성, 스튜디오 중심의 단순 구성 등으로 구분된다. <6시내고향>, <아침마당>, <여성공

감>, <웰빙 건강테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체험 삶의 현장>, <언제나 청춘>, <그 사람이 보

고 싶다>, <사랑의 리퀘스트> 등이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다. 다큐멘터리는 <인간

극장>, <역사스페셜>, <KBS스페셜>,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3일> 등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주제를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교육/

문화 프로그램은 형식, 내용, 기능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장르로 만들 수 있지만,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두 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

우 낮아 단일 장르로 묶었다. 교육문화 장르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양 강좌프로그램, 그리고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의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자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는 종합구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

기에서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드라마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방송법 규정상 어린이 프로그램 중 애니

메이션과 드라마는 오락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구성은 스포츠 중계와 스포츠 관련 구

성물을 모두 아우르는데, 여기에서 보도로 분류되는 스포츠뉴스는 제외했다.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을 의미하는데, 드라마 장르에서 어린이드라마

는 제외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일반 드라마와 어린이 드라마 사이에는 내용, 형식 차원에

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버라이어티쇼는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면서 3-5개 정

도의 꼭지로 구성되는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연예정보 쇼, 오락이나 흥미 위주

로 가벼운 일상생활을 소재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토크 쇼, 리얼 체험과 게임 등이 어우러진 리

얼 버라이어티쇼 등을 포함한다. <해피선데이>, <연예가중계>, <해피투게더>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인포테인먼트는 오락 프로그램에 정보성이 가미된 장르로 <스펀지>, <위기탈출넘버원>, 

<비타민> 등이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쇼는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퀴즈

게임쇼는 퀴즈를 풀고, 게임 형식의 놀이를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코미디시트콤은 개그맨이나 코미

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짧은 코너로 

구성된 코미디와 개그와 일상성이 결합되어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된다. 영

화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을 의미하고, 애니메이션은 어린이 만화와 함

께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어우러진 어린이 드라마를 지칭한다(주창윤, 2004, 참고).

  특정 프로그램을 어떤 장르로 구분하느냐는 때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논쟁은 특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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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특정 장르로 분류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는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

한 답은 없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KBS TV 편성의 세부구조를 좀 더 다양한 차원으로 분

류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르뿐만 아니라 ‘포맷’, 그리고 프로그램

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하위 장(field)들과 어느 수준에서 연계되어 있는지를 관련장별 방송시간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포맷은 장르를 좀 더 세분화해 프로그램의 전개 방식, 연속성 등과 같은 형식적 요소, 프로그

램 소재와 현실 효과, 시청자의 참여 수준과 형식, 흥미유도 방식과 같은 ‘내용적 요소’를 가미된 유

형 분류라 할 수 있다(김정섭·박주연, 2012; 박주연·배진아, 2010; 배진아, 2008). 포맷 유형을 어떻

게 구분할지는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이 연구는 기존 포맷 관련 연구에서 지상

파 편성의 포맷 다양성 변화를 연구한 김정섭과 박주연(2012)의 분류법을 차용해 포맷을 구분하였

다. 이것은 이들의 연구가 편성에 나타난 프로그램 다양성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

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들이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공영방송의 편성 변화를 살펴보

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영방송의 경우 그것이 가진 공익적 성격 때문

에 파생한 포맷들이 존재하고,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기능에 따라 파생하는 다양한 포맷, 형식이 존

재하는데, 기존 연구가 이들을 모두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부분은 귀납적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포맷은 장르와 마찬가지로 대분류 포맷과 세부 분류 포맷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대분류 포맷은 

픽션포맷, 논픽션포맷, 그리고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구분된다. ‘픽션 포맷’은 ‘허구에 근간한 프로그

램 형식’, ‘논픽션포맷’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형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포맷’은 ‘허구와 

사실이 혼용되거나, 허구 또는 사실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적 설정이나 연출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

램 형식’을 의미한다. 픽션포맷, 논픽션포맷, 하이브리드포맷은 다시 프로그램의 대상, 구성 및 전달 

형식, 분량 등을 고려해 세부 포맷으로 분류된다. 

 논픽션 포맷은 ‘단신뉴스’, ‘종합뉴스’, ‘스포츠뉴스’, ‘경제, 북한, 국제 등 전문뉴스’, ‘국내 심층탐

사’, ‘국제 심층탐사’, ‘토론대담’, ‘종합다큐’, ‘휴먼 및 리얼 다큐’, ‘전문 지식 다큐’, ‘여행 다큐’, ‘생

활정보 단순 구성’, ‘시청자 비평’, ‘문화중계강연’ 포맷 등 14개의 포맷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

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뉴스’는 단순보도, 심층, 해설을 모두 포함한 뉴스를 의미한다. <뉴스광

장>, <뉴스라인>, <뉴스9>가 그 대표적 예다. ‘단신뉴스’는 사건 단순보도 형태로 여기서는 15분 이

하의 뉴스를 의미하고, ‘전문뉴스’는 북한, 경제, 국제 등을 전문 영역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뉴스를 의미한다. 전문뉴스 중 편성 비중이 비교적 높은 스포츠 뉴스는 따로 유형화해 스포츠뉴스로 

포맷을 구분하였다. ‘종합다큐’는 다양한 주제, 소재를 다루는 프로그램 포맷으로 <KBS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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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획>, <걸작다큐멘터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다큐’는 환경, 의학, 과학 등

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환경스페셜>, <역사스페셜> 등을 말한다. ‘휴먼다큐’는 사람들

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인간극장>, <피플 세상 속으로> 등을 말한다. ‘기행다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큐 산>, <그곳에 가고 싶다> 등과 같이 여행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의

미한다. ‘국내심층탐사’는 국내 정치, 경제 현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프로그램으로 <추적 60분>, 

<시사기획 창> 등을 의미하고, ‘국제심층탐사’는 <세계는 지금>과 같이 국제 현안을 심층적으로 취

재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토론대담’은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

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의미하

고, ‘시청자비평’은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에 대한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과 국가적, 행정적 사안에 

대한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아우른다. <미디어비평>,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뉴스옴부즈맨>, <열린 채널> 등 내용적으로 다소 결이 다른 이들 프로그램은 시

청자가 직접 참여하고, 미디어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진단하고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그리

고 이들 포맷의 편성비중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같은 포맷으로 유형화했다. 공연중계강연 포맷은 

<KBS특강>, <NGO특강>, <TV특강>, <객석과 공간>, <클래식 오디세이>, <KBS 예술극장>등과 같

이 강의와 공연의 중계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생활정보 단순구성 포맷은 라이프스

타일과 지식, 교양,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프로그램과 무직자, 노인, 장애인, 실향민 등 소수

자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쇼나 엔터테인먼트 형식이 가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일자리 119>, <사랑의 가

족>, <언제나 청춘>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김정섭•박주연, 2012, 참조).    

 픽션 포맷은 ‘단막극’, ‘미니시리즈’, ‘일일드라마’, ‘주말연속극’, ‘대하드라마’, ‘시츄에이션드라마’, 

‘시트콤’, ‘코미디극’, ‘상영상연극’, ‘애니메이션’, ‘어린이드라마’ 등 11개의 세부 포맷으로, 하이브리

드 포맷은 ‘(연예인/비연예인)종합구성매거진’, ‘(연예인/비연예인) 토크쇼 및 토크 중심의 버라이어

티’, ‘(연예인/비연예인) 리얼리티 및 리얼리티 중심의 버라이어티’, ‘(연예인/비연예인) 공연콘서트’, 

‘(연예인/비연예인) 게임퀴즈쇼’, ‘팩츄얼엔터테인먼트’, ‘기부공연’, ‘시청자참여구성’, ‘어린이종합구

성’ 등 14개의 세부 포맷으로 구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픽션 포맷의 세부 유형을 구분한 방식을 살펴보면, ‘일일드라마’는 매일 주 5회 

이상 아침, 저녁 일정시간에 방영되는 드라마 체제를 의미하고, ‘대하드라마’는 정통 역사드라마를, 

‘미니시리즈’는 평일 밤 시간대에 시리즈로 방송되는 드라마 체제를, ‘주말드라마’는 주말 저녁 시간

대 시리즈로 방송되는 드라마 체제를 의미한다. 미니시리즈와 주말드라마를 구분한 것은, 방송 시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미니시리즈가 멜로, 로맨틱, 메디컬,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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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사극, 코미디극 등이 편성된다면, 주말드라마는 가족드라마가 주를 이룬다. ‘단막극’은 ‘1-3회로 짧

게 방송이 끝나는 드라마 체제를, ‘시츄에이션 드라마’는 특정한 공간, 캐릭터를 중심으로 매회(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드라마 체제를, ‘어린이드라마’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어린

이 시청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체제를 의미한다. ‘시트콤’은 코미디와 일상성이 결합되어 이

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복합코미디극’은 여러 가지 드라마 형식이 결합된 체제로 웃음

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와 설정을 가미한 코미디극을, ‘애니메이션’은 셀, 클레이, 페이퍼, 3D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만화를, ‘상영상연극’은 국내ㆍ외의 영화관‧극장‧무대에서 상영‧공연된 

극을 TV에 그대로 방영하는 프로그램 체제를 의미한다(김정섭•박주연, 2012, 참조).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포맷의 세부 유형을 구분한 방식을 살펴보면, ‘종합매거진’은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소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된 매거진 형식의 프로그램 체제를 의미한다. <아

침마당>, <연예가중계>, <생생정보통>, <세상의 아침>, <여유만만> 등이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다. ‘토크쇼’는 다양한 형식과 요소가 결합된 프로그램 체제로 이 중 토크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 체

제를 의미한다. <미녀들의 수다>, <승승장구>, <상상플러스>, <해피투게더>, <스타골든벨>, <명작스

캔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리얼리티쇼’는 ‘리얼리티 요소가 뚜렷한 쇼 프로그램 체제’로 <청춘불

패>, <출발드림팀2>, <해피선데이-1박2일, 남자의 자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연ㆍ콘서트’는 가

요, 음악, 뮤지컬 등의 공연 형식을 띠는 쇼나 공연 프로그램 체제를, ‘게임ㆍ퀴즈쇼’는 ‘내기, 상금, 

경쟁의 요소가 주조인 쇼 프로그램 체제’를, ‘팩츄얼엔터테인먼트’는 정보 전달에 오락적 요소가 가

미된 프로그램 체제를, ‘소수자 기부 공연’은 음악쇼에 기부라는 형식이 결합된 프로그램 체제를 의

미한다. ‘시청자 참여 구성’은 프로그램의 오락적, 정보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가 주도

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논픽션 포맷의 세부 유형인 ‘시청자 비평’ 포맷과 달리 

재미와 정보전달을 위해 연출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안녕하세요>, <러브인아

시아>, <세상은 넓다>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종합 구성’ 포맷은 애니메

이션과 인형극,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물들을 넘나들며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

진 어린이 구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TV 유치원>, <후토스>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하이

브리드포맷의 경우 종합매거진, 토크쇼, 리얼리티쇼, 공연콘서트, 게임퀴즈쇼 등 하위 5가지 소분류 

포맷을 연예인이 맡아 주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시 ‘연예인 주도 포맷(entertainer-led format)’

과 ‘비연예인 주도 포맷(nonentertainer-led format)’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비연예인은 일반인이

나 방송전문가, 그리고 방송사 내부인력(아나운서) 등 비연예인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체제를 의미

한다(김정섭•박주연, 2012, 참조). 이렇게 연예인과 비연예인을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연예인 중심의 

제작 트렌드가 공영방송 편성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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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KBS TV 편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하위 장(field)들과 어느 수준에서 연계되어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장별 방송시간을 산출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이 어떤 장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방식은 기존 편성 관련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국가기록원의 주

제별 분류 체계30), 정부가 행정적 관점에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장을 분류하는 체계31)등을 근간으

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field)을 크게 정치(행정), 경제, 일상문화, 교육, 자연과학장으로 1차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하위 영역을 정치(행정)장은 국가행정과 통일외교국방으로, 경제장은 기

업금융산업과 노동자/소비자로, 일상문화장은 보육가족여성, 보건복지의료, 문화체육관광, 농림해양수

산, 지역/공동체로, 교육장은 어린이/청소년 교육과 시민 교육(시청자 참여 포함)으로, 자연과학장은 

과학기술과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국가기록원과 정부의 분류체계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귀

납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과도하게 세분화된 영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

다. 이와 더불어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가 크게 저널리즘장에서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 

문화콘텐츠장에서의 다양성, 창의성, 다원성 증진에 있고,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저널리즘과 문화콘텐

츠장을 기반으로 여타 사회 영역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경제, 일상문화, 교육, 자

연과학장과 같은 층위에서 저널리즘장과 문화콘텐츠장을 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저널리즘장은 TV 

저널리즘을 구분하는 대표적 방식인 ‘기자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장은 콘텐

츠 진흥원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드라마, 음악엔터테인먼트, 영화, 

애니메이션캐릭터, 공연전시, 출판지식정보, 전통문화로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장의 유형을 구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널리즘장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자 저널리즘’은 <뉴스9>, <뉴스광장>처럼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하는 저널리즘을 말한

다. ‘PD 저널리즘’은 <추적 60분>, <세계는 지금>처럼 제작국 PD들이 제작하는 저널리즘을 말한다. 

문화콘텐츠장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드라마’는 드라마 산업과 연괸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농촌드라마는 산업적 특징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배제했고, 어린이드라마는 애니

메이션 캐릭터 산업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제외했다. ‘음악엔터테인먼트’는 대중음악과 엔터테인

먼트 산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영화’는 영화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매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정보 프로그램도 포함시켰다, ‘애니케이션캐릭터’는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공연전시’는 미술, 

30) 국가기록원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기록을 공공질서, 과학기술, 교육, 국가보훈, 국무조정/감사/홍보, 국방/병

무, 국토 및 지역개발, 노동,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법무/법제, 보건, 보육/가족/여성, 사회복지, 산업/중

소기업, 수송 및 교통, 에너지 및 자원개발, 외교, 인사/조직/전자정부, 재난방재민방위, 재정/금융, 정보통신, 

주달 및 물자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통계, 통상, 통일, 환경으로 구분한다. 

31)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

양수산부로 구성된다(정부조직법, 2013.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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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중음악 제외) 등의 공연, 전시 산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출판지식정보’는 전통적 

출판뿐만 아니라 IT를 중심으로 지식 관련 산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TV 책을 말하다>, <낭독

의 발견>과 같은 책 소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타민>, <스펀지> 등 IT, 출판 산업과 밀접하게 

이어진 프로그램까지를 아우른다. ‘전통문화’는 전통음악, 전통놀이, 전통음식 관련 프로그램 중 산업

적 관점이 덧붙여진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국악한마당>, <TV쇼 진품명품>, <바둑왕전>, <장기왕

전> 등이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 정치(행정)장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행정’은 정부, 

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의뢰인K>, <좋은 

나라 운동본부>, <일요진단>, <TV 생활법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일외교국방’은 국제정세와 국

방, 외교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남북의 창>, <청춘 신고합니다> 등이 있다. 경제장 역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기업금융산업’은 생산자, 기업, 금용권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100년의 

기업>, <경제전망대>, <경제투데이>, <신화창조>, <글로벌 성공시대>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노동/소비자’는 소비자, 노동자로 호명되는 시민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고발>이 있다. 일

상문화장은 시청자의 일상생활(문화)과 밀접하게 연계된 장으로 크게 보육가족여성, 보건복지의료, 

문화체육관광, 농림해양수산, 지역 및 커뮤니티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육가족여성’은 <교실이야기>, 

<무한지대큐>, <생생정보통>, <여성공감> 등 보육, 교육, 음식, 여성, 가족 등 가족을 중심으로 시청

자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다. ‘보건복지의료’는 <청년불패>, <러브인아시아>, <병원24

시>, <사랑의 가족>, <사랑의 리퀘스트>, <생로병사의 비밀>, <현장르포 동행> 등 의료 기관, 복지 

사각지대, 소수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은 <비바K리그>, <세상은 넓

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큐 산>, <한국 한국인>, <역사스페셜>, <학자의 고향> 등 스포츠, 

여행, 인물,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농림해양수산’은 <녹색충전 토요일>, <농어촌 

네트워크 싱싱 토요일>,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 농촌, 어촌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으로 정의했고, 지역 및 커뮤니티는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6시내고향>, <네트워크 기획>과 같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매개로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공동체들을 연계하는,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식)를 만들어 내고자하는 <안녕하세요>, <전국노래자랑>, <체험 삶의 현장>, 

<반갑습니다 선배님>, <다큐멘터리 3일> 등으로 정의했다. 교육장은 어린이청소년교육과 시민교육

으로 구분되는데, 어린이청소년교육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누가누가 잘하나>, <성장다큐 꿈>, <스

카우트>, <도전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시민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TV 특강>, 

<강연백도씨>과 같은 강연 프로그램과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토론>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 <미디어비평>, <뉴스옴부즈맨>과 같은 시청자 비평/참여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자연과학장은 과학기술과 자연환경으로 구분되는데, 과학기술은 과학장과 연계된 <과학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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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프로그램을, 자연환경은 동물, 자연환경과 관련된 <환경스페셜>, <동물의 왕국>, <주주클

럽> 등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7개의 대유형, 22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 프로그램 관

련장은 지난 10년간 방송된 프로그램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면서, 기존의 포맷, 장르 유형에서 설명

하지 못하는 편성의 내용적 변화를 일정부분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추산된 제작진/장르/포맷/관련장별 편성비율은 연구기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가

을 개편 기준으로 시계열적으로 그 변화추세를 살펴보는 자료가 된다. 봄 개편과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조정을 추세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서 제외한 것은 첫째, 자료의 가시성을 위해서이고, 둘째, 가

을개편을 제외한 다른 개편, 조정에는 주기적으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매년 가을 

개편을 기준으로 장르별 편성 비율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각 유형별 다양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도출하여, 지난 10년간 KBS TV 편성산출물의 세부구조 변화 특징을 살펴보았다32). 

  프로그램들을 유사한 장르, 포맷, 관련장에 근거하여 범주화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범주화가 얼마

나 타당하고, 그것의 코딩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지다. 특정 프로그램을 어떤 장르로 구분하느냐는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에 더해 동일한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코딩하는 주체들의 서로 다른 인식틀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코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격전인 코딩 이전에 장르, 포맷, 관련장에 대한 개념 규정

뿐만 아니라, 실제 파일럿 테스트를 수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설정하더라도, 코더들 역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에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코더 중 1인이 되고, 이에 더해 실무적으로 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편성 

비율 고지를 담당하는 KBS 담당자(파견직)를 코더로 채용하여, 전체 분석 프로그램 1603개중 200

개를 무작위로 뽑아 2013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1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테스트를 통

해 무의미한 유형과 새로 추가해야 할 유형을 추가했고, 상호 이견이 있는 프로그램 코딩에 대해 어

떤 범주로 코딩을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방식으로 2013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03년 가

을 기본 편성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08년 가을 기본편성표를 기준으로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최종 분석 유형을 결정하고, 코더간 일치도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2013년 7월 21일부터 22

일까지 마지막으로 200개의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뽑아,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일일 방송분량, 주간 

방송횟수 등 명확한 변수를 제외한 장르, 포맷, 관련장과 관련된 변인에 한정하여 코더간 신뢰도를 

테스트하였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코더 간 신뢰도는 각 분석항목들에 대해 홀스티(Holsti, 1969)계수 

32) 2012년의 경우, 장기 파업의 여파로 가을 개편이 없어, 11월 부분조정을 기준으로 한 기본편성표를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그리고 2010년의 경우 가을개편의 프로세스 과정이 늦어져 2011년 1월 1일 겨울개편으로 진행

되었는데, 이 개편작업이 가을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기본적으로 2010년 가을의 편성목표와 이해관계 등이 

이 기본편성표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2010년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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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상(대장르 .98; 세부장르 .90; 대분류 포맷 .95; 세부분류 포맷 .85; 관련장 . 87; 세부 관련장 

.82)의 일치율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작진, 장르, 포맷, 관련장 분석 자료의 원데이타가 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 프

로그램만을 의미한다. 기본편성표에서 재방 프로그램들은 [중계 및 재방송], [프로그램 명(재)], [프

로그램 명 + 스페셜], [재방송] 등으로 그것의 장르를 쉽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표기되고, 이 시간

대의 편성은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로 유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경우, 장

르 편성 비율의 변화 추이 등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재방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그 특징이 본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의 편성 시간이 대부분 

낮 시간이나 심야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이것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의 편성산출물 분석에 있어 ‘프로그램’이란 

‘본방송 프로그램’만을 의미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편성 시간에서 재방 편성 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편성구조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따로 구분해 자료들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편성산출물 세부구조 분석은 전시

간대와 주시청시간대로 구분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주시청시간대란 현행 국내 방송법을 적용해 

평일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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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한국 공영방송 편성목표의 변화  

철학은 개념의 창안이다. 개념의 창안이란 사물들과 존재들에 새로운 사건을 세우는 것, 

언제나 그것들에 새로운 사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

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일이다(채운, 2009).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징과 그 과정의 동학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로서 공익이 제도적 층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되었고, 

그것이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편성목표로 설정된 공익이념은 공익실천의 특징을 규정하는 일차적 요인이다. 그것은 공영방송 스스

로 공익이라는 개념을 창조하는 일이기도 하며, 편성에 새로운 사건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

다. 

 물론 이념을 실천으로 치환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방송의 공익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그것이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편성목표로

서 공익은 공영방송에 붙는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절. 이념적 차원의 변화 

 1. 텔레비전의 개국과 공영방송 태동기 (1961~1980)33)

 공영방송 KBS의 공익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조건 속에서 시작되었느냐다. 그

것은 이후 공영방송의 경로를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KBS 편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공영방송 KBS의 

시발점은 어디일까? 만약 공영방송에 방점을 찍는다면 1973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지만, KBS 텔레

비전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 시작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 텔레비전은 1961년 12월 31

일,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작되었다(한국방송공사, 2012). 

33) 이 시기 구분은 공영방송을 중심에 두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 조항제와 박홍원(2011)

의 시기 분류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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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텔레비전은 군사정권에게 있어 혁명 정부를 위한 도구였다(강준만, 2000). 실제로 박정희 대통

령은 KBS 텔레비전의 개국을 ‘혁명정부의 문화시책에 있어서 빛나는 실적’으로 꼽을 정도로(임종수, 

2004), 1960년대 KBS는 정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동반자적 관계였다. 이 시기 이념적 목표

로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 

 다만 1964년 시행된 방송법에서 ‘방송의 자유’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법(1964년 1월 1일 시행)

▪ 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조(방송의 자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를 하지 못한다.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여기에서 방송의 자유는 특별한 철학적 신념이나 구상 없이 상투적으로 제시된 단어일 뿐이다.  

상투적이고 형식적으로 제시된 자유조차 다양한 단서 조항과 수식어들로 제약된다. 자유는 건전해야 

한다.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에 더해 방송의 자유란 오로지 

방송순서의 편성에만 인정되고, 이 역시 여타 법률에 의해 언제든 간섭되고 제약될 수 있다. 1964년 

방송법 군데군데에서 발견되는 ‘자유’라는 기호는 오히려 이 시대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고, 제약되

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방송이 지켜야한다는 ‘윤리규정’은 다양한 차원에 펼쳐져 있다(표 4-1 

참고). 방송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민족문화의 보존과 보급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규정,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앞장서고, 결혼 및 가정생활의 순결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조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들이 나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개

념은 대부분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한국적 근대화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가치체계와 상동

한다. 한마디로 1960년대의 방송법에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자유는 당시의 현실 세계에서 자유가 얼

마나 억압적이었는지를 재현하는 텍스트로서 읽히고, 공익을 대신하는 방송 윤리는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가치를 재현하는 표본이었다.  

  1960년대 후반 들어 방송이 가지는 언론적 성격과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소유와 운영 차원에서의 

공영화와 최소한 정부의 도구적 위치는 벗어야 한다는 의미의 자율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

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였다(조항제, 2012a). 1972년 12월 

유신정권은 문화공보부 소속 중앙방송국과 16개 지방방송국을 공영체제로 전환하는 ‘한국방송공사

법’을 공포하였고, 이로부터 3개월 뒤인 1973년 3월 3일 KBS는 공영방송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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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1장 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1장 3조

방송의 자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

이나 규제를 하지 못한다.

2장 4조

방송윤리

위원회 설치

국내의 모든 방송국은 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윤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2장 6조 

방송윤리

위원회 

윤리규정

① 위원회는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윤리규정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민족문화의 보존과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

  3. 보도·평론의 불편·불당과 공평 보장에 관한 사항

  4. 학교방송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결혼 및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광고방송의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8.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서량속에 관한 사항

<표 4-1> 1964년 방송법에 나타난 ‘공익’ 관련 조항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KBS의 공영화 과정은 영국 BBC의 공영화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영국 BBC의 경우, 1927년 라디

오 수신기 판매업자들이 만든 영국방송주식회사(British Broadcasting Company Ltd.)를 사주들과 

정부, 정치인들의 합의 하에 공사로 전환한다(Syvertsen, 1992). 그리고 공사(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화되는 방식에 있어 법에 의해 국가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칙허장(Royal Charter)을 

교부하여 공사에게 일정 기간 방송 허가권을 주는 형태로 정부 시스템에서 떨어진 독특한 구조를 만

든다(강형철, 2011). 이에 비해 KBS의 경우 국가의 직접 소유에 있다가 이를 공공 영역으로 형식적

으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한다. 

 공영방송 시스템과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통해 명문화되고, 제도

화된다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 개입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영

국과 한국의 공영방송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부터 다른 경로와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고, 이 차

이는 이후 국가와 공영방송의 관계,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에 있어 다른 양태를 보이게 되는 역

사적 조건이 된다.      

 실제로 1973년 한국방송공사의 출범은 KBS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홍보의 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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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권력 홍보에 관한 한 KBS는 국영도, 공영도 아닌 박정희 개인의 사영방송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강준만, 2000). 이 시기의 KBS는 국가발전을 위해 동원되고 활용되

어야 할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KBS 공사화 시점에 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다. 당시 ‘한

국방송공사법’에 공영방송의 공익적 목적은 단 하나의 조항 1조(공사의 목적)에만 간단하게 언급되

어 있다. 

한국방송공사법(1972년 12월 30일 시행)

▪ 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여기에서 언급된 KBS 공사화의 목적은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보편적 시청 구현과 방송문화 

발전, 그리고 공공복지의 향상이었다.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이자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식에 있어

서 주된 개념인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 등은 규범적, 제도적, 형식적 층위에서도 규정되지 

않았고, 대신 효율, 보편적 시청 등 효용주의 공익 이념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제도적 

층위에서 한국 공영방송의 공익 이념은 그 태동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에 대

한 질문을 생략한 채 시작한 것이다.   

 제도적, 이념적 층위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공익 이념이 생략된 1970년대의 KBS 편성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와 간섭 등에서 실질적으로 국영방송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그것의 정체는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안정판 위에서 효율적, 전문적으로 고도화된 대중적 홍보, 곧 동원을 위한 방송

이었다고 평가된다(조항제, 2012a). 당시 공영방송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문화공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었으며(방송법 7조), 사장은 대통령이, 부사장 및 이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방

송법 9조), 제도적으로 KBS는 국가 종속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1975년 마

련된 ‘한국방송공사 정관’에서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표 4-2 참고). 이 정관에서 KBS는 스스로

의 목적을 ‘국민문화 향상’, ‘공공복지 증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념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추

구하는 공익이 ‘국민’, ‘공공’, ‘복지’ 등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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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1970년대 초반 한국방송공사법과 방송공사 정관에 나타난 공영방송의 목적  

구분 내용

한국방송 공사법

(1972.12.30. 시행)

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방송공사정관

(1975.12.30. 인가)

3조 (목적) 공사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행

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방송공사 사내정보시스템 참고.

 2. 공영방송 제도화기 (1980~1987)

 

 국내에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이념이 실질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1980년 언론통폐합 조

치부터다. 전두환 정권이 KBS를 중심으로 모든 방송을 통폐합하여 전일적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함

으로서,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가 제도적 층위에서 풍부해진 것이다. 

사실상 5공의 방송제도개편은 1970년대 후반 과도한 방송 시장의 상업성과 자율성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조항제, 2012a). 1970년대의 한국 방송은 MBC, TBC, 동아방송 등 상업방송

이 주도하고 있었고, 이들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반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체제적인 목소리에게 

일정하게 그 지분을 내주었으며, 대중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반응도 폭발적이었다(조항제, 2012a). 5

공의 전일적 공영방송제도로의 개편은 70년대부터 공고화되어 오던 방송의 상업성을 통제하고 국가

성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정권의 의도가 강하게 묻어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 구조 개편은 자연스

럽게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게 만들었다(조항제, 2012b). 

방송의 공익이념을 방송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1981년 1월 시행된 언

론기본법에는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서 공익의 세부 가치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 5

공 정권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전일적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언론의 자유, 보도의 공정성

과 객관성,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

정 존중 등 다양한 공익의 하위 개념들이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가치들로서 명문화된 것이다. 이

들 조항들은 대부분 당시 서구 공영방송과 비슷하게 국가주의 공익과 자유주의 공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이 제도적으로 서구의 개념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일 것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송법과 달리 언론기본법은 지향하는 목적이 구체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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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980년 언론기본법 시행 전후 법의 목적 조항 변화
  

방송법 1조 목적 (1973.2.16. 시행) :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 

   

언론기본법 1조 목적 (1980.12.31.시행) :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건전한 방송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호’로 확장되었고, ‘국민문화의 향상

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가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 보장, 이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

치 존중 및 공공복리 실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해 언론의 자유 개념도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의 

방송법에서 명시한 자유 개념이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만을 의미했다면, 언론기본법 제정 후 자유 

개념이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발행의 자유, 방송의 자유, 편성 및 운영의 자유’ 등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림 4-2> 1980년 언론기본법 시행 전후 ‘방송의 자유’ 개념의 변화

 
방송법 3조 방송의 자유 (1973.2.16. 개정) :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

   

언론기본법 

2조 언론의 자유 등, 29조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 30조 방송운영의 자율성 (1980.12.31.시행) :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 방송국의 자율적 운

영 등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존 방송법에는 없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이 명시적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한 것 역시 

1981년 전일적 공영방송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된 언론기본법 제정에서부터였다.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 제도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사회

정의의 전파, 공정성과 객관성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해져갔다. 아울러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고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방송 및 언론인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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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 (1980년 12월 31일 시행)

▪ 3조 (언론의 공적책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 등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 금지,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

행위를 고무․찬양해서는 안 됨.

▪ 15조 (언론인의 윤리) :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 그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

할 수 없음.

▪ 31조 (방송의 공공성) :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특정한 이익․집

단․신념 또는 사상지지 금지 등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념적으로 공익 개념이 제도화되고 세부 가치로 분화된 모습은 1981년 개정된 ‘한국방송공사 정

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KBS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국민문화 향상’, ‘공공복지 증진’ 

등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에 한정했다면, 1980년대의 경우 이에 더해 ‘사회 정의’, ‘기본권 옹호’ 

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공익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변화시킨다. 

<그림 4-3> 1981년 ‘한국방송공사 정관’ 개정 전후 ‘공사의 목적’ 조항 변화

 
한국방송공사정관 3조 공사의 목적 (1975. 12. 30 시행)  :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

   

한국방송공사정관 3조 공사의 목적 (1981. 4. 04 시행) :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

        ＊ 자료 : 한국방송공사 사내정보시스템

 그러나 제도적, 이념적으로 공익이념이 확장된 바로 이 시기부터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이념적으로 

설정된 공익 개념과 실천되는 공익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념적으로 설정된 공

익 개념과 달리 1980년대 초반은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국가적 동원과 통제가 극에 달해, 이른바 

‘땡전뉴스’라는 말로 표상되는 정권 홍보적인 특징을 보였고, 보도지침 등의 언론통제에 따른 편파방

송 시비가 잇달아 제기되었으며, 이는 전 국민적 저항운동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기

도 했다(한국방송공사, 2012). 1980년 언론통폐합과 이에 따른 방송제도개편은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로서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최초로 제기했지만, 그것은 규범과 현실, 당위와 현

재 사이의 간극을 넓혔고, 그 사이에 다양한 논쟁의 영역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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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항 내용

언론기본법

(1980.12.31. 

시행)

1조

목적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

2조

언론의 자유 

등

①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

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② 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

지 아니한다.

3조

언론의

공적책임

①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

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③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

다.

④ 언론은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해서는 안

된다.

15조

언론인의 윤리

①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한다.

② 언론인은 그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

29조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순서의 편

성에 관하여 규제 또는 간섭할 수 없다. 

30조

방송운영의

자율성

방송국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되며 방송국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률이 정하는 사

항에 국한된다.

31조

방송의

공공성

①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

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방송은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특

수한 목적을 위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방송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방송

공사정관

(1981.4.04.

개정)

3조

목적

공사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행함

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4-3> 1980년대 초반 언론기본법과 방송공사 정관에 나타난 방송 공익성 이념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방송공사 사내정보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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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영방송 민주화·개혁기 (1987~2000)

 언론통폐합과 이에 따른 방송제도 개편 이후 넓어진 규범과 현실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는 

1987년 6월 항쟁이 이끌어낸 ‘6.29’선언이었다. 이 선언 전후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

면서, KBS 내외부에서도 방송민주화 운동의 싹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1988년 5월 노동조합이 창립

되었고, 같은 해 10월 28일 새로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KBS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감

독 기구인 KBS 이사회가 발족하였으며, 이 이사회를 거쳐 KBS 사장이 선임되는 공영방송다운 제도

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림 4-4> 1988년 ‘한국방송공사법’ 개정 전후 ‘지배구조’ 변화

 

한국방송공사법 7조 감독, 9조 임원 (1981. 1. 1. 시행) : 

문화공부부 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감독, 사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이사는 사장

의 추천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이 임명, 감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한국방송공사법 8조 이사회 구성, 15조 집행기관 임면 (1988. 8. 3. 시행)  : 공사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2인으로 구성,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부사장 및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사장이 임면

하되, 본부장은 직근 하급 직원 중에서 임명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러나 이 시기 이념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의 개념이 확장되거나 변환되지는 않았

다. 이에 대해 조항제(2012a)는 당시 공영방송의 민주화가 이념적 층위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층위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1987년에 있었던 방송법 개정이 이전 

체제의 억압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실제로 1987년 기존의 <언론기본

법>이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제정된 <방송법>을 보면, 기존 

언론기본법에 있던 4조의 공적책임과 5조의 공익성 관련 내용 등이 자구수정 정도만 된 채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1980년 12월 시행된 언론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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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 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방송편성의 

자유 등

①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항에서 1항으로 올라감)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에서 2항으로 떨어짐)

③ 방송은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

로 허가받은 방송이 방송하는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년 9월 방송법 개정안(1990.9.2. 시행)에 4~6항이 추가됨]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계층간·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

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표 4-4> 1987년, 1990년 방송법에 나타난 ‘방송의 공익’ 이념

 * 주 1 : 굵게 표시된 부분이 1980년 ‘언론기본법’과 차이가 나는 문구임.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이는 1990년 방송법 개정에서도 유사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이 개정에는 기존의 공익적 가

치에 국가주의 공익의 특징이 좀 더 강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공영방송이 지향해야하는 공익의 세부

가치로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국민의 문화생활 

질 고양’,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 등이 추가되

는데(5조), 이는 오히려 이념적으로 엘리트주의적,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주의 공익이 강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방송의 공익이념이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국가주의 공익의 특

징이 강해진 이 시기에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제도적으로 공익이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제도화된 공익과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공익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공영방송 편성장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성 확보나 실천적 공익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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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는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방송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정권은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편성의 색깔 역시 기존의 국가주의적인 특

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970년대 3국 경쟁 시대와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구축된 MBC와의 경

쟁 체제에서 공고화된 시청률 중심주의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는 제도 및 이념의 변화

와 이에 따른 현장의 변화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KBS의 

경우 형식적 제도의 변화가 실질적 정치적 독립성 구현, 실질적 편성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다(조항제, 2012a).

 여기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1990년대 방송구조 개편 흐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1990년대는 한국방송이 공영적 지상파 중심 체제에서 상업방송 중심의 공민영 혼합체제로 방송

지형이 변하는 시기였다. 이 변화에 대해 조항제(2012a)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

표로서 공익, 특히 자유주의 공익이 아직 실천적 층위에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991년 SBS 텔레비전의 개국은 일정부분 세계적 추세인 

탈규제, 상업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흐름 속에서 구성된 1987

년의 단절을 공영방송의 역사적 흐름의 변화, 즉 국가중심주의적이고, 시청률 경쟁에 종속된 흐름의 

단절, 이를 통한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공익의 실천을 다음 시대로 넘기는 

요인이 된다. 상업방송을 통해 경쟁 환경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분산

되어 버린 것이다. 

  1990년대의 공익 이념 논의를 주도한 것은 방송 정책 연구위원회들이었다. 1989년 설치되어 1년

간 운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정책 연구위원회 ‘방송제도연구위원회’를 시작으로, 1994년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선진방송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1999년 ‘방송개

혁위원회’까지 다양한 연구위원회들은 1990년대 한국 공영방송을 둘러싼 공익과 산업의 두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그리고 한국의 방송 정책과 체제를 어떻게 구현시킬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

를 주도해갔다. 이들 논의는 형식논리상으로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조화를 지향하고, 정치적 독

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한국 방송의 상업화에 상당부분 그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었다. 

 1989년 문화공보부 요청으로 방송위원회 산하에 결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 방송의 이념으로서 

공익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영방송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형식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뿐이었다(최진응, 2013). 그것의 이념은 형식논리상으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장점을 취합하여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래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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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유지하면서, 상업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다(윤석민, 

2011). 

 1994년 공보처 산하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개발원에 의해 운영된 ‘2000년 방송정

책 연구위원회’ 역시 시장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다수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공공적 공민영

론 개혁방안(KBS1 중상위 계층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편성, KBS2 대중적인 종합편성, EBS 평

생교육 위주의 편성, MBC 최소한의 공영성을 유지하는 오락 위주의 종합편성 등)과 방송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한 것이다(한국방송개발원, 1994). 

 이와 반대로 방송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방송이념을 공익

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모두 공공서비스의 틀 안에 위치지우고, 방송의 정치

적 독립 및 탈상업주의 보장을 위한 공보처 기능을 대체하는 독립행정위원회 성격의 방송총괄기구 

신설 등을 주장한다.(공영방송발전연구회, 1994). 

 같은 해 공보처는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와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를 종합한다는 취지에서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장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한 ‘2000

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의 연장선상에 서있었고, 행정부(공보처)의 방송정책 권한을 정당화하는 들러

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석민, 2011).  

 김영삼 정부 시기였던 1994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된 방송제도 개편 관련 연구위원회 활동들

은 위원회가 위치한 정책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위치, 공익의 지평 등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다. 당시 정부의 방송정책 목표는 공

익 이념의 실질적 확대보다 새로운 민영 방송 허가를 통한 방송산업 진흥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최진웅, 2013). 방송의 정치적 독립 등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의 정상화와 실천적 층위에서 공

익 이념의 확장 등은 방송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권력의 주된 이슈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회의’는 김영삼 정부 하에

서 마무리되지 못한 통합방송법 논의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범국민적 협의 기구인 ‘방송개혁위원

회’를 운영한다(정용준, 2011). 이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래 행정부가 독점했던 다수의 방송 

정책권한이 독립적 방송정책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이양되기도 하지만, ‘국민회의’가 ‘방송개혁위원회’ 

안을 반영하여 제출한 법안의 면면을 보면, 공영방송 개혁안은 빠진 채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진웅, 2013). 

 종합적으로 1990년대의 방송은 공익을 이념적으로는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영방송의 

약화, 선정적 상업주의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윤석민, 2011). 그리고 국가

주의와 시청률 지상주의(상업주의)의 양대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였던 당시의 시대적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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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도

연구위원회

(1990)

2000년

방송정책

연구위원회

(1994)

공영방송

발전연구위원회

(1994)

선진방송

정책자문위원회

(1994)

방송개혁위원회

(1999)

주도

집단
공보처 방송개발원 방송위원회 공보처 국민회의

공익성

정책방향

정치적 독립

보편적서비스

산업화정책

뉴미디어 활성화

정치적 독립

공영적 소유규제

지상파 공영화

뉴미디어 산업화

정치적 독립

시청자 주권 강화

름 속에서 오히려 방송의 공익은 국가주의 공익을 근간으로, 시장 논리를 앞세운 효용주의 공익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다. 서구의 방송 역시 다채널화가 본격화되고, 시장자유주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공익 이념에 있어 효용주의 공익이 강조되는 시점이 바로 1980년대~90년대다. 가령 영

국의 경우 1980년대 시장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보수당의 대처정부가 등장하면서 공영방송이 추구해

야 하는 공익이념을 주도한 것은 효용주의 논리였다(BBC, 1992). 피코크 위원회(Peacock 

Committee, 1986)는 1980년대 중반의 영국 공공서비스 방송 제도를 ‘안락한 복점(comfortable 

duopoly)’체제로 비판하고 방송에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 개념을 도입하여 사적소유와 시

장경쟁을 통하여 공익성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효용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은 1989년 루퍼

프 머독(Rupert Murdoch)의 직접위성방송(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DBS) 서비스와 ‘Sky 

Channel’ 등의 출범으로 영국 방송 환경의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1990년대 더욱 강조된다(김대호, 

1994; 1995). 1990년대 방송의 공익에 있어 효용주의 공익이 강조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 등 자유주의 공익이 마련되지 않은 토대 

위에서 효용주의 공익이 득세했고, 이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자율성, 공정성, 정치

적 독립성 등이 여전히 핵심 논란이 되는 이유가 된다. 

<표 4-5> 방송관련정책 연구위원회들의 방송제도 개혁안

  * 자료: 정용준(2011) 참고. 

 4. 공영방송 시장병행기 (2000년 이후)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이념적 목표로서 방송의 공익 차원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여

기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첫째, 방송법의 목적(1조)에서 이전 방송법에서는 없었던 ‘방송의 독

립’,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발전’ 등의 문구가 추가된다. 방송의 독립이 명시적으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주의 공익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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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1990년대에 강조된 효용주의 공익이 제도적으로 강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세부 조항의 서열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전의 방송법이 ‘공적책임(4조)’이나 ‘방송편성

의 자유(3조)’ 등을 강조하였다면, 2000년 방송법에서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3조)’가 ‘방송편성의 자

유와 독립(4조)’, ‘방송의 공적책임(5조)’보다 앞서 강조된 것이다. 

<그림 4-5>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전후 법의 목적 조항 변화

 

방송법 1조 목적 (1992. 7. 1 시행)  :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

   

통합방송법 1조 목적 (2000. 3. 13 시행)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

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둘째, ‘시청자 권익 조항(3조)’에서 시청자의 이익과 함께 시청자 참여가 강조된다. 시청자가 방송프

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익이념의 추가로, 공익이념에 있어 ‘시청자’와

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방송법 (2000년 3월 13일 시행)

▪ 3조 (시청자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

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

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함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셋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4조)’에서 방송사업자와 구분된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

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편성규약 제정을 강제

하여,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을 마련한다. 



- 125 -

<그림 4-6>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전후 ‘방송 편성의 자유’ 조항의 변화

 

방송법 3조 방송편성의 자유 등 (1992. 7. 1 시행) :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음.

   

통합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000. 3. 13 시행)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음.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함. 방송사업자는 방

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

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넷째, ‘방송의 공적 책임(5조)’ 및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6조)’의 세부 개념도 기존 방송법에 비

해 풍부해졌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이익 반영’, ‘민족문화의 

창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다원성’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함께 

이념적 차원에서 공익의 세부가치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4-7>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전후 ‘방송의 공적책임’ 조항 변화

 

방송법 4조 방송의 공적책임 (1992. 7. 1 시행)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 공익

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함으로써 공적임무를 수행,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됨.

   

통합방송법 5조 방송의 공적책임 (2000. 3. 13 시행)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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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항 내용

통합

방송법

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

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시청자 권익

(신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4-8>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전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 변화

 

방송법 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1992. 7. 1 시행) :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 사회정의의 전파·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

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음,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됨.

   

통합방송법 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000. 3. 13 시행) :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성별․연령․직업․종
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됨.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

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

유를 보호․신장,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

영하도록 노력,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

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

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함,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

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다섯째,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명시하여, KBS의 법률적 위상이 보다 확고해졌고, 이는 ‘한국방

송공사 정관’에 반영되어 이후 KBS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43조). 그것의 공

적책임(44조) 역시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

운 방송프로그램 개발’,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개발’로 명

시하여, 품질, 혁신, 공정성 등이 공영방송 편성이 추구해야 하는 주된 이념적 가치로서 강조되기 시

작한다(표 4-6 참고). 

<표 4-6> 2000년대 초반 통합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 정관에 나타난 공익성 이념 



- 127 -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수정)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

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

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정 분리).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정 분리)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서 2항으로 올라감)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

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항에서 3항으로 떨어짐)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신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

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항 수정 및 조항 추가)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

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5항에서 7항으로 떨어짐)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신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

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43조 

한국방송공사 

설치 등(신설)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44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신설)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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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공사정관

2001년 

6월 4일 인가

제3조(목적)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 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1 : 굵게 표시된 부분이 기존 ‘방송법’, ‘한국방송공사정관’과 차이가 나는 내용임.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방송공사 사내정보시스템 참고.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 이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이념적 차원의 변화가 편성장에서 실천적 공익의 변화를 추동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념들은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서 수용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실천적 조

항들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영국 BBC의 편성과정처럼 이념적, 제도적으로 요구

되는 공익의 실천을 위해 가장 추상적/일반적 수준에서 구체적/특수한 책무로 자신들의 실천 전략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더해 2000년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문화의 확산과 함

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이 강화되고, 한국 사회의 변동 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성목표

로서 공익은 제도적으로 명시된 공익 이념에 더해서 새로운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했다. 

통합방송법 제정 후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을 넘어선 세부 가치들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

전히 방송의 공익 이념은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 유형에 속한 세부 가치들이 주된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제도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은 1980년 <언론기본법>,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세부 가치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 이념이 그것의 출발 시점부터 국가주의 

공익에 과잉 함몰되어 있었다는 점, 민주주의의 성장과 맞물린 세부 가치들이 1980년대 이후에야 

공영방송의 목적으로 문구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 공익 이념과 실천 

사이의 거리가 커졌고 그 거리가 2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1990년대 방송의 시장화와 맞물려 국가주의 공익과 시장 논리를 앞세운 효용주의 공익으로 공익 이

념이 수렴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 200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익의 확장에 소극적이

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이 한계는 2000년대 이후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수용되고 

구체화된 공익의 특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절.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수용 및 구체화  

 제도적으로 명시된 공익 이념은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구체화 되었을까?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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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12년

방송지표 함께 가자, 대한민국 글로벌 KBS 행복한 대한민국

방송기본

방향

▷ 국가 사회적 아젠다 설정 및 제시

-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획

- 발생현안에 대한 진단 및 미래지향적 의제 설정 강화 

- 국가 사회적 이벤트 성공적 수행   

- 남북 방송교류 협력 시대 선도

▷ 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 K2프로젝트의 추진    

- 보도 기능 영향력(역량) 강화

- 공익 프로그램 및 중장기 특집 제작 

▷ 프로그램 품질 제고

- KBS형 프로그램의 집중 개발          

- 거점 프로그램 집중 투자

- 외주제작프로그램 품질 향상

▷『흔들림 없는 공정성』, 선거 방송 신뢰 제고 

▷『화합과 희망』, 공론의 장 마련

▷『지속적 한류 확산』기여

▷ 『글로벌 KBS』브랜드 강화

▷ 『세계 속의 대한민국』비전 제시

▷ 『프로그램 공익성·공영성』강화 

▷ 『시청자와 소통』강화

▷ 『디지털 시대』선도

▷ 『지역 방송 활성화』강화

▷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방송』실현

에서는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특징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KBS 편성과정에서 수립되고, 

공표된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 채널별 편성 방향 및 중점 사항 등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매년 

발표되는 방송지표와 방송기본방향이 KBS가 나아가고자 하는 편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채널

별 편성 방향 및 중점 사항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채널별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그것의 특징을 도출하면, 방송의 공익 이념이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로서 

어떻게 수용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2004년과 2012년 편성목표 비교 분석

 우선 2004년과 2012년의 편성목표를 단면적으로 비교해보도록 하자. 이 연구의 분석기간이 2003

년부터 20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편성목표 분석을 2003년과 2012년의 편성목표를 비교분석하

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2003년 4월 취임한 정연주 사장 체제 하에

서 처음으로 마련된 편성목표가 2004년에 공식화된 점, 2003년에 마련된 편성목표의 경우 김대중 

정권과 박권상 사장 체제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2004년의 편성 목표와 

2012년의 편성 목표를 우선적으로 비교하도록 한다.   

<표 4-7> 2004년과 2012년 KBS 편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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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V

편성방향

국가기간방송채널로서 국내외 대형사고와 재해에 대비

한 비상방송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사회적 이벤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

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힘쓰

며, 인간․환경․문화․세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담은 방

송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적 아젠다 설정에 기여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청자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

여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

램을 편성한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고유 문화를 담아 KBS 1TV의 프로그

램이 우리나라 방송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한

다.

1TV

편성중점

사항

▷ 비상방송의 충실한 수행

▷ 경기침체 극복 및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과 비전 

모색

▷ 부패근절과 공정한 선거 및 정치발전을 위한 방송 강화

▷ 국민적 화합과 갈등해소의 매개역할을 성실히 수행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사회적 소외와 차별해소방안 

제시

▷ 심층적인 국제뉴스 강화로 한국인의 세계화

▷ 한층 더 긴밀한 남북 방송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시대 선도

 ▷ 공정한 선거 보도

 ▷ 함께 사는 ‘공동체 대한민국’ 비전 제시

 ▷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전환 대비

 ▷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기여

 ▷ 대형 고품격 다큐멘터리로 KBS브랜드가치 

제고

 ▷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문화 선도

 ▷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국민 화합 도모

 ▷ 국가기간채널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

2TV

편성방향

K2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의성과 완성도 높

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새로운 편성틀을 완성하고, 심

층적인 뉴스를 강화하고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문화․오
락은 물론이고 정보와 교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공익

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간․환경․문화․세계에 

대한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시청자들이 생기와 활력을 얻도

록 촉매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기 

위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소개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과 완성도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2TV

편성중점

사항

▷ 뉴스, 시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 공익적 가치 및 정보․교양을 함께 담은 오락프로그램의 

확대

▷ 가족시청시간대 강화로 건전한 가족문화 향상에 기여

▷ 고품질 콘텐츠를 통한 시청자 서비스 강화

▷ 인간, 환경, 문화, 세계에 대한 사랑의 공감 및 전파

▷ 공영성과 경쟁력 갖춘 프로그램 확대

▷ 한류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 세계와 공감하는 글로벌 창 제공 

▷ 대형 스포츠 이벤트 방송을 통한 대한민국 

응원

 * 자료 : KBS(2004b,2012b). 방송기본계획 재구성. 

 2004년도 KBS의 방송지표는 ‘함께 가자, 대한민국’이었고, 2012년의 방송지표는 ‘글로벌 KBS, 행

복한 대한민국’이었다. 방송지표는 한 해 동안 KBS 편성이 지향해나가는 핵심 목표로서 기능한다. 

이 지표는 공영방송 편성이 지향하는 핵심 좌표로서 경영진, 편성실무자, 제작진 등 편성과정에 참여

하는 내부 행위자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배치하고, 의미화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철학적, 개념

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 문구는 단순하지만, 세부적인 편성방향을 만들어나가는 기준점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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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적어도 이것이 규범적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방송지표에 기대하는 바다. 

 그러나 2004년의 방송지표 ‘함께 가자, 대한민국’과 2012년의 방송지표 ‘글로벌 KBS, 행복한 대한

민국’이 과연 이러한 기능을 해냈는지 의문이다. 특정 시기에 한국의 공영방송 편성이 나아가야 하는 

기준점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국정지표나 슬로건과 같은 느낌이 강하고, 지표의 추상성과 모호함은 

이것이 단순한 ‘수사’ 이상의 목표로서 자리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능과 공영방송의 역할을 동일시한다는 느낌도 있고, ‘함께 가자, 대한민국’, ‘글로벌 

KBS’와 같은 문구에서는 계몽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색채도 베여있다.  

 그렇다면 방송기본방향은 어떨까?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방송지표 다음으로 구성되는 방송기본

방향은 방송지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4년과 2012년의 방송기본방향을 보면, 이것이 지표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다

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2004년 KBS의 방송 기본 방향은 ‘국가 사회적 아젠다 설정 및 제시’, ‘프로

그램의 공익성 강화’, 그리고 ‘프로그램 품질 제고’다. 이 3가지 큰 방향 밑에 세부 방향이 3~4개씩 

자리하고 있다. 2012년 방송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는 공정성, 선거 방송 신뢰 제고’, ‘화합과 희망, 

공론의 장 마련’, ‘지속적 한류 확산 기여’, ‘프로그램 공익성, 공영성 강화’, ‘시청자와 소통 강화’ 등 

10가지 기본방향이 나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기본방향은 대부분의 경우 방송지표와 큰 관련

성이 없다. 지표는 지표대로, 기본방향은 기본방향대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2004년의 

경우 ‘함께 가자, 대한민국’이라는 지표와 ‘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품질 제고’라는 기본 

방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2012년의 방송지표 ‘글로벌 KBS 행복한 대한

민국’과 ‘흔들림 없는 공정성’, ‘프로그램 공익성, 공영성 강화’ 등 기본 방향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방송기본방향은 공익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가치들이 나열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에서 재

현되고, 이 나열 중 어떤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된 방송지표와 일정부분 관련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표의 추상성 또는 방송기본방향의 나열성 때문이지, 이 둘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04년과 2012년의 방송기본방향만을 놓고 볼 때, 2004년의 기본방향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의 기본방향이 단순 나

열식으로 수많은 추상적 개념들을 나열만 한다면, 2004년의 기본방향은 ‘K2 프로젝트 추진’, ‘거점 

프로그램 집중 투자’, ‘남북 방송교류 협력 시대 선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부 목표로 구성하고, 이 

세부목표를 유형화하여 3개의 기본방향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공익이라는 가치가 편성목표로서 수용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 질

문에 대한 답은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쌓였을 때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채널별 편성방향과 편성중점사항을 살펴보자. 논리적인 연계성에서 볼 때, 방송지표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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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자리에 위치한 채널별 편성방향과 편성중점사항은, 지표와 방송기본방향

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별 채널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채널 편

성 전략이 무엇인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표와 방송기본방향의 유기적 연계성이 떨

어지고, 방송기본방향이 다분히 포괄적인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채널별 편성

방향은 지표와 방송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KBS 스스로가 채널

별로 분화된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2004년 1TV 편성방향은 ‘비상방송에 만전을 기함’, 

‘국가, 사회적 이벤트의 성공적 수행’,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제공’, ‘사회통합과 

국가적 아젠다 설정에 기여’ 등으로 압축할 수 있고, 2012년의 편성방향은 ‘정확하고 균형잡힌 보

도’,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고유문화를 담음’ 등으로 

정리된다. 문구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채널별 편성방향은 지표와 방송기본방향의 밑에 위치하며 

특정 시점의 채널 편성방향을 새롭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1TV에 오랜 시간 붙박인 특징을 재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층성, 국가적 이벤트 중계 및 국가 비상방

송, 사회통합, 전통유지, 보편성, 국가적 아젠다 등은 모두 연간 채널별 편성방향으로 새롭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 것이다. 2TV의 편성방향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에 제시된 ‘창의성과 완

성도 높은 프로그램’, ‘건전하고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인간, 환경, 문화, 세계에 대한 사랑을 공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2012년에 제시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프

로그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품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과 완성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문

구의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2TV가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해나가고자 하는 일반적 특징을 

동어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채널별 편성중점사항의 경우, 지표, 방송기본방향, 채널별 편성 방향 등을 통해 점진적

으로 구체화된 편성목표로서 공익 이념을 공익 실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천 전략으로 구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2004년과 2012년 공히, 그리고 1,2TV 모두 편성중점사항이 일반적이고 추

상적인 가치 이상의 실천적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령 2012년 2TV 편성중점사항은 ‘공

영성과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 확대’, ‘한류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 제공’ 등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채널별 편성방향, 또는 방송기본방향과 동어반복적인 성격을 지

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방

향은 생략되어 있다.   

 요컨대 2004년과 2012년의 편성 목표에서 공히 드러나는 바는 제도화 된 공익이념이 한국 공영방

송 편성목표로서 수용되는 데에 있어 무언가 기능의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지표, 방송기본계획, 

채널별 편성방향, 채널별 편성중점사항으로 이어지는 형식적 고리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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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방송지표 및 방송기본방향

03년

◎ 방송지표 : 새 출발 대한민국, 화합의 시대로

◎ 방송기본방향

 ▷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 제시   ▷ 국가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 

 ▷ 공사창립 30년: 방송의 공정성, 고품격 지향  ▷ 가족적 가치의 내실화

 ▷ 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족동질성 회복 지향  ▷ 디지털 시대 방송문화 선도

 ▷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 

04년

◎ 방송지표 : 함께 가자, 대한민국

◎ 방송기본방향

 ▷ 국가 사회적 아젠다 설정 및 제시

  -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획  - 발생현안에 대한 진단 및 미래지향적 의제 설정 강화 

  - 국가 사회적 이벤트 성공적 수행         - 남북 방송교류 협력 시대 선도

 ▷ 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 K2프로젝트의 추진          - 보도 기능 영향력(역량) 강화

  - 공익 프로그램 및 중장기 특집 제작 

 ▷ 프로그램 품질 제고

  - KBS형 프로그램의 집중 개발           - 거점 프로그램 집중 투자

  - 외주제작프로그램 품질 향상

05년

◎ 방송지표 : 국민감동̂  ̂KBS

◎ 방송기본방향

 ▷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진행과 새로운 비전 제시 ▷ 환경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 수렴  ▷ 광복 60주년-국민감동과 한민족 공동체시대 선언

 ▷ 생명과 가족 공동체 가치의 확산  ▷ 공익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KBS의 가치 입증

 ▷ KBS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내용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다양한 공익 이념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

단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논의를 보다 확대하여, 지난 10년간 공익 이념이 KBS의 편성목표로서 어

떻게 수용되고, 재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2003년~2012년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특징

 지난 10년 한국 공영방송 편성 목표로서 공익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표 4-8>은 2003

년부터 2012년까지 KBS의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면모가 재현되어 있는 방송지표 및 방송기본방향을 

보여준다.   

<표 4-8> 2003년~2012년 방송지표 및 방송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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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방송지표 : 아시아의 窓

◎ 방송기본방향

 ▷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족동질성 회복 지향

 ▷ 한류문화의 글로벌화 선도 ▷ 아시아인의 상호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

 ▷ 생명과 가족 공동체 가치의 확산 ▷ 디지털 시대 방송문화 선도

07년

◎ 방송지표 : 한국인의 희망, KBS

◎ 방송기본방향

 ▷ 국가 재도약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제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 실시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동질성 회복 추구 ▷ 방송통신 융합 시대 '청정 지역'‘ 역할 수행

 ▷ 갈등 극복과 사회 통합 기여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제일주의 추구

 ▷ 소외계층을 품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 지역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

 ▷ ‘아시아의 창’을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08년

◎ 방송지표 :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 하는 KBS

◎ 방송기본방향

 ▷ 국민의견 수렴과 열린마당 제공 ▷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

 ▷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고양

 ▷ 유권자 중심의 공정한 선거방송 실시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KBS 브랜드 세계화

 ▷ 푸른 지구 구하기 ▷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응원

09년

◎ 방송지표 : 공정 • 공익 – KBS

◎ 방송기본방향

 ▷ 방송의『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 새로운 도약을 위한『기본』을 다지겠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세상을 담아내는『광장』이 되겠습니다.

 ▷ 『소외계층』에게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내겠습니다. ▷ KBS의『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지구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 시청자들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0년

◎ 방송지표 : 희망 2010, 대한민국의 힘 KBS

◎ 방송기본방향

 ▷ 『공영성 강화』로 수신료의 가치를 높임    ▷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새겨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

 ▷ 고품격 · 고품질 프로그램으로『KBS의 가치』를 높임  ▷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이 됨 ▷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응원   

 ▷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 ▷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  

 ▷ 『디지털시대』를 선도

11년

◎ 지표: 시청자와 함께! 디지털 KBS

◎ 방송기본방향

 ▷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신뢰도 및 영향력 확대 ▷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수신료가치 극대화

 ▷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     ▷ 고품격 명품 프로그램 제작으로 KBS브랜드를 세계에 알림

 ▷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고 통일에 대비   ▷ 세계의 중심에 섬

 ▷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     ▷ 지역방송 활성화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광장     ▷ 소외계층 배려와 나눔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듦. 

 ▷ 디지털 시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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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지표: 글로벌 KBS 행복한 대한민국

◎ 방송기본방향

  ▷『흔들림 없는 공정성』, 선거 방송 신뢰 제고 ▷『화합과 희망』, 공론의 장 마련

  ▷『지속적 한류 확산』기여 ▷ 『글로벌 KBS』브랜드 강화

  ▷ 『세계 속의 대한민국』비전 제시 ▷ 『프로그램 공익성·공영성』강화 

  ▷ 『시청자와 소통』강화 ▷ 『디지털 시대』선도

  ▷ 『지역 방송 활성화』강화 ▷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방송』실현

 * 자료 : KBS(2003b~2012b). 방송기본계획 재구성. 

 위에서 제시한 표에 포함된 개념들은 지난 10년간 KBS가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시된 방송의 공익 

이념을 수용하고, 때론 재창조하면서 만들어낸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세부가치들이다. 이것은 한편으

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공익 이념의 수용이면서, 동시에 고유한 창안물이다. 우선 <표 4-8>

에 제시한 단어들은 어떤 무질서의 관행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산만하다. 이 문구들로 지

시되는 것은 ‘공익’의 수용이 아니라, ‘공익’의 결함으로 인식될 정도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에 

더해 이것이 과연 편성장에서 구현되는 경험, 즉 공익실천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지난 10년간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할 경우, 가장 많이 표

현된 단어가 KBS(15번)와 대한민국(10번)이다. KBS 주변에서 KBS를 수식하거나 부연하는 문구는 

‘국민감동’, ‘한국인의 희망’, ‘대한민국의 힘’, ‘디지털’, ‘브랜드’, ‘글로벌’ 등이고, 대한민국 주변에서 

그것을 수식하거나 부연하는 문구는 ‘행복한’, ‘세계 속의’, ‘새 출발’, ‘하나되는’, ‘따뜻한’ 등이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편성목표로서 방송의 공익은 제도적 차원에서 제시된 방송의 공익 이념을 구

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KBS와 국가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수사적이고, 관

행적이며, 추상적인 문구들의 동어반복적인 개념의 나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KBS’와 ‘대한민국’ 이외에 방송지편 및 방송기본방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검토하더라도 이

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 ‘사회통합/하나되는’(6번), ‘고품격/고품질(6번)’, ‘공정(6번)’, ‘국가(6번)’, ‘디

지털(6번)’, ‘공익(5번)’, ‘소외계층(5번)’, ‘남북관계(5번)’, ‘한반도(4번)’, ‘국민(4번)’, ‘브랜드(4번)’, 

‘비전(4번)’, ‘KBS가치(3번)’, ‘공영성(3번)’, ‘민족동질성(3번)’ 등 대부분이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

의 공익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되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개념들의 나열일 뿐이며, 여기에는 구체성

이 생략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송지표를 살펴보자. 

▪ 새출발 대한민국, 화합의 시대로(03년) 함께 가자, 대한민국(04년)

▪ 국민감동^^ KBS(05년) 아시아의 窓(06년)

▪ 한국인의 희망, KBS(07년)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 하는 KBS(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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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 공익 – KBS(09년) 희망 2010, 대한민국의 힘 KBS(10년)

▪ 시청자와 함께! 디지털 KBS(11년) 글로벌 KBS 행복한 대한민국(12년)

 

 방송지표에는 대한민국(국민, 한국인)과 KBS가 자주 붙어 있으며, 이들은 많은 경우 대구처럼 연결

된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KBS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은 ‘대한민국 화합의 시대로’, ‘함께가자 

대한민국’, ‘국민감동 KBS’, ‘한국인의 희망 KBS’, ‘하나되는 대한민국’, ‘공정 · 공익 KBS’, ‘대한민

국의 힘 KBS’, ‘디지털 KBS’, ‘글로벌 KBS’, ‘행복한 대한민국’ 등이다. 이런 지표들은 편성목표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다분히 수사적이고 자기 과시적이며, 국가와 KBS를 동일시하는 느낌도 든다. 이러

한 개념들이 정말로 공익 실천의 좌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좌표라면 그 좌표는 어떠한 공익을 지향

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동어반복으로 이야기하

거나, 스스로를 ‘한국인의 희망’이나 ‘대한민국의 힘’이라 규정하거나, 마치 국가기관의 슬로건처럼 

‘함께 가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합의 시대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좌표로 설정하는 상황에서 그

것의 의미를 일일이 끄집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방송지표는 KBS가 한 해 동안 좌표로 삼

고가야 하는 편성목표로서의 공익의 가치를 구체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된 공

익 이념보다 더욱 추상적이고, 국가중심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듯한 과도한 자신감

으로 들떠 있다. 이 지표들은 KBS 내부 행위자들의 좌표가 되기보다는 외부를 인식한 홍보성 편성

목표라는 의심도 든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실천해나가는 내부 행위자들의 행동에 하나의 비전과 

좌표로 이해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어떠한 공익을 제시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

난 10년간 방송 지표가 늘 그런 특징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창’을 좌표로 잡은 2006년이

나, ‘시청자와 함께’를 좌표로 잡은 2011년, 그리고 ‘국민감동 ^  ̂KBS’로 방송지표를 설정한 2005년

의 경우는 그 지표가 일정부분 KBS의 공익 실천에 일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

을 했다고 판단한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송의 공익 이념 중 공영방송 편성목표로

서 공익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이념들을 새롭게 창조할지를 공영방송 스스로가 제시했던 듯싶다. 

문제는 이런 경험이 지표로서 연속되지 않고, 자주 단절되었으며, 그럼으로써 방송지표 자체가 편성

목표로서 공익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는 첫 단추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첫 단추로서 지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지표 밑단에 위치한 방송기본방향은 매년 유

사한 단어들의 동어반복으로 귀결되곤 한다. 방송기본방향 역시 대한민국, 국가, 국민이 자주 강조되

며, 이에 더해 고품격, 고품질, 공정성, 디지털, 공익, 소외계층 배려 등 효용주의 공익의 세부가치로 

이야기되는 단어들이 상투적이고 나열적으로 진열되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방송기본방

향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유형별로 묶어보면 다음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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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방송기본방향

국

가

주

의

공

익

사회통합 & 

공동성

▷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 제시  (03년)  

▷ 국가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 (03년)

▷ 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족동질성 회복 지향 (03년)

▷ 국가 사회적 아젠다 설정 및 제시 (04년)

 -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획  

 - 발생현안에 대한 진단 및 미래지향적 의제 설정 강화 

 - 국가 사회적 이벤트 성공적 수행         

 - 남북 방송교류 협력 시대 선도

▷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진행과 새로운 비전 제시 (05년)

▷ 환경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 (05년)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 수렴 (05년)  

▷ 광복 60주년-국민감동과 한민족 공동체시대 선언 (05년)

▷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06년)

▷ 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족동질성 회복 지향 (06년)

▷ 국가 재도약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제시 (07년)

▷ 갈등 극복과 사회 통합 기여 (07년)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동질성 회복 추구 (07년)

▷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08년)

▷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응원 (08년)

▷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09년)

▷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10년)

▷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응원 (10년)

▷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고 통일에 대비 (11년)  

▷ 『세계 속의 대한민국』비전 제시 (12년)

문화적 정체성

▷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새겨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 (10년)

▷ 세계의 중심에 섬 (11년)

▷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 (11년)

유익성 ▷ 방송통신 융합 시대 '청정 지역'‘ 역할 수행 (07년)

효

용

주

의

공

익

품질

▷ 고품격 지향 (03년)

▷ 프로그램 품질 제고 (04년)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제일주의 추구 (07년)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KBS 브랜드 세계화 (08년)

▷ 고품격 · 고품질 프로그램으로『KBS의 가치』를 높임  (10년)

▷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 (11년)

▷ 고품격 명품 프로그램 제작으로 KBS브랜드를 세계에 알림 (11년)

<표 4-9> 2003년~2012년 KBS 방송기본방향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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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디지털 시대 방송문화 선도 (03년)

▷ 한류문화의 글로벌화 선도 (06년)

▷ 디지털 시대 방송문화 선도 (06년)

▷ KBS의『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09년)

▷ 『디지털시대』를 선도 (10년)

▷ 디지털 시대 선도 (11년) 

▷『지속적 한류 확산』기여 (12년)

▷ 『글로벌 KBS』브랜드 강화 (12년)

▷ 『디지털 시대』선도 (12년)

효율성
▷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 (03년)

▷ KBS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05년)

소수자 보호

▷ 『소외계층』에게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내겠습니다. (09년)

▷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 (10년)

▷ 소외계층 배려와 나눔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듦. (11년)

▷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방송』실현 (12년)

자

유

주

의

공

익

공정성

▷ 방송의 공정성 (03년)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 실시 (07년)

▷ 유권자 중심의 공정한 선거방송 실시 (08년)

▷ 방송의『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09년)

▷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신뢰도 및 영향력 확대 (11년)

▷『흔들림 없는 공정성』, 선거 방송 신뢰 제고 (12년)

식견을 갖춘 

시민양성에 기여

▷ 국민의견 수렴과 열린마당 제공 (08년)

▷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 (08년)

시민참여의 증진

▷ 세상을 담아내는『광장』이 되겠습니다. (09년)

▷ 시청자들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09년)

▷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 (10년)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광장 (11년)

공

동

체

주

의 

공

익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

▷ 아시아인의 상호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 (06년)

▷ 지역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 (07년)

▷ ‘아시아의 창’을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07년)

▷ 지역방송 활성화 (11년)

▷『화합과 희망』, 공론의 장 마련 (12년)

▷ 『시청자와 소통』강화 (12년)

▷ 『지역 방송 활성화』강화 (12년)

다원성, 경험의 공유
▷ 소외계층을 품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07년)

▷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고양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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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TV 2TV

2003

년

국가기간방송의 가치를 입증시킬 수 있도록 국가긴

급사태 및 재난에 대비한 방송에 만전을 기하고 공

정하고 심층적인 뉴스 제작과 시사 프로그램, 인간․
환경․문화․세계에 대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을 통

해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사회통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평일 종합뉴스, 주말 종합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강

화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 이웃과의 교감과 사

랑, 세대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익성 높

은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제2의 국가기

간채널로서의 시청자의 다양한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2004

년

국가기간방송채널로서 국내외 대형사고와 재해에 대

비한 비상방송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사회적 이벤트

 K2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의성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새로운 편성틀을 완성하고, 

시민적 덕성 증진

▷ 가족적 가치의 내실화 (03년)

▷ 푸른 지구 구하기 (08년)

▷ 생명과 가족 공동체 가치의 확산 (05년, 06년)

▷ 책임 있는『지구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09년)

▷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이 됨 (10년)

공익

▷ 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04년)

  - K2프로젝트의 추진          

  - 보도 기능 영향력(역량) 강화

  - 공익 프로그램 및 중장기 특집 제작 

▷ 공익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KBS의 가치 입증 (05년)

▷ 『공영성 강화』로 수신료의 가치를 높임 (10년)

▷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수신료가치 극대화 (11년)

▷ 『프로그램 공익성·공영성』강화  (12년)

 * 자료 : KBS(2003b~2012b). 방송기본계획 재구성. 

 매년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공익 이념이 펼쳐져있지만, 사실 그것은 동어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전년도에 쓰인 개념들이 후년 도에 다시 쓰이고, 그 개념들은 다분히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수렴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회통합, 품질, 디지털, 글로벌, 한류, 소외계층, 공정

성, 공익성, 공영성, 시청자, 수신료 가치 등의 순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방송지표와 방송기본방향이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상위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채널별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은 어떨까? 이들은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 다음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앞서의 기본방향을 보

다 구체화시키는 장이라 할 수 있다.  

<표 4-10> 연간 채널별 편성방향



- 140 -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힘쓰며, 인간․환경․문화․세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담

은 방송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적 아젠다 설정에 

기여한다.

심층적인 뉴스를 강화하고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문

화․오락은 물론이고 정보와 교양을 함께 전할 수 있

는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간․환경․문화․
세계에 대한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

송함으로써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시청자들이 생기

와 활력을 얻도록 촉매의 역할을 수행한다.

2005

년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입증시

킬 수 있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스 및 시사 프로

그램과 생명․인간․문화․ 세계에 대한 공익적 프로그램

을 제작․방송함으로써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사회통

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한국인의 감동 채널로서 종합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을 강화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 이웃과의 교감

과 사랑, 세대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익

성 높은 교양 프로그램과 건전한 가족오락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다양한 정서함양에 기여

한다.

2006

년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입증시

킬 수 있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스 및 시사 프로

그램과 생명․인간․문화․ 세계에 대한 공익적 프로그램

을 제작․방송함으로써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사회통

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온가족의 문화채널로서 종합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을 강화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 이웃과의 교감

과 사랑,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

익성 높은 교양 프로그램과 건전한 가족오락 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다양한 정서함양에 기

여한다.

2007

년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현하

기 위해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과 생명․인간․문화․청소년․지역 및 세계에 대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국가적 의제 설정과 

사회통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시 재난․재해에 

대비한다.

가족 문화채널로서 정보의 가치와 오락의 품위를 유

지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를 이루고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08

년

KBS 1TV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성숙에 기여하

는 공영채널이다. 국내외의 시사와 쟁점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다양한 시청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

작·방송함으로써 의제설정과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품질의 비

교기준이 되도록 한다.

KBS 2TV는 국민의 문화적성숙과 정서함양에 기여

하는 공영채널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정보의 가치와 오락의 품위를 유

지하고 모든 세대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한다.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지

식과 경험의 세계를 안내하고 서로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2009

년

KBS 1TV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자

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하는데 기여하는 국가 기간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과학의 발달, 문화의 변화를 충실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정보도와 공익 프로그램의 확대편성으

로 국가 기간 채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KBS 1TV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공정방송의 귀

감이 되도록 편성한다.

 KBS 2TV는 시청자의 다양한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익채널로 발돋움한다. 지속적인 자기정화를 통해 

상업주의의 독소를 제거하여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오락과 유익한 방송문화를 제공한다. 또한 TV 오락

의 품위를 유지하여 모든 세대들에게 즐거움과 활력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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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KBS 1TV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하는데 기여하는 국가 기

간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공정하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와 과

학의 발달, 사회·문화적 변동을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국가 기간 채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KBS 1TV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방송의 귀

감이 되도록 편성한다.

2TV는 국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는 

공영채널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하

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

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

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소개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공영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수신

료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부

족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2011

년

KBS 1TV는 국가 기간 채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

탕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성숙에 기여하는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확

한 보도를 바탕으로 가장 믿음직한 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청층을 대상으로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확

대 편성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을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아 

KBS 1TV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방송의 귀감이 되

도록 편성한다.

2TV는 국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고 

온 가족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하

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 국민의 감동 

채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향후 

종합편성채널 진입 등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공영방송 채널로서 시청자들에게 즐

거움과 활력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세계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소개하며 해외로의 한

류문화 전파에 일조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공영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2

년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확하

고 균형 잡힌 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청자와 다

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여 전 국민을 아우

를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인류

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고유문화를 담아 KBS 

1TV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방송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국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기 위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프로

그램을 제작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을 개발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소개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과 완

성도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 자료 : KBS(2003b~2012b). 방송기본계획 재구성. 

 우선 채널별 편성 방향의 경우, 1TV는 ‘국가기간채널, 한국인의 중심채널, 국가긴급사태 및 재난 

재해 대비, 국가사회적 이벤트 수행, 공정하고 심층적인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제작, 공익적 프로그

램 제작, 국가적 아젠다 설정, 사회통합 기능 수행,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품질의 비교기준(방송의 표준), 대한민국의 유산 전승’ 등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거의 

모두 동일한 공익 범주 영역에 걸쳐 있는 개념들 아래에서 자리 잡고 있다. 다분히 국가주의 공익의 

관점으로 편성 방향이 수렴되어 있고, 보편성, 품질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효용주의 공익의 관점

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1TV 편성 방향은 대부분 과거의 관성 속에서 동어 반복적

으로 재생산되며, 그 결과 방송지표나 방송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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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TV 2TV

2003년

▷ 국가기간방송 기능의 충실한 수행

▷ 국민통합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 새로운 국가경영 리더십과 아젠다 설정 프로그램 

▷ 국제뉴스의 강화

▷ 대하드라마, 고품격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

▷ 환경, 건강 등 삶의 질 관련 프로그램 강화

▷ 남북관계 진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8시 종합뉴스, 주말 시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채널 정체성 확립

▷ 가족, 이웃, 세대를 이어주는 휴먼 다큐멘터리

▷ 가족시청시간대의 질 높은 공익적 교양․오락 프로그램

▷ 비전과 세계관이 있는 대하드라마의 정착

▷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강화

▷ 외주 제작의 활성화 및 외주제작사의 육성

2004년

▷ 비상방송의 충실한 수행

▷ 경기침체 극복 및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과     

비전모색

▷ 부패근절과 공정한 선거 및 정치발전을 위한 방송 강

화

▷ 국민적 화합과 갈등해소의 매개역할을 성실히 수행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사회적 소외와 차별해소방

안 제시

▷ 심층적인 국제뉴스 강화로 한국인의 세계화

▷ 뉴스, 시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 공익적 가치 및 정보․교양을 함께 담은 오락프로그램의 

확대

▷ 가족시청시간대 강화로 건전한 가족문화 향상에 기여

▷ 고품질 콘텐츠를 통한 시청자 서비스 강화

▷ 인간, 환경, 문화, 세계에 대한 사랑의 공감 및 전파

려 그것은 방송기본방향과 유사한 상위 층위에서 각 채널별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굳이 매년 이것을 발표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기존의 개념들, 방향들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이다. 

 2TV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인의 감동 채널, 가족의 문화 채널, 공익성 높은 교양 프로그

램(정보의 가치), 건전한 가족 오락 프로그램(오락의 품위), 정서함양, 창의성, 상업주의 독소 제거, 

유익성, 즐거움, 활력, 품위, 경쟁력, 한류문화 전파’ 등 1TV와 차별화되면서도, 다소 넓은 공익 지

평에 자리한 다양한 개념들이 추가되지만, 편성방향 마련을 위해 고안된 개념들이, 상호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분법에 따라 구성되어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개

념들이 잠재적이거나 추상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모색하

는 것이 쉽지 않다. 공익 실천의 장으로서 2TV의 편성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불명료하게 

남는 것이다34).     

<표 4-11> 2003년~2012년 채널별 편성 중점 사항

34)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면 2003년과 2004년이다. 2003년 2TV 채널 편성 방향은 ‘평일 종합뉴스, 주말 종합시

사, 토론 프로그램 강화’와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 이웃과의 교감과 사랑, 세대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익성 높은 교양․오락 프로그램 제공’으로 편성 방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지니

고 있다. 2004년 역시 편성방향 설정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 ‘K2 프로젝트 지속 추진을 통한 창의성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새로운 편성틀 완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현실과의 연관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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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더 긴밀한 남북 방송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시대 

선도

2005년

▷ 국민감동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아젠다 설정 프로그램 

▷ 경제 및 국제시사 프로그램의 강화    

▷ 광복 60주년 기념-고품격 다큐멘터리 및 빅 이

벤트

▷ HD로 제작하는 고품격 드라마와 자연․과학 다큐 

▷ 환경, 건강 등 삶의 질 관련 프로그램 강화

▷ 종합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

▷ 가족, 이웃, 세대를 이어주는 정규프로그램 편성 확대

▷ 도전과 세계관이 있는 대하드라마,「해신 장보고」제작

▷ 우수한 드라마 제작으로 한류열풍 주도          

▷ 어린이, 장애인 등 소수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 창의적 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다양성 강화

▷ 외주 제작의 활성화 및 외주제작사의 육성

2006년

▷ 국민통합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아젠다 설정 프로그램 

▷ 경제 및 국제시사 프로그램의 강화  

▷ 남북관계 진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대하드라마, 고품격 드라마와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 

▷ 환경, 건강 등 삶의 질 관련 프로그램 강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

▷ 국민과 함께하는 월드컵 방송

▷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 종합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정보제공 기

능 강화

▷ 가족, 이웃, 세대를 이어주는 정규 프로그램 편성 확

대

▷ 우수한 드라마 제작으로 <아시아의 창>으로 도약

▷ 어린이, 장애인 등 소수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

▷ 창의적 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다양성 

강화

▷ 외주 제작의 활성화 및 외주제작사의 육성

2007년

▷ 방송 80년의 축적을 바탕으로 ‘국민의 희망’으로서  

   중심역할 수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정확한 개표방송

▷ 사회적 소수 및 약자에 대한 배려

▷ 국제 시사 프로그램 및 경제 프로그램 강화

▷ 지역국 제작역량 강화

▷ 주시청 시간대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

▷ 정보 프로그램 확대

▷ 편안한 휴식을 위한 주말․휴일 아침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 시간대’ 도입 등 추진 

▷ 국제적 관심 문화 이벤트의 탄력적 편성을 통한 

   채널의 역동성 강화

2008년

▷ 정부수립 60년,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방송서비스 강화

▷ 유권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방송

▷ 생명 기획 · 푸른 지구 구하기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KBS브랜드의 세계화 추진

▷ 베이징 올림픽방송과 중국 재발견

▷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마당

▷ 주요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시청자서비스 질적 확대

▷ 베이징올림픽 중계와 대한민국 응원

▷ 소수계층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서비스 확대

▷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채널 편성

▷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험

▷ 휴식형 주말 프로그램 지속 개발

2009년

▷ 기본을 바로 다지는 프로그램 편성 

▷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 집중 편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서비스 확대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공영성 강화

▷ 기초과학과 과학교육의 중요성 강조

▷ 대하 역사 드라마의 전형 확립

▷ 생활정보 채널의 위상 정립

▷ 시청자들의 참여공간 확대



- 144 -

2010년

▷ 역사를 통해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기획 강화

▷ G-20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집중 편성

▷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수신료 가치 구현

▷ 스포츠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연중 추진

▷ 국가 기간 채널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

▷ 공영적 프로그램의 확대

▷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험

▷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와 대한민국 응원

▷ 시청자들의 참여 공간 확대

2011년

▷ 뉴스의 심층성, 쌍방향성 강화 및 24시간 뉴스 체제 유지

▷ 시청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권익 강화 

▷ 고품격고품질 프로그램으로 KBS브랜드의 세계와 추

진

▷ 세계를 읽는 창으로서 미래의 안목을 키우는 기획 강화

▷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 연중 추진

▷ 지역방송활성화로 지역 문화 선도

▷ 핵심시간대 공영성 강화

▷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확대

▷ 시사교양 프로그램 강화와 열린 교육의 장 제공

▷ 노년층 프로그램 확대

▷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와 대한민국 응원

2012년

 ▷ 공정한 선거 보도

 ▷ 함께 사는 ‘공동체 대한민국’ 비전 제시

 ▷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전환 대비

 ▷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기여

 ▷ 대형 고품격 다큐멘터리로 KBS브랜드가치 제고

 ▷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문화 선도

 ▷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국민 화합 도모

 ▷ 국가기간채널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

▷ 공영성과 경쟁력 갖춘 프로그램 확대

▷ 한류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 세계와 공감하는 글로벌 창 제공 

▷ 대형 스포츠이벤트방송을 통한 대한민국 응원

 * 자료 : KBS(2003b~2012b). 방송기본계획 재구성.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채널별 편성 중점 사항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례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1TV에서 중점 사항으로 명

기되는 것은 매년 동일한 유형의 것이고, 강조되는 것은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9번), 공정한 선거 

보도(5번), 경제 프로그램 강화(5번), 국민/사회 통합(5번), 국제뉴스 및 국제시사 프로그램 강화(5

번), 국가기간채널로서의 기본 역할 충실(3번), 사회적 약자 배려(3번), 지역방송 활성화(3번), 남북관

계 진전(3번), 삶의 질 관련 프로그램 강화(3번)’ 등이다. 2TV 역시 예외는 아니며, 편성 중점 사항

에서 강조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소수계층 프로그램 확대(6번), 창의적이고 다

양한 프로그램/파일럿 개발 및 실험(4번),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5번), 가족, 이웃, 세대를 이어주

는 프로그램 확대(4번)’ 등이다. 이들 개념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한 설명 없이 병렬적으로 나

열될 뿐이다. 이 병렬적 나열과 중복에는 어떤 진지함보다 무감각하고 관행적인 인상과 느낌이 묻어 

있다. 

 공익 실천은 제도적으로, 담론적으로 제시되는 공익 이념과 달리 쉽게 구현될 수 없는 실천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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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현하는 공영방송 편

성장에서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명료

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KBS가 제시한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 채널별 편성 

방향, 채널별 편성 중점 사항을 보면, 방향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제

도적 차원에서 나타난 방송의 공익 이념이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

렇다고 KBS가 새로운 공익 실천의 좌표를 능동적으로 창출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우선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로서 공익이 제도적 층위에서 어떻

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공영방송 편성목표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은 그 이념적 지평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

천적 공익으로 이을 수 있는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들이 편성목표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공영방송은 오랜 국영방송, 또는 (형식적) 공영방송 체제 하에서 정부 종

속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점, 민주화 이후 실질적 정치적 자율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 경쟁, 시장, 신자유주의 담론에 내몰리면서 효용주의, 시장주의 논리가 득세했다는 점에서 여전

히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1980년 <언론기

본법> 제정과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공익 이념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의 혁신, 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확

장되고 있는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이 한계는 공영방송 편성목표에

서 변용되고, 창안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더해 제도적 층위에서 제시된 공익 이념이 공익 실천으

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들이 편성목표로서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 이념 수용은 오히려 예전보다 퇴행했다는 평

가(정용준, 2011), 추상적 이념적 가치를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윤석민·이현

우, 2008)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일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KBS 방송기본계획에 

나타난 편성목표, 즉 방송지표 → 방송기본방향 → 채널별 편성방향 → 채널별 편성중점 사항으로 

연결되는 편성목표를 검토한 결과, 잠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방송지표는 추상

적이고, 국가중심적이며, KBS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듯한 문구들의 조합일 뿐이다. 공익을 실천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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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내부 행위자들의 행동에 하나의 비전과 좌표로 이해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어떠한 공익

을 제시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방송기본방향의 경우, 매년 다양한 유형의 공익 이념이 펼쳐져있지만, 

사실 그것은 동어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채널별 편성방향 역시 대부분 과거의 관성 속에서 

동어반복적인 내용이 반복재생산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방송지표나 방송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키는 형

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편성중점 사항의 경우 의례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내용들이 병렬적

으로 나열되고 있어, 여기에는 어떤 진지함보다 무감각하고 관행적인 인상과 느낌이 묻어 있다. 한마

디로 방송기본계획에 재현된 공영방송의 편성목표는 제도적 차원에서 명시된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

로 이어나가는 이음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의 공익 이념을 제대로 수용하지도, 반대로 새로운 

공익 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목표로서 방송의 공익 이념은 첫째, 공익의 이념적 지평이 협소하다

는 특징을 보인다. 오랜 시간 그것이 정부 종속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가주의 공익에 과도

하게 함몰되어 있고, IMF 이후 경쟁, 시장, 신자유주의 담론에 내몰리면서 효용주의 공익 범주를 넘

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과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등

을 통해 법률적 차원에서 공익 이념은 다양해졌지만, 이는 <KBS 공사 정관>, <방송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들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이것은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이념적으로 

공표된 공익과 구체적 실천 사이의 극단적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불일치는 공영방

송의 수행, 즉 프로그램 및 채널 편성과 관련한 수행 차원에서 이념적 목표 해석 및 실천을 둘러싼 

갈등을 상존케 하는 한국 공영방송만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념적, 제도적으로 구축된 

공익 이념이 다분히 상징적 목표로 기능할 뿐,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편성목표로서 수용되지 못하

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은 상당부분 사장, 이사회, 정치권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

적 과정, 또는 여타 상업 방송사의 편성과 큰 차이 없이, 익명으로 산정되는 다수 가치의 우선성과 

경쟁의 논리, 이에 따른 시청률의 권력화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기능한다면,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 실천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시장 요인, 그리고 내부 행위자의 성향, 제도적 관행 등에 휘둘릴 수밖

에 없다. 이에 더해 공익이라는 이념적 목표가 영향을 미치는 수준 역시, 그것이 역사적 경로 속에서 

형성된 특징, 즉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의 범위를 넘지 못할 것이고, 이는 공영방송 편성장이 ‘공

익’을 전면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역설적으로 시대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는 고루하고 건전하며 계

몽적인 프로그램들의 범람, 또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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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하는 공익의 지평이 국가주의와 효용주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

장이 실천하는 공익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이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성과정

과 여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행위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특징이 바로 공

익 실천의 특징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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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편성과정 1 : 외부 행위자들의 특징

우리 사회에서 KBS의 정통성을 담보해줄 가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KBS가 공익

적 자유 언론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KBS가 공익적 자유 언론이라면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KBS로 인해 정권과 시장의 이익

만이 공고화될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서 KBS를 먹여 살려야 할 아

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KBS가 단지 명목만 공영방송이고 실체는 거대한 국영방송인 것

이라면, KBS가 단지 무늬만 공영방송이고 실제로는 권력과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면, 진

실된 내용보다 당장 돈이 되는 내용에 우선하다고 있다면, 그런 언론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로선 낭비일 뿐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점심 굶는 아이들 학교 급식 제대로 

대주고, 그 돈으로 공공도서관 많이 지어서 시민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최경영, 2010).  

 한국 공영방송의 정당성은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이를 기반으로 한 공익 실천으로부터 나온

다. 앞 장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공익이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그것이 공영방송의 편성목

표로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편성목표로서 제시된 공익의 문구들이 지시하는 것은, 공

익의 수용이 아니라 공익의 결함을 드러내는 형태로 읽힌다.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목표가 방송의 공

익 이념을 공익 실천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것인가? 공영방송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

한 독립변수로 기능해야 하는 ‘공익’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

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부 행위자들에 휘둘릴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은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서 정치권력과 시장의 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정치권력과 시장이 늘 공익이라는 가치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관계는 상

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공익’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조건에서 정치권

력과 시장은 공영방송이 실천하는 공익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

익이라는 이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력과 시장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떨어뜨리

는 ‘도덕적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력의 욕망과 시장의 욕망이 ‘공익’이라는 개

념과 뒤섞이면서, 공영방송의 정당성이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그것은 공영방송 무용론으로까지 이어

지기도 한다. 이 상황과 조건에서 공익은 권력과 시장의 욕망과 암묵적 동조 관계를 맺고서, 그 장애

를 포장하는 기능으로서 작동하고, 그럼으로써 공영방송의 문제는 좀 더 증폭될 수도 있다. 공영방송

은 ‘공익’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변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비난은 배가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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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공익이념이 제대로 된 독립변수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문제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우선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외부 행위자로서 정치권력과 시장의 힘이 실재적인지, 

실재적이라면 그것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해당 분석 기

간 공영방송 편성장이 정치권력과 시장의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고, 이것이 편성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1절. 정치권력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외부 행위자 변수는 바로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에는 청와대, 국회, 정

당, 행정부, 사법부, 시민단체 등 정치체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상정할 수 있

지만, 적어도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주체는 정부(청와대, 행정

부)와 다수당으로서 여당이다. 

 정부와 여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한국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실천에 장애요인으로 작동

하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떨어진다

고 인식되고, 담론화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더디지만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

았고, 이와 맞물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역시 일정부분 담보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었

던 듯싶다. 오히려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흐름 위에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이 흐름의 전복이 이루어진 것은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권에 의한 

정연주 사장의 해임 과정을 거치면서였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영방송과 관련된 담론은 ‘방송통신융합시대’, ‘크로스미디어 

채널 환경’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 역시 다채널 다플랫폼 환경이 도래하면서, 공

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재조정하고, 그 가치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공영

방송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과 서적들 역시 많은 부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지향

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익 이념이 무엇인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논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 

분할선이 바로 2008년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에 의해 KBS 사장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임되는 시기, KBS를 둘러싼 이야기는 많은 부분 정치적 독립성의 이야기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8년 이후로 공영방송 논의의 상당수는 정치적 독립

성을 둘러싼 이야기들, 지배구조 문제,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다. 아래 <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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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제

06~

07년

지역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활성화 방안 (언론정보학회 주최, 2006년 4월 14일)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 (언론정보학회 주최, 2006년 9월 21일) 

공공기관운영법과 공영방송(언론연대, 언론노조 주최, 2007년 2월 7일) 

격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공영방송 정체성과 재원구조 정상화 (방송학회 주최, 2007년 7월 9일) 

크로스 미디어/채널 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선택과 좌표(언론개혁 시민연대 주최, 2007년 7월 11일) 

공영방송의 생존전략을 말하다 : 위기의 공영방송, 미래의 길 찾기(문화연대 주최, 2007년 9월 17일) 

KBS의 미래전략과 공공가치 제고방안(언론정보학회 주최, 2007년 9월 17일)

한국 공영방송의 현재적 의의(방송학회, 언론개혁 시민연대 주최, 2007년 11월 13일)

08~

11년

21세기 KBS의 현실과 전망 (방송학회 주최, 2008년 3월 28일)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 

주최, 2008년 5월 22일) 

공영방송의 미래와 KBS의 정치적 독립 (공공미디어 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주최, 2008년 7

월 3일)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 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키스디 주최, 2008년 10월 27일) 

한나라당 방송재편의 실체와 KBS(언론개혁시민연대, KBS 노동조합 주최, 2009년 2월 17일)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KBS노조, EBS지부, MBC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2009

년 2월 18일)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 2009년 2월 5일) 

시청자 주권과 공영방송의 경영모델(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년 3월 30일)

공영방송 KBS 평가 : 이병순 체제 1년, 공영방송 어떻게 바뀌었나(민언련 주최, 2009년 8월 25일)  

공영방송 독립성을 논한다 -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이용경 의원실, 2009년 9월 18일) 

KBS 사장 선출 무엇을 담을 것인가(미디어행동 주최, 2009년 10월 22일)

공영방송 KBS 진단과 수신료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주최, 2010년 1

월 13일)

한국 공영방송의 제도와 현실 : KBS와 MBC의 변화와 현재 (미디어공공성 포럼 주최, 2010년 2월 19일)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주최, 2010년 6월 

24일)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공적 책무 방안과 평가(언론학회 주최, 2010년 12월 9일)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방송학회 주최, 2011년 3월 2일)

공영방송의 소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방송학회 주최, 2011년 5월 4일)

방송편성의 자유 (KBS 공영노조 주최, 2011년 10월 24일)

'공영방송의 미래전략' 국제 포럼(방송문화진흥회 주최, 2011년 11월 1일)

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회, 시민단체, 국회 등이 주관한 국내 공영방송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주제들을 나열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공영방송 관련 논의에서 ‘정치적 독립’과 관련한 

주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2006년~2011년 공영방송 관련 세미나, 토론회 내용

  * 자료 :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 세미나/토론회 알림광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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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공영방송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 

담론적 층위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고 해서, 실천적 층위에서 이 시기의 정치

적 독립성이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에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8년 이전은 정

치적 독립성이 담보되고, 2008년 이후는 정치적 독립성이 상실되었다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는 더욱 없다. 현실은 이보다 복잡할 것이며, 한국 공영방송과 정치체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경로를 감안하면, 이때가 특별하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의 공영방

송이 역사적으로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특징을 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

문이다(정준희, 2010a; 최진웅, 2013).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념적, 제도적 층위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일정부분 담보된 것은 사

실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1987년 문공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KBS이사회가 공영방송 사장을 제청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로 변화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기 제 1야

당의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권의 확대(1인→2인)가 있었으며, 2008년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

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있어, 야당의 몫이 확대(5명 중 2인은 제 1야당이 추천)되는 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졌다(최진웅, 2013).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과 편성에 있어서는 해당 시기의 정치권력

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이해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그대로 투입되어 정치적 다수파

에 의한 지배를 낳는 정치우위적 공영방송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정준희, 2010b). 

이 모습에서 2008년 이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권 시절은 

예외였다고 이야기할 근거는 빈약하다. 다만 정도와 수준에 있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좀 더 노골적

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치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인사권 개입에 

의한 통제, 재원에 의한 통제,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통제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다.  

 우선 지난 10년간 인사권 개입에 의한 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권력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는 공식적 개입과 비공식적 개입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공식적인 절

차를 통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2009년 이전 방송위원회) 위원과 KBS 이사회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BS 사장을 직접적으로 임명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등 방송의 공공기구를 구성하

는데 있어 임명권을 지니는 것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는 서구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가령 영국 BBC의 경우 사장은 ‘BBC 트러스트

(BBC Trust)’가 임명하는데, ‘BBC 트러스트’ 위원들은 공개적 절차를 거쳐 관련 장관이 추천하고 

왕이 임명한다. 다만 서구의 경우 왕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유보적 권력

(reserved power)’의 성격을 지닌다면, 한국의 경우 그것은 실질적인 개입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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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집행기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 단 부사장을 임명할 경

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공식/비공식 개입 방송법 50조

↑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공식/비공식 개입 방송법 46조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 5인 중 3인을 실질적으로 임명

(2인 대통령 지명,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1인 추천) 
공식/비공식 개입 방송법 50조

인다(정용준, 1995). 가령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2003년 3월 민주당 언론정책고문이었던 서동구

씨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정부 독자적인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고(이진로, 2004)35), 

2009년 9월 이명박 후보 선대위에서 언론특보로 참여한 김인규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 역시 정부

의 실질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권력은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회, 공영방송 사장 등의 임면에 대해 법적인 권한 밖의 

비공식적인 방식, 감사와 사찰, 압력과 회유 등 비공식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을 동원하여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방식의 인사 통제는 ‘사퇴 종용’, ‘특정 인물 선임 주

문’, ‘행정기관을 이용한 압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단 이것은 KBS 이사회, 사장 선임

뿐만 아니라 부사장 이하 경영진 및 일반 직원 인사, 더 나아가 프로그램 출연진의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36). 이 의혹의 사례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 시

절로 수렴된다.   

<표 5-2> KBS에 대한 인사 부분 개입양식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35) 2003년 3월 서동구 사장의 선출과정은 정부 독자적인 추천과 영향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된 후 비공식적인 

선임 배경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었고, 이는 바로 한나라당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결

국 사장의 사의 표명과 정부의 수용으로 이어졌다(이진로, 2004). 이후 2003년 4월 28일 서동구 사장에 이어 

정연주 사장이 취임했다.    

36) 정부 비판적인 진행자와 연예인의 프로그램 하차를 둘러싼 논란- 2008년 10월 <심야토론> 진행자 정관용씨 

하차, <러브레터> <뮤직쇼> 진행자 윤도현씨 하차. 2009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사회를 맡았던 

김제동씨 <스타골든벨> 하차, 2010년 7월 김미화씨가 제기한 KBS 블랙리스트 논란 등-과 이명박 정권에 비

판적이던 기자와 PD들을 지역이나 비제작부서로 발령을 낸 일명 보복 인사 논란 등은 모두 국가의 비공식적 

인사 개입이 비단 사장뿐만 아니라 KBS 편성장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민주

당, 2010; 박경은, 2010; 채지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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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의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는 재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한국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 

광고수입, 프로그램 판매수익, 협찬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매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 재원의 불안정

성이 커지면서, 수신료는 점차 국가의 통제 수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되는 수신료 인상은 국회의 승인, 특히 다

수당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2000년대 이후 공영방송 재원의 위기가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수신료 인

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KBS 내부적으로 커져갔다. 그리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 내부적인 

열망이 커져갈수록, 수신료 인상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

한 것이다. 

 그것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던 2007년과 2010년의 편성 변화에서 일정부분 증명되는 바

다.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를 경유하는 수신료 인상 과정은 대부분 1년 이상의 장기간을 

요구하며, 이 시기의 KBS 편성은 “수신료” 변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07년의 

경우, 시사, 토론 프로그램 강화, 지역 시청자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 강화, 시청자 참여 확대, 어린이

를 위한 키드존 신설과 대형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등을 목표로 개편이 진행되었고, 2010년의 경우, 

공영방송의 핵심 장르로 인식되는 다큐멘터리 강화, KBS 단막극 부활, 선정성을 배제한 공익적 오

락 프로그램 신설, 어린이 존 확대, 문화 프로그램 존 설정, 소외계층 희망 릴레이 존 신설 등을 목

표로 개편이 진행되었다(KBS, 2007a, 2010a). 다분히 수신료 정국을 의식하여, 국가가 KBS에 요구

하는(또는 요구한다고 인식하는) 공적 책무를 전면에 내세운 편성이었고, 편성과정에서 ‘수신료’를 

결정하는 정치체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편성산출물에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1TV의 경우 공익적 장르로 인식되

는 뉴스,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장르가 전체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2TV는 다소 

강제되고 형식적 틀거리만 맞추어 놓은 구색 맞추기 편성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익 실천의 다양성을 넓히거나 새로운 공익 실천의 지대를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 

오히려 공익 실천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보다 실증적인 

증거로 제시하겠지만, 선정성을 배제하고, 소외계층 등을 위한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큐

멘터리, 보도, 문화 등 이른바 정보성 프로그램 확대가 공익적 편성이라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편성

과정이 오히려 공익 실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국가권력의 공

영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는 시

기에 공영방송 스스로가 국가권력의 입장과 관점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보

는 것이, 그리고 수신료 재원을 통한 국가의 간접적인 편성 통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154 -

양식 항목 공식적 정책결정구조 정부의 개입양식 근거

재정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공식/비공식 개입 방송법 65조

협찬

협찬사와 방송사의 공동 협의 후 추진

<협찬프로그램 구분>

공익성 캠페인 협찬, KBS 주관하는 공익행사 협찬,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외주제작 프로그램과 대형 

기획에 한정) 

공식개입 방송법 60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협찬캠페인 및 

공익광고
251억 319억 285억 197억 178억

프로그램 협찬 114억 179억 105억 116억 92억

정부 협찬

합계
365억 498억 390억 313억 270억

<표 5-3> KBS에 대한 재정 부분 개입양식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재원에 의한 통제는 정부 협찬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협찬은 캠페인 및 공익광고, 프로그램 제작 협

찬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정부 협찬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커진 것은 이명박 정권 시기다.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KBS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캠페인과 공익광고 협찬금은 1,231억 원, 

일반 프로그램의 제작 협찬금은 606억 원 수준이다(KBS, 2012). 정부 협찬은 2008년 이전에도 있

어 왔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초기(2009년~2010년)에 급증한다. 

<표 5-4> 2008년 1월 ~2012년 8월 KBS 정부·공공기관 협찬금액 현황 (단위: 억)

 * 자료 : KBS(2012)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 

 정부 협찬은 재원 지원을 통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책 의제를 알릴 수 있는 개입 방식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는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4대강, 원자력, 건국 60주년, G20 등 정부 정책 홍

보용 프로그램과 공익광고 등이 상당수 만들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핵정책을 홍보하

는데 총 32억이 정부 협찬으로 들어왔고, 2011년~2012년 4대강 완공을 앞두고 진행된 4대강 홍보 

협찬 방송은 9억 3300만원을 받고 진행됐다. 2008년에는 ‘건국, 건군, 제헌 60주년 행사’ 명목으로 

협찬금 11억7900만원을 받아 <열린 음악회>, <도전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되었고, 2010년 

G20 정상회의 방송을 위해 받은 협찬금은 6억 2,700만원 수준이다(김세옥, 2012). 

 정부 협찬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좀 더 많아진 것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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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프로그램 정부·공공기관 협찬처

2003년

(2개)

클린코리아 2003 부패방지위원회

싱싱토요일 농림부

2004년

(2개)

생생건강테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한지대큐 농협중앙회

2005년

(4개)

과학의 향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위기탈출넘버원 소방방제청

전국최강 슈팅스타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이웃사촌 프로젝트 무지개 한국주택금융공사

2006년

(2개)

과학카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제비타민 농협중앙회

2007년

(3개)

이야기발전소 경기도

현장르포 동행 한국고용정보원

다큐멘터리 3일 여수 엑스포 중앙 유치위원회 (부분)

설 프로그램, 기존 정규 프로그램, 그리고 특집 프로그램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다. 홍경수(2012)

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KBS 교양, 다큐, 예능 장르를 아우르며 정규 프로그램들은 제작비

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부족분을 협찬이나 간접광고를 통해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협찬 프로

그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집성 프로그램도 교양, 다큐 장르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성되었다. 

이들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프로그램의 사회적 가치를 근간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찬을 받은 것

은 물론이다. 

 신설 프로그램 역시 2009년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 협찬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

다. <표 5-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신설된 프로그램 중 정부나 공공기

관의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이 연간 2~4개에 불과했다면, 2009년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 중 국가기

관의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은 연간 5~8개 수준이다. 이는 공히 정부 협찬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이

명박 정권 들어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협찬의 종료와 함께, 편성 상에서 

사라지거나, 협찬처 역시 국가 기관과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정부의 통제 수준이 높아졌고, 그것이 편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수신료와 함께 정부 협찬은 KBS 재원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을 제약하는 요

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이명박 정권 시절에 KBS 편성과정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5> 2003년~2012년 신설 프로그램 중 정부·공공기관 협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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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개)

아름다운 정원 농협중앙회

활력충전 53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9년

(5개)

오천만의 아이디어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희망 119 한국고용정보원

으라차차 녹색시대 농협중앙회

생방송 오늘 지식경제부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지식경제부

2010년
(8개)

한국인의 밥상 지자체

병영체험 진짜 사나이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

희망릴레이 노동부, 중소기업청

녹색충전일요일 농림수산식품부, NH농협

퀴즈쇼 사총사 증앙선거관리위원회

생생정보통 농림수산식품부 등

금요기획 농림수산식품부 등

한식탐험대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6개)

스카우트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재발견 한국지역진흥공단

청춘불패2 안산시

굿모닝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해피하우스 경기도시공사

산너머 남촌에는 예천군

2012년

(6개)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산림청, 농림부, 농어촌공사 등

GO! GO! 코리아 황금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전라북도

명랑직장백서 열정시대 중소기업청

청진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출동 안전지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일자리 119 고용노동부

 * 자료 : KBS(2003a~2012a) 개편방향 홍보책자 및 KBS 편성제작정보시스템(내부자료) 프로그램 기획안 참고.  

 정치권력의 개입은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표 5-6>은 국가가 프

로그램 및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유형을 보여준다. 장르, 외주, 국내제작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편성규제와 프로그램 내용 심의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

기적으로 편성 관련 규제 사항의 준수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내용 심의를 받는 것은 상당부분 방송 이념과 가치에 근거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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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항목 공식적 정책결정구조 정부의 개입양식 근거

프로

그램

및 

편성

편성

규제

방통위에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실시결과를 제출

<편성규제>

▪ 장르규제 : 오락프로그램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내

▪ 국내제작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

▪ 외주제작 : 1TV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24% 이상, 2TV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상, 주시청시간대 매분기 

방송시간의 10% 이상

▪ 시청자참여 : 1TV 매월 100분 이상 편성

▪ 시청자평가 : 주당 60분 이상

▪ 국내영화 :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 이상

▪ 1개국가 수입영화 : 매반기 전체 수입한 영화방송시간의 

80% 이내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

▪ 신규 국내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

▪ 1개 국가 수입애니메이션 : 매반기 전체 수입한 애니메이

션 방송시간의 80% 이내

▪ 국내제작 대중음악 :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 비상업적 공익광고 :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공식적(제도적)

개입

방송법 69조

방송법 71조

방송법 72조

방송법 89조

방송법 69조

내용

심의

▪ 심의 주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이전 방송위원

회가 심의 및 처분 권한 지님)

▪ 심의 기준 :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간접광고 및 

협찬 고지 위반, 선정적 표현 여부, 어린이․청소년보호 등

의 기준이 적용

▪ 심의 절차

 심의원 모니터링 → 사무처 검토 및 안건 작성 → 방송분

공식적 개입

여기에 국가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합법적 개입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규제

가 근거하는 이념들의 추상성과 불명료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것의 해석에 있어 정부의 해석과 의

지가 개입하거나, 또는 개입했다는 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가 2004년 탄핵정국 

시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심의다. 탄핵 정국에 방송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편파성에 대해 방송위

원회는 자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언론학회에 공정성 판단을 의뢰했고, 이후 방송위원회는 언론학

회의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심의 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

뢰와 권위를 추락시킨 바 있다(윤석민•박아현, 2008).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특정 시점의 예외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5-6> KBS에 대한 국가의 프로그램 및 편성 부분 개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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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별위원회 심의/건의 → 방송심의 소위원회 심의/의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에 제재조치 요청,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에 통보

▪ 위원구성 

- 9인으로 구성, 대통령이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

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

비공식적 

채널

▪ 협조요청 / 의견전달 /주문 등 다양한 양식 비공식개입

<사례>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윤석민•박아현(2008), 최우규•박영환(2009) 참고.  

 오히려 정치권력의 프로그램 및 편성 부분에 대한 개입은 공식적 차원보다 비공식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용준, 1995). 정치권력의 편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은 비공식

적인 채널과 ‘협조 요청’, ‘의견 전달’, ‘주문’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

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채널이 없었다면 편성 변화가 불가능했을 수많은 사건

들이 지난 몇 년간 KBS에 지속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

던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폐지되거나 제작진과 제목이 바뀐 사례

(2008년 10월~2009년 10월), 일방적인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라는 비판을 받던 4대강 완공기념 

행사 생중계(2011년 10월 22일),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생방송(2011년 9월 

8일),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 방송보류(2010년 12월 8일), 2010년 11월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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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과도한 특집프로그램과 뉴스 편성(2010년 8월~11월), <아이디어

왕! 세상을 바꾼다>라는 국민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기획부터 편성

까지 관여한 사건(2009년 2월) 등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김범현, 2009; 김현실, 2010; 박수선, 

2011, 2012; 박영환, 2011). 1970년대~80년대 권위주의 시대 정치권력의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통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이 통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었

고, KBS 스스로가 정치권력의 입장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정연주, 

2011). 이에 더해 청와대나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나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또는 학연, 지연 등에 얽힌 사적인 관계를 경유해 의견이 전달되는 경

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미디어법 홍보 스팟을 만들어라, 어디 프로덕션을 잘봐달

라, 청와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해. 이들은 마치 KBS를 공영방송

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송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만약 이런 게 편성라인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면, 다른 라인을 통해 오기도 하는 것 같아. 편성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주

도적으로 정부나 방통위나 권력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편성본

부장 F)

  이처럼 지난 10년 간 KBS TV 편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통제를 받고 있

다는 증거들, 증언들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수준은 노무

현 정권 시절보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좀 더 강한 힘으로 작동했다는 것이 많은 상황적 증거들과 내

부 행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히 드러나는 바다.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의 개입에 대한 내부 행위자

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정연주 사장 시절과 김인규 사장 시절을 대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곤 하였다. 

그 몇몇 이야기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연주 사장 시절의 자율성은 KBS 역사에서 유일무이해. 복도에서 지나치다 만나면 사

장이 하는 인사라고는 ‘어제 프로그램 잘 봤어’정도야. 내가 (다큐멘터리) 기획팀장일 때,

사장의 의견보다 기획팀내에서 결정된 아이템들, 의견들이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반영되었

다는 거야. 거의 99%. 그런데 김인규 사장이 오면서 이게 무너진 거야. 여기저기서 정치

적 민원이 쏟아지고, 이걸 사장이 필터링해야 하는데, 오히려 편성, 제작진들에게 떠넘기

고, 이러면서 정부가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훨씬 많아졌지. (편성기획팀장 C)

정연주 사장 시절에 느꼈던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본부장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행

동이나 말들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물론 전혀 자유롭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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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볼 때 정연주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권의 의견이나 입장도 다 

배제했던 것 같아. 그러다보니 어디 비서실이나 국회의원들이 본부장실로 전화가 오고, 

뭔가 압력을 가한다하면 부담 없이 무시하고, 끊을 수가 있었어. 이건 분위기의 문제야. 

사장이 무시하면 본부장도 무시할 수 있어. 그런데 정연주 사장 이후 사장들은 그런 분

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봐. 사장이 정권에 흔들리고, 사장이 흔들리면 밑에 경영진

들도 흔들리고, 중간 실무진들은 더 흔들릴 수박에 없는 거야. (편성본부장 A) 

  
 정치권력의 개입 수준은 상당부분 KBS 사장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 자율성에 대한 철학과 밀접하

게 맞물려 있는 듯싶다. 그러나 그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결국 정치권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으

로 그것은 특정 시점에 정치권력을 가진 정부, 집권야당 등이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가치철학과 밀접

하게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행위자들의 증언, 정치권력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

이 몰려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해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정부 개

입 수준이 더 커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듯싶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개의 의심되는 사례, 관련자 증언 등 질적인 지표를 넘어 언론자유 지표 등 양적 

지표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 바다. 가령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를 발표하는데, 이 지수가 발표된 2002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전 세계 39위였다. 이 순위는 노

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6년 3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

년 47위로 급락했다. KBS, MBC 등에 대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미네르바>, <피디 수첩>, 

<와이티엔> 노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중첩된 2009년에는 그 순위가 69위까지 떨어졌

다.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도 점수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되는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점수는 0~100점으로 평가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된다. 한국은 2010년 이 점수가 30점에서 32점으로 상승

하면서 ‘언론자유국’(free) 지위를 상실한다.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것이 점수 하락과 언론자유국 지위 상실의 주된 이유였다. 조사 주체에 따

라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이 나빠지고 있

다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표로서 증명된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KBS 편성과정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은 증폭하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공익 실천의 다양성 역시 떨어졌다. PD 저널리즘이 사라졌고,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었으며, 많은 사회 구성원들, 쟁점들, 공간들이 공영방송 편성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편성에서 사라졌고, 예민한 이슈들은 편성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으며, 편성제작진들 역시 스스로의 정치적 검열을 통해, 민감한 사항이나 정치적 이

슈들은 기획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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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002년~2012년 한국의 언론자유 정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 

(국경없는 기자회)
39 49 48 34 31 39 47 69 42 44 50

세계언론자유지수 점수 

(프리덤하우스)
29 29 29 30 30 30 30 30 32 32 31

* 주1 :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순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의 자유 점수를 집계하여 매년 각 국

가별 순위로 발표.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항목을 협력기관(다섯 대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14개 단체)과 

전 세계의 13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 이 설문조사는 다원성, 언론 독립성, 

언론환경 및 자기검열정도, 제도적 장치, 투명성, 정보생산 기반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됨. 

** 주2 : 세계언론자유지수 점수(Freedom of the Press Index),  <프리덤하우스>가 1980년부터 언론자유도를 수치화

하여 발표.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언론피해사례 등 4개 

부문,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 총점을 100을 기준으로 0~30점

은 ‘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 자유국가’, 61~100점은 ‘비자유국가’로 분류.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된다

는 의미임

*** 자료 : 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참고. 

  내부 행위자들은 정치권력의 개입 강화가 편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무력감’, ‘자기검열’, ‘좌절감’ 

등의 단어로 표현한다. 표현과 제작의 자유가 억압되고, 공정성의 잣대로 과거의 편성, 제작 행위가 

편향된 행위로 매도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공익 실천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좌절되는 경

험들이 편성과정에서 쌓여가면서, 새로운 공익 실천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작진들의 자기검열과 무기력감이 커졌다

는 거야. 굉장히 냉소적이 되고, 무언가를 해보자는 동력도 약해졌어. 정연주 사장 해임

시점에 사원행동 차원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고,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폐지와 관련

해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이후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여러 이슈들 앞

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걸 경험하면서 민감한

이슈나 논쟁이 될 만한 사회적 이슈들을 대하는 방식도, 지금은 편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접어버리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 (다큐PD M)

좌절감이 컸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정연주 사장 시절에 뭔가 자율성이라는

맛을 봤거든. 하고 싶은 데로 할 수 있고, 이런 자율성을 거의 최초로 맛보았을 거야. 그

맛을 몇 년 보다가 그게 닫혀버리니깐 좌절한 것 같아. 게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공정

성에도 문제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편성되고, 죄다 나쁜 짓이라고 해버리니깐, 좌절한

거야. (편성본부장 F)

 그러나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편성과정의 공익실천 문제를 정치권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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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돌리는 순간, 공영방송은 늘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종속변수로서만 기능할 뿐, 민주주의의 성장, 

문화콘텐츠의 발전 등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독립변수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개입이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실천을 저해하는 절대적 요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력과 연관된 편성 및 프로그램은 뉴

스, 시사 장르 등에 한정된다는 점, 민주화 이후 정부가 공영방송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인사권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간접적인 방식 또는 사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공영방

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일정부분 저항,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설

사 국가와 정부의 의도가 편성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용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가

피하게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권력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으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특징과 이들의 상호작용 

방식, 수용자 요인 등에 의해 늘 변주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것은 비단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에서 관행적으로, 역사적

으로 이어져온 모습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72년 공영방송의 태동과 함께, 정치적 영향

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오랜 관습 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다른 정권에 비해 좀 더 통제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이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식되

었고, 이에 담론적으로 그것이 쟁점화 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의 성장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 자

율성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 시도는 좀 더 많은 논쟁과 비판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경험한 자율성은 이 시점의 통제를 보

다 민감하게 느끼게 하는 심리적 동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권력의 개입은 과거보다 더 큰 파장으로 공영방송 편성과정

의 공익실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민주주의의 성장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 자율

성,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와 상동하면서 KBS 내부적으로 커진 자율성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정치권

력의 개입은 편성과정에서 보다 강하게 쟁점화 되고, 그 결과 편성과정을 과거보다 더 정치화시키며, 

이는 공익 실천의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파행적인 국면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2절. 시장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또 하나의 외부행위자 요인은 시장이다. 2003년 이후 미디어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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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빅뱅 시대’라고 이야기될 만큼 극심한 변동의 중심에 있었다. 1995년 도입된 케이블 TV와 

2002년 본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에 이어 DMB, IPTV, 종편 채널 등 새로운 매체와 채널이 급증했

고, PC,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그 결과 미디어시장은 수많은 플랫폼과 

채널, 그리고 서비스가 상호 경쟁하는 무한경쟁 시장으로 변모해왔다.

 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미디어 정책 연구에서 오래된 관심 중 하나는 다양성의 변화였다. 즉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양성이 증가할지 줄어들지는 미디어 정책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사

항 중 하나였다. 질문은 오래되었지만, 이것의 답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경쟁의 가속화가 다양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시장화의 성

격, 내부행위자의 성향, 행위자 간 상호작용 방식, 편성조건(인력 및 제작비) 등 편성과정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공영방송을 둘러싼 매체 환경의 시장화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시장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어떠했을까?

 우선 담론적 수준에서 지난 10년간 내부 행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개념이 바로 ‘다매체, 

다채널 경쟁 시대’라는 점에서 시장의 변화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

명해 보인다(KBS 2005d~2013d; KBS 2004e~2013e). 실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 수용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광고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인용되고, 재생산되었다. 

인터넷 포털 뉴스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중장기적으로 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케이블 전문 채널의 성장과 함께 어린이, 스포츠, 영화 

장르의 편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제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오락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 교양 및 다큐멘터리 장르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었다(KBS, 

2005g; 2006g; 2007g; 2008g; 2009g).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다양한 편성 관련 보고서

에는 ‘다매체 다채널 경쟁시대’, ‘무한 경쟁시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고, 그만큼 역

동적으로 변화되는 시장 환경은 KBS 편성이 대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응방안은 

적어도 담론적 수준에서는 개편 책자 등을 통해 ‘뉴스정보 획기적 강화’(2004년), ‘실험적 프로그램 

편성(2007년)’,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오락 프로그램 개발(2008년)’,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주

도할 거점 프로그램 신설(2009년)’ 등 공익실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KBS, 

2004a; 2007a; 2008a; 2009a). 

 그러나 시장요인이 편성과정의 실질적인 공익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첫째, 지난 10년간 시장의 경쟁 강화에 따라 편성과

정의 물적, 인적 토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시장 유형별로 변화의 양상을 도출

한 후, 이에 대한 편성과정의 대응방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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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이 인력과 재원에 미친 영향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주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KBS 내부 제작 역량의 감소와 

인력의 노령화, 그리고 종편과 CJ E&M 등 자본과 여론영향력을 지닌 플레이어의 등장에 따른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은 인력의 관점에서 시장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

단하는 근거다. 

 우선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은 외주산업의 활성화가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일정부분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젊은 외주PD들이 방송 인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현장 답사, 섭외, 촬영 등 연출의 주요 부분을 전담하는 비

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KBS 내부 제작인력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

회는 줄어들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젊은 제작진 수급의 필요성을 예전보다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프로듀서로 입사하면, 일단 가장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어. 지금은 후배들 입사하

자마자 연출하는데 예전에는 예고 만들고 자료 찾아주고 카피해주고, 작가들이 하는 섭

외 같은 역할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지금은 안 그래. 그 당시에는 FD 많지 않았고,

VJ, 외주PD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깐. 소규모의 시스템으로 피디들이 해야 할 일이 개인

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잖아. 그러다보니 갈수록 내

부 PD들의 현장감과 연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시스템적으로 많

은 외부 인력들이 제작시스템에 포함되다 보니, 내부 인력을 안 뽑는 경향도 있는 것 같

아. 왜 뽑아야하는지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가뜩이나 재원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

에서... (다큐PD K)

 

 이러한 내부 행위자의 인식은 몇 가지 공영방송 인력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된다. 우선 2013년 

5월 기준 제작국별 인력 현황을 보면, 예능국을 제외한 모든 제작부서의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고 

있고, 전체 제작부서의 평균 연령은 42.8세다(KBS, 2013.6). 2012년 고용노동부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9.6세로 2001년 

36.5세보다 3.1세나 높아져, 노동 시장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한다(고용노동부, 

2012). 2013년 한국 공영방송 제작국 인력의 평균 연령이 42.8세라는 것은 공영방송 제작진의 고령

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다큐국과 교양국, 그리고 외주제작

국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양국 제작진들의 평균 연령은 47.3세, 다큐국의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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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도국 시사제작국 다큐멘터리국 교양국 예능국 드라마국 외주제작국 지역(총)국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2 3 5 2 3 3

30대 64 44 10 12 11 7 4 10 21 19 20 6 74 53

40대 104 9 29 2 59 3 33 4 36 2 31 10 107 10

50대 25 1 4 22 39 9 10 2 20 19 2 86 4

평균연령 41.3세 41.2세 44.8세 47.3세 39.7세 42.2세 50.7세 42.7세

전체평균 
연령 42.8세

44.8세, 그리고 외주제작국의 평균 연령은 50.7세다. 외주제작국의 제작진들이 외주 프로덕션에서 

기획,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CP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외주제작국을 예외적 상

황이라 차치하더라도, 다큐국과 교양국에서 20대 젊은 제작진을 찾아볼 수 없는 것, 30대 제작진의 

숫자도 다큐국 18명, 교양국 14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이들 장르의 내부 

제작진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표 5-8 참고). 그리고 이것은 일정부분 2000

년대 이후 교양다큐 제작이 많은 부분 외주 시장에 넘어간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들 장르의 

많은 시간이 외주 시장에 할당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육성할 동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다큐국, 교양국을 중심으로 한 내부 제작 인력의 고령화와 20~30대 제

작 인력의 부족은 KBS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인적 조건의 열악함은 내부 교양다큐PD의 편성 점유율이 높은 

1TV의 공익실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기능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해도 그것을 구현시킬 

젊은 제작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 5-8> 2013년 제작국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 자료 : KBS(2013.6) KBS위상진단 및 영향력 강화 방안 보고서 참고.  

 물론 내부 교양, 다큐PD의 고령화 등 인력적 측면에서의 편성자원 변화가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

에 미친 영향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외주편성비율 규제에 따라 전체 편성 시간의 40% 이상

을 외주 프로덕션에서 제작해야 하고, 내부 교양, 다큐PD의 편성비중이 적은 2TV의 공익실천 성격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37). 

37)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외주제작시장이 협찬과 광고시장의 만연, 스타 권력화, 시청률 지상주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근간으로 한 자본화 등 비정상적이고 반공익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

면 외주 편성 비율 40% 이상을 제도적으로 규정받고 있는 2TV의 공익 실천은 구조적으로 요원한 일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내부행위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해 일견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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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프로듀서 884 922 965 935 949 948 949 923 905 906

기자 670 711 739 744 796 815 822 806 799 808

아나운서 181 195 199 201 195 193 194 203 205 201

 이에 더해 지난 10년의 인력 변화를 보면, 인력의 제약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공익실천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주장과 잘 들어맞지 않는 몇 개의 증거가 있다. 첫째, 지난 10년간 제작인력 현황을 

보면 젊은 제작 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정에 반대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03년~2012년 KBS 주요 제작진 인력 변화 추이를 보면, 프로듀서 수가 2003년 884명에서 2012

년 906명으로 22명 증가했고, 기자 인력은 2003년 670명에서 2012년 808명으로 138명 증가했다. 

아나운서 수 역시 2003년 181명에서 2012년 201명으로 20명 증가했다. 이는 이 시기 퇴사한 제작

진보다 신규로 유입된 인력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표 5-9> 2003년~2012년 KBS 주요 제작진 인력 변화 

단위 : (명)

 * 자료 :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2003a~2012a)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KBS(2003f~2013f) 연차보고서 참고.  

  둘째, 해당 연구기간 공영방송의 신입 및 경력 사원 모집 방식은 2003년 지역 할당제38), 장애인 

우대 채용제, 무자료 전형 및 블라인드 면접 제도 도입, 2004년 연령 제한 폐지, 2005년 학력 제한 

폐지,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39) 등 좀 더 다양한 제작진들이 공영방송 편성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시기였다. 이를 통해 제작진의 다양성은 높아졌고, 실제로 이 기

간 여성 인력, 지방대 출신의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가령 2013년 5월 기준으로 

본사에 근무하는 40대~50대 기자들(139명) 중 단 7.1%(10명)만이 여성이라면, 20~30대 기자들

제작이 공영방송 편성에 미친 긍정적인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다큐드라마 포맷을 처음 시도

하여 휴먼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연 <인간극장>, 6mm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기동성, 현장성, 밀착성을 기

반으로 서민적인 공간, 사람, 주제를 찾아 나선 <VJ특공대> 등 2000년대 초반 KBS의 장르 확장과 출연 대상

과 공간의 확장에 기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 외주제작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더불어 드라마 장르든 교양 장르든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결정에 있어서 내부제작주체

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수정, 보완이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이 맡고 있는 편성공간을 과잉 상업화된 공간으로 

전제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인식이라 강조한다. 편성과정에서 편성행위자의 의도와 목표를 내부 제작주체들이 받

아들이지 않거나, 그럴만한 제작 여건이 안 될 때 외주프로덕션이 중요한 대안적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외

주제작의 양적, 질적 성장이 내부 제작주체들에게 자극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오히려 외주제작이 공영방송 편

성과정에 미친 긍정적 효과라고 말한다(편성본부장, F).  

38) 2004년부터 2009년까지 KBS는 전국권을 제외한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강원권 등 3개 권역의 신입사원 

채용을 구분하여, 이들 지역 채용인원 중 50%는 해당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한다. 

39)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명 이상 선발분의 20%는 지방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2011년 신입사원 정기

공체로부터 도입되었다. 이것은 2003년 지역 할당제를 대체하는 인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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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 중 41.8%(46명)가 여성이다. PD들 역시 40~50대(329명)의 경우 19.8%(65명)만이 여성이

라면, 20~30대(133명)는 46.6%(62명)가 여성이다. 40~50대 제작진들이 2000년대 이전에 입사한 

제작진들이고, 20~30대 제작진들이 2000년대 이후 입사한 제작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

년간 제작진의 성비에 있어 남녀간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0

년간 신입 및 경력 채용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 인력감축에 대한 요구로 

때론 채용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신규 인력을 수급해왔고, 특히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지역 인력 채용이 늘어나면서, 제작진의 지역 다양성, 학력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정부분 인력적 측면에서 KBS 편성의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표 5-10> 2003년~2012년 신입 및 경력 채용 인원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본사
PD 29 21 20 7 23 17 6 15 23 23

기자 23 12 11 16 29 22 5 8 11 13

지역
PD 27 18 2 4 6 3 6

기자 17 19 22 21 9 3 9

  * 주 1: 2010년(16명), 2011년(22명), 2012년(23명)은 PD, 기자 통합 채용(방송저널리스트)

  ** 자료 : KBS(2013.6) KBS위상진단 및 영향력 강화 방안 보고서 참고.   

 그렇지만 제작 인력의 배경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편성제작 현장에서 

이 변화를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다. 늘어난 젊은 제작진의 상당수는 지역국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자체도 고도화되고 대규모화되는 프로그램 제작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교양, 다큐국의 고령화가 심해진 2013년의 현황과 지난 10년 인

력 변화를 비교하다보면, 실제 신규 인력 PD들이 교양, 다큐국으로 진입하는 비중이 지역국, 예능국, 

드라마국으로 진입하는 비중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양국과 다큐국 등 주요 제작부서들은 

개편 시즌만 되면 인력 부족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들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을 어렵게 할 뿐만 아

니라, 보도국, 교양국, 다큐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1TV의 편성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인력이 부족

하고, 젊은 제작진의 지원과 아이디어가 덧붙여지기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

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것은 경쟁력과 시청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편성이 어려운 

2TV 주시청시간대에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의 편성을 제약하는 조건으로도 작동한다. 내부 행위자

들은 경쟁력이 우선하는 2TV 주시청시간대를 내부 교양다큐PD들에 맡기는 것을 못미더워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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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근저에는 제작 인력의 고령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편성본부장 F).     

 그렇다면 재원은 어떨까? 재원 규모와 안정성은 편성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곧 편성

과 프로그램의 품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원의 안정성을 살펴보자. 2000년 

이후 KBS의 재원은 경제 침체, 디지털 미디어 및 유료 방송의 성장에 따른 광고 재원의 축소, 수신

료 정체, 채널간 경쟁 격화에 따른 제작비 상승,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 등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재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는 없었다. 1995

년 케이블 방송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상파 독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고, 적어도 2003년

까지 KBS 내부에서 돈이 없다거나, 재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외환위기의 타격을 받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적인 재원이 KBS의 공익실천을 저해하는 요인

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여 KBS에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이 있을 정도였

다40). 그러나 2004년 역대 최대 규모인 638억의 적자를 내고, 법인세 환금액과 국가보조금을 받은 

2005년, 2006년을 제외한 2008년까지 연속 적자를 보인다. 이는 한국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으로, 광고 수입 급감, 제작비 상승 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KBS 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충격을 준다. 2009년 이병순 사장 취임 후 KBS가 693억 흑자로 돌아선 것은 수입

의 증가보다, 제작비, 출연료, 외주비용, 작가료 등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전년 대비 1,000억 가까이 

줄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이후 한류 열품으로 인한 콘텐츠 판매 

수익의 급증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적자 경영으로 돌아선 점을 감안

하면, 재원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03년 이후 KBS 편성과정의 특징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40)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 후, 한나라당은 연간 5000억 원의 수신료 통합징수는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에

게도 돈을 내라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KBS가 지금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반공영, 반상업방송으로 ‘경계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KBS로 하여금 분리징수를 통해서라도 공영성을 강화토록 

강제해야 한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황정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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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KBS 연 수입 VS 비용 

(단위 : 억원)

연도 수입 비용 순이익 연도 수입 비용 순이익

1973년~1980년 217 209 7 2003년 12703 12415  288 

1981년~1987년 2202 1957 245 2004년 12491  13129 -638 

1988년~1992년 4419 4389 29 2005년 13723 13148  576 

1993년~1997년 8439 7917 522 2006년 14023  13781 242 

1998년~2002년 10918 10378 539 2007년 13301  13580 -279 

2008년 13038 13803  -765 

2009년 13508  12814 693 

2010년 14494  14060 434 

2011년 15252 15204 48

2012년 15680 15742 -62

  * 주 1. 2005년도 수입에는 법인세 환급액 556억원이 포함되며, 

         2006년 수입에는 법인세 환급액 374억원 및 국고보조금 81억원이 포함됨

  ** 주 2.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는 구분 기간의 연 평균 수입, 비용, 순이익임.  

  *** 자료 :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2003a~2013a)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3c) 201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권호영(2003) 참고. 

 

 순이익이 떨어지면, 내부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방편성을 늘리게 

되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핵심 프로그램들(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해피선데이 등)의 방송 시간

도 늘리게 된다. 투자는 있지만 실질적인 재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1TV의 경우 뉴스 장르와 같

이 시청률은 높지만 제작비가 적게 드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고, 대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

마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은 줄이게 된다. 이에 반해 2TV는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견인하는 장르와 포맷에 집중하게 되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효율성이 중요시해진다고, 반드시 이러한 편성전략으로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경제적으

로 가장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는 편성행위이고, 이것은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재현하겠지만, 실제로 내부 행위자들에 의해 구현된 결과이기도 하다.

  재원을 검토할 때, 단기순이익의 변화 수준은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단기 순이익이 공영방송 재원의 특징을 대표하는 지

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부 행위자의 편성행위와 보다 가까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에 대

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 사항은 재원의 규모와 그것의 

성격이다. 재원 규모가 충분하고, 그것의 성격이 독립적이라면 재원의 안정성은 높고, 그것은 내부 

행위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공익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작동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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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수신료
4,997 5,134 5,246 5,304 5,372 5,468 5,575 5,689 5,779 5,851

(39.3%) (41.1%) (38.2%) (37.8%) (40.4%) (41.9%) (41.3%) (39.3%) (37.9%) (37.3%)

광고
6,782 6,282 6,537 6,675 5,931 5,326 5,203 5,887 5,987 6,236

(53.4%) (50.3%) (47.6%) (47.6%) (44.6%) (40.8%) (38.5%) (40.6%) (39.3%) (39.8%)

기타
924 1,075 1,940 2,044 1,998 2,244 2,730 2,918 3,486 3,593

(7.3%) (8.6%) (14.1%) (14.6%) (15.0%) (17.2%) (20.2%) (20.1%) (22.8%) (22.9%)

총수입 12,703 12,491 13,723 14,023 13,301 13,038 13,508 14,494 15,252 15,680

 그런 맥락에서 재원 규모를 봤을 때, 지난 10년간 재원 규모에 있어서 충분성(Substantiality)이 떨

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KBS의 총 매출액은 2003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2년 1조 5천억 원으로 

약 19.6% 상승한다. 이는 한국 방송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의 매출액 수준이고41), 다른 지상파 사

업자의 2배 수준(MBC 7,836억 원, SBS 7,357억 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채널간, 플랫폼간 격쟁 

격화에 따른 지상파 시청점유율 하락, 광고 매출액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원 규모 차원에서의 안정성

은 상당부분 담보되어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재현된 규모의 안정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다. 수신료 수익의 

정체, 광고 수익의 장기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원 규모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프로

그램 판매 수익 증가로 기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2011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매출액의 20%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42). 

<표 5-12> KBS 재원구조 현황 

      (단위 : 억 원)

 * 주1  : 2005년도 기타수입에는 법인세 환급액 556억원이 포함되며, 

          2006년 기타수입에는 법인세 환급액 374억 원 및 국고보조금 81억 원이 포함됨

 ** 주2 기타수입 : 방송사업수익, 전파료, 국고보조금, 부대사업수입 등

 *** 자료 :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2003a~2012a)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KBS(2003f~2013f) 연차보고서 참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단기순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즉 2007년 전후 적자폭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공영방송이 급속하게 시장 요인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이 시기 편성과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예능과 드라마

41) 2012년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은 12조 3,5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KBS의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것

은 전체 시장의 12.3%를 KBS가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3c). 

42)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기타수익에 법인세 환급액과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 기타 수

익 비중을 계산할 경우, 2005년 전체 매출액에서 기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 2006년 전체 매출액에

서 기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수익 등에 의해 기타수익이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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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재방비율을 확대했고, 2TV의 예능 프로그램 비중을 늘렸으며, 1TV의 간판 프로그램인 

대하드라마를 광고판매가 가능한 2TV로 옮겼다. 2TV에 일일연속극을 신설한 것도 이 시점이고, 주

요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의 편성길이가 길어진 것도 이 시점과 맞물린다(KBS, 2007a, 2008a, 

2009a). 

 이 모든 사실들은 독립적인 공적 재원으로서 수신료가 정체된 상황에서 재원 규모를 확대해나기기 

위해 공영방송이, 특히 2TV가 과도하게 시장에 포섭되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즉 공영방송 재원 

규모를 유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시장’의 관점에서 편성과정을 재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시장의 관점이 공익의 관점과 늘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시장’과 ‘공익’의 적정한 균형이라면, 이 균형이 2007년 전

후로 하여 ‘시장’으로의 급속한 무게중심 이동으로 진행된 듯싶다. 즉 재원의 불안정성이 커진 편성

조건 속에서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행위가 급격하게 시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내부 행위자들로 하여금 혁신보다는 기존 성공한 프로그램(장르)의 확대와 모

방, 실험보다는 단기적인 효율과 수익 증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편성행위를 진행시키도록 유도한다. 

 시장에 포섭되는 변화의 흐름을 보다 강화시킨 또 하나의 편성조건 요인은 경직된 콘텐츠에 대한 

투자였다. KBS TV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2003년 2,849억에서 2012년 3,341억으로 다소 높아진 수

준이나,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 HD 전환, 작가료/출연료 등 요소 비용 상승, 매체 간 경쟁 격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2012년의 제작비는 2003년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이 많은 부분 TV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예산 

대비 TV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직접제작비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오히려 그 비중이 점진적으

로 하락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이 문제는 MBC, SBS의 TV 제작비 수준과 비교할 때 좀 더 

가시화된다. 한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MBC, SBS의 연간 제작비 규모는 2400~2500억 수준이다. 

이에 비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KBS의 연간 제작비 규모는 3,300억 수준에 그친다.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가 비단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제작비 규모와 투자 비중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KBS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 상당히 인색

하다는 점이다.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전제에서, 매년 전년 예산에 준하여 제작비 예산을 책정하

고,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그 예산마저 삭감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내부 행위자들이 기존과 

다른 장르나 포맷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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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TV
집행액 2,849 3,272 2,897 3,329 3,311 3,278 2,582 3,015 3,281 3,341

총비용 12,415 13,129 13,148 13,781 13,580 13,803 12,814 14,060 14.389 15,742

총비용 
대비 
TV 

집행액 
비율

22.9% 24.9% 22.0% 24.2% 24.4% 23.7% 20.1% 21.4% 22.8% 21.2%

<표 5-13> 2003년~2012년 프로그램 제작비 내역 

단위 : (억)

 * 주1 : 제작비 집행액 : 정규,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 주2 : MBC 총 비용 대비 TV 직접제작비 비율(2012년) : 30.7% (비용 8,127억 원, TV 제작비 2,499억 원)

 *** 주3 : SBS 총 비용 대비 TV 직접제작비 비율(2012년) : 33.2% (비용 7,415억 원, TV 제작비 2,462억 원)

 **** 자료 : KBS(2013.6) KBS위상진단 및 영향력 강화 방안 보고서 참고.   

 제작비는 프로그램 및 편성의 물적 토대로서, 그것은 편성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제작비 규모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수준에 머문다면, 편성 차원에서 재방송이 확

대될 수밖에 없다. 요소 비용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 제작비가 한정되어 있다면, 내

부 행위자가 펼칠 수 있는 편성전략이란 본방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작비

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설 프로그램의 편성도 쉽지 않게 되고, 과감한 프로

그램 폐지도 어렵게 된다. 초기 투자 및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신설 프로그램의 지속성도 떨어

질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의 품질은 제작비에 비례하는데, 상업방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 10

년 전 수준의 제작비로, 경쟁 채널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성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장르, 포맷, 관련 영역의 개척은 제작비의 충분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

며, 이에 더해 기존의 장르와 포맷을 제작비 문제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제

작비의 경직성은 재원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1TV의 공익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상업 

채널과 경쟁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2TV의 경우, 일정부분 제작비의 담보가 요구되어 선 

투자되지만, 1TV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당 분석 기간 인력과 자본은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

싶다. 인력과 자본은, 때론 개별적으로, 때론 함께 내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KBS TV 편

성을 한편으로는 상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둔감한 채널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된다.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겠지만, 전자가 2TV와 관련

된 이야기라면, 후자는 1TV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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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

업

자

종합 유선방송 

(SO)
119 119 119 107 103 103 100 94 94 94

일반위성방송 1 1 1 1 1 1 1 1 1 1

IPTV 3 3 3 3

DMB
위성 1 1 1 1 1 1 1 1

지상파 6 6 6 6 19 19 19

계 120 120 121 115 111 111 111 118 118 118 

 2. 시장 유형별 변화와 편성과정의 대응

 시장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시장을 크게 플랫폼 시장,  콘텐츠(채널) 시장, 

수용자 시장으로 구분하여 이들 시장과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플랫폼 시장

 먼저 플랫폼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자. 2003년 이후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영역이 바로 플랫폼 시장이다. <표 5-14>에 제시한 것처럼 2003년 이후 한국 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1995년 도입된 종합 유선방송(SO)과 2002년 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의 성

장, 이에 더해 2005년 위성DMB, 2006년 지상파DMB, 2008년 IPTV 등이 연이어 도입되면서, 플랫

폼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방송 플랫폼 사업자수는 2005년 최대 121개까지 늘

어났으며, 이후 플랫폼 사업자별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규모를 키워갔다43). 그 사

이 이동형 방송 플랫폼은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거나(위성 DMB), 지속된 적자 

속에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고정형 방송 플랫폼인 종합 유선방송, 

일반위성방송, 그리고 IPTV는 가입자 수를 늘려가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3년 970만 가

구에 불과하던 유료방송(종합 유선방송 + 일반 위성방송+ IPTV) 플랫폼 가입자 규모는 2012년 

2,514만 단자로 증가했고, 매출액도 2003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2년 3조 6천억 원으로 늘었다. 

<표 5-14> 방송 플랫폼 사업자 및 가입자 수 추이 (2003~2012)

                                                 단위 : 사업자 (개), 가입자 (만 가구/단자수), 매출액 (억 원)

43) SO의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MSO에 소속된 SO 숫자는 2003년 65개에서 2011년 76개로 증

가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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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자

종합 유선방송 

(SO)
940 1,136 1,197 1,199 1,453 1,501 1,505 1,486 1,478 1,480

일반위성방송 30 165 190 195 215 234 246 283 326 379

IPTV 237 365 489 655

계 970 1,301 1,387 1,394 1,668 1,735 1,988 2,134 2,293 2,514

매
출
액

종합 유선방송 
(SO)

10,749 13,479 15,818 18,467 21,358 16,795 18,047 1,9285 21,169 23,163

일반위성방송 1,496 2,550 3,472 3,939 3,874 3,608 3,503 3,515 3,739 4,993

IPTV 790 4,043 6,162 8,429

계 12,245 16,029 19,290 22,406 25,232 20,403 22,340 26,843 31,070 36,585

 * 주1 : 지상파 & 중계유선방송사 제외.

 ** 주2:  가입자수의 경우 2006년까지 가입 가구수 기준, 2007년 이후 가입단자수 기준.  

 *** 주3 : 매출액은 방송매출액 기준.

 *** 자료 :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2003a~2013a)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플랫폼 시장의 성장은 저가 가격 경쟁과 수용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

의 재전송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석민, 2011). 즉 플랫폼을 기반으로 방송되

는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이 아니라, 낮은 수신료 가격과 지상파 채널과 콘텐츠의 재전송과 재방

송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아니라 저가 수신료 금액, 그리고 기존의 지상파 채널

과 콘텐츠에 의존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KBS 편성장과 방송 플랫폼 시장 

사이에 오가는 담론과 전략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거리만큼 방송 플랫폼 시장

의 변화와 KBS 편성과정의 관계는 멀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문제가 

잠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방송 플랫폼 환경이 과잉 시장화 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은 무엇을 했을

까? 방송 플랫폼 환경이 지난 10년간 유료방송 플랫폼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사실, 그 플랫폼 환

경을 보다 공익적 측면으로 전환시키는데 공영방송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

리면, 적어도 플랫폼 시장의 시장화에 대응하는 공영방송 편성의 수준은 소극적이거나 수수방관형이

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콘텐츠가 전송, 재전송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편성이 적극적으로 다

매체 다플랫폼 편성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제기

는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이슈 중 하나였다. 이 이슈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개된다. 

다매체 다플랫폼 편성 전략, 공익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

하지. 난 기본적으로 TV 플랫폼 내에서 (연구자가 이야기 하는) 공익 실천에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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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봐. 영향력 측면에서도 공영방송이 계속해서 올드미디어로 TV 플랫폼에만 의존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공영방송의 위치 재정립은 기존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장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어. (편성기획 선임팀원 D)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접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

국의 방송 플랫폼 정책이 시장의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며, 공영방송 내부적으로

는 다매체 다플랫폼 편성 정책과 관련된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플랫폼 개발 전략은 기술본부 파트에서, 콘텐츠 편성 및 제작은 제작본부

와 편성본부 파트에서, 그리고 콘텐츠 판매/유통/홍보는 콘텐츠 사업 파트와 홍부 부서에서 개별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 부서 간의 유기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다플랫폼 편성 전략이 구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매체 다플랫폼 편성전략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콘텐츠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 편성, 홍보, 판매,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구. 그런데 지금은 만드는 사람은 만들라고만 하고,

팔 사람은 팔라고만 하고, 플랫폼은 따로 국밥처럼 놀고, 편성은 시청률 논리와 1,2TV

편성에만 관심을 두고... 콘텐츠 제작, 편성, 플랫폼 개발, 콘텐츠 사업,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 조직들이 워낙 폐쇄적이고 이해관계가 달라

커뮤니케이션도 쉽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다매체 편성전략을 만드는 것, 그 안에서 새로

운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 쉽지 않아. (교양PD J)

 2) 콘텐츠 및 채널 시장

  방송 플랫폼의 시장화에 대한 공영방송 편성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여기에는 공영방송의 폐쇄적

인 조직구조와 문화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콘텐츠 및 채널 시장의 변

화에 대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이 역시 플랫폼 시장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변인 사이에 큰 상관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환경이 급변했고, 지상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수많은 ‘언어’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선택은 여전히 지상파 콘텐츠(채

널)를 우선하기 때문이다44). 물론 다플랫폼 환경에서 수많은 채널들이 서비스되면서, 지상파 콘텐츠

44) 201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방송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

의 65.2%가 지상파를 우선 시청하고, 지상파에 볼 것이 없을 경우, 비지상파 채널을 시청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채널의 편성 제외 시 유료방송 이용자의 58.7%가 지상파 채널이 제공되는 플랫폼으로 전

환할 것으로 응답했다(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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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1 MBC 6.7 SBS 5.8 SBS 5.6 KBS1 5.5

2 SBS 6.3 MBC 5.4 MBC 5.5 KBS2  5.0

3 KBS1 6.1 KBS1 5.1 KBS2 5.3 SBS 5.0

4 KBS2 5.3 KBS2 5.1 KBS1 5.1 MBC 4.3

5 EBS 1.0 EBS 0.9 MBC드라마넷 0.8 EBS 0.8

6 투니버스 1.0 투니버스 0.8 EBS 0.7 YTN 0.6

7 MBC드라마넷 0.7 MBC드라마넷 0.8 KBS드라마 0.7 MBN 0.5

(채널)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전체 TV 콘텐츠 시장에서 지

상파 주요 콘텐츠(채널)가 가진 힘은 막강하다(닐슨코리아, 2012). 가령 가장 인기 있는 유료방송 채

널과 지상파 3사의 시청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상파 일일 평균 시청률이 평균 5~6% 수준이

라면, 유료방송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채널의 평균 시청률은 평균 1% 수준이고, 이들 채널

의 대부분 역시 지상파 계열사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의 위기가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에게 직

접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표 5-15>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채널 시청률 TOP 7

단위 : % (닐슨코리아, 서울수도권, 월~일 24시간, 가구 기준)

 * 자료 : 닐슨코리아(2004, 2007, 2010, 2013) 연간 시청률 동향보고서 재구성.  

 더 나아가 한국의 유료방송 채널 대부분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구매해 재방 편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KBS 내부 행위자들이 다채널화에 따른 시장화를 걱정할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이 시장화는 새로운 수익구조 마련의 발판으로서 반기면 반겼지, 위협요인으로 다가오지 않

는 것이다. <표 5-16>은 2010년 닐슨코리아에서 조사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 102개 중 시청률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채널들의 자체제작 비율과 국내 구매 비율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tvn과 YTN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널들이 국내 지상파 콘텐츠 및 해외 지상파 드라마나 영화 구매를 핵심 콘텐츠로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기존 지상파 독점 시대의 경쟁자였던 MBC, 

SBS를 제외한 다른 유료방송 채널(콘텐츠)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편성 전략을 고민할 

동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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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유료방송 PP 자체제작 비율 국내 구매 비율 국외 구매 비율

1 MBC드라마넷 16.5 83.5 -

2 SBS플러스 5.2 94.8 -

3 KBS드라마 - 98.3 1.7

4 tvN 66.0 6.0 5.0

5 채널CGV - 32.0 67.0

6 Tooniverse 7.8 29.8 62.4

7 YTN 93.5 1.9 -

8 코미디TV 1.2 93.8 -

9 E채널 98.0 -

10 OCN 30.2 68.2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상파 6 6 6 6 6 6 6 6 6 6

케이블 139 150 157 171 174 179 204 221 253 259

위성방송 - - - 109 108 177 205 205 224 213

 IPTV 채널 - - - - - - - 158 210 214

<표 5-16> 2010년 유료방송 PP 채널 시청률 및 편성 비율 

(단위 : %)

 * 자료 : 닐슨코리아(2011) 연간 시청률 동향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1a)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그렇지만 가구 시청률 1%도 안되는 채널이 수십, 수백 개 모여 집단으로 의미화 될 때, 그것의 영

향이 무시할 수준의 규모는 아니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유료방송 PP 사업자는 123개에서 

180개로 늘어난다(방송위원회, 2004a; 방송통신위원회 2013a). 이에 따라 채널수도 많아진다. 연 단

위로 얼마나 많은 채널이 방송 채널/콘텐츠 시장에 유입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치는 없

지만, 피플미터를 통해 ‘시청률’ 파악이 가능한 채널수는 케이블 플랫폼의 경우 2003년 139개 채널

에서 2012년 259개 채널로, 위성방송 플랫폼은 2006년 109개에서 2012년 213개로, IPTV 플랫폼

은 2010년 158개에서 2012년 214개로 증가했다. 단지 수적으로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PP가 대형화되면서, 그것이 방송 채널 및 프로그램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

다45).  

<표 5-17> 2003년~2012년 플랫폼별 채널수 변화 추이 (추정치)

* 주 1 :  채널수 = ∑ 해당 년도에 단 1분이라도 특정 채널에 도달한 수용자가 잡히는 채널

** 자료 : 닐슨코리아(2013a) 2003년~2012년 플랫폼별 채널수 연간 추이 자료.  

45) 현재 유료방송 PP의 상당수는 복수의 유료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MPP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가

령 2011년 말 기준 CJ계열 MPP의 보유 채널은 22개이고, 총 7개의 PP를 운영 중이다. 티브로드 계열의 

MPP 보유 채널은 10개이며, 총 4개의 PP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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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채널 수 채널

스포츠

06년 5개 KBS N Sports, MBC ESPN, SBS스포츠채널, SBS골프채널, JGolf

12년 8개
KBS N Sports, MBC Sports Plus, SBS Golf, SBS ESPN, 

JGolf, CAR/Sports, 스포츠원, 한국승마TV 

영화

06년 9개
XTM, 채널 CGV, Catch On, Catch On Plus, OCN, Super Action,

MBC무비스, Cinema TV

12년 16개

XTM, 채널 CGV, Catch On, Catch On Plus, OCN, Super Action,

cineF, SCREEN, 미드나잇채널, 엠플렉스, VIKI, 포커스 무비, SPICE TV, 인디필름, 

허니TV, 히어로TV, CNTV

어린이

06년 6개 애니원, 애니박스, 투니버스, JEI 재능방송, 대교어린이TV, Qwiny,

12년 11개
니켈로디언, 대교어린이TV,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박스, 애니플러스, 챔프

TV, 카툰네트워크, 투지버스, JEI 재능방송, KBS Kids,  

 이러한 유료방송 PP채널의 성장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KBS TV 편

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영화, 스포츠, 어린이 전문 채널이 단수가 아니라 복

수로 성장하면서, 그것은 KBS TV 편성에서 영화와 스포츠, 그리고 어린이 장르를 축소시키는데 결

정적 요인으로 작동한 듯싶다. 이것이 실제로 편성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2007년 <토요

명화>가 KBS2 채널에서 폐지되었고, 2002년 KBS N 스포츠채널의 개국과 맞물려 KBS1, KBS2에

서 ‘스포츠 뉴스’를 제외한 스포츠 중계와 구성 프로그램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2006년 어린이 드라

마가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문 유료방송 채널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표 5-18> 2006년, 2012년 스포츠, 영화, 어린이 전문 유료방송 채널 현황 

 * 자료 : 한국케이블TV협회(2007) 2007 케이블TV가이드, 한국케이블TV협회 홈페이지 채널현황 자료 참고.

 둘째, 2011년 3월 CJ E&M의 온미디어 합병과 같은 해 12월 종편 채널 개국은 유료방송 시장을 

주도하던 두 사업자가 합쳐지고, 저널리즘 시장에서 막강한 여론 영향력을 지닌 조선, 중앙, 동아일

보가 방송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상투적으로 이야기되던 ‘다매체 다채널 경쟁 시

대의 편성 대응’과는 다른 파급력으로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1년 CJ 

E&M과 종편 채널이 공격적으로 지상파 주요 제작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면서,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대책 회의가 펼쳐졌다. 그러나 종편 채널의 개국 등 유료 채널의 성장과 제작 인력의 유출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오기보다는, 간접적이면서도 시간적인 간극을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

고, 게다가 이들 사업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된 2012년의 성과는 KBS의 경쟁력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도 이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편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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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자극요소로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46) 

 한편 KBS TV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콘텐츠) 시장 요인은 비단 방송 시장에

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PC,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의 확산과 이들 서비스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콘

텐츠(채널)는 지속적으로 편성 행위자들의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외부 행위자 요인이

다. 이런 TV밖 콘텐츠들은 편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역시 그렇게 중요한 고려 요인으

로 작동하지는 않은 듯싶다. 물론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2004

년부터 2006년 사이 2TV를 중심으로 젊은 뉴스를 표방한 새로운 형식의 뉴스 프로그램이 신설되

고, 심층성을 강화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 포털 뉴스

의 성장으로 지상파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

었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강했다(KBS, 2004a, 2005a; KBS, 2004g, 2005g). 지식검색 프로

그램을 표방한 <스펀지(2003년)>, ‘리플달기’ 등의 장치를 통해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지향한 <상

상플러스(2004년)>, 시청자 참여를 강조한 <안녕하세요(2010년)>, 정치풍자 패러디물을 프로그램 

코너로 삽입한 <시사투나잇(2003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TV 밖 콘텐츠의 트렌드를 일정부분 

차용하며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KBS, 2003a, 2004a, 2010a).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이 KBS 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차용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TV 밖 콘텐츠(채널)에 대한 대응 수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TV 안 콘텐츠(채

널)의 시장화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다. 사실 이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할 방

법은 없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편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편성실무자, 제작진들은 공히 KBS 

편성과정에서 콘텐츠(채널) 시장의 변화 요인이 새로운 공익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로 재현해내고 있다. 조직문화에 배태된 과도한 통제 구조, 편성의 장기적 안목의 

부재, 자기 임기 내의 실적이 중장기적 공익 실천 방향 마련보다 중요한 경영진의 입장, 내부 편성과

정의 과잉정치화와 이것을 방조하게 만드는 시청률 지표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상파 

콘텐츠 현실 등이 외부 콘텐츠 시장의 시장화에 대응하는 KBS 편성과정의 수준을 무감각하고, 안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편성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장기적 안목으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순간순간 땜빵질 하는 느낌이 강하거든.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편성이나

46) 분석기간에 미친 가시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종편채널과 CJ E&M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2013년 이후, 

경쟁매체 요인이 KBS 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고 있다. 실제 2013년의 경우, 종편과 CJ E&M의 공격적 

투자로, 평일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KBS 시청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니

라 지상파 채널 전체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편성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고민되는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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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일선의 역량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문

화를 가지고 있고, 사장도 자기 임기(3년)내의 단기적인 실적에만 관심을 두잖아. 콘텐츠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때쯤이면 나는 없을 테니깐..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예능PD

L).

변화된 콘텐츠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리스크있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

가면서 KBS가 새로운 콘텐츠의 장을 열어나가야 해. 그런데 KBS 편성은 뭔가 리스크있

는 시도를 하지 않아. KBS가 챕터열기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과도한 필터링으로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교양PD J)

KBS 편성이 변화된 매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정치과잉 때문이라고 봐.

소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하게 되고, 결정과정도 주도하게 돼. 여기에 시청자,

시장 그런 것 없어. 물론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익, 방송문화, 시청자 이런

고민 해. 콘텐츠 시장에서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다 있다구. 그런데 조직의 문제인지, 과정의 문제인지, 관성의 문제인지, 편성과정에 들어

서는 순간 이런 질문들은 사라지고 영역 싸움이 시작돼.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야. 그게 보도든, 교양이든, 다큐든 드라마든 보

도, 제작부서는 대개 내 영역 넓히기, 지키기 싸움에 집중해. (편성기획부장 H)

   

 요컨대 콘텐츠(채널) 시장의 시장화 요인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고 확실한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지상파 콘텐

츠(채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새로운 플랫폼 내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공영방송

의 편성과정에 어떤 실질적인 자극제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KBS가 내부적으로 콘텐츠 시

장의 시장화를 공익 실천의 계기로 이어나가는데 있어 조직문화 등에 있어 중차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편성과정의 공익실천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3) 수용자 시장

 수용자 시장 역시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로 언급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내부 행위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프로그램을 평가

하고, 많은 경우 그 평가는 매일 아침 전달되는 가구 시청률에 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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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용자가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고민과 미디어 이용행태를 보이는지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고민

되거나 사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편성과정에서 수용자는 늘 추상적인 화두이며, 그것은 가구 시청률이라는 시장적 지표로 환원되는 

집단일 뿐이다. 아울러 시청률은 대부분 경쟁 채널과의 비교를 위한 지표로서 기능할 뿐, 시청률 자

체가 수용자를 이해하는 근거로서 인식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영방송 편성에서 핵심 관심 사항은 

동일 시간대에, 또는 동일 장르에서 프로그램들이 가구 시청률로 몇 등을 했느냐다. 만약 MBC, 

SBS보다 가구 시청률이 높다면, 대부분의 경우 편성과정의 의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여타 채

널보다 가구 시청률이 낮다면, 이것은 개편 시점마다 의제가 될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사라지고, 가구 시청률만 남게 된다. 결국 수용자는 여타 매체와의 경쟁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가구 시청률로서 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표 5-19> 평균 TV 시청시간, 인터넷 이용률과 모바일가입자 비율 변화 (2002년~2012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TV 시청시간 (분) 219 217 213 200 191 197 194 191 186 179 194

인터넷 이용률 (%) 59.4 65.5 72.7 73.5 78.1 78.8 81.0 81.6 83.7 83.8 84.1

모바일 가입자비율 (%) 69.7 72.1 78.1 81.2 85.0 93.4 95.5 100.0 105.4 108.1 110.4

 * 자료 : 닐슨코리아(2003~2013) 연간 시청률 동향 보고서, ITU 홈페이지 ‘Indicators Database’ 재구성. 

 한편 가구 시청률 이전에 TV 플랫폼에 대한 광고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되는 TV 시청시간의 변화와 

TV 광고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지상파 TV 광고 집

행 비중의 근거가 되는 지상파 점유율 수준은 편성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닐슨코리아 피

플미터기를 통한 전자식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세 이상 시청자들의 평균 TV 시청시

간은 2002년 일일 평균 3시간 39분에서 2012년 3시간 14분으로 약 25분 정도 줄어들었다. 이 감

소가 특정 세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감소다. 특히 지상파 TV시청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체 TV시청시간에서 지상파 TV를 시

청하는 시간의 점유율은 2002년 71.7%에서 2012년 54.6%까지 하락했다(표 5-20 참고). 이에 비해 

인터넷과 모바일 가입자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은 2002년 59.4%에서 2012년 

84.1%로, 모바일 가입자비율은 2002년 69.7%에서 2012년 110.4%로 상승한 것이다(표 5-19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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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지상파, 유료방송 시청시간 점유율 비교 

단위 :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TV 시청시간 219 217 213 200 191 197 194 191 186 179 194

지상파 

시청시간 점유율 (%)
71.7 67.7 65.7 64.0 63.4 63.5 59.8 57.1 57.5 55.3 54.6

유료방송 

시청시간 점유율 (%)
28.3 32.3 34.3 36.0 36.6 36.5 40.2 42.9 42.5 44.7 45.4

 * 자료 : 닐슨코리아(2003~2013) 연간 시청률 동향 보고서 재구성.

 이 변화는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지상파 수용자 시장의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공익실천이라는 논리보다 수용자 이탈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 최대 수용

자 확보라는 경제적 논리가 전면에 서게 되는 것이다. TV시청시간이 줄어들고, 지상파 점유율이 하

락하는 상황에서 예능과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재방 편성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어린이, 10

대, 젊은층의 지상파 TV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삭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전략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경제적 차원의 편성 목표가 사회문화적 차원의 편

성 목표로서 공익의 힘을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대략 다음의 이야기로 수렴되곤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변방으로 밀리고 축

소되는 것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제작자 입장이 아니라 편성이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채널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 프로그램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TV 시청패턴이 달라지면서 어린이들

이 지상파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어린이 시청자 규모도 줄고 있고, 제대로 만들

기 위해서는 제작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그러자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그렇다

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없애는 게 맞어. 그런데 공영방송이니깐 어린이를 놓칠 수는 없고,

관련 산업도 고려해야 하니깐 아예 외면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자꾸 방송시간을 줄이

고, 재방을 늘리고, 변방시간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누가 결정했느냐?

사장이 했겠어? 본부장이 했겠어? 상황이라는 거지. 이 상황은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구조는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겠다?

쉽지 않지. 세상이 바뀌었고, 그것을 바꿀만한 돈과 인력과 의지가 있느냐? 냉정하게 없

잖아. (노조 집행부 & 교양PD N)

 실제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수용자 시장 상황은 결코 공익실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

고, 이는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좀 더 가시화시키겠지만, 어린이, 10대,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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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의 소멸과 변방화로 이어진다. 이에 더해 시청자들의 파편화되고, 분극화되는 시청행태가 강

화되면서, KBS의 개별 채널들 역시 채널의 주시청층에 맞게, 특정 형식의 프로그램을 강화시켜나가

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인다. 1TV는 논픽션 포맷 중심으로, 2TV는 하이브리드 포맷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채널의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KBS 

편성과정 역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르, 포맷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용자 시장이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를 재현하는 시장 지표가 전체 매체 

이용 행태를 나타날 때보다 지상파 TV를 이용하는 수용자 집단을 나타낼 때, 지상파 TV의 이용행

태를 나타날 때보다, KBS를 이용하는 수용자 집단의 특징을 드러낼 때 좀 더 강력한 힘으로 편성과

정에 개입한다. 이렇게 개별 채널이나 프로그램 단위로 수용자를 이해할 경우, 그것을 재현하는 강력

한 지표가 바로 가구 시청률이다. 

 우선 채널 차원에서 가구 시청률을 통해 수용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경쟁 채널 대비 KBS 1,2TV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 지표는 채널 시청률이 하락할 때 편성과정에 상당히 큰 영

향을 미친다. 가령 KBS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하반기까지 KBS2 채널 경쟁력 강화를 목표

로 “K2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2TV 채널의 저조한 가구 시청률이었다. 

당시 2TV는 평균 5%대 초반의 가구 시청률을 보이며, MBC, SBS와의 시청률 차이가 1%p 이상 나

던 상황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평균 6%대 초반대의 가구 시청률을 보이던 1TV 평균 시청률이 

2005년 5.2%, 2006년 5.1%까지 떨어지자, KBS는 2006년~2007년 “K1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역시 출발점은 채널 시청률 하락이었다. 이러한 편성 프로젝트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채널 가구 시청률의 하락은 편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성산출

물 분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하겠지만, 2003년~2004년 사이 ‘K2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KBS2에 다수의 신설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그만큼 다수의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 같은 맥락에서 

2007년 ‘K1 프로젝트’와 함께 KBS1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폐지된 것은 모두 가구 시청률

을 높이기 위한 편성행위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KBS 내부 행위자들은 2007년 

KBS1 오전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 <TV 유치원>을 삭제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TV 평일 

저녁 시간대를 주부 대상의 종합매거진 포맷으로 재편시키는데, 이것 역시 모두 가구 시청률의 상승 

또는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편성행위의 결과였던 듯싶다.      

 물론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과정에 채널 가구 시청률이 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채

널 시청률 요인이 편성과정과 그 산출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채널 시청률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점이나, MBC, SBS에 비해 채널 시청률 순위가 크게 뒤쳐질 때에 한정되곤 한다. 더 나

아가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TV 매체의 속성 상 프로그램 단위를 넘어 채널 단위에서 가

구 시청률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채널 시청률은 그것을 견인해가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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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TV 시청률 35.5 35.8 35.5 33.5 33.3 34.6 36.0 36.1 36.6 35.6 35.1

지상파 TV 시청률 25.6 24.4 23.5 21.4 21.3 22.7 22.4 21.5 22.0 20.4 19.7

가구

시청률

(전시간대)

1TV
6.2 6.1 5.8 5.2 5.1 6.3 6.0 5.1 5.2 5.0 5.5

(3위) (3위) (3위) (2위) (3위) (1위) (1위) (4위) (2위) (3위) (1위)

2TV
5.5 5.3 5.2 5.1 5.1 4.9 5.0 5.3 5.4 4.8 5.0

(4위) (4위) (4위) (4위) (3위) (4위) (4위) (3위) (2위) (4위) (2위)

MBC 6.9 6.7 6.3 5.2 5.4 5.9 5.7 5.5 5.4 5.4 4.3

SBS 6.9 6.3 6.1 5.9 5.8 5.6 5.6 5.6 6.0 5.1 5.0

가구

시청률

(SA

타임대)

1TV
13.9 13.8 13.3 11.9 12.2 14.6 13.8 10.9 11.5 12.0 12.0

(3위) (2위) (2위) (4위) (2위) (1위) (1위) (4위) (3위) (2위) (1위)

2TV
11.5 12.0 11.9 12.1 11.0 10.0 11.0 12.0 12.9 11.3 11.6

(4위) (4위) (4위) (3위) (4위) (4위) (4위) (2위) (2위) (4위) (2위)

MBC 16.6 16.2 15.5 12.2 11.4 13.1 11.9 11.6 11.2 12.1 9.7

SBS 14.6 13.2 12.8 12.8 12.7 12.0 12.5 13.1 13.0 11.6 11.4

프로그램, 미니시리즈와 일일드라마, 주말연속극과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소수 프로그램(장

르)의 시청률에 종속적인 특징을 보이며, 편성변화의 효과로 그것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 논의의 시작에 있어 화두를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실제 편성과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그것의 영향이 적다는 이야기로 환원될 수는 없다. 가

구시청률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관행적인 수준에서 더 강

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청률 조사회사로부터 매일, 매주, 매월 전송되는 채널 시청률 수치와 

순위는 편성 행위자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이며, 이 일상적 습관이 편성과정의 공익실천

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가구 시청률이 시청자의 TV 시청 변화를 가장 비탄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노인과 주부 

집단의 시청행태를 가장 잘 재현하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 시청률로 채널을 평가하고, 공

영방송을 시청하는 수용자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외부 변화

에 가장 둔감한 방식으로, 또는 주부와 노인층 등 가구에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고, TV시청시간이 

많은 시청자 집단을 겨냥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과정이 이루어지는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하는 것이다. 

<표 5-21> 평균 가구 시청률 변화 

단위 : (%)

 * 자료 : 닐슨코리아(2003~2013) 연간 시청률 동향 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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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1>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상파 채널들의 가구 시청률 변화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MBC와 SBS의 경우 2002년 대비 2012년 채널 시청률이 20%p 가까이 

하락했고, 특히 주시청시간대의 채널 시청률은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

해 KBS1의 변화는 적다. 이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KBS1 편성과정이 공익 실천에서 수용자의 공명

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가구시청률이 가진 지표적 성격 때문인가?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지난 10년간 1TV는 편성구조와 내용에 있어 거의 유사한 패턴

을 보인다. 즉 새로운 공익 실천의 면모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

던 1TV의 가구 시청률 하락이 적었던 것은 공익실천에 일정부분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구 시청률 자체가 가진 지표적 성격과 상당부분 맞물린다고 판단된다. 즉 젊은층의 TV 시청시간

이 줄어들면서, 가구 시청률은 점점 더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TV 시청시간에 의존적이게 되고, 그 결

과 노년층 충성도가 높은 1TV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수용자

를 재현하는 방식이 가구 시청률로 환원되는 상황에서 노년층 중심의 1TV에 대한 수용자 평가는 

MBC, SBS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TV에서 새로운 공익 실천의 가능성은 점

점 더 줄어들고, 편성구조의 경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변화의 동기,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구 시청률”이라는 지표로 수용자 시장을 이해하는 구조 속에서 편성 변화의 필요성, 새로운 공익 

실천의 동기를 편성 행위자들이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2TV 역시 1TV와는 다른 맥락에서 지난 10년간 채널 시청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MBC, SBS 시청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10년간 2TV의 시청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그 결과 

지상파 4채널 중 만년 최하위의 시청률을 보이던 2TV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는 MBC, SBS와 

대등한 시청률을 보이기 시작한다.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2TV의 경우 

1TV와 달리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MBC, SBS와 

달리 가구시청률 하락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일정부분 편성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변

화는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편성산출물 분석에

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변화의 큰 방향은 가구 시청률과의 연관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주부들을 위한 편성존 확대, 그리고 가족형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확대였다. 

 가구 시청률이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채널 단위에서보다 프로그램 단위에서 좀 더 강력

하다. 편성과정에서 프로그램 폐지 결정의 핵심 논리가 바로 저조한 시청률이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 

기간 폐지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1TV 4.4%, 2TV 5.0% 수준이다. 존속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

률이 1TV 7.0%, 2TV 6.6%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폐지 프로그램의 결정에 있어 가구 시청률

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개편시 폐지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1,2TV 공히 첫 번째 검토 

사항은 그것의 가구 시청률과 점유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다. 시청률과 점유율이 낮은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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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1TV
폐지 프로그램 4.3 4.5 4.5 3.4 5.2 4.9 4.3 4.5 4.2 4.3 4.4

존속 프로그램 7.6 7.2 6.7 6.1 7.7 7.6 6.5 6.6 6.4 6.7 7.0

2TV
폐지 프로그램 6.7 5.6 4.9 4.9 5.4 4.6 5.6 5.5 3.4 3.8 5.1

존속 프로그램 6.8 6.6 6.8 6.3 6.3 6.4 7.1 7.0 6.4 6.5 6.6

시간대는 개편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다. 물론 폐지 검토 프로그램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중 

실제로 가구 시청률 때문에 폐지되는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가구 시청률이 낮다 하더

라도, 제작진의 교섭 능력과 편성장에서의 영향력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폐지가 보류 되거나,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특히 공익이라는 가치를 좀 더 강하게 배태하고 있는 1TV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가령 2005년 신설된 <한국 한국인>은 평균 3% 미만의 시청률

로 매 개편시마다 폐지 대상 프로그램으로 올라갔지만, 외부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

리를 KBS내에 소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7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TV책을 말하

다>, <클래식 오디세이>, <누가누가 잘하나>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 역시 평균 2% 미만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없앨 경우, 문화계, 이사회,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편성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특징을 보인다. <추적 60분>, <취재파

일 4321>, <시사기획 창> 등 국내 심층탐사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 <특파원 현장보고> 등 국제 

심층탐사 프로그램, <과학스페셜>, <역사스페셜> 등 전문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역시 대부분 1TV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 데 반해, 가구 시청률 관점에서는 평균 4~5%대의 낮은 시청률에 그치

고 있어, 시청률 관점에서는 폐지 검토 프로그램들이지만, 실제로 편성과정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폐

지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관련 제작국인 보도국과 다큐국이 KBS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히 시청률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평가해서는 안되는 공익

적 장르라는 관념이 논의의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경쟁력 차원에서는 당장 폐지가 필요하지만, 마땅

한 대안이 없어 지속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이러한 식으로 예외를 논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

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때로는 외부의 비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때

로는 대안이 없어,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존속되는 경우는, 시청률이 낮

아 폐지되는 빈도만큼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폐지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 논쟁의 시작점이 바로 가

구 시청률이라는 점에서 편성과정에서 그것의 영향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표 5-22> 폐지, 존속프로그램 평균 가구 시청률

  * 주 1 : 재방송, 특집, 드라마, 신설 프로그램 제외.

  ** 주 2 : 방송시간, 횟수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산술평균값.   

  *** 자료 : 닐슨코리아(2003~2013) 연간 시청률 동향 보고 (프로그램별 평균 시청률 자료), 

 닐슨코리아 시청률 분석 소프트웨어 Arian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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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청률 점유율 방영기간 폐지사유

03년

퍼즐챔피언 (우리말 겨루기) 8.5 17.5 10년 이상 현재 방영중

비타민 11.7 18.9 10년 이상 현재 방영중

성장드라마 반올림 8.2 18.9 3년 3개월 시청률, 청춘 드라마 포맷 삭제

일요일은  101% 6.2 9.6 11개월 선정성

성공예감  경제특종 8.5 15.1 11개월 시청률

TV오디션  도전60초 7.0 13.3 5개월 시청률

긴급구조 119 6.8 12.7 5개월 시청률

황정민의 인터뷰 2.8 4.3 5개월 시청률

TV교과서  학교야 놀자 6.0 10.4 6개월 시청률

황금의 시간 6.2 9.2 6개월 시청률

스펀지 15.3 27.2 8년 10개월 새로운 시즌 준비

04년

경제 투데이 3.1 4.5 11개월 시청률

시추에이션  콩트 방방 3.2 6.3 2개월 시청률

MC서바이벌 9.3 15.0 2개월 시즌 종영

KBS8뉴스타임 4.6 11.0 3년 10개월 시청률

공개수사 실종 7.6 11.2 4개월 선정성, 모방범죄 우려

속보이는 밤 7.3 11.2 5개월 시청률

무한지대큐! 8.9 18.1 5년 6개월 <생생정보통>으로 계승

대단한가족 2.6 5.1 6개월 시청률

해피선데이 8.7 15.3 8년 이상 현재 방영중

05년

웰빙 건강테크 3.9 9.6 12개월 시청률

영화 완전정복 6.5 12.3 3개월 시청률, 영화정보 프로그램 축소

이웃사촌  프로젝트 무지개 5.4 12.5 3개월 시청률

구수한세상누룽지 5.6 10.7 6개월 시청률

위기탈출넘버원 11.6 18.4 8년 이상 현재 방영중

 특히 광고 수익을 벌어야 하는 2TV SA타임대를 둘러싼 밤 시간대의 경우, 그 어떤 요인보다 가구 

시청률 그 자체가 편성변화의 핵심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2TV SA타임대 편성된 프로그램 중 시청

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존속한 프로그램은 정연주 사장 시절 2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

해 2004년 신설된 <KBS 8뉴스타임>을 제외하고는 없다. 적어도 이것은 2TV SA타임대의 경우 가

구 시청률이 프로그램 폐지 검토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2TV 주시청시간대 편성결정에 있어 가구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 준거틀임을 보여준다. 

<표 5-23> 2003~2012년 2TV 주시청시간대 신설 프로그램 및 폐지사유



- 188 -

06년

웃음 충전소 8.7 13.7 10개월 선정성

오천만의  일급비밀 7.8 16.9 16개월 평일 저녁 시간대 편성구조 변화

경제비타민 8.4 13.1 24개월 평일저녁 9시대 예능국 프로그램 축소

청춘드라마‘일단뛰어’ 4.8 7.5 6개월 시즌 종영, 이후 시츄에이션드라마 폐지

07년

특명 공개수배 7.0 10.3 10개월 시청률, 선정성, 모방범죄 우려

척 보면  압니다 5.0 12.4 4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1대100 9.6 14.6 6년 이상 현재 방영중

일일시트콤 5.9 11.4 8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08년

8뉴스타임 (폐지후 재신설) 5.7 9.5 19개월 시청률

8뉴스타임-수도권 3.1 4.7 19개월 시청률

박중훈쇼  대한민국 일요일밤 6.9 14.6 5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일일드라마 9.2 16.9 5개월 이병순 사장 취임 후 공영성 강화 개편

국민소통  버라이어티 뉴스왕 6.4 9.7 6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09년

천하무적  토요일 7.7 13.1 20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도전 디미방 4.4 6.5 3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대하드라마 천추태후 16.1 24.0 10개월 시즌 종료, 1TV 대하드라마 복원, 제작비

10년

생생정보통 8.1 15.0 3년 이상 현재 방영중

상상대결 4.7 7.2 5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명받았습니다 5.1 8.8 5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백점만점 5.1 9.9 6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명작스캔들 3.2 6.2 17개월 시청률

한식탐험대 7.1 10.5 12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감성다큐 미지수 5.1 7.8 12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11년

스타 인생극장 6.9 11.5 10개월 시청률

의뢰인 K 5.7 9.4 18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이야기쇼 두드림 5.7 8.5 19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TOP밴드  2.3 4.8 5개월 시즌 종료

생방송 세계는  지금 3.9 11.3 7개월 시청률

호루라기 6.7 9.8 8개월 광고 수익

자유선언 토요일 3.7 7.1 9개월 시청률

12년

불후의명곡2 10.6 19.0 1년 이상 현재 방영중

내생애마지막오디션 4.5 7.1 4개월 시청률

오감만족  세상은맛있다 4.6 7.3 9개월 시청률

일일시트콤 8.8 14.0 18개월 시청률, 광고 수익

 * 자료 : KBS (2002a~2013a) 봄/가을 프로그램 개편안: 개편 방향 홍보책자, 내부행위자 인터뷰, 

KBS (2003g~2013g) KBS 편성기획부 개편 관련 준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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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시장은 대부분 가구 시청률이라는 양적 수치

로 수렴된다. 가구 시청률은 채널 단위에서든 프로그램 단위에서든 그 수치가 가시적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광고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2TV SA타임대의 편성과정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가구 시청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구시청률은 

가구 단위의 시청행태를 측정할 뿐, 실질적인 수용자의 이용행태는 파악하지 않으며, (가구) 재택 시

간이 적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민감한 남성, 학생, 직장인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

다. 엄마, 아빠,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TV를 시청해도 그것은 한 가구로 계산되며, 할아

버지 한 사람만 TV를 시청해도 그것은 한 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TV를 떠난다 하더

라도, 한 가구 중 50대 이상의 장년층 한 사람만 TV를 보더라도 가구 시청률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젊은층의 TV 이탈로 노년층과 주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가구 시청률은, 2TV의 

주시청시간대를 주부들이 선호하는 장르, 포맷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

며,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노년층 충성도가 높은 1TV의 편성 유연성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듯싶다. 

 그래서 가구 시청률이라는 수용자 시장을 가늠하는 지표가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편성 행위자들이 생각할 때, 시청률로 재현되는 수용자 시장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시청률이 하락하는 특정한 국면, 특정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구 시청

률 자체가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 행위자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매우 강력하고 은밀하게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수

용자를 대표하는 방식의 수용자 지표가 아니고, 특정한 수용자를 과잉 재현한다는 성격 때문에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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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편성과정 2 : 내부 행위자들의 특징

<KBS 방송강령>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

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

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

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

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1990년 제정된 <KBS 방송강령>에는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도도한 자존심과 공익실천에 대한 결

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스스로를 자유언론의 실천자이자 전문방송인으로 규정짓고,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강령들을 제시해놓고 있는 것이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 공영방송 내부에 이

러한 기개와 의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KBS는 정부의 직간접적

인 개입에 따라 편성과정이 과잉 정치화되고, 내부 행위자들이 느끼는 ‘무력감’, ‘자기검열’, ‘좌절감’

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해 매체환경의 시장화를 공익 실천의 계기로서 이어나가

기에는, 외부의 변화가 어떤 자극제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조직문화 등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점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KBS의 편성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내부 행위자 차원에서 살펴본

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이 제대로 된 편성목표로서 기능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편

성과정이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서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일 때, 이에 더해 시장의 변화에 

휘둘리거나,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만족,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공영방

송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공영방송은 오로지 공익을 실천하는 방식에 의거해서만 사회구성원으로부

터 인정받는다. 현재 KBS는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정치권력과 시

장이 공익실천의 특징을 규정짓는 독립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듯싶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강

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은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이 조롱과 비판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내부를 향하기도 한다. 내부 행위자

들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바로 그 인식 속에는 독립성과 자율성과 창의성을 잃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방송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제정된 <KBS 방송강령>, 

그 안에 담겨있던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도도한 자존심과 공익실천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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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집적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KBS 편성과정 내

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장은 내부 행위자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 및 

성향은 어떠한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성격을 규명하

고, 편성과정 내부 단계의 세부 특징을 도출한다. 

1절. 내부 행위자들의 기능 및 성향

 미국 네트워크 TV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한 기틀린(Gitlin)은 TV를 만

드는 세상이 의외로 좁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알고 보면 

소수의 사람들과 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Gitlin, 1983).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편성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영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영

진을 중심으로 제작보다 더 작은 세상에서 만들어진다. 개별 프로그램 제작에는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스태프가 모인다. 여기에는 작가, 프로듀서, 배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며, 

연령대, 성별, 학력도 다양하다. 물론 프로그램 제작의 최종 의사결정은 프로듀서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가있지만, 프로듀서들은 작가와 각 영역별 전문 스태프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구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목소리가 반영되고, 자율성이 강조되며,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편성과정은 조직구조의 상층부에 소속된 소수 행위자들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편성과정에는 제작, 보도, 편성실무자 간 워크숍, 개편 소위원회, 편성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거친다. 그러나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오간 논의들이 편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영진 및 간부들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또는 

경영진들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리더십을 가질수록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반영될 개연성은 줄어들

게 된다. 이에 비해 상위 경영진 및 간부들의 생각은 거의 여과장치 없이 편성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편성과정에서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부분 사장 및 경영진의 성향에 의해 좌

우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편성과정은 사장 및 소수 경영진에 의해서만 독단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복잡한 체계적 속

성도 지니고 있다. 체계는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변주해가는 자기생산 논

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 논리에 따라 내부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진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

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를 사장(경영진), 편성실무자, 제작진, 이사회, 노조 및 직능단체

로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면서, 편성과정의 체계적 속성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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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체계가 사장 및 경영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주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내부 행위자의 기능 

 1) 사장 (경영진)

 

  편성과정은 내부 행위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현된다. 이 상호작용의 특징을 규정하

는 핵심 변수가 바로 사장이다. 지난 10년간 KBS에는 3명의 사장이 거쳐 갔고, 이들의 정치적 성

향,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에 따라 KBS 편성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요동의 중심에

는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정연주 사장은 취임과 함께 ‘독점에서 경쟁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라

는 세 가지 시대정신을 KBS에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정연주, 2003).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기 위해 KBS 사장의 ‘제왕적 권력’과 회사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 

경직화된 관료주의 조직의 폐쇄성을 혁파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사원들의 창의력과 독창력, 자율

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여러 문제점과 비판이 있었지만, 그의 ‘자

율성’에 대한 철학은 완고했다. 

나는 철저하게 자율권을 줬다. 9시 뉴스 큐시트도 안 봤다. 내가 보기 시작하면 그 자체

가 압박이다. 인사도 완전히 본부장들에게 맡겼고. 그래서 일부 개혁 성향의 후배들은 조

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대로 된 방송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불

만도 내비쳤다. 하지만 지금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조금 더디더라도 내부에서 개혁의

기운을 키우는 역량이 중요하다. KBS는 특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상하 수직적인 문

화가 뿌리박혀 있다. 이걸 수평적 관계로 가자면서 팀제를 도입해 중간 간부 1200명 중

에 1000명의 자리를 없앴다. 그러다보니 인심 다 잃고,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때 내가

느낀 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였다. 14년 끊었던 담배를 그때 다시 피웠다(정연주,

2011).

 그는 독재 유신정권 시절 언론탄압에 저항하며 언론 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해직기자 출신이자, 자

신이 옳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모르는 뚝심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에게 ‘언론의 자

유’란 일체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원칙이었다. 사장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 속에, KBS 편성

실무자, 제작진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자율’을 경험한다. 게이트키핑은 줄어들었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의견, 아이디어들이 편성과정에 구현되는 경우 역시 전에 없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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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편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시킬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당시만 

하더라도 보도, 제작, 편성을 총괄하는 책임자들(편성본부장,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이었다. 사장을 

보좌하는 방송 부사장의 경우 이 시절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었던 듯싶다. 사장 스스로가 ‘자율

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사장을 보좌하는 부사장이 편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았

던 것이다.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편성을 결정짓는 편성제작회의를 매주 주관하고, 개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공식적 보고를 듣고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기능이 내용적인 개입으로 이어지

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편성기획팀장 C).  

 사장과 부사장의 개입 정도가 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은 보도, 제작, 편성을 총괄하는 본부장들과 이들 밑에 자리한 팀장급들 밑으로 분화된

다. 특히 이 시기에 본부장들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힘은 상대적으로 컸다. 보도본부장의 경우 KBS 

뉴스와 심층취재물 편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제작본부장의 경우 교양, 다큐, 예능, 드라마 장르

를 아우르며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선택 및 개발 등의 과정에, 편성본부장의 경

우 다큐와 교양 장르 중심의 프로그램 개선과 개발, 그리고 전체 채널 편성방향 수립과 프로그램들

을 선택, 조합, 배치하는 개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

율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하위 부서와 제작진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배분하

는 특징을 보인다(편성본부장 A). 이 권한의 배분은 2004년 팀제 개편과 맞물려 극화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정 부분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게이트키핑 기능이 약해지고 오랜 경험과 노하

우가 축적된 CP 중심의 제작 체계가 흔들리면서, 자주 프로그램은 편파성,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것

이다. 이때의 분위기에 대해 당시 본부장과 팀장 자리에 있었던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자율성 매우 높았어. 거의 편성이나 제작에 간섭이 없었으니깐.. 그런데 이 자율성이 제

작일선에서 개념적으로 잘못 와전되어 해석된 것 같아. 이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집단

의 자율성으로 읽혀야 하는데, 개별 제작자의 자율성으로 해석된 거야. 그러다보니 선배

들이나 CP들이 이것 좀 위험하다, 이것 좀 수정해야겠다, 이것 좀 보완해야겠다 이야기

하면 바로 자율성 침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졌어. 그러다보니 선배들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보정 없이 방송되기도 하고, 사회적

으로 논란이 될 위험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방송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편성본부장 A)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다수 시험되기도 했지만, 역설적

으로 프로그램의 품질에 있어 편차가 커졌어. 도제 문화가 그 시절에 없어졌지. 선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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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방송을 하면 모든 팀이 함께 모니터를 했어. 그

런 문화가 사라진 게 ‘자율성’이 극대화되었던 2000년대 중반 같아. 프로그램에 대한 진

지한 토론이 사라진 거지. 이게 토론이 아니라 평가와 통제와 간섭으로 읽혔거든. (편성

본부장 F)

방송사 창작은 도제시스템이야. 영국도, 미국도 제작시스템의 중심은 CP야. 그것을 깬 것

이 팀제 개편이야. 난 정연주 사장을 좋아하지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봐. 그 시

스템은 피디 한 명 한 명을 모두 독립제작사들로 만든 거야. 능력 있는 제작진이 있고,

능력 없는 제작진이 있어. 다 독립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집단이 아닌 거야. 그

래서 CP들이 급하면 원고도 수정하고, 편집도 도와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하는 거야. 그

렇게 피디들이 훈련되고, 프로그램 퀄러티도 안정적으로 보정이 되는 거야. 팀제는 이 도

제시스템을 깬 것인데 실수였어. 거버넌스 혼란도 여기서부터 온 측면이 있어. (부사장

E)

   

 실제로 당시 자율성을 강조했던 정연주 사장의 철학은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두 가지 흔적을 남긴다 

한편으로는 의사결정단계수가 줄어들고, 제작 자율성이 늘어나면서 기존과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들

이 다수 편성되었으며, 그것은 공익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게이트키핑의 실패와 그것의 결과로서 편파성 논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

서, 공영방송이 이념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2008년 

정권 교체와 정연주 사장 해임이라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게이트키핑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취임한 이병순 사장은 KBS가 지난 몇 년간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

롭지 못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과다한 

오락성과 선전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사후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프로그

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프로그램은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천명한다. 이에 더해 제작비의 거품을 

걷어내고,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배제할 것이라고 지적한다(이병순, 2008). 

이는 한마디로 프로그램 통제 및 심의 강화와 효율성을 주된 편성과정의 논리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이병순 사장은 1977년 KBS 기자로 입사하여, 파리특파원, 취재주간, 대구방송총국 총국장, 뉴미디

어본부 본부장, KBS미디어와 KBS 비지니스 사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KBS 최초의 내부 승진 사장

이다. 그는 KBS 내부에서 ‘냉혈한’, ‘외골수’, ‘독일병정’ 등 수많은 별칭이 회자할 정도로, 매사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논리적 조율이 아니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었다(  

오흥택, 2008; 최영진, 2008). 그는 결재서류의 문서양식, 보고형식, 맞춤법, 오타 등을 꼼꼼히 지적

하고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관료형 리더였고, 무엇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장이었다. 

그 결과 이병순 사장 취임 후 편성제작회의, 개편 등 편성의 일상적 업무들은 사장의 직접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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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 통제는 수많은 문서행위들로 연결되었다. 제작비, MC, 기획의도 등 구

체적인 편성 사안까지 사장이 챙기기 시작하면서 편성결정은 자주 늦어졌고, 사장의 결정이 늦어지

면서 개편작업은 개편 직전까지 비공개로 이루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편성과 제작

진 사이에 극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작일선에서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제

작비 문제로 제동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로 나타났고, 제작비 절감을 위해 작가를 대신한 ‘PD 집필

제’를 추진하다, 작가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병순 사장 시절, 방송 부사장 이하 제

작본부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은 사장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편성 

전략 개발보다 수많은 결재문서의 검토, 근거자료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했다. 그리고 이보

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능단체, 노조, 제작진,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과 반발에 대응하는 것

에 보내야했다. 이때의 분위기에 대해 당시 본부장이었던 한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이병순 사장은 돈이 최우선이었어. 돈 많이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해. 해외취재 없애라, 작

가 없애라, PD를 돈 많이 쓰는 사기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매번 편성제작회의

때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빨간 사인펜으로 쫙쫙 그으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차마고도>, <누들로드> 후속으로 PD 몇 명이 1년 넘게 기획

한 프로그램을 답사 비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엎어버리는데.. 사실 그건 KBS의 간판 프로

그램이잖아. 그런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 누구도 임원회의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제작진들이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병순 사장

이 했던 작업들이 100%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몇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PD들 다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출을 줄이는 게 공영방송 편성의 최대 목표가 되니... (편성본

부장 F)

 이병순 사장은 효율성과 제작비를 근거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본

인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철저한 위계적 통제 구조로 공익 실천의 토대가 되는 자율성을 현격히 떨

어뜨린다. 이에 더해 정연주 사장 시절에 논란이 되던 프로그램의 폐지,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와 낙

하산 사장 취임 반대를 표명했던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대대적 징계, 평소 한나라당 지지를 

공언해온 인사들의 주요 보직 임명 등이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KBS 경영진과 노조/직능단체의 대립, 

편성과 제작진의 갈등,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 사이의 불신의 벽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순혁, 2009). 그리고 이것은 정치체제 하에서 자주 나타나던 정치적 갈등 구조가 공영방송 편성

과정에 그대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편성과정의 과잉 정치화, 그리고 위계적 관료주의의 강화는 김인규 사장이 들어선 이후 더욱 커지

는 모습을 보인다. 김인규 사장은 이병순 사장과 마찬가지로 1975년 KBS 기자로 입사하여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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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리를 거친 인물이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방송인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다. 경기고를 거쳐 서울

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KBS 내부에서 기자로서 거칠 수 있는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후 LG 상남

재단 이사, KBS 이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DTV 코리아 회장, 고려대 석좌교수, 성균관

대 초빙교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전략실장으로 활약했다. 늘 성공가도를 

달린 그의 커리어 때문일까? 그의 이미지와 언어에는 늘 자신만만함이 따라다닌다. 

일부에서는 제가 KBS를 장악하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저는 KBS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대선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 입맛에 맞게 방송을 마음대로 만들고 방송을 좌지우지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지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간다 생각하면 가차 없이 비판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받아들이겠

습니다. 마음을 확 열고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 사람인가는 후배들

이 더 잘 압니다. KBS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김인규입니다. 어떻게 하면 KBS

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온 김인규입니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2009년 김인규 사장 취임사

中).

 그는 확실히 정연주, 이병순 사장과 다른 스타일이었다. 정치적 독립성, 수신료, 품질, 다매체 다플

랫폼 전략 등 KBS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본인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성공경험을 기초로 말했고, 자신만큼 KBS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논

의를 이끌어나갔다. 그는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신만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그의 경영방식은 다분히 권위적이었다. 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는 대부분 ‘사장’이 말하고, 

‘임원진’들이 듣는 장이었다. 직원과의 대화와 만남을 자주 진행했지만, 그는 이들의 뜻을 자신의 뜻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다. 조직 개편의 근간이 되는 24억을 들인 BCG 컨설팅 

진단은 사실 게이트키핑 강화, PD저널리즘 축소, 편성본부의 기능 약화, 예능, 드라마 편성 축소 등 

김인규 사장의 평소 방송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주문식 컨설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김도영, 

2010). 누구의 지시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오더성 프로그램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달되기 시작했

고 정부와 여당이 불편해 할 것 같은 이슈들은 프로그램 아이템에서 제외되거나, 방송 취소되었으며

(홍경수, 2012), 정치권의 외압이나 로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곽상아, 2011). 그런 결정들에 김인규 사장 스스로는 ‘자기는 모르거나 상관없는 일’이라 

일관했고, 사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편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온전히 방송부사장,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 편성센터장의 몫이었다. 사장은 이들의 인사권과 임기 이후의 자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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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었고, 그렇다면 사장에 대한 충성경쟁과 암묵적 동조가 공공연히 나타났을 것이라고는 어

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시 방송 부사장 이하 본부장들이 온전히 사장의 통제 하에 놓여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는 이병순 사장 시절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사실은 적어도 편성에 있어서 사장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부분적이고, 많은 부분은 방송 부사장 이하 본부장의 권한 아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때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편성의 변화를 꾀하기도 했으며, 

일상적인 편성제작회의를 통해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편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

다. 특히 김인규 사장 시절의 경우, BCG 컨설팅 진단 이후 편성본부가 편성센터로 그 위상이 격하

되면서, 기존의 편성본부장이 했던 역할을 방송 부사장이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방송 부사장의 의도

와 기획이 편성 상에 구현되는 빈도는 높아졌다. 이에 더해 제작본부장과 보도본부장 역시 지속적으

로 편성과정에 개입하면서,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사장의 결정이었든, 부사장의 의도였든, 아

니면 본부장의 결정이었든, 대부분 1~2년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

이 있겠지만, 방송부사장 이하 경영진들이 편성과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편성과정의 

정치화, 이를 촉발시킨 사장의 정치적 욕망과 권위적인 경영방식, 이에 대한 제작진과 직능단체 등의 

지속적인 반발 등이 중층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경영진에 참여한 인터뷰 대

상자는 이 시기에 가장 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것은 편성도, 프로그램도 아니라, 정치적 독

립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이었다고 언급한다. 

내가 부사장일 때, 지배구조로 발생하는 소모전이 굉장히 컸다고. 내 시간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나, 편성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여기에 바칠 수밖에 없었

어.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어. 밑에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밑에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야. (부사장 E)

 방송부사장 이하 본부장들이 프로그램 아이템 선정과 배제, 개편의 방향과 목적, 특집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등 다양한 편성이슈와 관련된 논쟁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을 때, 김인규 사장은 특유

의 자신감으로 KBS가 자신의 뜻대로 변화될 것이라 확신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불도저처럼 제거해가고자 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주당 대표

실 도청 사건이 일어난 것 역시 사장의 이런 성향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쇼맨십이 강하고, 친화력이 좋아, 외부

의 청탁을 거절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수많은 청탁, 민원들을 들어주는 창구로서 KBS를 수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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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 그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 진심으로 믿었던 듯싶다. 

 그런 그의 행보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김인규 사장 본인이 아니라 여타 내부 행위자들

이었다. 그의 임기 말인 2012년은 파업의 해였다. 그 파업을 촉발시킨 것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불도

저처럼 밀고 나가는 김인규 사장의 스타일,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빈곤한 철학,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KBS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확신, 

자신만큼 공영방송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자기에 대한 무한 긍정이었다. 김인규 사

장 재임 기간 내내 예산은 방만하게(과시적으로) 집행되었고, 그 예산은 새로운 공익 실천과 무관한 

민원성, 오더성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제작진들은 기수별

로, 직군별로 모여 ‘제작 자율성 침해’와 관련한 성명서를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다보니, 더 이상 그것이 이상한 일로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갔다. 

수시로 불거지는 제작 자율성 침해에 분노도 지쳐간다. 제작과 보도를 막론하고 쑥대밭

이라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다. 현장에 있어야 할 PD/기자들에게 어느덧 성명서 쓰는 일

이 일상이 되었다. 그래서 역으로 요청한다. 이제 대화합을 강조하지 말라. 징계의 칼춤

은 계속 추시라. 조직내부의 깊은 상처와 불신의 간극은 더욱 키우시라. 기왕에 높이 든

승자의 축배를 맘껏 즐기시라. 그래야 우리도 털끝 같은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그 축배

가 독배의 다른 말임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수 있다. 한 시인이 말한다. 모두 병들었

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미련한 우리는 아프다. 길을 걷다가. 현장에서 인터

뷰를 하다가. 뉴스를 보다가. 돌연 욕이 나오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우리는 병들었고 아

프다. 추적 60분 제작진 몇몇의 인사위원회 회부 소식에 달린 한 선배의 절절한 댓글에

다시 가슴이 먹먹하다. ‘정말로 정말로 후배들에게 이러는 것 아닙니다.’ 부탁한다. 경고

한다. 당장 멈추라 (2011년 1월, 29기 이하 PD 성명서 ‘부탁한다, 경고한다, 당장 멈추

라’).

 그와 중에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누군가는 징계를 당했으며, 그 승진과 징계의 근거로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나 ‘공영방송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사명, 윤리 의식’ 등이 어떤 기준점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위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사장이 알아서 직접

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그리고 그에 의해 발탁된 인사들이 집권 세력, 사장과 거의 유사한 가치체계로 

상동하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편성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 ‘사장’이 있는 것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장이 실제 편성과정이나 그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 프

로그램의 개별 아이템 또는 시사, 뉴스 중심의 주요 프로그램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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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연도 논란 사례 논란 쟁점

정연주

03년 

▫ <인물현대사>, <한국 사회를 말한다> 편파성 논란

 - <인물현대사 (문성근 MC)> MC 논란

 - <한국사회를 말한다>  송두율편 논란

편파성

이념성

공정성

04년

▫ 탄핵방송 편파성 논란

▫ <미디어포커스> 편파성 논란

 - ‘언론개혁시리즈’ 사실 왜곡 논란 

  - ‘주류 신문 공격’, ‘노무현 정부와 좌파 언론단체의 나팔수’ 등의 비판 

05년

▫ <시사투나잇>  편파성 논란,

  - <시사투나잇> ‘헤딩라인 뉴스’ 코너, 한나라당 의원 얼굴 누드그림 합성해 방영

  - 편향적, 자극적이라는 논란

바로 이러한 소수의 프로그램들이 KBS 편성과정을 정치화시키고, KBS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사장의 변화에 따라 편성과정과 내부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 잠정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KBS 편성 역사의 많은 

시간은 사장을 임명한 정부의 성향, 정부의 성향과 상동하는 사장의 가치 철학, 그리고 이 가치 철학

에 충성하거나 동조하는 경영진과 중견 간부들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정

치권력이 공영방송 사장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담보해주는지,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이 어느 정도

의 자율성을 밑에 허용하는지에 따라 편성과정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적어도 지난 10년을 평가할 때, KBS 내외부적으로 사장의 편성 자율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정연주 사장 시절보다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에 집중되어 있다. <표 6-1>은 2003년 이후 KBS 

내외부 언로를 통해 논란이 된 편성과정 사례다. 정연주 사장 시절의 경우, 적어도 편성과 관련한 

KBS 내외부적인 논란은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한국 사회 말하다> 등 소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었고, 논란의 쟁점 역시 편파성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리고 이들 프로

그램이 쟁점화된 사례들은 대부분 사장의 의도에 의해 나타났다기 보다는, 제작진들의 과도한 자율

성과 의욕이 빚어낸 실수들, 그것을 게이트키핑하지 못한 중간 단계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이에 비해 이병순 사장 시절과 김인규 사장 시절의 편성 논란은 프로그램, MC, 작가, 제작비,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 등 매우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 사항 역시 정치적 독립성, 편성과정의 

비민주성(독단성, 사장의 전횡), 공정방송 등 다양해졌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의 핵심에 사장의 의도

와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연주 사장 시절의 문제와 다른 성격을 지닌

다. 이병순, 김인규 사장의 편성 쟁점 사항들은 많은 부분 사장의 과도한 편성 개입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표 6-1> 편성과정 논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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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순

08년

▫ 2008년 프로그램 개편 밀실 개편 및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 논란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주례 연설 정례화(라디오) 논란

▫ 진보적 MC 교체 논란 : 시사평론가 정관용(프레시안 이사), 

                        가수 윤도현(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참석) 하차  

정치적독립

비민주성

정당성

공정성

효율성

09년

▫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논란 : <오천만의 아이디어로>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방송 논란 : 과도한 게이트키핑 

▫ 국내 시사프로그램 <시사 360> 폐지 논란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제 사회를 맡은 김제동씨 <스타골든벨> 하차 논란 

▫ PD집필제 논란:  경비절감 목적으로 작가를 해고하고, PD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도

록 하는 개편안 마련

▫ 다큐 대형특집 프로그램 전면 취소 논란 : 효율성 논리

김인규

10년

▫ 정부 홍보성 특집 프로그램 강화 논란

 - 2009년 11월~2011년 3월 특집 177편

 (헌혈, 발열조끼 등 각종 모금 방송 39편, G20 홍보특집 45편, 천안함 특집 15편)  

▫ <KBS스페셜>팀 과도한 오더성 프로그램 지시 논란 : 아이템 기획을 하는 ‘스페셜위

원회’는 일선 피디들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 MC 선정위원회 조직 논란: 진보적 인사들의 방송출연 문턱을 높여 놓음. 

▫ 사회참여 연예인 MC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존재유무 논란 : <다큐멘터리 3일> 

김미화 내레이션에 대한 사장의 문제제기와 김미화가 트위터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

한 문제제기

▫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 논란 : 편성과정 논란

▫ 정부 정책 감시 비판 프로그램 방송 보류 논란

 - 12월 14일 “8일 방송 예정이던 ‘추적 60분_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정치적독립

정부홍보성

권위주의

국가주의

비민주성

공정성

11년
 ▫ 불공정보도 논란 

 ▫ 이승만 특집 방송 일정 관련 논란 

12년
 ▫ 언론노조 KBS 본부 ‘공영방송 복원’ 총 파업   

 ▫ <추적 60분> 제작자율성 논란 : MBC 파업 사태 취재 불가 논란  

  * 주 1 : 사장 이름과 KBS 편성을 조합으로 하여 ‘카인즈’, ‘KBS 노보’, ‘협회보(PD협회/기자협회)’ 검색 

           (검색키워드 : 사장 이름 + KBS 편성)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이병순, 김인규 두 사장이 공히 KBS 내부에서 발탁된 기자 출신의 사장이

라는 것과 일정부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1973년 공사 전환 후 선임된 KBS 사장 중 

KBS 내부 인물이 선임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표 6-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기의 KBS 사장은 정치권 인사들이 차지했으며, 민주화 이후 KBS 사장은 홍두표 사장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신문기자 출신이었다, KBS 내부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2008년 8월 이후부터이며,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편성과정에서 내부 행위자들이 체감하는 사장

의 영향력은 커지고, 편성에 대한 논란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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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취임시기 취임기간 이전 경력

홍경모 1973.2~1979.2 6년 문화공보부 차관

최세경 1979.2~1980.7 1년 5개월 부산일보 기자 출신, 8대, 9대 국회의원

이원홍 1980.7~1985.2 4년 7개월 한국일보 기자 출신, 대통령비서실 민원 수석

박현태 1985.2~1986.8 1년 6개월 한국일보, 서울일보 기자 출신, 문화공보부 차관

정구호 1986.8~1988.11 2년 3개월 서울신문, 경향신문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서영훈 1988.11~1990.3 1년 4개월 흥사단공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기원 1990.4~1993.3 3년 동화통신, 조선일보 등 기자 출신, 서울신문사장

홍두표 1993.3~1998.4 5년 1개월 동양TV PD, 동양방송 방송담당 사장

박권상 1998.4~2003.3 5년 합동통신,동아일보 기자출신(해직 언론인), 시사저널 주필

서동구 2003.3~2003.4 1개월 경향신문 기자 출신, 노무현 대통령 대선 언론고문

정연주 2003.4~2008.8 5년 4개월 동아일보 기자 출신(해직 언론인),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이병순 2008.8~2009.11 1년 3개월 KBS 기자

김인규 2009.11~2012.11 3년 KBS 기자

길환영 2012.11~현재 KBS PD

<표 6-2> 역대 KBS 사장 명단 및 경력 

 *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명정보 참고.

 KBS 거버넌스 구조에서 사장은 늘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편성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제도적 상수라면, 정치권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사장이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는 임명된 사장의 개인적 성향 및 철학, KBS 조직 문화, 외부 환경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2008년 이후 사장의 영향력이 커진 것에는 (또는 커졌다고 인식되는 

것은), 1970년대~1990년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에서 성장한 KBS 기자출신들이 사장으

로 임명된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듯싶다. 물론 이보다 더 큰 영향은 KBS를 둘러싼 정치문화적 

성격이겠지만 말이다. 

 KBS 외부에서 사장이 선출되는 경우, 사장의 조직 장악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내부 전문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연주 사장 시절 내부 행위자들은, 다양한 공식

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사장에게 내부 사정과 맥락을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47) 이에 비해 KBS 기자 출신이면서, 다양한 내부 조직을 오갔던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사장의 경우, 이미 내부 상황에 충분히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권위주의 

47) “정연주 사장이 방송전문가가 아니잖아. 아무래도 밑에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발언권과 의사결정권한이 

있었지. 그때는 신설 프로그램 대부분이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의 의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았

어.” (편성본부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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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한국 기자 조직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편성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소위 내가 더 잘 아는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느냐는 접근이었다. 

 요컨대 KBS 편성과정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있어 사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사장이 편성의 자율성

을 허용하는 분위기라면 좀 더 다양한 공익실천이 밑으로부터 가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사장의 통제 영역,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넓어지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편성과정을 주도한다면, 이에 더해 사장이 정치권력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면, 편성과정은 과잉 정치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익 

실천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관찰과 근거가 쌓여야겠지만, 권위주

의 시대에 KBS내에서 커리어 경로를 쌓은 이들이 사장으로 발탁될 경우, 그것은 오히려 편성과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듯싶다. 그들 스스로가 KBS 내부를 너무도 잘 알

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작동하던 그 공간에 이미 순치되어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고, 권한을 배분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편성실무자/제작진

 사장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느냐에 따라 편성, 제작진들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힘은 달라진다. 

그러나 이들의 편성행위가 전적으로 사장의 영향력에 묶이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150여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편성 현장에서 사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관심을 두는 편성이란 1TV를 중심으로 뉴스와 시사다큐교양 

장르, 그리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K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명시하는 특집 프로그램 등 

일부 장르와 시간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더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 영향력이 

하락하면서, 광고수익, 시청률 등 시장지표가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결과 사장이 예능과 드라마 장르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거기에서 KBS 편성장은 크게 두 개의 하위장으로 구분되고, 이 하위장의 성격에 따라 편성, 

제작진의 역할과 기능도 분화된다. 첫 번째 하위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장 등 경영진으로

부터의 자율성, 그리고 공익 가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 가치의 구현

이 중요한 공간이다. 제작진 중에서는 교양, 다큐,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부 행위자들이, 

편성실무자 중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기획, 선정, 배치를 결정하는 내부 행위자들이 이 장에 소속된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시민사회의 



- 203 -

조직 주요업무 주요 관련부서 주요가치 하위장

보 도

본부

뉴스/탐사보도/스포츠뉴스(중계) 기획, 편집, 
제작 및 진행, 뉴스 및 보도프로그램 
전략기획
중장기 보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개선

보도전략기획

뉴스제작 

취재

시사제작

스포츠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다원성

민주주의에의 

기여와 관련된 

하위장

제 작

본부

다큐멘터리/예능/교양/드라마 기획,개발,제작, 
편집
중장기 프로그램 기획, 개발, 제작, 편집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시스템 개선 

교양문화

기획제작

예능

드라마

차별성, 

경쟁력, 

혁신, 

문화적수월성

문화콘텐츠 

혁신과 관련된 

하위장

편 성

본부

편성, 콘텐츠사업, 뉴미디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편성기획

1TV 편성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민주주의에의 

기여와 관련된 

성숙에 기여, 다원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되는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상당부

분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의지와 상동한다. 이 하위장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은 

경제적 성공보다 상징적 권위와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만큼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및 비평가의 평가, 프로그램 수상 여부 등에 민감하다. 사장의 편성과

정에 대한 영향력은 이 공간에서 주로 나타나고, 이 영역에서 사장과 정부의 통제가 가속화되면, 권

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무력감과 냉소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하위장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공익 가치 측면에서 변

화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명할만한 편성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

는지가 중요한 공간이다. 제작진 중에서는 예능, 드라마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부 행위자들이, 

편성실무자 중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기획, 선정, 배치를 결정하는 행위자들이 이 장에 포함된 주체

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차별성, 경쟁력, 혁신, 문화적 수월성, 승수효과 

등이 강조되는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은 상당부분 시장의 변화에 의해 규정되며, 그 

결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하위장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은 

무엇보다 가구시청률을 중시하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구시청률이 주부, 노년층에 수렴되

면서, 이들의 편성행위 역시 동일한 타겟, 유사한 내용으로 균등화, 동질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

는 상황이다.  

 이 두 개의 하위장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이에 따라 각 공간에 자리한 편성, 제작진의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표 6-3>은 현재 KBS에서 편성, 제작진이 조직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양상

과 그것이 앞서 설명한 두 개의 하위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6-3> KBS 편성/제작 관련 부서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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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의 기획 전략 총괄, 
TV프로그램 제안공모,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총괄, 
중장기 방송정책 및 연간방송 기본계획 수립, 
매체별 편성 전략 통합 및 조정,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편, 
편성제작회의 운영, 
방송의 운행, 스파트 제작, 외주프로그램 
기획․제작 

외주제작 

(교양, 다큐)

불편부당성

다원성
하위장

편성기획

2TV 편성

차별성, 경쟁력, 

혁신, 

문화적수월성

문화콘텐츠 

혁신과 관련된 

하위장

 * 자료 : KBS 직무규정, KBS 홈페이지 조직 및 인원 소개 참고.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편성/제작진은 크게 세 가지 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뉴스, 심층취재물, 스포츠 

등 세상에 발생하는 이야기를 기획, 취재, 제작, 편집, 진행, 개발하는 보도본부,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등의 유형 속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작, 편집하는 제작본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전달된 이야기를 분석, 평가하며, 

새로운 이야기와 이슈를 찾아내고 기획하는 편성본부가 그것이다. <표 6-3>에는 현재 KBS의 공간

이 제작본부, 보도본부, 편성본부 세 축을 토대로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방식과 하위 조직별 주요 기

능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본부가 세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다. 뉴스제작

국에서 뉴스를 만들고, 드라마국에서 미니시리즈를 만들고, 예능국에서 버라이어티를 만들고, 편성국

에서 개편을 준비한다는 것은 동어 반복적이면서 동시에 편성과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들 조직이 연계된 하위장의 성격 변화에 따라 편성과정에서 내

부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KBS의 경우 역사적으로 편성과정에서 제작본부와 보도본부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 두 공간은 

KBS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책임졌고, 이들 프로그램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역시 

매우 컸다. 이에 KBS 사장이 KBS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이 두 본부의 장

악력, 또는 이 두 본부에 자율권을 주는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전후다. 매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주 제작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제

작본부와 보도본부가 독점하던 편성과정의 영향력이 일정부분 편성본부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체 방송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제작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외부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배치하는 

능력, 더 나아가 좀 더 중장기적 매체 전략을 마련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

이다. 전체 KBS 조직에서 편성본부가 최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본부 내에 편성기획, 1TV 편성, 

2TV 편성, 외주제작 등이 하위 부서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

발, 예산, 리소스, 평가의 기능을 편성본부로 이관하고, 본부장과 중간 간부급으로 그 시대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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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인정받던 A급 제작진들을 선정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중반 KBS 편성본부는 제작본

부, 보도본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다고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편성본부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표 6-3>에서도 나

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KBS 조직구조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기능은 보도본부, 제작본

부, 편성본부에 걸쳐져 있다. 이에 따라 보도와 편성, 제작과 편성, 그리고 보도와 제작은 늘 한정된 

리소스, 제작비, 편성시간을 두고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다. 제작이나 보도에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편성시간과 제작비를 받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편성에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마땅

한 제작진의 지원을 받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주하는지는 본부장과 중견 간부로 어떤 인물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다르

다. 즉 편성본부에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고, 프로그램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본부장

과 중견 간부로 선임되어 있으면, 편성본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반대로 제작본부에 이런 인물들이 중

견 간부 이상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으면 제작본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조직의 위상 변화에 따라서도 힘의 균형은 달라진다. 가령 김인규 사장 시절 조직개편에 따라 편성

본부가 센터로 그 위상이 떨어지고, 내부 제작 부서를 견제하던 외주제작국이 제작본부로 이전되었

는데, 이후 편성센터는 편성과정에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장이나 방송부사장의 지침

을 따르거나, 제작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적 기능밖에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보도본부, 편성본부, 제작본부의 관계 및 기능 조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느냐의 질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전제 조건이 바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시장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다. 전자가 주로 ‘민주주의에의 기여와 관련된 하위장’의 편성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문

화콘텐츠의 혁신과 관련된 하위장’의 편성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이 중요한 하위장(보도, 시사, 스포츠, 교양, 다큐멘터리 편

성 및 제작부서)에서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연주 

사장으로부터 ‘제작의 자율성’이 절대 명제로 이야기되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공간에는 편성, 

제작, 보도본부를 아우르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시사기획 쌈>, <시사투나잇>, <KBS8

뉴스타임>, <미디어포커스>, <걸어서 세계속으로>, <다큐멘터리 3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후토스>, <러브인아시아>, <현장르포 동행>, <단박인터뷰> 등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정규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었고, 중장기 기획물로서 <차마고도>, <마음> 등 명품 다큐멘터리들도 지속적으로 개

발 편성되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보도, 제작, 편성본부의 의견이 다르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역

시 관련부서마다 달라 때로는 상당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 기간에는 부서간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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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공익 실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제작의 자율성’이 게이트키핑 강화와 통제 논리로 제약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이 공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제시하겠지만, 대

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졸속으로 편성되고, 2년 이내에 수명을 다했다. 이 영역에서 2009년 이후 신설

된 프로그램 중 그나마 내외부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방송되는 정규 프로그램은 <한국

인의 밥상> 단 한 개뿐이고, 이 역시 내부제작이 아닌 외주제작사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에의 기여와 

관련된 하위장’에서 공익실천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다음으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 하위장(예능, 드라마 편성 및 

제작부서)에서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공간 역시 

사장의 ‘제작 자율성’에 대한 의지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과 가구

시청률의 변화였다. 적어도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고,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이 가시화

되지 않았으며, KBS 내부적으로 재원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영역에서도 

다양한 실험이 지속되었고, 그것은 일정부분 새로운 포맷, 장르의 개척으로 이어졌다. <비타민>, <스

펀지>, <위기탈출넘버원> 등 인포테인먼트 장르가 편성부서와 예능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되

었고, <상상플러스>, <1박2일>, <미녀들의 수다> 등 새로운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선보이기도 

했으며, <드라마스페셜>, <청소년드라마>, <TV문학관>, <어린이드라마>, <시츄에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의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2007년 전후로 꺾이게 되는데, 이는 정

치적 독립성과 사장의 통제 요인보다 시장의 변화, 특히 수용자 시장의 변화와 KBS의 재정위기 등

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공한 프로그램의 모방이 중요해졌고, 그 결과 예능 신설 프

로그램들은 <출발드림팀 시즌 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청춘불패 시즌 2> 등 시즌제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KBS, 2008a; 2009a;2010a;2011a). 리스크를 감내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의 모방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주부, 노년층을 과잉 재현하는 가구 

시청률이라는 지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드라마 부분 역시 작가와 신진 배우를 

육성하는 창으로서 기능했던 <드라마스페셜>이 제작비와 저조한 시청률의 이유로 폐지되었고, <TV

문학관>, <청소년드라마>, <어린이 드라마>, <시트콤> 등 역시 어린이, 10대, 젊은층이 TV를 떠난 

상황에서 제작비 부담과 저조한 시청률의 부담으로 편성 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위장이 오로지 시장의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니다. 채널 영향력을 견인하고, 조직

을 운영하는 토대로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적 조건 상 상대적 자율성이 큰 것일 뿐, 이 공간 

역시 정치적 영향, 사장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았다.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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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위계적 조직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밑으로부터 구현되는 다양한 아이디

어들이 수많은 필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좌절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이병순, 김인규 사장의 경우 

수신료 정국과 맞물려 오락과 드라마의 선정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그것

은 제작진들로 하여금 자체 검열의 기능으로 작동하게 만든다(예능PD L).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과 

아이디어들은 시장의 필요 또는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 조직의 필요, 경영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

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목이 바뀌고, 출연진이 바뀌고, 구성이 바뀌면서 내용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간다. 바로 이 하위장에서 2010년 이후 종편 채널, CJ E&M 등 

유료방송 채널로 수많은 A급 제작진들이 이동한 것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위장의 

성격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문제는 편성이든, 제작이든, 보도든 공통적으로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수많은 필터링

단계에 의해 꺾이고, 좌절되면서, 뭔가 해보자는 의지와 동기가 약해진다는 거야. 조직이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는 거야. 정치논리와 시장논리로.... 사실 종편이나 CJ로 핵심 인력

이 떠난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돈의 문제만도 아니야. 조직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종편, CJ로 넘어간 친구들이 가서 하는 것 봐. 나가자마자 바로 터

뜨리잖아. <응답하라 1994>, <꽃보다 할배>, <히든싱어> 소위 현재 한국 콘텐츠 시장

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는 프로그램들 거의 다 KBS에 있던 친구들이 나가서 한 거

야. 왜 이 친구들이 KBS에서 이런 걸 못하다가, 나가자마자 성공하냐구? KBS는 먼저

성공한 사례가 나와야 움직여. 뭔가 리스크있는 시도를 하지 않아. 의사결정구조도 복잡

해,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봤던 그림, 익숙한 그림으로 수렴돼. KBS가 챕터열기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조직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포기해 (교양PD J)

  지금까지 공영방송 편성장을 두 개의 하위장으로 구분하여, 이 두 개의 공간에서 제작진과 편성실

무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모해갔는지를 살펴봤다. ‘민주주의에의 기여와 관련된 하위장’과  

‘문화콘텐츠의 혁신과 관련된 하위장’에 소속된 내부 행위자들은 하위 장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이 역할은 지난 10년간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보

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권력의 변화’, ‘변화

된 정치권력의 특징과 상동하는 사장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변화’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공영방송 편성과 관련된 보도, 편성, 제작 부서를 좀 더 세분화해

서 살펴볼 때, 편성과정에서 독특하게 자리한 두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보도본부와 제작본부의 

드라마국이다. 이 두 공간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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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독점적인 편성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우선 보도본부가 제작하는 뉴스와 심층취재물의 경우, 보도본부 이외의 편성이나 제작부서에서 개

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즉 KBS의 뉴스와 심층취재물들의 편성과 편집은 전적으로 보도본부의 의사

결정에 종속되는 것이다. 보도본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한다 할 때, 또는 기존 프로그

램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제작본부와 편성본부가 개입하는 것은 권한 밖 행위로 간주된다(부사장 

E). 간혹 기자와 PD의 협업시스템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도 있지만, 이것이 성공한 케이스는 전무하

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도본부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할 때, 그것을 편성본부에서 

편성 거절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편성본부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편성 시간대 조정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뉴스와 심층취재 프로그램은 KBS 편성에서 보도본부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보도본부에서 만드는 심층취재물과 제작본부에서 만드는 시사다큐멘터

리가 상호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고, 저널리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두 개의 시선-PD 저널리즘, 

기자 저널리즘-이 상호 대립적으로 갈등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편 보도본부의 인력과 제작 시스템은 

KBS1TV 메인뉴스인 <뉴스9>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이와 차별화된 뉴스 포맷 

개발 등이 쉽지 않고, 공정성, 다원성, 심층성 등에 문제가 생길 때 이를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야 역시 좁을 수밖에 없다.   

 제작본부의 드라마국 역시 드라마PD를 제외한 편성이나 제작부서에서 드라마 편성에 개입할 여지

가 거의 없다. 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등 드라마 라인업을 결정하고, 기획안을 개발, 육성하는데 있

어 온전히 그것의 권한과 책임은 드라마국 내로 수렴되고, 대부분 그것의 권한과 책임은 온전히 담

당 PD와 작가의 몫이다. 물론 편성결정은 편성제작회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편성이 변경

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라마 편성은 일선 편성실무자, 여타 부서의 제작진뿐만 아니

라 사장 및 경영진 역시 쉽게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KBS 드라마국의 폐

쇄적인 조직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드라마 PD로 드라마국에 들어서는 순간, 퇴직할 때까지 

대부분의 드라마 PD는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편성, 제작 유관 부서로 1~2년 발령이 나

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 PD들은 이것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른바 핵심 

인력들이 다른 편성, 제작부서로 발령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드라마 PD들이 본부장급 경영

진으로 올라가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KBS 내부적으로 드라마국은 별개의 성처럼 존재

하고, 다른 편성, 제작 하위 조직과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드라마국 내

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KBS 드라마의 장점을 지속, 강화시키는 장점으로 작동하지만48), 보도

본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드라마 포맷이나 신선한 기획의 육성에는 자주 실패하게 되고, 위기에 봉

48) 가족드라마로서 일일드라마와 주말드라마가 대표적 예일 것이다. KBS의 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는 작가, 연

출자가 바뀌어도, 늘 고유한 스토리와 문법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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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3) 노조/직능단체 

 한국 공영방송 역사에서 노조와 직능단체들이 ‘편성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에 상

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는 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편성규약’,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를 통해 구현되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언론민주화 운동’을 통해 

실천되었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 지난 10년간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공영방송 편성을 

규정하는 독립변수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편성과정이 지속적으로 시장과 정치

에 휘둘리고, 내부적으로 편성과정이 과잉 정치화되고, 관료화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공익 실

천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노조와 직능단체가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는지

는 불분명하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노조와 직능단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

에는 노조의 무게중심이 일정부분 ‘정치적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자율성’에서 ‘고용 안

정’, ‘임금 상승’, ‘복지 강화’로 넘어간 부분, 이 과정에서 무엇을 보다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노조가 

두 개로 분열한 상황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대학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사회시국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국가가 잘못했

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대표세력으로 대학생들이 핵심 주체로 이야기되던 시절에 비해,

현재 대학생들은 자기 이익만 쫓고 민주주의, 정의, 자유, 이런 가치에는 무관심하다는

목소리도 있잖아.... 논란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대학생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

면서, 스스로 이 대열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거야. KBS 노조의 문제도 거기에 힌트가 있

다고 봐. 일단 나 먹고 살기에 바빠진 거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누가 나서기를

바라고, 이런 경향들이 많아지면서, 노조가 공영방송에 미치는 힘이라는 게 점점 더 줄어

들게 되었고, 급기야는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두 진영으로 나눠졌다고 봐. 노동자로

서의 권리,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권리, 이 두 권리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노동

조합이 두 개로 쪼개지고, 그러다보니 힘은 더 줄어들게 되고... (교양PD J)

   

 제도적 차원에서 노조나 <PD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단체협약에 의해 편성의 변경과 관련해 회사는 노동조합에 통보하게 되어 있

고,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편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둘째, 단체협약에 의해 ‘공정방송위원회’

를 두어 매월 한 번씩 편성, 제작, 보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회사와 논의하는 방식이다. 셋째,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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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따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TV위원회’, ‘보도위원회’, ‘라디오위원회’를 두어 관련 이슈를 논의

하는 방식이다. 

 ‘공정방송위원회’, ‘TV위원회’, ‘보도위원회’ 등은 공정성, 편파성, 정치적 독립성 등과 관련한 이슈

들에 대해 노조나 직능단체 협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러한 제도

적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편성과정의 직접적 행위자인 사장(경영진)과 편성, 제작진들

의 편성행위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작동한다.

 
실제 편성과정에서 노조나 직능단체가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 사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편성, 제작관련 부서의 여러 입장이 고려되는 것이고... 다만 노조나

직능단체의 경우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고, 나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

체 편성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 가시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편성행위의 제

약조건으로 작동하는 거지. (노조집행부 & 교양PD N)

 문제는 이 제약조건이 공익실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지 못하다는 데 있을 것이

다. 이 이유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공익, 공정방송,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자주 그것이 ‘임금’,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해 타협되거나 포기되는 상황의 재현, 그리고 수많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업을 

강행해도 변하지 않는 정치권과 경영진의 태도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비단 공영방송 편성

과정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것을 풀어내는 국

가의 소통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상동한다.        

KBS는 한국사회의 집약판이야. 사회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정의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KBS 내부에서도 공익, 공영성, 공정방송, 언론의 자유 고민하는 사람들 적어졌어.

사람들이 공영성, 공정방송 이야기하지만, 일반 많은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 그다지 큰 가

치를 두지 않아. 이 안에서 임금과 신분보장이 되면 편하게 살고 싶어.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야. 게다가 제작진들이 아무리 열심히 문제를 제기해도, 성명서를 쓰고, 파업을 하고,

제작거부를 해도, 변하는 게 없잖아. 한국 사회의 진영논리도 거의 그대로 KBS의 문제

로 연결돼.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와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중에서, 진영논리로 양분

화된 사례 봤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 한국사회는 진영논리로 완전히 이

분화되어 있잖아. 이제 보수집단, 나이든 집단까지도 진영논리에 사로잡혔어. 할머니들이

진영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KBS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야. 1노조와 2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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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선배와 후배.. (노조집행부 & 교양PD N)

파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공정방송, 공영성 강화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조 집행부가 따내고자 하는 것은 임금과 복지야. 대의적 명분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리고 회사가 임금이나 복지제도를 올려주면, 파업을 접어. 원래 내

세웠던 목표는 어디로 가고 그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대.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

면, 대의명분, 공영방송, 공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신뢰하지 않게 되지. 그러면

서 노조가 자연스럽게 두 개로 쪼개진 거구. (다큐PD M)

 편성과정에서 노조와 직능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문제를 

이들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노조와 직능단체가 자신 조합원

(협회원)의 이익만을 쫓고, 공익을 포장한 채 실은 자신의 정치권력화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며, 진영

논리를 ‘공익’으로 포장해 편성과정을 과잉 정치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그

럴듯해 보이지만, 그리고 일정 부분 현재 KBS가 가진 문제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난 10년

간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KBS 편성과정에 배태된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오도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현재 노조와 직능단체의 한계, 분화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종사

자들의 낮은 공공서비스 지향성 등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 아쉬움과 자기비판이 한국 공영방송 편

성과정의 공익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이어지거나,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한

다. 오히려 여기에서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여전히 

노조와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로서 상정될 수밖에 없느냐다. 노조와 직능

단체의 회원들이 바로 제작진이자 편성실무자라는 점에서, 편성과정의 핵심 주체들이 프로그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직능단체의 이름을 빌려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쓰고, 제작거부를 해야 하

는 상황, 이 상황은 비극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야말로, 지난 10년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문제

를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상황은 2008년 정연주 사장 해

임,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예민한 상황이라 안하고, 이건 시기상조라 안하고,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공영방송

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겠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직능단체와 노조가 좋던 나쁘던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사실 직능단체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잖아. 왜 굳

이 이들이 나서야 하느냐? 직능단체 장들은 사실 세상이, 공영방송이 제대로 가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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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말 편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직책이야. 선후배들 만나고, 친목 다지

고, 세상이 갈등 없이 가면 굉장히 편하지. 그런데 어쩌다보니 자꾸 정치화되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꾸 할 이야기,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야

겠다 나설 수밖에 없잖아. 참 웃긴 상황이지. (교양PD J)

  4) 이사회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

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

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결산, 경영평가 및 공표, 사장,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

명동의, 정관의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방송법 46조, 49조).

  이것은 방송법에 명시된 KBS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이다. 제도적으로 KBS이사회는 

KBS의 최고 의결기구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의 역할과 위상은 늘 불분명하며, 이사들의 정치적 독

립성,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부터 실질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까지 정치논리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편성과정에 KBS 이사회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공식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편성정책단계에 해당하는 연간 방송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사회

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둘째, 편성기획단계에 해당하는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 시행일 한 달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셋째, 편성평가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넷째, 편성과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예

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우선 첫 번째 차원과 관련하여 앞서 편성목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기본계획, 그 안에 

포함된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 채널별 편성목표, 채널별 편성중점사항들은 하나의 관행적인 문서행

위로서,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기본계획에 대한 이사

회의 심의의결 역시 전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문서적 행위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둘째, 개편 보고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 보고 사항이라는 점, 구체적인 편성

과정에 개입하기에는 이사들이 가진 정보가 많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피상적인 의견 

개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개편 보고에 있어 이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란 이

른바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되는 프로그램, 문화, 클래식, 책, 국악 프로그램의 변동과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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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그것이 실제 평가단계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한국 방송 

환경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1년 전의 평가라는 점에서 이 역시 문서적 행위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예산,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지만, 이사회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제작비, 요소비용 상승요

인 등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그다지 큰 전문성을 가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큰 영향

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사회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는 모르겠어. 사장 해임, 수신료 인상같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졌

고, 그러다보니 이사회가 KBS 정책결정에서 가진 힘이 커진 건 사실이거든. 그렇다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커졌을지 몰라. 그렇지만 실제 공식적

자리에서는 개편에 대한 의견개진 정도 수준이야. 기본적으로 비상근인 이사회 임원들이

구체적인 편성과정에 개입하는 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그러다보니 의견

개진도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 책 프로그램 좋은데 왜 없애냐, 클래식 공영방송이 해야

하는 건데 왜 없애냐 이 정도 수준이야. (다큐PD K)

  이사회가 공식적인 편성과정단계에서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이 영향이 무시할 

수준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힘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편성과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장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는 역사적 흔적,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신료 인상이 KBS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

서 그것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의견을 편성과 제작, 그리고 경영진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배경 속에서 KBS이사회의 영향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사회와 편성의 관계는 분명 직접적 관계가 아니야. 이사회가 편성에 대해 이렇게 해

라 저렇게 해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사회가 편성에 개입하

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조직 내에서 갖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 사실 이병순 사장 전까지는 제작이나 편성 일선에서는 이사회 존재 자

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어.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느끼게 된 계기가 정연주

사장 해임이었어. 정연주 사장 해임, 이병순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영향

력이 커져버렸어. 게다가 이 시점 전후로 수신료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 수신료 인

상을 위해 편성에서 무엇을 더 할 것인데, 제작에서 뭘 더 할 것인데... 이런 질문은 이사

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사회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이거

나, 퇴직자이거나, 50대 이상, 60대 이상 한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집단이잖아.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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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 수신료 국면과 맞물려서, 이들이 공적책무라고

여기는 부분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던 것 아닐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편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편성기획팀장 I)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하에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은 좀 더 어려워지

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이들이 가진 공통된 성향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현재 이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국회에서 재현되는 여야 논쟁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이들의 대표성,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정치적 분배에 의해 여당과 야당이 나눠먹는 구조잖아. 이사회 들어가면 매번

느끼는 것이 이들이 정치적으로 각 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야. KBS

이사회를 정치적 이력의 발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

다보니 늘 이사회는 국회에서 보는 모습의 복사판정도야.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

우고, 퇴장하고, 사실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말만 무성한 곳이야. (다큐PD K)

 2. 주요 행위자의 성향

 앞서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에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한 가지 사실은 편성과정에 다양한 행위자

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은 사장의 가치 성향,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

적 독립성, 이에 연동하면서 또 다른 독립 변수로서 ‘시장’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터뷰 대상자들에 의해 ‘편성은 사장이 하는 거야’, ‘편성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라는 말로 

대변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편성과정은 한정된 자원(시간, 인력, 돈)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고도

의 전문 영역이다. 이에 편성, 제작, 보도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문화적 성향과 전문직주의 성향 역시 편성과정에 일정부

분의 영향을 미친다. 

 이 성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범주화 한 사장(경영진), 편성실무자, 제작진, 노조/직능단체, 이사회로 행위자를 규정하기에는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들의 영향력 수준도 상이해 동일한 층위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사실 

내부 행위자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에 어떤 명확한 기준은 없다. 만약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는 자를 공식적 개편 결제라인과 개편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부서(편성기획부)에 국한한다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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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TOTAL

03년 편성실무자 편성정책부주간 편성정책주간 편성국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4명

04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 

선임팀원
편성기획팀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2명

05년 편성실무자 편성실무자 편성기획팀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2명

06년 편성실무자 편성실무자 편성기획팀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2명

07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 

선임팀원
편성기획팀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2명

08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

선임팀원
편성기획팀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2명

09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

선임팀원
편성기획팀장 편성국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12명

10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팀장 편성기획부장 편성국장
편성센터장 

(4.5점)
부사장 사장 14명

11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팀장 편성기획부장 편성국장
편성센터장

(4.5점)
부사장 사장 14명

12년 편성실무자 편성기획팀장 편성기획부장 편성국장
편성센터장

(4.5점)
부사장 사장 14명

행위자는 편성실무자 8명과 편성 관련 조직 부서장과 본부장, 그리고 부사장, 사장을 포함해 대략 

12명에서 14명 사이다. 그러나 편성실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견 대부분이 편성기획팀장이나 부장급에서 수렴되어 개진된다는 점, 실질적인 편

성과정은 단순 편성 기능 부서를 넘어 제작, 보도, 기획, 광고 등 다양한 조직내 부서들을 아우른다

는 점에서 행위자를 유형화하는 유용한 방식은 아니다. 실제로 봄, 가을로 진행되는 개편과정이나, 

매주 특집 프로그램 등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편성실무회의, 편성제작회의의 경우, 편성 관련 부

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작, 보도, 그리고 정책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다.  

<표 6-4> 개편의 공식적 결재 라인

 * 주 1: 편성실무자 - 편성기획팀 7~8명 (보도, 다큐, 교양, 외주, 예능, 드라마 장르매니저 등)   

 ** 자료 : KBS 사내 편성제작정보시스템 

 그렇다면 내부행위자는 공식적인 편성실무회의, 편성제작회의, 그리고 개편 관련 워크숍, 소위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 행위자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킬 수도 없다. KBS내 

조직의 위치에 따라, 직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엄연히 다르고, 실제 편성과정 역시 편성실무 조직과 

경영진의 주도 하에, 각 제작, 보도부서의 간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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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부 행위자 규정에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은 KBS 관련 다양한 조직에서 어느 범위까

지를 내부 행위자로 정의할 것이며, 어느 직위까지를 내부 행위자로 규정할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

의 범위를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의 산출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편성, 제작, 

보도 관련 부서로 한정한다. 그리고 직위는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을 최정점으로 밑으로 3단계까지의 

직위에 포함되는 편성, 제작, 보도 임원진을 주요 행위자로 1차적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2003년과 

2009년 이후는 편성, 보도, 제작부서의 국장급까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팀장급까지 행위자로 

범주화된다. 사장을 최정점으로 3단계 하위 직위까지로 행위자를 규정한 것은, 개편 관련 편성, 제

작, 보도의 논의가 대체로 이 층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편성 관련 부서의 경우, 예

외적으로 사장으로부터 4단계 밑에 위치한 편성기획(2003년 편성정책주간, 2004년~2008년 편성기

획 선임팀원, 2009년~2012년 편성기획부장) 관련 부서장까지를 주요 행위자로 포함한다. 이는 편성

기획 부서가 실질적인 개편과 편성제작회의 과정을 주도하고, 경영진과 제작, 보도 주체와의 협의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표 6-5> 편성과정 주요 행위자 수 

단위 : (명)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행위자 수 15 26 28 29 29 28 17 17 17 17

 * 자료 : KBS 사내 편성제작정보시스템과 KBS 조직도 참고.  

 이 기준에 의해 편성과정의 주요 행위자 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팀제 개편 이후 행위

자수가 15명에서 26명~29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편성과정에는 이보다 많

은 내부 행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확정한 편성과정 주요 내부 

행위자들, 즉 경영진과 편성, 제작, 보도부서의 간부들은 수많은 내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 타협, 

거부하며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편성결과물의 특징을 규정짓는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문화적 성향과 전문직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을까?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요인이란 이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면화된 문화적 

성향과 공영방송에 진입한 후 이들 내면에 키워진 전문직주의 성향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문화적 성향과 관련한 성, 연령, 최종 학력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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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평균
출생연도

1951 1953 1954 1954 1955 1956 1955 1956 1957 1958 1955

평균
나이

52 51 51 52 52 52 54 54 54 54 52.6

<표 6-6> 편성과정 행위자 주요 성별
단위 : (명)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남성 14 25 28 29 27 27 16 16 16 16 214

여성 1 1 0 0 2 1 1 1 1 1 9

TOTAL 15 26 28 29 29 28 17 17 17 17 223

 * 자료: 언론진흥재단 언론인명부 참고.

 성별의 경우 거의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지난 10년간 내부 행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빈도는 

연 단위로 1명 수준으로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남성 중심적이다. 이것은 비단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만은 아니며, 한국 공영방송의 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다. 

최근 들어 제작진의 경우 여성 인력이 다수 유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편

성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여성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일정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 실천의 지평이 구조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표 6-7> 편성과정 주요 행위자 출생연도

 * 자료: 행위자들의 출생연도는 언론진흥재단 언론인명부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 후,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기자협회보>, <PD협회보>, 인물정보시스템 조인스 등 2차 자료를 통해 확인

 한편 내부 행위자의 출생연도과 평균나이를 보면, 평균 출생연도는 1955년, 평균 나이는 52.6세

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과정을 주도한 행위자들은 대부분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

머 세대로서,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 공채로 KBS

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전쟁 이후 반공, 국가 중심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고, 군부독재시대, 압축근대

화를 겪었으며, TV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KBS에 입사하여, 지상파 영향력이 정점에 이르던 

1980~1990년대에 KBS 일선 제작현장에서 커리어 경로를 쌓은 이들은, 한국 사회의 근저에 흐르

는 문화적 문법에 상당히 상동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대, 특히 공영방송 현장에서 권위

주의 정권, 압축 근대화, 세계화, 방송 민주화, 신자유주의, IMF,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경험해온 

50대 편성 행위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특징을 나열할 수 있지만, 편성의 공익 실천과 관련

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 행위자들이 국가중심주의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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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행위자들이 이런 문화적 문법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주된 문화적 문

법인 국가주의적인 면모는 어느 조직이든 상층부와 주류 공간에 좀 더 강력하게 스며드는 법이다. 

 이들의 국가주의적인 면모는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실천의 양상을 국가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으로 구조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10년간 미디어, 수용자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민주주

의의 발전과 함께 분화, 확대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상관없이 1990년대의 흐름과 유사한 방식

으로 KBS 편성이 이어진다면, 뉴스, 다큐멘터리 등 소수 정보성 장르들과 소위 시청자들과 우리 사

회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계몽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공익적 가치를 배태한 프로그램들이 KBS

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강화되고 있다면, 이에 더해 KBS의 프로그램들이 각 영역의 엘리트들과 민족

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고,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기업인 또는 기업의 

성공 신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데 반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 삶을 다

루는 프로그램은 거의 편성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50대 중심의 내부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

가주의적인 성향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가정들은 편성산출물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1TV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익 실천의 면모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향과 행위자의 성향 사이가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009년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내부 행위자의 연령이 51~52세에서 54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1TV 편성의 색깔

은 좀 더 국가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국가정책 홍보 및 캠페인성 

프로그램, 국가경쟁력 관련 프로그램, 전통문화 보존 프로그램 등이 다수 편성된 것이다(KBS, 

2009a, 2010a, 2011a). 이는 행위자들의 공통된 문화적 성향이 일정부분 편성과정의 공익실천과 관

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문화적 성향을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 중 성별과 연령대에 있어서는 남성 50대에 편중된 특징을 보

인다면, 출신지역과 대학에서의 편중 현상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출신 지역의 경우, 경상도(29.1%)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26.0%), 전라도(17.9%), 경기도(17.9%) 순이다. 한국 사회의 여타 

조직들과 유사하게 경상도 출신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비중이 과도하게 편중되

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연주 사장이 집권하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라도권 출신의 행위자 비중이 컸다면, 이후 이병순 사장의 집권과 함께 경상도권 출신의 비중이 

커진다. 이것은 편성과정 행위자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패턴이 상당부분 한국 정치체제의 구조 변동

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별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극히 적은 

지역은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니다. 오히려 지역 균등 분배 관점에서 문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충청

도와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로 이들 지역 사람들이 내부 주요 행위자로 발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것은 어떤 의도에 의해 구현되었다기 보다는 이들 지역 출신이 KBS에 많지 않으며, 전라도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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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서울
3 6 6 5 6 13 6 4 5 4 58

(20.0%) (23.1%) (21.4%) (17.2%) (20.7%) (46.4%) (35.3%) (23.5%) (29.4%) (23.5%) (26.0%)

경기권
5 5 5 5 5 2 4 3 3 3 40

(33.3%) (19.2%) (17.9%) (17.2%) (17.2%) (7.1%) (23.5%) (17.6%) (17.6%) (17.6%) (17.9%)

전라권
3 6 8 9 4 3 0 2 2 3 40

(20.0%) (23.1%) (28.6%) (31.0%) (13.8%) (10.7%) (0.0%) (11.8%) (11.8%) (17.6%) (17.9%)

경상권
4 7 7 7 9 6 6 7 6 6 65

(26.7%) (26.9%) (25.0%) (24.1%) (31.0%) (21.4%) (35.3%) (41.2%) (35.3%) (35.3%) (29.1%)

충청권
0 1 1 1 3 2 0 0 1 0 9

(0.0%) (3.8%) (3.6%) (3.4%) (10.3%) (7.1%) (0.0%) (0.0%) (5.9%) (0.0%) (4.0%)

기타
0 1 1 2 2 2 1 1 0 1 11

(0.0%) (3.8%) (3.6%) (6.9%) (6.9%) (7.1%) (5.9%) (5.9%) (0.0%) (5.9%) (4.9%)

TOTAL 15 26 28 29 29 28 17 17 17 17 223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서울대
4 7 5 5 4 2 4 5 5 4 45

(26.7%) (26.9%) (17.9%) (17.2%) (13.8%) (7.1%) (23.5%) (29.4%) (29.4%) (23.5%) (20.2%)

고려대
4 8 7 8 8 5 4 7 4 4 59

(26.7%) (30.8%) (25.0%) (27.6%) (27.6%) (17.9%) (23.5%) (41.2%) (23.5%) (23.5%) (26.5%)

연세대
0 2 2 2 1 3 0 0 0 1 11

(0.0%) (7.7%) (7.1%) (6.9%) (3.4%) (10.7%) (0.0%) (0.0%) (0.0%) (5.9%) (4.9%)

상위 
3개대학

8 17 14 15 13 10 8 12 9 9 115

(53.3%) (65.4%) (50.0%) (51.7%) (44.8%) (35.7%) (47.1%) (70.6%) (52.9%) (52.9%) (51.6%)

기타
대학

7 9 14 14 16 18 9 5 8 8 108
(46.7%) (34.6%) (50.0%) (48.3%) (55.2%) (64.3%) (52.9%) (29.4%) (47.1%) (47.1%) (48.4%)

상도의 경우, 특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선후배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왔다면, 충청도, 강원도, 제

주도는 그런 연고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6-8> 편성과정 주요 행위자 지역별 분포

  * 주1 : 기타에는 강원(2009년 1명), 제주(2004년 1명)와 출신지 파악이 불분명한 내부 행위자를 포함. 

  ** 자료 : 행위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언론재단 언론인명부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 후,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은 <기자협회보>, <PD협회보>, 인물정보시스템 조인스 등 2차 자료를 통해 확인

 내부 행위자가 특정 지역에 쏠릴 경우, 그리고 그것이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것은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지역이 배제될 경우, 그것은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분석 기간 내부 행위자들의 출신 지역이 

편성장에 미친 영향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소의 부침은 있지만,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등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편성결과물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징후

도 보이지 않는다. 

<표 6-9> 편성과정 행위자 주요 학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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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 26 28 29 29 28 17 17 17 17 223
 * 자료 : 행위자들의 학력은 언론재단 언론인명부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 후,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기자협회보>, <PD협회보>, 인물정보시스템 조인스 등 2차 자료를 통해 확인

 그렇다면 학력자본은 어떨까? 학력자본은 가족을 통한 문화계승과 학교에 의한 문화계승이 복합적

으로 얽히면서 나타난 결과로(Bourdieu, 1979/2005), 만약 행위자의 학교가 소수 대학으로 수렴된

다면, 그것은 이들이 언어감각, 미적 기호, 세상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체계 등에서 유

사한 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KBS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의 졸업 대

학을 가지고 이 성향을 추론해보자면, 적어도 해당 기간의 경우 학력자본을 통해 도출되는 유사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위 3개 대학교(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행위자가 전체의 

51.6%, 그 밖의 대학 출신 행위자가 48.4%로 특별히 상위 3개 대학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고려대 출신이 2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그것의 대비점에 서있는 연세대 출신이 4.9%에 불과하다는 것은 KBS 편성의 색깔과 일정

부분 상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것은 1970~90년대 고려대학교가 가진 상징적 가치, 즉 국가

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색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중요시되는 정서가 KBS 편성 내부에도 상

당부분 배태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표 6-10> 편성 행위자의 커리어 경로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기자
3 6 7 7 9 8 4 5 5 5 59

(20.0%) (23.1%) (25.0%) (24.1%) (31.0%) (28.6%) (23.5%) (29.4%) (29.4%) (29.4%) (26.5%)

다큐
PD

4 9 8 8 7 8 6 5 5 3 63
(26.7%) (34.6%) (28.6%) (27.6%) (24.1%) (28.6%) (35.3%) (29.4%) (29.4%) (17.6%) (28.3%)

교양 
PD

2 3 5 5 5 5 3 4 4 6 42
(13.3%) (11.5%) (17.9%) (17.2%) (17.2%) (17.9%) (17.6%) (23.5%) (23.5%) (35.3%) (18.8%)

예능
PD

2 3 3 3 3 3 1 1 1 1 21
(13.3%) (11.5%) (10.7%) (10.3%) (10.3%) (10.7%) (5.9%) (5.9%) (5.9%) (5.9%) (9.4%)

드라마
PD

1 2 2 3 3 3 1 1 1 1 18
(6.7%) (7.7%) (7.1%) (10.3%) (10.3%) (10.7%) (5.9%) (5.9%) (5.9%) (5.9%) (8.1%)

편성/
스포츠

PD

1 1 2 2 1 1 2 1 1 1 13
(6.7%) (3.8%) (7.1%) (6.9%) (3.4%) (3.6%) (11.8%) (5.9%) (5.9%) (5.9%) (5.8%)

기타
(외부, 
기술)

2 2 1 1 1 0 0 0 0 0 7

(13.3%) (7.7%) (3.6%) (3.4%) (3.4%) (0.0%) (0.0%) (0.0%) (0.0%) (0.0%) (3.1%)

TOTAL 15 26 28 29 29 28 17 17 17 17 223

 

 * 자료 : 행위자들의 커리어경로는 언론재단 언론인명부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 후,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기자협회보>, <PD협회보>, 인물정보시스템 조인스 등 2차 자료를 통해 확인

 

 앞서 살펴본, 성별, 연령, 출신지역, 출신대학이 편성 행위자의 문화적 성향을 가늠하는 지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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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보도본부장 기자

제작본부장 다큐 다큐 다큐 다큐 예능 다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편성본부장 다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편성 편성

<센터장>

부사장 기술 기술 기자 기자 기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다큐

사장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이들이 공영방송 KBS에 입사한 후 어느 하위장에서 커리어 경로를 쌓았는지는 이들 내면에 키워진 

전문직주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 공영방송 역사에서 전문직주의는 직능조직

과 노동조합을 통한 ‘운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장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조항제, 2012a), 하위조

직에 따라 기능적으로 전문직주의가 분화되었느냐는 좀 더 정치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

해 PD직종을 중심으로 한국 공영방송 제작진의 전문직주의를 살펴본 홍경수(2013)는 PD 전문직주

의가 자율성 투쟁에 과도한 힘을 실으면서, 정치체제와의 차별화를 시도해 왔으며 정작 중요한 전문

직주의의 내면화에 이르지 못했고, 하위장에 따라 분화된 제작 관행이나 윤리 등 전문직 규범은 상

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다고 진단한다. 물론 제작관행, 자율성, 공공서비스 지향성 등 전문직주의의 주

요 구성 요소에 있어 하부조직에 따른 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령 기자 조직에

서 커리어 경로를 쌓은 행위자들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면, 다큐멘터리장에서 커리어 경로를 

쌓은 행위자는 진실성과 총체성을, 예능장의 경우 새로움과 즐거움을 강조한다(장하용·조명희, 2011; 

홍경수, 2013). 그 분화의 수준과 특징이 과연 ‘전문직주의’로 불릴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만, 어떤 장에서 커리어 경로를 쌓았는지는 프로그램과 편성에 대한 서로 다른 준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커리어 경로를 지닌 행위자들이 편성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방송 편성

의 다양성을 넓히고, 공익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가 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KBS 편성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커리어 경로를 보면, 기자와 다큐멘

터리 제작 관련 조직에서 커온 행위자들이 편성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큐PD 출신이 

전체 행위자의 2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자 출신이 26.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교양, 예능, 드라마 PD가 편성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비중은 낮으

며, 편성이나 스포츠 제작 파트에서만 전문적으로 커리어경로를 쌓은 행위자들이 주요 행위자로 포

함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표 6-11> 집행기관 경영진의 커리어 경로

  * 자료: 언론진흥재단 언론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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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PD와 기자 출신이 편성과정을 주도하는 경향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경영진(집

행기관)으로 논의를 축약할 경우 더욱 가시화된다. 정연주 사장 시절 2003년과 2004년의 부사장, 

2007년의 제작본부장을 제외한 행위자들이 모두 기자와 다큐PD 출신이다. 이병순, 정연주 사장 시

절의 경우, 본부에서 센터로 그 위상과 영향력이 한 단계 하락한 편성 조직의 2011년과 2012년을 

예외로 한 모든 행위자들이 다큐 PD와 기자 출신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지난 10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역사적인 현상으로, 실제 KBS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은 이 두 집단의 성향에 의해 

규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KBS 정책결정은 기자와 다큐PD가 주도해. 그런 게 있어. 이 둘을 A급으로 보는 거야.

전통적이고 역사적이지. 피디 직종의 경우 다큐쪽에 페이버를 많이 줘. 예능 쪽은 1주일

에 하나씩 만드는데, 장기 기획팀은 일 년에 3-4개 만들고, 해외출장도 훨씬 용이하고..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다큐쯕이 거룩해 보이고 그랬어. 적어도 5-6년 정도 연습을 해야 다

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깐.. 그래서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 우습게

보고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당시 어떤 본부장들은 교양이나 예능피디는 피

디로 치지도 않았어. 지금은 워낙 예능이 대세다보니, 예능쪽의 힘이 커진 게 사실이지

만, 여전히 기자나 다큐PD로 커온 사람들은 예능이나 드라마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

어. 그리고 수용자 측면에서 잘 생각을 안해. 시청가자 뭘 원하는지보다 공영방송이 이런

것은 전파해야 한다는 계몽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편성본부장 F).

 50대 남성 다큐 PD와 기자 출신이 편성과정을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시장 요인이 

주된 논리로 작동하는 2TV는 논외로 하더라도, 1TV의 경우 다큐멘터리와 뉴스가 중심 장르로 구현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점점 더 1TV는 논픽션 포맷 중심의 채널로 자리잡고, 점점 더 과도하게 

고루하고, 완고한 채널로서 고착화되지는 않을까? 뉴스와 다큐멘터리야말로 이들이 선호하고, 공영

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는 핵심 장르이기 때문에 말이다. 

 요컨대 행위자의 문화적 성향과 전문직주의적 특징은 공영방송의 편성 관련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

거나 강조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성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간부급으로 승진한 주체들의 내면화된 성향은 눈에 보이지는 않

지만 강한 힘으로 공익실천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광고, 시청률 등 시장적 요인으

로부터 자유로운 1TV 편성과정의 특징과 상당부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 

성향은  사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편성과정에 영

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일관된 방향은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 실천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한다. 물론 행위자들의 성향과 실질적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로서 재현되는 결과물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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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고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관계는 다양한 상황 논리, 맥락, 이해관계에 따라 굴절되

기 때문이다. 다만 행위자의 공통된 성향은 ‘정치’, ‘사장,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편성과정의 

공익설천이 큰 폭으로 흔들린 것과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해당기간 KBS의 공익 실천을 일정한 방향

으로 이끌게 만드는 변인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2절. 내부 행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 

 편성과정은 정치, 시장 요인과 맞물려 내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앞서 

내부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장’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했는지가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를 통해 재현되었다. 

이 장에서는 정연주, 이병순, 김인규 사장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

떠한 방식으로 재편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해당 기간 KBS 편성과정에서 내부 행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정권과 사장의 변화, 이에 따

른 조직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사장의 교체, 이에 따른 조직구조

의 변화와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가 상당부분 조응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구조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조직구

조에서는 ‘자율성’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수직적 관계를 지향하는 조직구조에서는 ‘통

제’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서 봐야하는 것은 사장 교체와 맞물려 진행된 조직구조 개편이다.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후 1년여가 지난 2004년 8월 KBS는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최대의 조직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국장, 부장, 차장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전환하고, 국장급 124명, 부장급 334명 등 모두 1,120명에 달했던 간부 직원

을 184명으로 감축한 것이다. 이 개편은 다채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한경쟁 시대에 개혁하지 않으

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경영효율과 구조조정을 내부적으로 단행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49), 그리고 오래된 KBS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가 현장의 자발성을 해치는 커뮤니케이션 체제에서는 팀제 도입 등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인식 등이 맞물려 이루어진 개편이었다. 이 조직구조 개편을 주도한 

49) 2004년 5월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KBS가 상위직이 하위직보다 많고, 예비비를 전용해 특별성과급을 지

급했으며 사내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음을 지적했다(감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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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연주 사장과 당시 KBS 노조를 이끌던 PD, 기자 중심의 386세대였고50), 이들이 바꾸고자 

한 것은 KBS의 오래된 관료주의 문화였다.

 이 개편의 의도는 KBS 편성,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공익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수직

적 관료주의를 와해시키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있었다. 과연 성공했을까? 결

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정연주 사장이 물러난 후, 다시 2004년 이전 조직 구조로 환원된 것, 그 과정

에서 상당한 내적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직종간, 세대간 갈등, 우호세력과 적대세력의 구분, 그 결

과로서 융합과 배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을 돌아볼 때, 이 개편이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KBS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은 급진적이었고, 급진적 개혁은 늘 적과 타자를 만들기 마련이다. 팀제라는 

새로운 조직 구조는 기존의 조직 문화와 과격하게 충돌했고, 이 충돌은 KBS의 어제와 오늘,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그룹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팀제로의 조직구조 개편은 시니어 

그룹을 기득권 계급, 비효율적 집단으로, 어제의 KBS를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온상으로 규정하면

서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 시기에 시니어 그룹이 느낀 심리적 박탈감은 깊고 넓었다. 물론 

2004년 당시에 큰 시끄러움과 동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 침묵이 변화된 조직 구조에 대한 인정이

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들 중 

누군가는 은밀하게 사조직을 만들었고, 노무현 정권 이후의 KBS를 준비했으며, 정권이 바뀌자 주요 

요직을 꿰찼다.     

 2004년 KBS 경영평가보고서에는 이 조직구조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급격한 조직 변화를 착근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조직 내의 긴장감과 갈등

이 경제 위축에 따른 광고 수입의 격감과 결합되어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킴으로써 단

기적으로 경영안정을 해치고 그 영향이 자칫 비생산적인 데로 흐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구

성원 모두가 상생의 지혜를 모으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KBS,

2005e, p. 49).

 개혁의 의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특히 그 조

직을 이끌어왔던 시니어그룹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주 반동의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

50) 당시 KBS노조는 실제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기까지 중요한 고비에서 목소리를 냈다. 조직개편 설계 작업이 진

행되던 2004년 5월 팀장-팀원 체제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팀제 개편은 국장-팀장-팀원 체

제로 다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자 노조가 앞장서 “이는 사실상 부를 팀으로 바꾸는 무늬만 개혁”이라며 비판

하고 나섰다. 결국 팀제는 노조의 요구대로 팀장-팀원으로 관철됐다(이주현·신윤동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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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울러 개혁을 행하는 직종, 지역, 세대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세대가 양분되면서 

구성원들의 마찰과 갈등, 그리고 조직 전체의 정치화가 가열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04년 8월 정연주 사장과 KBS노조가 추진한 팀제 개편이 바로 그랬다. 

 팀제 개편 이후로 KBS는 노사간, 직종간, 선후배간 갈등의 수준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과 불통

(不通) 자체가 조직문화의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조직구조 재편으로 단기적으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와해되었지만, 사내 정치 투쟁과 직종간, 지역간, 선후배간 갈등의 불씨

가 지펴진 것이다. 

  팀제 개편 직후인, 2004년 12월 치러진 제 10대 KBS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386세대, PD, 기자 

직군을 중심으로 한 내부개혁 반대 정서’가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반 정연주 노선을 표방한 후보들이

새노조 집행부로 꾸려진다. 이후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는 2008년까지 KBS 노사관계는 극단적 대립

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KBS 내부 종사자들 역시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친 정연주’와 ‘반 정연주’ 

노선으로 구분된다.   

 이 심리적 갈등과 분열의 장벽은 매우 깊어,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동원

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조차 당시 KBS 조직원들은 두 개의 노선으로 

구분된다.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을 펼치던 노조 집행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기자

협회, PD협회를 중심으로 한 11개 직능단체가 노조를 대신해 ‘KBS 사원행동’을 출범시켜 KBS 사

장 해임 원천무효 투쟁을 펼친다. ‘KBS 사원행동’은 이후 기존 ‘KBS노조’와 분리된 ‘언론노조 KBS 

본부’를 출범시켜, 하나의 공영방송,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두 개의 노조 시대를 연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4년 8월 시행된 조직 개편이 자

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팀제 개편을 실행한 주체들이 잘못된 정책결정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

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는데 있어 2004년의 조직구조 개편이 다소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급진성이 수용되지 못한 것 역시 KBS 조직문화의 한계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산물은 KBS 조직을 매우 강하게 규정하

고 있었고, 이것은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KBS가 다시 과거의 경로로 환원하고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정연주 사장이 해임된 후 팀제는 다시 기존의 국부제로 전환된다. 이병순 사장이 2009년 1월 시작

한 대국대팀제 개편으로 국장과 주간직이 신설돼 의사결정단계가 팀원-팀장-센터장/본부장-부사장

-사장에서 팀원-팀장-국장(주간)-센터장/본부장-부사장-사장으로 늘어났다(KBS, 2010e). 대국 대

팀제 개편의 명분은 팀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장, 주간직 신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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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능과 게이트키핑 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것은 2004년 8월 이후 수면 아

래 숨죽여있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문화가 전면에 나서는 시발점이 된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강화

시킨 것이 김인규 사장의 2010년 6월 조직개편이다. 이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국팀제를 2004

년 이전 국부제로 복원하여, 의사결정단계에서 관리자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결정단계의 위계

를 좀 더 세분화, 단계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단계는 평직원-팀장-부장-국장-센터장/본

부장-부사장-사장으로 보다 복잡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력과 사장의 교체에 따라 나타난 변화

이지만, 동시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4년 팀제 개편 이후 나타난 KBS 내부의 분열과 갈등 국

면에서 오랫동안 예견되었던 반동이기도 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KBS는 한국 사회의 단면처

럼 두 개의 진영으로 구분되었고, 정권 교체에 따라 진영이 바뀌자, 진영 논리에 의해 조직구조와 커

뮤니케이션 구조의 전복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2010년 조직개편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편성 관련 조직의 위상을 본부에서 센터로 한 단

계 격하시킨 것이다. 앞서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편성본

부는 제작본부, 보도본부와 함께 KBS의 공익 실천을 주도해가는 핵심 주체로 부상한다. 전체 KBS 

조직에서 편성본부가 최상의 위치에 서게 되고, 본부 내에 편성기획, 1TV 편성, 2TV 편성, 외주제

작 등이 하위 부서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예산, 리소스, 

평가의 기능을 편성본부로 이관하면서 2000년대 초중반 KBS 편성본부는 제작본부, 보도본부에 버

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인규 사장의 조직 개편은 프로그램 기획, 제작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능을 제작본부와 보도본부로 이관하고, 평가, 예산 등의 주요 업무 역시 편성 업무에서 분화, 이관

시키면서 편성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경

영진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한다. 사장은 보도본부와 콘텐츠본부만 통제하면 

KBS 전체 편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편성실무자들은 조직의 위상이 본부에서 센터로 격하되면

서, 편성과 관련해 그 어떤 결정권을 지니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편성센터는 사장과 경영진의 

의도를 편성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그 위상이 떨어졌고, 그 결과 편성실무자는 경영진에 종

속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KBS에는 사장의 변화에 따라 조직구조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

고, 그것은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정

연주 사장 시절 팀제 개편 이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편성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했다면, 

이후 이병순 사장의 대국대팀제 개편, 김인규 사장의 국부제 개편이 이어지면서 편성과정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표 6-12>를 보면 2004년 팀제 개편, 2009년 대국대팀제 개편, 2010년 국부제 개편에 따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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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에서의 의사결정단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중장기 기획 특집 프로그램, 교

양, 예능, 스포츠 등 특집 프로그램, 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등 드라마 편성을 결정하는 편성제작

회의51)와 봄,가을 개편의 경우 최종 편성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결정단계가 2004년 팀제 

개편 이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다, 이것이 2009년 5단계, 2010년 6단계로 다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편성본부장(편성센터장) 결재로 마무리되는 부분조정 역시 의사결정단계가 2004

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었다, 2009년 3단계, 2010년 4단계로 다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조직 구조의 변화로 적어도 2004년 팀제 개편 이후부터 2008년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KBS 편성과정에 있어 관료주의적 색채는 수면 아래로 수그러들

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층위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자산은 아니었으며, 자율성은 늘 그것을 통제하려는 관료주의와,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 구조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대치되기 마련이다. 이병순 사장, 김인규 사장 체제

로 넘어오면서 의사결정단계가 다시 위계화된 것은 자율성보다 통제와 게이트키핑이 강조되고, 팀

제 개편으로 수면 아래 숨어있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다시 KBS 내부 행위자 간 관계를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년 KBS 편성과정을 두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

는 중요한 분할선으로 작동한다.  

<표 6-12> 편성과정 의사결정단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편성제작회의 6 4 4 4 5 5 6 6 6 6

개편 6 4 4 4 5 5 6 6 6 6

부분조정 4 2 2 2 3 3 4 4 4 4

 * 자료 : KBS 사내 편성제작정보시스템 결재라인 참고

 사실 의사결정단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 변화만을 가지고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성격을 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의하달의 피라미드 조직 형태와 위계가 분명해지고, 

다단계화 될수록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강해진다는 점, 특히 편성과정에서 의사결정단계가 

한 단계 줄어들고, 한 단계 늘어나는 것에 따라 편성제작진들이 느끼는 자율성의 변화가 매우 크

다는 점을 감안하면52), 의사결정단계의 수 변화는 KBS 내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성격 변화를 

51) 편성제작회의는 주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정규 프로그램을 제외한 특집 프로그램의 편성여부와 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일일연속극 등 개편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드라마의 라인업을 결정한다. 

52)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 단계의 수가 많으면 결국 제작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결재 단계가 한 개 많아지면 두 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배, 네 배, 여덟 배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

집니다. 만약에 내심 이 일은 추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재단계에 그런 사람을 집어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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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강력한 지표로서 기능한다고 판단된다.   

  의사결정단계수가 많아지고 위계화 될수록,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설득해야 하는 행위자가 많아

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곡되거나, 처음의 기획의도가 수정되거나, 애초 계획이 무산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들의 실험은 의사결정단계가 복

잡해질수록 어려워지고, 반대로 기존의 가치를 답습하고, 반복 재생산하는 프로그램이 편성될 여지

는 높아진다. 반대로 의사결정단계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실험할 여지는 

넓어진다. 필터링 단계가 줄어들고, 그만큼 제작, 편성실무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편성과정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KBS 내부 행위자들은 사장 교체, 이에 따른 조직구조와 편성과정의 의사결정단계

수 변화가 편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과 관련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조직

구조 재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가 편성과정의 자율성, 즐거움, 창의성 등에 전방위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역대 KBS 사장 중에는 제작 자율성과 창의적 접근에 그나마 가장 근접했던 사장이 정

연주 사장이 아니었나 싶어. 그 이전에는 편성과정에 필터링 단계가 많아 제작 일선의

창의성이 구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야. 필터링이 많은 것은 안정

성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이게 많아질수록 계속 익숙한 그림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

든. 정연주 사장 시절 이게 줄어들었고, 본인 스스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제작, 편성 일

선에서 이야기되는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는 빈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 그러나 이후 이

병순, 김인순 사장이 오면서, 게이트키핑 강화라는 이유로 다시 의사결정단계를 위계화

시키면서 예전의 모양새가 되었고, 이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숙련된 노하우의 관리자를 만나면서 기획의도가 변질되지 않은 채로 미숙한 제작진들의

실수, 오류 들을 체크하는 관리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기획의도가 달

라지고, 수많은 변이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의 의도는 사라지고 어디서 본 듯한 비슷한 이

야기만 남게되는 거야. 거기다가 사장의 정치적 예속성이 가속화되고, 그게 게이트키핑

강화로 이어지니깐, 제작진들의 동기는 사라지고... 그렇게 일선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

모티브가 사라지면서, 사장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고, 그러자 프로그램에 대한 일선의 의

지는 더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 (교양PD J)

제작이든, 편성이든 새로운 것이 나올려면 일단 재미있어야 돼. 2003년, 2004년 편성에

있었을 때는 무지 재미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어제 본 프로그램 어땠냐,

쉼없이 이야기하고, 그때는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런데서 새로운 프로그램

그거 안에서 사실 자연 무산되는(웃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홍경수, 2013, 인터뷰 대상자 C,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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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재미가 끊겼어.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서... 내부적

으로 너무 경직되고, 서열화되고, 무언가 후배들이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거나 응원하거나 조언해주는 풍토는 사라지고... (편성정책주간 B)

 그런 맥락에서 해당 기간 편성의 변화 특징을 개편 책자를 통해 도출해보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2TV에 오락, 교양, 시사, 뉴스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다수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또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KBS, 2003a, 2004a, 2005a). 

같은 맥락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사이 1TV에 명품 다큐멘터리, 새로운 포맷의 교양, 시사 

프로그램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KBS, 2005a, 2007a, 2007a). 이러한 변화는 일정부분 수

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작동하고, 자율성이 강조되던 그 시기의 상호작용 특징과 관련이 있어 보

인다. 반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개편의 주요 방향은 ‘선정성 

배제’, ‘소외계층 보호’,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국가정책 홍보’ 등 도식화되고 형식적인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렴되는 특징을 보인다. 의사결정단계가 위계화되고,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 구조가 작동하여, 궁극적으로 사장 및 경영진이 편성결정의 주요 권한을 지니게 되면서 KBS 편

성의 공익실천은 사장 및 경영진이 생각하는 공익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특징을 보

이는 것이다(KBS, 2009a, 2010a, 2011a).  

 한편 앞서 인터뷰 대상자가 지적한 것처럼 2009년 이후 KBS 편성과정에 있어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 구조의 강화는 사장의 정치적 예속성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

천을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정치권력과 연루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관

계에 의해 편성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질이 장악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편성과정에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공영방송 편성에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의해 부정되면서, 편성과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둘째, 편성과정이 

정치권력과 내부 행위자 사이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의해 조정되면서,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 사이에서도 KBS 편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그리고 이 불신은 편성과정

에 대한 저항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작동시키고, 편성과정 자체를 과잉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 셋째, 정치권력과 내부 행위자 사이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편성과정이 결정되는 빈

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과정보다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편성과

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다. 넷째, 편성과정의 과잉 정치화로 프로그램을 기

획, 선정, 배치, 평가하는 편성과정이 우호세력과 적대세력으로 구분된다. 그 결과 편성과정에 참여

하는 주요 내부 행위자들은 우호세력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편성과정의 민주성

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박승관, 199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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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로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직후부터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편성이 규정되는 사례는 크게 

증가했고, 이에 대한 노조 및 직능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공영방송 편성과정이 

진보, 보수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으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는 빈도도 많아졌다. 수직적으로 구조

화된 공식적 관계보다 비공식적 관계에 기대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편성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났으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스펙트럼은 좁아졌다. 이 모든 변화는 편성과정

의 과잉 정치화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요컨대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내부 행위자 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활성화와 함께 비공식

적 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편성과정의 이슈들이 정치적 쟁점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

과는 무엇일까? 민감한 문제와 이슈들은 침묵하게 되고, 공익 실천의 지평은 논란이 되지 않는 도식

적이고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지는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KBS 편성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지는 않았을까? KBS 제작진과 편성실무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훼손된다고 느끼면서 무력감과 자기모

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질문과 의심에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이 시기 편성의 다양성은 떨

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편성산출물 분석에

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절. 내부단계-세부단계별 특성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가 어떠한 기능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 단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편성행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익 실천과 밀접

한 상관관계가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편성과정을 기능적 차원에서 크게 편성정책단계, 편성기

획단계, 편성제작단계, 그리고 평가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세부 단계에서 내부 행위자

들의 편성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적 관행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편성정책단계

 편성정책 단계는 방송지표, 경영목표, 방송기본방향 등 편성과 관련된 중요 방향, 가치, 목표를 결

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편성과정의 이념적, 가치적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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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책 단계는 내부 행위자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공통의 지표를 마련하고, 산만하고 혼재된 공

영방송에 대한 논쟁들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요인들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가치, 목표, 공익이 강조되는 편성정책 단계는 공영방송을 자본, 시청률, 사사

로운 이익으로부터 지키고, 공영방송 편성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과정적 장치이기도 하다. 만약 편성정책단계에서 편성 행위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대적 요구와 조응하

고 현실 가능한 정책목표가 수립되고, 그것이 이후 편성과정의 흐름을 규정할 수 있다면, 공영방송 

편성에서 “사익”에 대한 “공익”의 결정적 제어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공익”의 큰 줄기가 제대로 

잡힌다면, 이후 펼쳐지는 수많은 사적인 논리, 시청률, 효율성, 광고 수익 등 산업적 논리들 역시 공

익의 큰 줄기 내부로 흡수되며, 공익이 자신에 대해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시

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의 편성과정에서 정책단계는 거의 그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5년 단

위의 중장기 편성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단위로 매년 1월 방송지표, 방송기본방향 등이 발표

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디까지나 의례적이고 관행

적인 행위이고, 일상적인 업무일 뿐,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역동적으

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치열한 매체간, 채널간 경쟁 상황에서 정책단계에 의해 박제화되지 않은 

결정과정의 유연성, 역동성이 KBS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 환경에 대처하는 것

이 중요해. 그러다보니 중장기 편성전략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MBC, SBS를 보면 예전의 개편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시 부분조정이 자주 되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좀 더 주기가

짧아지고 유연해지는 게 필요하지, 중장기 편성에 맞추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편성기획팀장 C)

 과연 그럴까? 적어도 경쟁, 시청률 등 경제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공익 실천의 관

점에서는 공익이 상황과 맥락에 의해 포위되고, 상황 속에 수용되어 버리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

을까? 유연성은 또 다른 말로, 사장과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시청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

로, 수신료 인상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경영수지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KBS 편성이 지속

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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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이 너무 뭐라고 할까, 장기적 안목으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순간순간 땜빵

질 하는 느낌이 강해. KBS가 공영방송으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가지

고 최소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재

원 위기로 당장 눈앞의 시청률과 효율성에 쫓기는 측면이 강해진 부분이 있고, 편성과정

에 참여하는 주요 간부들이 사장 임기 너머의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큰 의미

부여를 안해. 그때쯤 자신도 없을 테니깐, 그 이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지. (교양

PD J)

 좀 더 구체적으로 KBS 편성정책단계의 특징을 보면 우선 3년 이상의 로드맵을 가지고 구성되는 

중장기 편성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대부분의 산출물은 1년 주기로 마련되고, 이 단계에 참여

하는 행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편성기획부서가 매년 10월~11월 방송지표를 공모하고, 각 편성, 

보도, 제작 부서에 내년도 특집 및 중점 계획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다. 이렇게 모인 지표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편성기획부서 내 실무자(보도장르매니저, 다큐장르매니저)가 내년도 편성정책, 

즉 방송기본계획과 대기획(10대기획) 초안을 마련하고, 이 초안을 편성관련 부서 팀장, 국장, 본부장

이 검토, 수정한 후, 매년 12월말쯤 사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다음해 편성 관련 기본정책이 

수립된다. 이 과정이 특별하게 논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무자도, 경영진도 이것을 하나의 일

상적 업무로 인식할 뿐, 이것을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공익실천과 연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편성정

책단계의 수립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이것의 수립을 위

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필요성과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성목표로서 방송 공익 개념이 다분히 상징적 목표로서 기능할 

뿐 KBS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편성목표로서 수용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편성정책단계의 저기능

성에 그 이유가 있다. BBC의 경우 편성과정에서 이 편성정책단계가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구

현되고 있다. 이는 편성정책단계를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시키는 이음새로서, 즉 자율적 책

무성 구현의 시작점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BS 편성과정이 공익이라는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보다, 정치, 시장 요인에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주된 요인은 바로 이 단계의 부재 

또는 저기능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2.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

 편성정책 단계가 무심하고, 무감각하다면, 편성기획 단계는 뜨겁고, 치열하다. 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편성기획 단계는 정책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을 주된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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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러나 한국 공영방송 편성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단계에

서 마련된 정책산출물이 추상적이고, 공적책무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에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 단계를 통해 구체화되는 편성결과물은 이들과 별개의 챕터로 구성될 수밖에 없

다. 아울러 기획 단계는 제작비, 시청률, 광고수익, 협찬 등 산업적 논리가 중요하게 우선하는 경우

가 많고, 그 과정에서 공익의 가치는 산업적 논리를 치장하고 가공하는 수준으로 제한되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공익과 사익의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대치하기도 하며, 경영진과 

노조, 제작진과 내부 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대

립과 갈등은 정연주 사장 시절보다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에 더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편성기획 단계와 편성제작 단계는 밀접하게 조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선 편성

기획 단계가 봄/가을 개편, 부분조정 등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작 단계와 구분하여 갈만

한 시간적 여지가 많지 않다. 내부 제작진들이 오랜 시간 편성논의를 주도해 왔고, 이들의 동의 없이 

편성기획 단계의 산출물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이 두 단계를 밀접하게 관련시

키는 요인이다. 편성제작 단계는 기획 단계에서 마련된 안을 구체화시키기도 하지만, 이보다 자주 독

립적인 층위에서 제작을 주도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편성기획의 구도를 재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

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두 단계는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역동

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도, 현실적으로는 상호 밀접하게 

연동하는 형태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KBS TV

의 편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기획과 제작이 이루어진다. 첫째, 일반적인 정규 프로그

램의 경우 봄, 가을로 시행되는 정기 개편과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조정을 통해 그 산출물들이 결정

된다. 이것은 KBS 채널의 특징과 변화 방향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편성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개편과 부분조정 관련 논의는 편성제작단계보다 편성기획단계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시간

대 조정, 프로그램 폐지 및 신설 등 많은 논의가 기본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어

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편성제작의 인력 배정, 예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장르의 경우 편성제작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그 산출물들이 결정된

다. 드라마의 경우 정규 드라마(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일일드라마 등)내에서 따라 지속적으로 세

부 프로그램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편을 통해 그것의 세부 편성여부까지를 결정할 수 없다. 파일럿 

프로그램, 계기성 특집 프로그램, 뉴스속보, 대형 기획물 등 특집 프로그램의 편성여부 역시 개편이

나 수시 조정을 통해 검토할 수 없는 영역이다. 편성제작회의는 이렇게 정기 개편에서 논의될 수 없

는 드라마와 특집 프로그램의 편성을 결정하는 회의체로 위해 매주 1회씩 운영되고 있다(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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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주체 시기 시기

1단계

채널 및 프로그램 평가 

(취약 프로그램 / 시간대 도출)

편성국내 개편 방향 협의 

편성 2월 8월

2단계
내부 제작진 의견 수렴 및 

개편 방향 협의
편성, 제작, 보도 2월~3월 8월~9월

3단계
개편 가안 마련 

(방향 및 개편 대상 선정) 
편성 3월 9월

4단계 사내외 제안공모 편성 3월 9월

5단계

제안공모 심사 (1차, 2차)

파일럿/신설 프로그램 선정 

(개편 가안 구체화) 

편성, 제작, 보도 4월 10월

6단계 편성국 개편 초안 작성 편성, 제작, 보도 4월 10월

2013.1). 이 회의는 부사장, 편성본부장,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 시청자본부장, 정칙기획본부장, 편

성국장 등 주요 편성, 제작, 보도 관련 임원들이 참여하고, 편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는 관점에서 

편성기획단계에 속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 장르의 편성 여부는 편성기획단계

보다 편성제작단계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매주 제작 부서에서 올린 다양한 특집 및 드라

마 관련 기획안들이 편성제작회의에서 검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적인 한계 상 대부분의 검토

는 제작비와 협찬의 적절성 여부로 수렴되는 것이다. 드라마 장르의 경우, 편성제작회의 상정 이전에 

드라마국 내에서 주관하는 드라마 기획회의를 통해 이미 편성여부가 조율된 상황이고, 파일럿, 대형

기획 등 특집 프로그램 역시 각 제작국을 중심으로 편성 실무진,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과의 사전 

조율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제작회의에서 편성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정규 프로그램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개편 과정과 특집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그 논의의 장과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성격과 방향

은 상당부분 상동한다. 정규 프로그램 논의 과정에서 제작비가 강조된다면 특집 프로그램 논의 과정

에서도 제작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특

집 프로그램 역시 정치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의 특징을 정규 프로그램의 개편 과정을 통해 도출할 것이다. 

이는 두 단계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가 유사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역시 

큰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 연구가 특집 프로그램이나 개별 드라마 장르의 변화가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과 그것을 근간으로 한 기본 편성구조와 편성 산출물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 6-13> 개편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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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대상 수정 정리)

신설 /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시작   

7단계
개편안 수정 및 1차 확정 &

개편안 임원진 보고   
편성, 경영진 4월 10월

8단계 이사회 보고 (개편 한 달전) 편성, 이사회 4월 10월

9단계 개편안 노조 설명 편성, 노조

10단계
개편안 미세 조정 및 확정 & 

개편안 사장 결재 
편성, 경영진 5월 11월

11단계 개편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 편성, 홍보, 광고 5월 11월

12단계 개편 시행 편성 5월 11월

13단계 개편 평가 편성 6월 11월

편성기획팀장 : 이번 가을 개편의 목표는 KBS의 공영성 재확립이다. 매체간 채널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방송의 

상업성이 증대하고 있고, 거기에서 야기되는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거 우습게보지 말자. 지금 밖은 심각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런 큰 질문 속에서 KBS의 가을 개편을 

고민해보자.

.....

000 : 지상파 채널 내에서 젊은 세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들과 가장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젊은 세대와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계층별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000: 요즘 느끼는 것은 2000년대 중반과 달리 편성기획팀의 존재가 그냥 진행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

감이 든다. 편성기획팀이 섬처럼 돼서는 안 된다. 현업에서 봤을 때, 콘텐츠의 경쟁력, 품질, 이슈메이킹 같은 사항에

서 편성기획팀이 이음매를 잘 지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리드하는 부서가 돼

야 한다. 최근 보면 적자 구조 때문인지는 몰라도,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조정하는 단계에 그치

고 있다. 콘텐츠를 끌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드를 해야 하는 것, 그 방안을 급하게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나도 15년 현업에만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분명 현업에서 콘텐츠의 방향을 리드하고 반영하는 데에는 한

 정규 프로그램의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는 크게 1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 작업은 대개 개편 전 

3개월, 개편 후 1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편 큰 방향 협의다. 채널(프로그램) 평가는 1TV의 경우 제작비와 가구 시청률, 2TV의 경우 제작

비, 가구 시청률, 그리고 광고 수익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취약 프로그램과 시간대가 도

출되고, 이를 근간으로 ‘수신료 정국’, ‘경영위기’, ‘수용자 환경 변화’ 등 상황적 맥락과 KBS가 지향

해야 하는 가치 등이 고려되어 개편 큰 방향이 만들어진다. 1단계는 편성 관련 실무부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사내 의견수렴과 개편방향 협의가 2단계로 

진행된다. 

<표 6-14> 편성국내 개편방향 협의 사례 (2007년 가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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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이것을 편성에서 해야 한다. 

.......

000 : 예능장르매니저로서 예능 프로그램을 평가하면, 기준은 하나다. 1위 못하는 프로그램은 다 내리는 것이 맞다. 

2등 하는 프로그램은 다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리소스, 예산과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예능프로그램이 많다는 생각이다. 예능 파트가 부글부글 끓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태이고, 소통도 안 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상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후배들과 만날 때, 2010년 얘기를 많이 한다. IPTV 등 새로운 

매체에서 사람을 끌어들일 장르는 예능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기조는 2등은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평일 저녁 9시대는 SBS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11시대는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예전의 상상플러스나 해피투게더는 시청률도 좋았지만, 내용 자체도 공영성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 정체성도 흐트러져 대외적으로 할 얘기도 없다. 개편과 함께 경쟁력과 공영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

교양국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대해서 울부짖음이 높다. 오후 3시-4시에 방송되면 시청률 2%가 나

오기 어려운 구조이다. 후토스 3를 준비하고 있는데 50억원 유치하려고 하는데 1%도 안나오는 시청률로는 협상

이 안된다. 콘텐츠 비즈니스도 중요한 것 아닌가? 편성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도전골든벨은 예산

문제다. 도서 벽지 아이템을 하고 싶은데 추가 예산이 드니깐 협찬을 받아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신료 받

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그 가치에 맞는다면 협찬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 전

향적으로 검토해주면 좋겠다. 클래식 오딧세이, 낭독의 발견, TV미술관 문화프로그램들의 경우 편성 시간이 늦은 

심야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시간을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재

방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한번 하고 버리는 것은 아깝다.

..............

편성국 : 예산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도전골든벨같은 경우 약간의 오해가 있다. 편성에서 예산을 안내줘

  * 자료 : KBS(2007g). 

 보통 2단계는 보도, 제작, 편성 관련 부서의 워크숍과 실무진 간담회로 진행되는데, 이 워크숍(간담

회)은 장르, 제작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되기도 하며, 편성과 제작, 그리고 보도가 함께 모여 진행되

기도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CP급 이상 중견 간부들이다. 이 자리에서 제작과 보도

가 편성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과 역으로 편성이 제작과 보도에 요구하는 사안이 공유되고, 편성이 

염두해 두고 있는 개편 방향과 바꾸고자 하는 프로그램, 시간대 등이 논의된다. 이 단계는 부서 간 

이해관계와 의견의 충돌로 팽팽한 긴장감과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장이기도 하지만, 그 논쟁이 갈등

과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에서 2단계에 속하는 이 장은 무엇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편성과 관련한 많은 요구사항과 고민거리들이 결정과정의 핵심부 속으로 

내던져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표 6-15> 개편워크숍 사례 (2010년 가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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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되는 게 아니다. 편성이 막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양국에서 자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옆에 

것 가져다 쓰면 된다. 특집하고 싶은데 특집 비용이 없다, 그러면 정규 예산에서 쓰면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편

성에 달라하면 된다. 자기 돈도 못쓰면서 달라 하니깐 황당한 거다. 적어도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들, 가능성이 있

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편성 쪽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 다음으로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국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지금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교양프로그램이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걸 고민해야 할 거라는 생각은 든다. 노인층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 노인이 옛날

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의 노인이 아니라 똑똑한 노인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층을 위해 어떤 프로그

램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화의 흐름 속에 늘어나는 50대, 60대 70대, 똑똑하고 영악하기까지 하고 건강한 이 사

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옛날 형태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사실 지난 봄개편때부터 편성에서는 이런 고민은 있어 왔는데 아직 이것이 결실로 나오

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 자료 : KBS(2010g). 

 편성과정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이 단계는 편성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아닐 수 없다. 편성과 제작, 그리고 보도의 중견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KBS 전체 편성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는 장은 거의 이것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의의 장은 어디까지나 3개월 뒤에 있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정되고,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장 눈앞의 개편에 대한 격론은 있어도, KBS 편성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지향해야 하는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편으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 개편에 대한 논의조차 1회성, 이벤트성 성격을 지녀, 개편 큰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서

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의 팽팽한 대치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오가는 이

야기의 많은 부분은 조금이라도 제작비를 올려 보려는 제작진과 그것을 용인하기 쉽지 않은 편성실

무진, 조금이라도 좋은 편성 공간을 얻으려는 제작진들 사이의 미묘한 견제와 갈등, 그리고 프로그램 

폐지를 막으려는 제작진과 폐지로 이어가려는 편성실무진 사이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야기

들이 자주 오가곤 한다. 

  2단계가 마무리되면, 편성 실무 부서는 3단계로 개편 가안을 마련한다. 편성표에 구체적인 안이 

그려져야,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안을 생산하는데 있어, 앞서 1단계에서 검

토한 시청률, 제작비, 광고판매율 등이 고려되고, 워크숍과 편성실무회의를 통해 제기되었던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일정부분 반영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편성 가안을 토대로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제안

공모(4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제안공모는 내주와 외주, 제작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제작진에게 열려있

다. 제안공모 심사(5단계)는 1차,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대개 제작, 편성의 CP급 이상 7~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평균 점수가 높은 프로그램이 우선 검토 프로그램으로 논의된다. 제안공모

심사는 형식적, 절차적으로 편성과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공정성은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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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들을 제거하고, 평균 수준으로 신설 프로그램을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화콘텐

츠의 속성 상, 장르와 전문 영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혁신적

이거나, 새롭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공정성은 형식적, 절차적일 뿐, 실제로 선정된 프

로그램은 이미 각 제작부서별로 내정된 프로그램으로 수렴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여기에는 프로

그램 신설을 기획안 몇 장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으며, 이제까지의 제작 경험, 능력과 성과, 평판 

및 신뢰 등 경험적으로 축적된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

다는 무의식적 전제가 깔려있다. 이처럼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제도화되어 있는 제안공모는 민주적 

절차성과 공정성이 가져오는 딜레마, 그리고 공식적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비공식적 관

계에 의해 규정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편성변화를 꾀하는 시발점으로서 제안공모 단계의 의미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유로서 지적되곤 한

다. 

민주적 절차 중요하니깐 제안공모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

해 다양한 관련부서들로부터 심사위원 추천받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열린 제안공모로 외주, 내주에서 수백편의 기획안을 받고, 채점을 하고, 여러 사

람이 모인대서 공평한 심사로 민주적인 절차를 겪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건 절대 콘텐츠가 안 돼. 누가 필 꽂혀 가고, 고집 부려 가고, 밀

어주고, 회의 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야 콘텐츠 하나가 겨우 성공할까 말까인

데... 여럿이 모여 기획안 페이퍼 보면서 점수매기고, 토의하고 이러면서 콘텐츠가 나온다

구? 이런 형식적 시스템에 얽매이면서 오히려 새로운 것 나오는 게 쉽지 않은지도 몰라.

방송은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직종이야. 민주적 토론으로 안 되는 데가

여기야.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안 돼. 중요한 건 사람이고, 동기부여야. (편성본부

장 F)

 실제로 공영방송 편성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설 프로그램의 도입 방식, 즉 ‘제안공모 

제도’는 사내외 제작진들에게 “어차피 내정되어 있는데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제안공모에 당선된

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설 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다큐PD가 내 기획안을 심사한다는 게 말이 돼?”와 같은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래서 늘 개편 시점마다 제안공모가 사내외적으로 시행되지만, 실제로 편성 목표 시간대나 방향에 

맞는 공모작을 찾더라도, 그 공모작이 실제 프로그램 신설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

히려 각 제작국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기획이 신설 프로그램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

며, 제안공모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형식적 단계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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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제안공모는 문제점이야. 제안공모에 당선되어도 실제 제작되고, 편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 이미 제작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이 결정된 사안이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 제안공모라는 시스템이 제작일선에 동기부여를 하지 못해. 그리고 편성

쪽에서 기획의도를 가지고 선정한 프로그램들이 제작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프로

그램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고, 프로그램 선정에서 개편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잖

아.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능PD L)

 5단계로 제안공모 심사가 완료되고, 일정부분 신설 프로그램의 윤곽이 잡힐 때쯤이면, 대략 개편 

예정 날짜가 채 두 달도 남지 않게 된다. 이 시점부터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는 수많은 쟁점으로 혼

란스러워지고, 격해진다.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6단계에서 제안공모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제

작부서의 반대로 프로그램 제작이 좌절되기도 하며,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제작부서의 강

력한 요구로 프로그램 제작이 가시화되기도 한다. 그 와중에 폐지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제작진의 

반발과 외부 언론, 시민단체, 시청자 집단, 정치권의 반발로 폐지가 취소되기도 하고, 경영진과 노조, 

각종 직능단체와 하위 조직 간 이해관계가 빈번하게 충돌한다. 기존의 편성 시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으로 구성되던 가치와 세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과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단 사

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식적 권한 활용, 시위, 제작거부, 성명

서 등을 이용해 편성산출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방향적 관계 전략과 노조, 경영진, 이사회, 정

치권, 외부 권력층을 경유해 은밀하게 편성산출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비공식적 전략 등이 복잡

하게 얽힌다. 

점점 더 프로그램 폐지가 어려워. 특히 1TV는 어떻게 가져다 붙이면 전부 공익적인 프

로그램들이잖아.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없앤다는 이야기가 돌면, 언론, 이사회, 시민단체,

노조, 협회, 별의별 곳에서 항의가 들어와. 일부러 제작진이 외부에 흘려서 폐지 프로그

램이 다시 살아나기도 해. 그런 경우 부지기수야. (편성기획부장 H)

 그 결과 개편 초안은 아침과 오후가 다르게 그려지고,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그 모습을 바꾸게 되

며, 그 바뀌는 수준만큼 치열한 격론이 내외부적으로 지속된다. KBS 편성과 관련한 논쟁의 상당부

분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이 수정과 재수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의 문제제기, 개편 방

향, 내부 제작진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KBS 편성의 

많은 영역이 정치화되기도 한다. 내부적으로 편성안에 수용되지 않는 사안이 노조, 이사회, 언론, 협

회 등을 경유해 일정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편성과 제작, 제작과 보도 사

이에 권력 다툼이 가시화되기도 하며, 편성제작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중심에 두고 경영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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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협회 성명서] 2008년 10월 30일 시사투나잇 폐지는 정치적 폐지다

편성 실무진도 제작진도 모르는 개편안이 이사회 보고를 위해 드디어 공개되었다. 사장, 본부장들과 몇몇 팀장이 그

들만의 극비 개편을 하는 동안 PD들은 자신이 몸담은 프로그램의 폐지도, MC교체도 회사 라인이 아닌 어느 곳에서 

주워들어야 했다. 지난달 26일 밀실개편을 항의하는 시위 당시 편성본부장은 PD협회 집행부와 중앙위원들에게 더 

이상 밀실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더욱 철저한 보안 속에 편성실무진까지 배제

된 채 진행되는 극비개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했다.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이유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데 대

해서는 본인도 반대한다는 제작본부장의 확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어제 공개된 개편안에서 모두가 확인

했듯이 ‘시사투나잇’의 사실상 폐지다.

개편 과정은 분명한 밀실, 극비개편이다

MC교체도, 프로그램 폐지도,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팀장과 선임 라인을 제외하고는 아무

도 모르게 진행되는 개편이 밀실개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밀실, 극비개편인가? 프로그램이 본부장들끼리 속삭이

고 사장 결재를 받아서 던지면 보름 만에 컨베이어벨트를 돌려서 뚝딱 나오는 자동차인가? 제작진 역시 타이틀과 

포맷과 MC까지 정해주면 뚝딱뚝딱 시키는 대로 만들어 납품하는 하청업체인가? 고품격의 콘텐츠를 지향한다는 현 

경영진이 콘텐츠와 사람을 대하는 수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접는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왜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는가?

제작본부장은 분명히 정치적 이유에 의한 프로그램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럼 왜 ‘시사투나잇’을 ‘시사터치 오늘’

로 바꿔야 하는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한해 65억을 벌어들이는 시사프로그램을, 교양시사프로그램 중 경쟁력 

2위인 프로그램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동안 프로그램 타이틀도 바뀔 수 있다고 떳떳이 얘기하지 못

했는가? 시사프로그램에서 타이틀과 내용과 사람을 바꾸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폐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는 공언대로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이사회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다고. ‘시사투나잇’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그래서 무난한 ‘터치’와 ‘오늘’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경영진들이 차마 말 

못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더욱 ‘시사투나잇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프로그램과 편성 책임자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에게 답해야만 한다. 본부장들이 답할 수 없다면 이에 대

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더 이상 임원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노조, 편성실무진과 제작진들이 강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이 앞서 살펴본 정권의 교체, 사장의 변화와 맞물려 지난 10년간 점점 더 강해지고 있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갈등의 국면에 있어 커다란 분기점이 된 해가 바로 정연주 사

장이 해임되고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후 시행된 첫 번째 개편, 2008년 가을 개편이었다. 사실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개편과정에서의 갈등은 주로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의 갈등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다. 

노조와 직능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개편과정이 언론, 시민단체에 의해 정치적 쟁

점으로 점화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 해임, <시사투나잇>, <미디어포

커스>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편성과정에 수많은 행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편성

기획/제작 단계를 과잉 정치화시키는 분기점이 된다. 

<표 6-16> 2008년 가을 직능단체 개편 관련 성명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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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성명서] 10월 30일 미디어포커스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미디어 포커스>가 폐지됐다. 지난 29일 이사회에 보고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요일 밤 <미디어 비평>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될 예정이다. 한 달 전 미디어포커스 제작진은 ‘시간대와 타이틀이 바뀌는 것은 곧 프로그램

의 폐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타이틀의 변경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방송 종

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잣대이다.   

 이번 폐지 과정에서 회사측은 왜 <미디어 포커스>라는 이름을 버려야 하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

다. 제작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요식 행위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도대체 왜 <미디어 포커스>라는 이름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미디어 포커스>라는 이

름을 버리는 것은 ‘<미디어 포커스> 폐지’를 줄곧 부르짖어 온 일부 언론과 정치집단에 대한 '보여주기(Showing)'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국내 유일의 매체 비평 프로그램 5년의 역사를 일부 세력의 정파적인 

주장에 ‘화답’하기 위해 버리겠다는 것인가.

  기자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이 새 프로그램에 대해

서 지금과 같이 근거 없는 물어뜯기를 계속한다면 회사측은 또 다시 비평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론 그 존폐에까지 

손을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비평 프로그램의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유명무실한 연성 프로그램

으로 재편하려는 상층부의 시도를 우리는 특히 경계한다. 이미 일부 언론에는 새 미디어비평 프로그램과 관련해 “메

이저 신문 3사 비판에 집중됐던 방송 내용도 개선하고 포맷도 바꿀 예정”이라며 “내년 봄 개편에는 아예 존속 여부

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정체 모를 회사측 관계자의 구상도 흘러 나왔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동요 속에 수정에 재수정이 덧붙여져 애초의 개편 가안과는 전혀 다른 느낌과 

색깔의 개편안이 1차적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편안을 들고 임원진 보고에 들어가게 된다(7단

계). 이 단계에서 경영진에 의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한다. 편성 관련 간부들과 경영진 

사이에는 이미 사전에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어왔지만, 경영진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편성안은 다시 한 번 각색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 등 편성제작진들이 민감해하는 문제가 개입할 때, 편성 관련 논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지난 10년의 편성기획단계는 이 논쟁의 수위가 점점 더 커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현재 KBS의 편성과정 구조에도 일면 그 원인이 있다. 제안공모 심사가 

마무리되는 개편 두 달 전부터, 개편 초안이 수정, 재수정되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임원진의 동의

를 얻을 때까지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시간은 불과 한 달도 안된다. 아무리 논쟁이 치열하고,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KBS 내부 규정에 의해 개편 한 달 전에는 이사회

에 개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BS 개편 논의는 개편 예정일 3개월 전 쯤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산출물이 95% 이상 결정되

는 시기는 이사회 보고 직전인 개편 한 달 전 까지다. 결국 KBS 정규 프로그램 개편은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실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기간은 채 1개월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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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TV 2TV

2003년

▪ 시대의 흐름을 읽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확대 

▪ 시청자 주권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강화

▪ 고품격 문화 프로그램의 강화

▪ 경제, 농어촌의 미래 등 국가적 아젠다를 반영한 

프로그램 신설

▪ 오후 5시 20분대 어린이 교양띠 완성

▪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신설 

▪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는 공익적 프로그램 강화

▪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대폭 강화

▪ 새로운 개념, 포맷의 인터뷰, 오락 프로그램 개발

▪ 심야시간대 시사정보 프로그램 편성

▪ 공익적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핵심시간대 편성

▪ 오락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여성,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보성 강화 

2004년

▪ 대한민국 대표 최고급 다큐멘터리 신설

▪ 평일 오후 5시 20분대 교양 어린이 시간띠 고급

화

▪ 뉴스정보 획기적 강화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확대

▪ 즐겁고 유익한 신개념의 저녁 7시대 편성

▪ 주말 가족오락정보 프로그램 강화

▪ 중, 장년층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 주5일제 및 웰빙 프로그램 강화

2005년
▪ 시사 프로그램 강화

▪ 대한민국 대표 고품격 역사 다큐멘터리의 부활

▪ 2TV 보도기능 강화

▪ 경제 프로그램 확대 강화

지 않는다. 이것은 편성기획단계에서 수많은 쟁점들, 행위자들, 하위 조직들이 격렬하게 부딪혀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쟁점이 많아질수

록, 공식적 논의와 토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내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

다. 공식적으로 편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와 시간은 많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병

순 사장 체제 이후 그것의 결정권한이 편성국장이나 편성본부장에 온전히 수렴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경로, 즉 경영진, 노조, 협회, 정치권력, 시민단체, 언론을 경유해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

는 의지와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보제공, 공적논의 참여 장 마련 등 양방향

적인 관계 전략보다 공식적 권한 활용, 시위, 제작거부, 성명서 등을 매개로 한 일방향적 관계 전략

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편성과정에서 비공식적이고 일방향적 관계 전략이 공식적이고 양방향적 관

계전략보다 좀 더 문제를 푸는 데 유용하다는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편성과정은 은밀해지고, 

갈등적이며, 혼란스러워진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원진 보고를 마치고, 1차 개편안이 확정되면 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편성기

획부는 편성기획단계의 8단계, 이사회 보고를 준비한다. 이사회에 보고되는 개편 방향과 목표 등은 

1차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귀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신설 프로그램들을 모아 키워드를 뽑아내

고, 여기에 나름의 공익적 가치들을 부여하면서, 이사회 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장에

서, 지금까지 격렬하게 이루어진 내부의 논쟁, 갈등, 싸움, 논리들은 수면 아래로 숨게 되고, 공익적 

가치와 표현으로 개편안이 치장된다. 

<표 6-17> 2003년~2012년 채널별 개편 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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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족 시청시간대 강화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탄력적 확대를 위한 주말

편성

▪ 심야시간대 지역, 문화 특화 및 시청 선택권 확대

▪ 새롭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

▪ 아시아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신설

▪ 세계를 읽는 국제뉴스 매거진 및 다큐멘터리 신설

▪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편안한 주말 편성

▪ 주말 심층 뉴스 프로그램 강화

▪ 고급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 즐겁고 유익한 공익 프로그램 신설

▪ 수준 높고 차별화된 해외 시리즈물 기획

▪ 세계를 이해하는 국제 프로그램 신설

▪ 웰빙 프로그램 강화

▪ 재미있고 신선한 오락 프로그램 신설

2006년

• 사회현안의 심층진단 

• 아시아와 세계를 이해하는 창

• 전문영역의 대중화 선언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로컬방송의 활성화

• 평일 밤 9시간 프로그램 다양성 강화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 확대

• 편안한 휴식을 위한 주말 아침 프로그램 강화

2007년

• 농촌드라마의 새로운 변신

• 핵심 시간대 시사, 토론프로그램 강화

• 심야시간대 젊은 시청층을 위한 실험적인 프로그

램 편성 

• 새로운 형식의 휴먼프로그램 발굴

• 오전시간대 공영성 제고

• 소외계층 프로그램 신설과 시청자참여 확대

• 주말 핵심 시간대 활력있고 편안한 교양프로그램 

편성

• 미취학 유아 대상 키드존 설정

• 대형 어린이프로그램 신설로 키드존 강화

• 시청자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2008년

<봄개편 : 정연주 사장 체제> 

• 핵심시간대 국제 시사프로그램 신설 및 시사, 보

도 프로그램 핵심시간대 전진배치로 의제설정 기

능 강화 

<봄개편 : 정연주 사장 체제>

• 편안하고 활기찬 주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 초저녁 6시대 뉴스 ZONE 신설로 차별화된 뉴스

서비스 제공

•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을 주요 시간대로 이동 편성

• 시청자를 위한 평일 저녁시간대 시청흐름 개선

•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가을개편 : 이병순 사장 체제>

• 고품격 프로그램을 통한 공영성 강화

•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 대한민국의 기본을 

말하다

• 뉴미디어 시대, 사회 감시 기능의 강화

<가을개편 : 이병순 사장 체제>

• 저녁시간대 종합채널로서의 공영성 강화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채널 정체성 확립

• 시청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강화

• 2TV 대하드라마 시즌제 도입

• 2TV 시사프로그램 명칭변경 

• 2TV 광역권 지역뉴스 신설 

2009년

• 9시뉴스 및 핵심 거점 프로그램의 영향력 유지 및 

강화

• 아침드라마 폐지, 아침시간대 웃음과 감동을 주는 

연작다큐 편성

• 친근하게 접근하는 다양한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 일자리 나눔 프로그램 강화 및 사회적 필요에 부

응하는 프로그램 신설

•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신설 

• 국민 제안 프로그램 신설

• 대하드라마 복원으로 민족정신 고취 

• 대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신설로 주말 경쟁력 제고 

• 저녁시간대 새로운 교양 다큐존 신설

•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오락 프로그램 개발

• 고품질의 콘텐츠 재활용

• 자체 제작 정보•문화 프로그램 강화

• 글로벌 시대를 위한 TV 정보 프로그램 확충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오락•교양 프로그램 강화

• 가족 ∙ 가정을 위한 건전 오락프로그램 신설 

2010년
•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아젠다 제시

• 지역 제작 프로그램의 전국방송 대폭 확대

• 주말 핵심 시간대 고품격 다큐멘터리 지속 및 강화

• 한류 콘텐츠 생산을 위한 토대 KBS 단막극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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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 밤시간대 품격 높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집중 조명

• 소외 계층과 노년층을 위한 편성 강화

• 2TV 정보 프로그램 강화

• 선정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공익

적 오락 프로그램 신설

•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한 2TV 어린이 Zone 

확대 및 강화

•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품격 문화 프로그램 Zone 

설정

• 역경을 이겨낸 이웃들과 함께하는 희망 릴레이 

Zone 설정

• 핵심시간대 공영성 획기적 강화

• 편성의 다양화를 통한 시청자 맞춤서비스 강화

•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 교육의 장 제공

2011년

• 세상을 보는 차별화된 뉴스•시사 프로그램 강화

• 심야시간대 KBS만의 다양한 고품격 프로그램 확대

• 위대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 대하드라마 [광개토

대왕] 신설

• 청년실업,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를 반

영한 프로그램 신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 

강화

• KBS 뉴스의 신뢰도를 높일 뉴스 옴부즈맨 도입

• 지역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

•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들의 꿈과 도

전의 장 마련

•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구 마련

•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키워드, 행복! 행복을 꿈꾸

는 희망 TV

• 시청자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 국민 참여 대형 

프로그램 강화

•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할 거점 프로그램 신설

• 신·구세대간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한 예능 프로그

램 강화

• 동시대 전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창구 제공

•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 <TV소설> 부활을 통한 아침드라마의 새로운 패

러다임 마련

2012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총국 제작 우수 프로그램 전국 편성을 통한 지역

방송 역할 강화

• 일일시트콤 신설을 통한 채널 경쟁력 강화

• 해외 우수 드라마/다큐멘터리 집중 편성을 통한 

채널 정체성 강화

 * 주 1: 2012년은 ‘파업’ 등의 이유로 개편이 없어, 부분조정의 편성방향으로 대체함. 

 ** 자료 : KBS(2003a~2012a) 봄/가을 프로그램 개편안 : 개편방향 홍보책자 재구성.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것의 의미가 단순히 수사적인 의미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나 그것은 신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개념’들이며, 그 개념들 속에는 KBS 내부 행위자

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많은 논의와 갈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한 채널별 가치체계들

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표 6-17>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후 노조 설명회

(9단계), 개편 기자간담회(11단계)에서 이야기된 개편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신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BS 정규 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미묘하게 변하

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TV의 경우 정연주 사장 시절 지향했던 개념은 ‘시청자 주권, 

시청자 참여, 사회개혁, 시청선택권, 아시아, 실험적 프로그램, 고품격, 편안함, 새로움, 활력’이고, 강

조했던 시청자 집단은 ‘가족, 어린이, 젊은 시청층, 소외계층’이며, 집중했던 프로그램 장르(포맷)는 

‘시청자 참여(4회), 뉴스(3회), 시사(4회), 어린이(3회), 다큐(3회), 교양(2회), 문화(2회), 농촌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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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토론(1회)’이다. 한편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 지향했던 개념은 ‘역사, 전통, 기본, 사회감시, 

사회적 필요, 국가발전, 국민제안, 민족정신, 품격, 청년실업, 고령화, 의제설정, 신뢰도, 인재육성, 지

식, 효율성’ 이고, 강조하는 시청자 집단은 “지역, 소외계층, 노년층’ 이며, 언급된 프로그램 장르(포

맷)는 ‘뉴스(3회), 문화(3회), 시청자 참여(2회), 시사(1회), 스포츠(1회), 다큐(1회), 대하드라마(1회), 

단막극(1회)’ 이다. 

 다양하고 산만하게 펼쳐진 개념들의 나열 속에서도 어떤 변화된 특징이 보인다. 우선 신설 프로그

램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 체계가 고루해졌다.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 시청자 주권, 참여, 사회개혁, 

어린이, 젊은 시청층, 실험적 프로그램, 새로움, 활력 등의 단어가 사라지고 이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전통, 기본, 사회감시, 사회적 필요, 국가발전, 민족정신, 노년층, 인재육성 등이다. 이에 더해 강조하

는 프로그램 범주와 시청층 역시 좁아졌고, 특히 시청자 참여와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 장르

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것이 의미 있는 차이다. 

 2TV 역시 최종 신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출한 개편 방향에서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

연주 사장 시절 지향했던 개념은 ‘새로운 포맷, 새로운 모델, 신개념, 즐거움, 시청자서비스, 시청자

참여’이고, 강조했던 시청자층은 ‘가족,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년층, 중장년층’이며, 집중했던 

프로그램 장르는 ‘오락(4회), 어린이(3회), 뉴스(2회), 교양/정보(3회) 에듀테인먼트(1회), 시사(1회), 

경제(1회), 문화예술(1회), 시청자 참여(1회)’다. 이 시기 2TV의 개념이 오락 프로그램의 새로움, 즐

거움, 신선함과 시사 보도 기능 강화, 그리고 다양한 계층별, 세대별 시청자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차원으로 퍼져있다면,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에 강조하는 개념은 이와 층위를 달리한다. 이 시절 

강조되었던 개념들은 ‘공영성, 건전함, 고품질, 선정성 배제, 희망, 행복, 신구세대 공감, 사회공헌, 

삶의 질, 교육, 생활밀착, 시청자 참여, 시청자 서비스, 글로벌, 지역, 경쟁력, 창의, 한류, 새로움’ 이

고, 강조하는 시청자층은 ‘미리세대, 가정, 어린이, 장애인’이며, 집중했던 프로그램 장르는 ‘교양/정

보/생활밀착(6회), 다큐(3회), 시청자 참여(2회), 대하드라마(1회), 오락(4회), 버라이어티(1회), 단막

극(1회), 어린이(1회)’다. 정연주 사장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건전함, 선정성 배제, 경쟁력, 한류 등

이 강조되고, ‘생활밀착형 정보성 프로그램’과 ‘선정성이 배제된 공익적 오락 프로그램’이 강조된다. 

이에 더해 강조되는 개념들이 ‘희망’, ‘행복’, ‘공감’ ‘공영성’ 등 좀 더 추상적인 개념들의 나열로 이

어지고, 강조되는 차원, 강조되는 시청자 집단 역시 좁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사회에 보고되고, 개편책자에 실리는 위의 개편방향은 다분히 수사적이고, 그럴듯하게 치장된 부

분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개편 시점의 신설 프로그램 특징을 의미화하는 방식이라면, 편성과정의 어

떤 시기적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즉 편성기획 단계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진 내부의 논쟁, 갈등, 싸

움, 논리의 맥락들, 성격들, 이 논쟁의 끝에 남게 된 신설 프로그램의 면모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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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가령 정연주 사장 시절 편성기획단계의 논쟁이 개혁적이고 확장된 공익 가치를 표면화하

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서, PD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논쟁적

일 수밖에 없는 현대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신설하는데 있어, 그것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논리, 

집단과의 경쟁이 내외부적으로 치열했다면, 이병순, 김인규 사장의 논쟁은 이와 반대되는 편성 방향

과 또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 집단과의 경쟁이 내외부적으로 치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은 정연주 사장 체제에서든, 이병순,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든, 개편 결정과정 그 자체에서 충분

히 논의되지 않고, 논의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늘 풀리지 않은 과제와 불만으로 편성과정을 은밀하

고, 복잡하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씨가 된다. 물론 그것이 표면화되고, 부각된 사례는 이병순, 김인

규 사장 시절에 훨씬 많지만 말이다.  

  요컨대 공영방송의 편성기획단계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이

고 규범적인 논의와 달리, 구조적으로 그것이 논의되고, 설득될 수 있는 장이 개편과정의 짧은 시점, 

두 달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혼란스럽게 터져 나오면서, 결정과정 자체가 시끄럽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소통이나 결정이 쉽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 관료

적이고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강화되면서 설득과 최종 결정이 편성, 제작, 보도 간부진에 의

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넘겨지면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은 사장 보고 직전까지 은밀하

고, 비공개적인 공백으로 남겨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신설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개편 안과 신설 프로그램이 확

정되지 않아, 개편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서야 신설 프로그램의 편성제작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어 수준의 기획안을 구체화시키고, 출연진과 작가를 섭외하며, 첫 방

송의 촬영, 편집을 해내야 한다. 편성기획 단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하는 편성제작 조건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 역시 편성결정과정이 경영진에 의

해 미뤄지고 넘겨지는 경향이 강해진 2008년 전후로 강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한편 개편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끝난 직후 노조 설명회(9단계)가 이어지고, 제작부서, 이사진,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에 대한 미세한 조정(10단계)이 이루어지지만, 이 단계에서는 소소한 

변화만 있을 뿐, 개편 방향 자체가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후 편성관련 부서와 홍보부서는 개

편 기자 간담회(설명회)를 준비한다(11단계), 개편 설명회가 끝나면 개편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며, 

개편이 시행(12단계)된 이후 한 달 동안 편성 관련 부서는 신설 프로그램 모니터와 시청률 변화 정

도를 평가한다(13단계). 이 평가는 다음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다분히 그것의 공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개편 논의 과정에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는 여지가 많을수록, 이에 대한 평

가가 개편에 대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성기획단계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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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늦어지면서, 제작기간이 짧아진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방송 초반부터 세부 평가를 공유하는 것

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정서도 깔려있다. 편성제작단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

리고, 개편 과정에서 편성에 쌓인 감정만 나쁘게 한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개편 

평가는 대부분 의례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곤 한다.    

 지금까지 개편을 중심으로 편성기획과 제작단계의 과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이 편성기

획과 제작단계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전부는 아니다. 편성기획단계에서 특집이나 드라마 세부 프로그

램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편성제작회의’의 과정적 특징은 이와 다소 다르며, 편성 제작단계는 하

위 장르와 포맷에 따라,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다룬 부분은 일부에 지

나지 않는다. 다만 그 세부적인 모습이야 장르별로, 포맷별로 다를 수 있지만, 편성 기획과 제작 단

계가 공히 짧은 시간에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제안공모라는 제도가 

실제 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 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가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고, 여기에는 짧은 개편 주기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의 발견은 그것이 바

로 내부 행위자의 편성행위를 제약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공익 실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그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난 10년간 수많은 신설 프로그램이 단명한 이

유이며, 이병순 사장 이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신설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는 편성정책단계와 상동하는 여지가 적으며, 결정과정 자체가 매우 짧

아, 다분히 그 과정 안에서 정치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제안공모 제도’, ‘보도, 제작, 편성 

워크숍’ 등 그 안에 자리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신설, 개편 방향 도출 등에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는 KBS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행위를 제약하

는 제도적, 과정적 조건이자, 지난 10년간 KBS 편성과정에서 공익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

한다. 

 3. 편성평가단계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는 실질적으로 방송된 편성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편성을 조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BS TV 채널의 편성 평가는 다른 지상파 방송 채널 사

업자와 마찬가지로 가구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로 활용된다. 

 가구 시청률은 프로그램 평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처럼 행세한다. KBS TV 편성에서 가구 시청

률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가시적인 척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 자신의 상품이 얼마나 팔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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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경쟁 상품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지로 평가받는다. 방송 채널 및 프로그램 

역시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동시간대 유

사 프로그램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는지,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로면 자신의 만든 

프로그램의 경쟁력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방송사는 자신이 소유한 채널의 경쟁력에 신경 쓸 수밖

에 없다.

 기업에서 상품 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가구 시청률이 중요한 이유도 같은 이유다. 가구 시청률로 표상되는 채널/프로그램 경쟁

력은 광고수익과 2차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판매수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령 2TV의 대

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으로 2012년 가장 높은 가구 시청률을 보인 주말연속극, 월화/수목 미니시

리즈, 개그콘서트, 해피선데이, 해피투게더 5개 프로그램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익

은 총 2,608억 원이다. 이는 2012년 전체 광고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1차 시장에서 

높은 가구 시청률 성과를 거둔 이들 프로그램이 2차 프로그램 판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

중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 시청률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

업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표 6-18> 2012년 KBS2 가구 시청률, 광고판매액 상위 프로그램 TOP 5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연간광고판매액 매출기여도

주말연속극 (주 2회) 32.1% 651억

광고매출기여도

=2608억/6236억

(42%)

월화/수목 미니시리즈 (주 4회) 11.6% 851억

개그콘서트 (주 1회) 22.3% 360억

해피선데이 (주 1회) 15.5% 530억

해피투게더 (주 1회) 12.0% 216억

TOTAL 2,608억

 * 자료 : KBS 사내 광고정보시스템, 닐슨코리아(2013) 연간시청률동향보고서 재구성.  

 한편 상업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의 경우 가구 시청률은 단순히 경쟁력, 광고수익과 연동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 및 채널의 영향력, 보편적 서비스의 수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틀로 해석

되기도 한다. 공영 방송은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고, 이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좀 더 구체적으로 KBS가 생산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지

의 여부를 가구 시청률을 매개로 해석하는 것이다. 가령 TV 저널리즘 영역에서 공영방송이 가장 신

경을 쓰는 저녁 메인뉴스 <뉴스9>의 2012년 평균 가구 시청률은 19.1%다(닐슨코리아, 2013). 이를 

전국 가구 수로 환원하면 약 324만 가구다.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가 단순히 영향력에 있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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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얼마나 많은 시청자에게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평가하는 

주된 평가 기준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시청률은 공영방송 채널과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판

단하는 주된 척도로 활용된다. 

 요컨대 공영방송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영

향력을 지녀야 한다는 규범론적인 명제, 이 두 개의 명제를 판단하는 핵심 평가 척도로 가구 시청률

은 중요한 편성의 평가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가구 시청률이 평가 단계의 중요한 평가 척도로 활용

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고, 관행적이어서, 마치 하나의 신화처럼 작동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아침

에 출근하면 경영진과 편성 실무자, 그리고 제작부서 CP의 책상 위에는 전날 방송된 프로그램 시청

률이 책상 위에 올려져있다. 제작부서, 편성, 그리고 경영진은 이 시청률표를 보는 것으로부터 하루

를 시작한다. 이 일일편성표는 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다. 이 자료에는 지상파 4채

널의 전날 채널 (가구) 시청률 및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고, 프로그램별 시청률 현황이 담겨있다. 아

침 7시 전후 시청률 조사회사로부터 전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기록이 전송되어 오면, 편성 관련 

실무부서는 전날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청률 성과를 경영진과 제작진에 메일이나 출력한 자료로 공유

한다. 물론 매일 아침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한 평가가 가구시청률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

의실은 프로그램 심의 평가를 사내에 공유하고, 홍보실은 KBS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여 사

내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이에 더해 시청자상담실은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한

다. 심의 평가, 언론 기사, 시청자 상담 의견 등은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중요한 준

거 자료로서 기록되고 공유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편성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들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편성 평가 단계에서 모든 여타 요인을 압도하는 주된 준거틀이 가구 

시청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작, 편성, 보도가 늘 관심을 두는 

핵심 평가 지표이며, 시청률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관련 정보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정량화하기가 힘

들다는 점 역시 가구 시청률 중심으로 편성 평가가 수렴되는 이유다. 

  가구 시청률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한 평가는 매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

로,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구 시청률이 편성의 준거틀로 붙박여 있

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별 프로그램 제작진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하여, 개편 등 편성행위

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편성기획단계와 편성제작단계를 아우르며 지속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모

든 채널, 모든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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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시청률 일보 사례

※ 시청률 ■ : 5-9, ■ : 10-19, ■ : 20-29, ■ : 30이상 ※ 시청률(점유율)

시간대 KBS1 KBS2 MBC SBS 시간대

AGB닐슨 편성표 일일 시청률(수도권)
2008년 10월 01일(수요일)

6시 6시
생방송세상의아침1부

2.1 (11.1) ▼ [2.4 (11.8)]

7시 7시

8시 8시

생방송세상의아침2부
5.6 (15.0) ▲ [5.3 (13.8)]

KBS8아침뉴스타임
6.2 (12.8) ▲ [6.0 (12.1)]

9시 9시

10시 10시

아침드라마(난네게반했어)
11.2 (25.7) ▼ [12.0 (27.9)]

남희석최은경의여유만만
6.1 (17.1) ▼ [7.0 (21.9)]

11시 11시

12시 12시

바른말고운말  2.2 (8.7) ▼ [3.7 (14.7)]

KBS뉴스12
4.9 (18.2) ▲ [3.5 (14.4)]

지구촌뉴스  3.5 (11.3) ▲ [3.2 (12.0)]

대하드라마(대왕세종<재>)
2.3 (8.6) ▲ [1.9 (7.2)]

MBC뉴스와경제
2.0 (7.7) ▼ [2.4 (10.0)]

TV특강인생은아름다워
1.2 (4.4) ▼ [1.8 (8.6)]

13시 13시

14시 14시

특선다큐(군가군인의노래승리의노
래)

4.0 (15.0)
옛생각이나겠지요  3.3 (13.4) 

KBS뉴스(14:00)  4.9 (19.2) ▲ [2.2 (9.7)]
TV동화행복한세상<재>  4.0 (16.7) 

감성매거진행복한오후
4.2 (15.4) ▼ [5.0 (20.5)]

인간극장<재>
4.5 (17.6) ▲ [3.1 (13.3)]

15시 15시

16시 16시

국군의날기념식
4.2 (17.9)

새천년건강체조  3.4 (13.3) ▲ [0.3 (1.6)]KBS오늘의경제  2.6 (10.8) ▲ [1.2 (5.2)]

국군의날시가행진
3.8 (15.5)

KBS네트워크
1.5 (6.3) ▼ [1.8 (8.5)]

스타골든벨<재>
2.2 (9.2) ▼ [2.8 (13.1)]

17시 17시

18시 18시

KBS뉴스5  5.8 (23.7) ▲ [5.0 (18.0)]

동물의세계  5.8 (22.0) ▼ [6.6 (22.1)]

세상은넓다  6.8 (21.7) ▼ [7.7 (22.7)]

6시내고향
9.9 (26.4) ▼ [10.9 (27.6)]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10.0 (22.9) ▼ [10.5 (24.7)]

라라의스타일기시즌2
0.6 (2.0) ▼ [0.8 (2.4)]

19시 19시

20시 20시

KBS뉴스네트워크
9.0 (18.8) ▼ [10.7 (21.7)]

산너머남촌에는
10.2 (19.0) ▼ [11.7 (21.8)]

일일연속극(너는내운명)
29.9 (47.5) ▲ [29.8 (48.8)]

인간극장
5.3 (8.8) ▼ [5.7 (9.4)]

일일시트콤(크크섬의비밀)
6.3 (11.6) ▼ [7.5 (14.2)]

SBS스포츠뉴스  4.7 (7.4) 

KBS네트워크특선
2.4 (9.2) ▲ [1.6 (6.0)]

특별기획드라마(바람의나라)
15.6 (24.1) ▲ [15.5 (23.8)]

21시 21시

22시 22시

KBS9시뉴스
18.7 (29.5) ▲ [18.4 (29.9)]

환경스페셜
7.2 (11.0) ▲ [6.6 (10.2)]

단박인터뷰  3.9 (6.0) ▲ [3.2 (4.8)]

좋은나라운동본부
6.9 (10.8) ▼ [8.1 (13.1)]

TV동화행복한세상  4.4 (13.8) ▲ [3.0 (11.0)]

여성공감
2.6 (9.8) ▼ [3.0 (11.6)]

23시 23시

24시 24시

KBS뉴스라인
6.1 (10.2) ▲ [5.1 (8.3)]

수요기획
4.5 (9.2) ▲ [4.3 (8.9)]

KBS뉴스(24:15)  3.1 (7.8) ▲ [2.5 (6.1)]
스포츠스포츠  2.1 (5.7) ▼ [3.2 (8.9)]

너랑나랑초록별  0.4 (1.8) ▼ [0.9 (3.6)]

TV유치원(파니파니)
0.6 (2.2) ▼ [1.0 (3.6)]

25시 25시

KBS뉴스광장1부
5.3 (27.1) ▲ [4.3 (21.1)]

KBS뉴스광장2부
8.9 (24.4) ▼ [9.3 (24.8)]

TV소설(큰언니)
12.4 (26.2) ▼ [12.5 (26.2)]

아침마당
9.5 (20.5) ▼ [11.4 (24.5)]

KBS뉴스(09:30)
9.0 (23.6) ▼ [9.2 (25.9)]

무엇이든물어보세요
5.3 (15.7) ▼ [5.7 (19.0)]

낭독의발견
0.6 (2.2) ▼ [1.6 (6.4)]

MBC뉴스투데이1부  1.7 (12.0) ▼ [2.0 (13.0)]

MBC뉴스투데이2부
5.6 (17.8) ▼ [6.5 (20.4)]

MBC아침드라마(흔들리지마)
16.9 (35.4) ▲ [16.3 (33.8)]

생방송오늘아침
6.6 (14.3) ▼ [6.8 (14.8)]

MBC뉴스(09:30)  3.9 (10.1) 

이재용정선희의기분좋은날
4.2 (12.3) ▲ [3.9 (12.7)]

드라마특선(내여자<재>)
3.4 (12.6) ▲ [3.0 (11.8)]

KBS6뉴스타임
1.8 (5.2) ▼ [2.4 (6.5)]

KBS월드뉴스  2.2 (5.6) ▼ [2.8 (6.6)]

건국60주년특집무이옴브레진짜사나
이

1.8 (7.1)

국군의날기념식
1.4 (6.1)

국군의날시가행진
3.0 (12.3)

MBC뉴스(17:00)  2.1 (8.7) ▼ [2.2 (8.0)]

추적60분
5.8 (11.4) ▼ [6.0 (12.1)]

생방송시사투나잇
2.3 (6.1) ▼ [3.8 (11.1)]

무한지대큐!
6.4 (13.6) ▼ [7.3 (14.8)]

일일드라마(돌아온뚝배기)
8.7 (16.3) ▼ [9.5 (17.7)]

후토스하늘을나는집  1.2 (4.7) ▲ [1.1 (4.8)]

우주방송국따따  0.7 (3.0) ▼ [0.9 (3.8)]

MBC스포츠뉴스  12.0 (19.0) ▲ [10.3 (16.2)]

수목미니시리즈(베토벤바이러스)
19.6 (30.5) ▲ [17.4 (26.8)]

황금어장
16.5 (36.2) ▲ [16.0 (33.4)]

MBC뉴스24  4.8 (15.8) ▲ [4.6 (13.7)]

요리보고세계보고베스트  2.3 (8.7) ▼ [3.0 (10.1)]

생방송화제집중
4.1 (12.3) ▲ [3.3 (9.4)]

MBC뉴스(18:30)  3.7 (9.1) ▼ [4.2 (10.1)]

네버엔딩스토리
6.5 (13.5) ▼ [7.0 (14.2)]

일일연속극(춘자네경사났네)
8.4 (13.6) ▲ [7.6 (12.6)]

MBC뉴스데스크
9.6 (15.2) ▼ [9.7 (15.8)]

스포츠하이라이트  3.3 (13.4) ▲ [2.9 (9.9)]
경제매거진M

2.4 (12.4) ▼ [2.7 (11.1)]

모닝와이드1부  1.8 (13.4) ▼ [2.0 (13.0)]

모닝와이드2부
5.5 (19.1) ▲ [5.4 (18.6)]

모닝와이드3부
4.9 (10.7) ▲ [4.6 (10.0)]

아침연속극(며느리와며느님)
17.1 (34.9) ▲ [16.0 (32.9)]

좋은아침플러스원  5.8 (13.2) ▲ [3.7 (8.5)]

이재룡정은아의좋은아침
8.1 (22.5) ▲ [4.2 (12.8)]

SBS뉴스와생활경제1부
4.2 (15.1) ▼ [4.6 (17.7)]

SBS뉴스와생활경제2부
2.5 (9.4) ▼ [3.9 (16.4)]

중계방송건군60주년국군의날기념식
1.6 (6.8)

중계방송건군60주년국군의날시가행
진

1.8 (7.3)

SBS뉴스퍼레이드
1.9 (7.6) ▲ [1.7 (6.1)]

날씨와생활  2.4 (9.1) ▲ [2.3 (7.4)]

시청자제보물은생명이다  1.6 (5.9) ▼ [3.0 (12.4)]건군60주년특선다큐(최고에도전한
다)

1.7 (6.4)
지구촌VJ특급스페셜

0.9 (3.4) ▼ [2.1 (9.3)]
SBS뉴스(14:00)  1.0 (4.0) ▼ [1.5 (6.8)]

김정은의초콜릿
4.4 (17.5) ▲ [2.9 (12.1)]

생방송TV연예
11.5 (18.2) ▲ [9.9 (16.1)]

드라마스페셜(바람의화원)
12.4 (19.1) ▲ [11.0 (17.1)]

뉴스추적
7.6 (15.4) ▲ [5.6 (11.9)]

SBS나이트라인  3.5 (9.2) ▲ [2.2 (6.5)]

생방송투데이
4.8 (14.7) ▼ [6.1 (17.4)]

건군60주년특집다큐(최고의전사들레
바논에가다)
5.0 (12.0)

일일드라마(애자언니민자)
11.8 (23.0) ▲ [10.6 (20.2)]

SBS8뉴스
9.1 (15.7) ▲ [7.4 (12.9)]



- 251 -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질적 평가와 수용자들의 

품질 평가 역시 때론 중요하게 언급되고 강조된다. 특히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는 공

영방송 편성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청률이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면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며, 시청률이 높더라도, 폐

지라는 수순을 밟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편성과정이 과잉 정치화되고, 직종간, 세대간 갈등이 

가시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편성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내부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평

가하고, 소통하는 장이 줄어들고, 프로그램을 방송해도 그것이 내부적으로 회자되거나, 논의되는 경

우의 수가 급격히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질적 평가는 실

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투사하는 정치적 담론과 수사의 싸움으로 번져 

실제 평가 단계에서 그것의 역기능적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사라졌어.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그것 가지

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 술자리에서 밥 먹으면서도, 중심은 프로그램이야. 그

게 당연한 거야. 프로그램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 이야기 안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 그런

데 이 문화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 이건 한편으로는 무력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동력

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

로그램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야. (편성기획팀장 I)

  

 이에 더해 수용자 품질평가지수는 대외적으로 KBS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만 기능할 뿐, 그것이 편

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보유한 국

민패널을 기반으로 매년 2회씩 시청자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를 수행하지만, 이 지표가 거의 활용

되지 않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다. 첫째, 상반기 1주, 하반기 1주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 그것이 편성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환유되어 설명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프

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시청률이 낮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질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지만,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평가 사례수가 적어 평가지수의 신뢰

도가 떨어진다. 이에 그 지수를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셋

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질적 평가보다,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사회적 의미, 가치에 대한 시청자들

의 인식 평가가 평가 지수의 수준을 좌우해 그것을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 가령 2012년 하반기 평가에 따르면 품질지수 순위 30위 프로그램 중 KBS1 프로그램이 

25개이고, 교양, 다큐멘터리, 시사 장르가 24개다(KBS, 2012h). 이런 편향성 때문에 그것을 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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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질적 평가와 수용자들의 품질 평가가 실제 편성 평가 단계에 미

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 가구 시청률과 함께 제작비, 광고 수익 등 

시장주의적 지표가 평가 단계에 개입하는 수준과 빈도는 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경영수지가 악

화되면서 효율성이 강조되고, 그 결과로서 평가 단계에서도 제작비 대비 광고 수익, 제작비 대비 시

청률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평가 척도로서 준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앞서 편성 기획 및 제작 단계

의 1단계로 진행되는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1TV는 가구시청률과 함께 제작비가, 2TV

는 이에 더해 광고 수익이 중요한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제작비와 광고 수익이 실제 

편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수준은 가구 시청률에 비해 낮은 편이다. 2TV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평가에 활용되는 광고수익의 경우, 그것의 반응이 시청률과 일정부분 상동한다는 인식, 프로그램 광

고가 시청률보다 다소 늦게 반응하기 마련이며, 그 반응을 기다리기에는 편성기획단계와 제작단계가 

매우 짧은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광고 시장이 경기상황, 계절 등 외부 요인에 의

해 상당부분 규정되고, 한국 지상파 광고 시장이 업프런트(UpFront), 정기물, 임시물, 끼워팔기, 할

인/할증 등 매우 복잡한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프로그램 및 채널 평가와 연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등이 맞물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구 시청률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 제작비

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그것이 평가되기 보다는 대부분 유사 장르, 과거의 관행에 의해 그것이 책

정되며, 경영위기 등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제작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괄 삭감 방식으로 

편성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 단계의 참고자료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기는 무리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KBS 편성 평가 단계에서 제작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평가단

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서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성조건 요인에서 살펴본 상황, 즉 제

작비 규모와 제작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은 나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편성 평가 단계에는 KBS 내부의 성과평가와 심의평가, 매년 KBS이사회가 수행하는 경영

평가53),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상담실 등을 통해 들어온 시청자의견,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로 공표하는 방송평

가54), 방송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편성비율55) 고시 등이 참

53) KBS이사회는 방송법 제 49조 제 1항 6호, 방송법시행령 제 33조 및 KBS 정관 제 13조 규정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며 KBS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KBS의 설립목적인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그리고 KBS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KBS, 2013e). 

54)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송평가는 크게 3가지 차원,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

진다. 우선 내용부분은 프로그램질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질 평가, 수상실적, 자체심의, 시청자의견반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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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평가는 그것의 정기성과 법적. 제도적 강제성 때문에 직접적

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에 대한 행위자들의 편성 대응은 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

에서 대부분 그칠 뿐, 그것이 실질적인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다. 특히 편성

기획단계와 제작단계의 주기가 짧고, 편성정책단계의 기능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들

이 편성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편성과정에 있어 평가단계에는 가구 시청률 이외에도 시청자 품질평가, 내부 프로그램 평가, 

심의 모니터, 제작비, 광고판매수익,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생산되는 시청자 의견, 규제기관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 등 다양한 지표와 내용들이 산출되고, 검토되지만, 그것이 편성과정

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적다. 특히 편성정책단계가 거의 부재하고, 편성기획단계와 제작단계

의 주기가 짧은 현재의 편성과정 내부단계의 세부 구조 속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되는 평가

요소들이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실제 평

가 단계에서 편성에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지표는 가구 시청률이라는 지표로 

수렴된다. 그리고 평가 단계가 편성과정의 시작점이자 귀결점이라 할 때, 평가 단계에서 가구 시청률

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내부 행위자들의 공익실천 구조적으로 한계 지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동

한다. 

 한편 가구 시청률이 “가구”의 시청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 수용자의 시청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을 편성단계에서 채널(프로그램) 경쟁력과 영향력을 가늠

하는 지수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채널(프로그램) 경쟁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으

로 가구 시청률이 활용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광고수익 등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가구 시청률을 보지 않는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 “가구”가 봤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개인에게 자신이 광고하고자 

하는 브랜드, 상품이 노출되었는지, 목표로 하는 개인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채널

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 관련 업계에서 가구 시청률이 아니라 개인 도달률, 

청자평가프로그램, 방송심의 재규정 준수를, 편성부분은 방송편성제규정, 시청자위원회, 어린이편성, 장애인시

청지원, 재난방송, 주시청시간균형편성을, 운영부분은 재무의 건전성,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제도, 경영사항 공

시의 적정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방송기술투자, 장애인고용, 여성고용, 공정거래법 준수, 방송법 준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세부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방송통신

위원회, 2013b).  

55)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장르별 편성비율, 국내제작 영

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

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비상업

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등을 고시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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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청률, 타겟별 시청률 등을 중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한다. 결국 경쟁력 차원에서 가구 시청률

을 보는 것은 실제 그것을 판단하는 관련 영역의 평가 척도와 별개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 시장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평가 준거틀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용자 시장을 제대

로 재현하지 못하는 가구 시청률의 지표적 특성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에게 공명을 일으킬만한 새로

운 편성과 프로그램의 변화가 편성과정에서 구현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것이 영향력을 판단하는 평가 척도로 활용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계가 있다. KBS TV 채

널의 영향력이란 얼마나 많은 수용자들이 KBS 채널과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의 여부로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가구 시청률은 얼마나 많은 가구가 봤는지를 기반으로 그것의 영향력을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BBC의 경우 영국 수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채널과 프로그램이 지닌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개인 시청자수, 채널 단위에서는 개인 도달률과 시청자들의 시청시간

(주간 단위)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KBS, 2013.7). 이는 가구보다 개인이, 단순 시청

률보다 평균 시청자수, 도달률, 시청시간 등 복수의 지표로 BBC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표 6-19> 평가 지표의 차이에 따른 경쟁력 및 영향력 현황 비교

  

2003년~2007년 2008년~2012년

KBS1 KBS2 MBC SBS KBS1 KBS2 MBC SBS

가구 시청률
5.7

(3위)

5.1

(4위)
5.9 5.9

5.4

(1위)

5.1

(4위)
5.2 5.4

개인 시청률
2.2

(3위)

2.1

(4위)
2.4 2.4

1.7

(4위)

1.9

(1위)
1.9 1.9

타

겟

별 

시

청

률

어린이~19세
0.6

(4위)

1.4

(3위)
1.5 1.5

0.4

(4위)

1.1

(1위)
0.9 0.9

20~49세
1.6

(4위)

2.1

(3위)
2.6 2.4

0.9

(4위)

1.8

(2위)
1.9 1.8

50대 이상
6.1

(1위)

3.1

(4위)
3.2 3.6

4.7

(1위)

2.9

(3위)
2.8 3.3

개인 도달률
46.4

(4위)

49.4

(3위)
51.9 50.5

37.6

(4위)

41.6

(3위)
42.9 42.1

타

겟

별 

도

달

률

어린이~19세
27.8

(4위)

38.6

(2위)
39.4 38.3

18.0

(4위)

27.4

(1위)
27.4 26.0

20~49세
46.4

(4위)

49.9

(3위)
53.5 51.4

34.0

(4위)

40.7

(3위)
42.9 41.1

50대 이상
70.2

(1위)

61.5

(4위)
62.9 63.1

64.4

(1위)

56.9

(4위)
57.4 59.5

     * 주 1 : 도달률 기준은 1일 1분 이상 개별 채널을 본 시청자의 비율

     ** 자료 : 닐슨코리아 시청률 분석 소프트웨어 Arian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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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9>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가구 시청률 이외에 개인 시청률과 

도달률, 타겟별 시청률과 도달률 등 다양한 지표로 KBS 채널의 편성을 평가해본 것이다. 가구 단위

로 경쟁력과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과 개인 단위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의 차이는 2007년 이전보다 2008년 이후 커지고 있다. 가령 2008년 이

후 KBS1의 가구 시청률은 5.4%로 지상파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그것이 개인 시청

률과 도달률로 평가될 경우 지상파 채널 중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다. 이는 매체환경 변화로 TV 수

용자 시장이 고령화되면서, 가구 시청률이 50대 이상을 과잉 재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차이다. 

 결국 수용자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척도로서 ‘가구시청률’이 채널 및 프로그램 경쟁력과 영향력

을 가늠하는 강력한 지표로 간주되고, 편성 평가 단계의 절대적인 준거틀로 사용되는 것은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의 공익실천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의 목소리와 

평가는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KBS를 나와서 보니깐, 새삼 깨달은 것이 공영방송 편성이라는 게 가구 시청률이라는 단

일 기준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 사실 규모가

크지 않은 종편이나 유료채널은 가구 시청률만으로도 수용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

가를 할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놀라울 정도로 거의 정확히 반응하거든. 여기에서 떨어

질 텐데 하면 바로 떨어지고, 여기 참 좋다 하면 시청률이 올라. 0.1%의 차이가 시청자

의 반응을 평가해준다구. 그런데 KBS는 가구 시청률로 수용자를 가늠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내부적으로 정치과잉이 되고, 자리싸움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어

도, KBS 시청률, 특히 1TV 시청률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그게 KBS의 힘이기도 하지

만, 그렇게 KBS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편성기획부장 H)

 4절. 소결 : 편성과정 체계의 변동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내부 행위자 특징을 도출하다보면,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와 주요 행위자

의 성향이 하나의 상수로서 기능하고, 내부 행위자의 기능 및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특징은 

하나의 변수로서 작동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변수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

정 체계를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두 개의 체계로 분할한다. 즉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공영방

송 편성과정 체계는 정치권력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자 및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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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따라 크게 2가지 국면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 전환의 분할선은 2007년~2008년 사이다. 정권교체와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맞물린 2008년, 매

체환경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지상파 TV 이탈이 가속화되고 KBS 내부의 재원 위기가 폭발한 2007

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 상호작용 방식이 재편된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

에서 이 분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권력과 시장이었고,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분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장의 교체와 재원의 위기였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거의 

유사한 시점에 걸쳐있으면서 편성과정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우선 첫 번째 국면인 2007년 이전은 정연주 사장의 임기기간이다. 해직기자 출신인 정연주 사장은 

옳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모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게 옳지 못함이란 언

론자유의 통제였다. 사장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 속에 편성과정 속에 KBS 편성, 제작진들은 이

제껏 경험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자율’을 맛본다. 이 ‘자율’은 한편으로는 게이트키핑의 실패와 그것

의 결과로서 편파성 논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편성, 제작진들로부터 올라

오는 의견, 아이디어들이 편성과정에 구현되는 경우 역시 전에 없이 많아졌다. 그 결과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 자율성,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등이 강조되는 하위장(보도, 시사, 교양문화, 다큐멘터

리 관련 편성 및 제작진)에서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의 의견이 달라 때로는 상당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 기간에는 

경쟁과 논쟁이 공익 실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된다. 같은 기

간 시장으로부터의 독립과 경쟁력이 중요한 하위장(예능, 드라마 관련 편성 및 제작진)에서도 인포테

인먼트 장르를 중심으로 새로운 포맷, 장르의 개척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여기에는 매체 환경의 변화

가 수용자 시장과 KBS 재원에 아직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 2TV의 시청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K2 프로젝트’ 등 2TV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지원이 있었던 맥락, 이에 더해 수

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마련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손쉬웠던 시기적 맥락 등이 중층적으

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노조나 직능단체는 편성과정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편성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의견 제시 수준 정도뿐,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정연주 사장이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편성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공영방송 역사에서 노조와 직능단체들이 ‘편성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자율성’이 강조되던 그 시기에 이들 

단체가 편성에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하물며 2005년 이후 반 정연주 노선을 취하며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 KBS 노조 역시 당시 퇴진의 근거는 무능경영, 팀제에 대한 문제제기, 노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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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의 도청 논란 등이었지 편성과 관련한 이슈는 거의 없었다. 이 시기에 이들 단체가 편성과정에

서 수행하는 기능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정성, 편파성, 정

치적 독립성 등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당시 이사회는 간부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작진, 편성실무자들이 이사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만큼 KBS 편성과정에서의 존재감이 적었다. 이는 편성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는 이사

회가 실질적으로도 편성과 제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읽힌다. 당시 이사

회는 편성본부로부터 개편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 편성정책단계에서 만들어진 방송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수준에서만 편성과정에 참여했다  

<그림 6-2> 2004년~2005년 편성과정체계 

 <그림 6-2>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2004년~2005년 KBS 편성과정 체계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다. 굳이 이 시기를 잡은 것은 정연주 사장 취임 후 조직 개편이 시행된 2004년과 조직구조 개편을 

기점으로 행위자와 행위자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변하기 시작한 2005년이 첫 번째 국면의 편성과

정을 가장 잘 드러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편성과정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한 것은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였다. 당시 사장 및 경영진

의 영향력은 사장 스스로가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장이 편성에 관여하는 힘이 줄어들

자, 노조와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개입하는 수준 역시 높지 않았다. 이사회도 개편에 대한 의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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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 공식적인 수준을 제외하고는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않았다. 이 시기 편성실무자와 제작진은 때

로 갈등하고, 때로 경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최소한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경쟁

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이는 당시 기획, 개발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증명하는 바다. 한편 

당시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시장 요인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이후 살펴볼 2009

년~2010년 시점보다 작았다. 정연주 사장 스스로가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고, 시장 요인으로부터의 

위협 역시 아직 가시화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편성과정은 공익실천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체계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과 편

성을 제작하는 주체들이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렇고, 수평적이고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의견들과 아이디어들이 교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내부 행위자들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모든 조건은 공익실천의 다양성을 넓히고, 변화와 혁신의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새로운 편성과정체계는 KBS의 역사에서 급하게 만들어

진 개혁의 결과물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정연주 사장’의 신념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구성된 체계였

다. 그리고 이 체계는 정연주 사장 재임기간 동안에 자주 KBS 구성원들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때로

는 그것이 프로그램의 편파성,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이 체계는 빠른 시간 내에 전복된다. 이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로부터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탈피한 경험이 많지 않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 체계는 재편된다. <그림 6-3>은 이 변화의 양상을 

도시한 것이다. 편성/제작진의 자율성이 과도한 통제시스템으로 막히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서 사장 

및 경영진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진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 정책과 거의 유사하

게 상동하는 방식으로 KBS의 편성과정은 사장 및 경영진이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다. 편성본부는 편성센터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편성실무자의 기능이 경영진의 의도를 편성상에 구

현하는 실무적 차원으로 축소되고, 제작진 역시 게이트키핑 강화로 자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공익 실천을 편성과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사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

립, 자율성,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등이 강조되는 하위장(보도, 시사, 교양문화, 다큐멘터리 관련 

편성 및 제작진)은 정치권력과 사장으로부터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소화하느라(홍경수, 2012), 공익

실천과 관련해서는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한다. 실제로 이 기간에 이 하위장에서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수용자의 공명을 얻어내는데 실패하며, 1~2년 내에 수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장으로

부터의 독립,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 하위장(예능, 드라마 관련 편성 및 제작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수많은 필터링 단계에서 좌절되고, 이에 더해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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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인 제작진의 이탈, 지상파 경쟁력 하락, 재원의 위기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서, 이 공간에서 혁신이나 변화보다 기존의 성공한 프로그램의 모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제작의 자율성이 문제시되면서, 편성과정에서 편성실무자와 

제작진은 자주 갈등관계를 형성했고, 노조와 직능단체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율

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KBS 노조는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양분되

고, 상호 갈등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편성과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에 더해 정연주 사장 해임, 수신료 정국 등과 맞물려 KBS 내에서 그 힘을 키워온 이사회 역시 프로

그램과 편성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프로그램 존폐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다. 그렇게 편성과정 체계는 공익실천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편성, 제작진의 힘이 과잉 축소화되고, 

이들의 관계가 협력적 경쟁관계에서 갈등관계로 치환되는 방식, 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 노조 및 직

능단체의 힘이 커지고, 이들 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상호작용 방식, 즉 사장은 인사권과 일방적인 명

령으로, 노조와 직능단체는 파업과 제작거부, 성명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체계의 

변동이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에 치명적인 장애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와 동시에 해

당 기간 동안 변화된 체계 속에 일관되게 작동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공통된 성향, 그리고 편성과정

의 내부 단계가 지닌 제도적 관행은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내부 요인으로서 작동한

다.   

<그림 6-3> 2010년~2011년 편성과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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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한국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의 특징 및 변화 경향

 탁월한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BBC의 전부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일이다(Dyke, 2004).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은 모두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 실천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위치 지워져 있다. 그렇다면 편성산출물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한국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동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KB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

그램’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공통된 인식이 ‘말’을 넘어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탁월한 콘텐츠 창조’라는 개념이 편성 현장에서 확산되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성장

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인 공익이념은 편성목표로서 공익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차원에서만 기능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은 뿌리 채 훼손되

고 있고, 시장으로부터의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다. 경영은 늘 위기 상황이고, 인력과 제작비의 열악

함이 편성과 제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강화되면서, 편성, 제작진

들의 ‘창조’에 대한 열정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관행적, 제도적으로 내려오는 편성과정은 이러

한 문제를 풀어낼만한 체계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 집행기관에 몸담았던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후배들을 만나면서, 내가 요즘 놀라는 게, 프로그램밖에 모르던 친구들마저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는 거야. 피디가 프로그램을 안 만들겠대. 기자가 뉴스를 안 찾아다니

겠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일

이야. (편성본부장 A)

 이 장에서는 공익이념이 편성장에 적극적으로 수용, 창조되지 못하고, 수많은 장애요인들에 의해 편

성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자는 이 특징과 변화가 프로그램과 편성을 역사적인 흐름 위에서 검토할 때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정 단면을 쪼개어 그 안에서 어떠한 공익의 세부가치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역사적 궤적 위에서 편성산출물의 총체적 구조, 구조의 변동, 그리고 세부 구조의 

특징을 관찰함으로써 공익실천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우선 2003년 이전 KBS 편성구조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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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흐름 속에서 2003년 이후 KBS 편성구조의 변화된 모습, 또는 변하지 않은 모습을 가시화시

킬 수 있는 비교틀이기 때문이다. 이후 2절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산출

물의 변화 특징을 편성구조, 세부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1절.  편성구조 

 1. 2003년 이전 편성구조의 특징

  한국의 공영방송은 오랜 기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공영성,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다. 그렇지만 1973년 국영에

서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 후 2000년대까지 KBS 편성이 별다른 변화없이 과거를 지속적으로 답습했

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의 편성과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의 

편성, 그리고 민주화 이후 방송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1990년대의 편성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시기의 편성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이 특징의 일부는 2003년 이후 편

성산출물의 특징을 일정부분 규정하면서, 동시에 2003년 이후 변화된 면모를 가시화시켜주는 비교

틀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2003년 이전의 편성산출물에 주목한다. 그 시작은 공영방송이 태동한 

1973년부터다.  

  1) 공영방송 태동기 (1973~1980)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한 1970년대 KBS 편성은 대중성과 체제홍보를 다소 극단적으로 

오가는 이중적 편성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항제, 2012a). 발전과 반공, 민족과 국가를 하나

로 묶는 근대화 기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임종수, 2011), 동시에 시청자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편성 시간, 장르에 걸쳐 민방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조항제, 1994). 실제로 정

부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가리지 않고, 개편 및 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이 지속되

면서, 국가에 의해 불가피하게 KBS, MBC, TBC 사이에 편성의 획일화가 주요 시간대에 나타나는가 

하면56), 국가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대 역시 3사가 전략적으로 당시 높은 인기를 얻던 일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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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극, 외화시리즈 등을 상호 대응 편성하면서 성격이 다른 획일화가 나타나곤 했다(조항제, 1994).  

 장르별로 봤을 때, 보도 프로그램은 1975년~1976년 각 시간대별로 장르까지 정한 정부의 지침 속

에 저녁 메인뉴스는 밤 9시로 정해졌고57), 뉴스 내용은 “국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발전에 저

해 요인이 되는 보도는 피해야 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는 의도적으로 은폐

해야”(최인규, 1976, p. 166)한다는 정부 관료의 인식이 뉴스의 내용을 상당부분 규정하면서, “정부

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는”(한국방송협회ㆍ한국방송공사, 1997; p. 514) 기사와 

해설이 주를 이루었다(최이숙, 2011).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문과 다른 TV적 실험으로 보도

국 현업 기자가 직접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시스템과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직접 리포트하는 기자 리

포트 방식이 도입되었고, 앵커멘트, 현장취재, 대담, 인터뷰 등이 결합된 종합 뉴스쇼가 개발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한국방송공사, 2012)58). 엄밀히 말하면 이 변화는 KBS가 만들어낸 양식이 아

니라, 민영방송이 만들어낸 형식을 뒤늦게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방에는 기존 방식을 고

수하는 것보다 시청자의 시선을 끌고, 시청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담겨있었다59). 

 1970년대 다큐멘터리와 교양 장르는 양적으로 혁신적인 팽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방송공

사, 2012) 그렇지만 KBS TV 방송 역사에 기록으로 남거나, 전해져 내려오는 프로그램은 <실록 30

년(1972년)>, <한국 30년(1978년)>, <6.25의 증언(1975년)> 등 자료와 증언을 기반으로 한 역사 

다큐와, <한국의 미(1975년)>, <한국의 재발견(1977년)> 등과 같은 자연문화 다큐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국가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대중동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었고60), 이들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부 시책 홍보, 새마을 운

56) 1970년대 편성규제는 법적 규제를 넘어 정부의 직접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1975년 9월 문화공보

부는 ‘추계 방송순서 개편방향’을 성문화해서 전달하는데, 지침의 골자는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고, 퇴폐성 프

로그램은 편성하지 말며, 외화 선정에서 모방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일절 금한다는 가이드라인이었다. 

이 같은 편성 규제는 1976년에 더욱 강화되어 ‘시간대별 편성지침(오후 6시띠-어린이 시간; 오후 7시띠- 가족 

시간; 오후 8시띠- 민족사관 정립 드라마 및 캠페인; 오후 9시띠-종합뉴스; 오후 9시30분 이후-오락 프로그

램)을 각 방송사에 전달했다. 그래서 1976년에는 KBS 포함 3개 텔레비전 모두 동일 시간대에 월요일 반공, 

화요일 청소년 선도, 수요일 새마을, 목요일 국방, 금요일 경제 등의 공동주제로 편성하게 되었고, 이런 편성 

패턴은 1978년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오후 8시대는 정책교양띠라 불렸다. 3개의 텔레비전이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저녁 8시에 정부의 주요 시책과 관련한 안보, 새마을, 자연보호 등을 중심으로 25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해야 했다(한국방송공사, 2012). 

57) KBS <뉴스9>의 방송 시간이 9시로 고정화된 것은 1976년 KBS가 국가의 시간대별 편성지침을 흡수하면서

부터다. 

58) 앵커시스템, 기자 현장 리포트 방식, 새로운 형식의 저녁 종합뉴스쇼 도입은 1970년 <MBC 뉴스데스크>가 

처음으로 시도했고, KBS는 1973년 공영화가 되면서 MBC, TBC보다 늦게 뉴스 형식의 변화를 꾀한다. 

59) 실제로 당시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민간 방송이 훨씬 높았는데, MBC(46.3%), TBC(34.8%), 

KBS(18.9%)의 순이었다(중앙대 방송연구실 조사, 1975.5.27.; 최이숙, 2011, p. 194, 재인용.).

60) 국가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탁의 대화>, <생활백과>, <인간승리>, <TV응접

실>, <총리와의 대화>, <정책을 듣는다>, <오늘의 국정> 등이 있다(임종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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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뒷받침, 국가와 민족 재발견에 상당부분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61). 1970년대 유신체제 강화, 

새마을운동(정신) 일상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 정체성 강화와 연계된 다큐, 교양 프로그램들은 수시

로 방송되었고, 이들 프로그램들은 어디까지나 선전 및 국민동원을 위한 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그 기능이 다하면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다.  

 오락 장르의 경우, 1970년대의 경우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일극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이를 둘러싼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은 치열했다62). 특히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일일극은 

1972년 방송된 <여로>다. 이 드라마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바보 남편을 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한국방송공사, 2012), 이후 KBS 일일극과 주말극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적 삶의 단면을 그리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가 되었다(임종수, 2011).  한

편 이 시기 드라마들은 가족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일극의 인기에 편승해 정권홍보와 국민동원을 위해 드라마 장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드라마들은 정책홍보에 멜로, 반공극에 스펙터클한 볼거리, 일일극 형식에 역경과 시

련을 이겨낸 선현들의 발자취와 국가관과 민족혼 제시 등이 결합하면서, 일일극과는 다른 드라마 포

맷을 개척해갔다. 발전하는 조국상과 그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이야기

의 큰 줄거리인 <꽃피는 팔도강산(1974년)>, 6.25전쟁을 배경으로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볼거리 

중심의 전쟁 드라마를 만들어낸 <전우(1975년)> 등이 그 대표적 예다(한국방송공사, 2012). 정보홍

보용 목적극, 반공극, 그리고 민족사관 정립극 등으로 불리는 이들 드라마는 선전 및 국민동원 기구

로서의 기능이 상업적 요구와 미묘하게 결합하는 1970년대 KBS TV 편성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

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조항제, 1994).   

  2) 공영방송의 제도화기 (1980~1987)

 1980년대 KBS TV 편성의 특징은 70년대의 특징을 이어가면서, 체제홍보와 국민동원이 좀 더 세

련되고 대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MBC 공영화와 민간방송사의 KBS 통폐합에 따른 억압적 공영방

송 체제(조항제·박홍원, 2011)로의 재편, 컬러TV의 도입,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준비에 따른 인력과 

61) 주로 필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넉넉지 못한 필름 공급량, 편집의 복잡성 등 다큐멘터리나 교양의 제작조건

이 좋지 않았다는 것 역시, 당시 프로그램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몰라도,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다. 

62) 1970년 방송된 TBC-TV <아씨>의 성공 이후 방송사들 간의 일일연속극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이에 대해 

정순일(1991)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71년도의 TV 기본 편성표를 보면, KBS가 오후 

8시 20분과 9시 30분, TBC가 오후 7시와 8시 30분과 10시 정각, MBC가 오후 7시 50분과 9시 10분과 9시 

40분에 각각 20분 일일극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성해놓고 팽팽히 맞서 나갔으니, 대단한 싸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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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일 1981년 4월 1982년 9월 1986년 5월

채널 1TV 2TV 1TV 2TV 1TV 2TV

보도프로방송시간 855 605 1887 1125 1759 1329

비율 24.6% 17.2% 35.1% 22.1% 34.3% 25.9%

전체방송시간 3480 3510 5369 5080 5130 5130

장비 확충 등이 이를 촉발시킨 계기였다. 우선 보도 장르의 경우, 방송 체제 개편 이후 전체 편성에

서 보도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7-1 참고). 이는 당시 정권이 공영 체

제로의 개편 근거로 방송의 공영성을 강조했던 상황에서, 이에 합당한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증가가 필요했고, 언론통폐합과 함께 많은 인원이 유입되면서 제작 조건이 탄탄해졌으며, 뉴스센터

의 확장과 본격적 ENG 카메라 시대의 돌입, 그리고 아시안게임, 올릭픽 등 두 국제행사를 대비한 

촬영 및 중계 장비 확충 등이 맞물린 결과다(최이숙, 2011). 그러나 당시 KBS 보도 프로그램의 양

적 성장은 역설적으로 TV 저널리즘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시대로 1980년대를 기억하게 만든

다. ‘땡전뉴스’라는 당시의 사회적 은어가 말해주듯이, 5공 정권 홍보와 충성 경쟁에 KBS와 MBC가 

가장 앞서 있던 것이다(강준만, 2000). 당시 KBS 뉴스에 대한 비판은 형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저널리즘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채, 여전히 정책 홍보적, 무비판적 성격을 탈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맞춰져 있었다(최이숙, 2011).  

<표 7-1> 공영화기 KBS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 및 편성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1997)

 보도 장르가 양적 규모의 성장, 이에 비해 ‘땡전 뉴스’로 수렴되는 질적 빈곤의 특징을 보인다면,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는 효율적인 대중동원과 정책 홍보 기능이 강조되면서, 프로그램이 대형화되

고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에서는 <국풍 21>, <평화의 댐 성금 모금>과 같은 관주도 이벤

트를 주관하면서,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같은 세계적인 방송이 교양 분야에서 

탄생했다63). 카메라가 필름 제작방식에서 ENG로 바뀌면서, 현장성과 시사성이 강회된 시사르포물, 

스튜디오 토크에 외부 ENG 영상물이 가미된 종합구성 포맷 등이 개발되었고, 그 결과 교양, 다큐멘

터리 장르의 다양성도 높아졌다. 현재까지도 평일 아침, 저녁 시간대 KBS 주요 포맷으로 자리하고 

있는 토크쇼 중심의 주부대상 종합 구성물의 기원이 바로 1980년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PD저널리즘

63)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개월 반 동안 이어진 프로그램으로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세계 언론의 이목을 서울로 집중시켰다. 138일간 출연자 5만 3,536명, 상봉

자 1만 189명, 총 방송시간 453시간 45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기록을 세웠고, 1983년 9월에 열린 

제 6차 세계 언론인대회에서 ‘83년 가장 인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듬해 세계평화협의회에서는 

KBS에 방송기관으로는 처음 ‘골드 머큐리·애드오너램상’을 안겼다(강준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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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대 1TV 2TV

평일 오전 

시간대  

(6:00~10:00)

농어촌 : 앞서가는 농어촌(6:05) 

교육 : 영어회화(6:25) 

아침뉴스 : KBS 뉴스센터(6:45)

교양 : 전국일주(7:40)

종합구성 매거진 : 스튜디오 830(8:00)

지역 : 내고향 지금은 (8:40)

주부 : 주부대학(9:00) 가정요리(9:20)

뉴스센터(9:40)

휴먼다큐 : 다큐멘터리 극장(6:05)

          할아버지 할머니(6:30)

종합구성 매거진 : 7시 명랑열차(7:00)

정보: 전문의진단(7:40) 

      맛자랑 멋자랑(8:20)

어린이 : TV유치원(8:40)

정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9:10)

평일 오후 

시간대 

(17:00~19:00)

어린이 : 명작만화 (17:30) 

국정홍보 :잘살아보세(화/목,18:10; 수18:30) 

          85나라살림 (월,목 18:30)

청소년 : 고교생일기(월,목, 18:20) 등

어린이 : 눈이 큰 아이(17:30)

주부 요리 : 공개방송 요리(17:50)

만화 : 딱따구리(18:10)

뉴스 : KBS 뉴스(18:35)

평일 저녁

시간대 

(19:00~21:00)

드라마 : 청소년극장 (금, 19:20)

다큐멘터리 : 실록그날 (목, 20:00), 

            르포 사람과 사람(화, 19:10)

오락 :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월, 19:10),

어린이 : 이상한 나라 폴 등 만화 (18:45)

청소년 오락 : 젊은 그들(월, 19:40), 

              영스튜디오(수, 19:45)

가족 오락 : 가족오락관(화, 19:15), 

의 효시라 불리는 <추적 60분(1983년)>이 방송되기 시작한 것 역시 1980년대 초반이다. 

 오락 장르는 당시 정치권력이 상업적 오락의 제공을 통한 탈정치화 기능을 방송에 기대하고 있었

고, 컬러 방송의 시작에 따라 이를 해낼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오락 장르의 대형화, 다양화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탈정치성에 일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가능성을 증폭시킨 계기라 할 수 있다. 한국 방송 역사에서 최장기간 방송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1980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KBS 개그코미디의 

전형을 만들어낸 <유머 1번지(1983년)>, 젊은 세대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중가요계에서 전통적인 장

르만으로 특화한 <가요무대(1985년)>, 현재 단막극의 효시가 되는 <드라마게임(1984년)>, 스튜디오 

게임퀴즈쇼 <가족오락관(1984년)>과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1984년)>, 종합매거진 연예정보 프로그

램 <연예가 중계(1984년)> 등은 오락 장르의 지평을 넓히면서, 현재까지도 KBS TV 편성에 그 흔

적이 남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이 신설,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3개의 방송사가 견제

와 균형을 이루며 경쟁하던 70년대에 비해, 오히려 2개의 방송사 KBS와 MBC만 남게 된 80년대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조항제, 2012a). 시청률이 곧 방송사의 자존심이

었던 것이다.  

<표 7-2> 1985년 3월 기본편성에 나타난 시간대별 주요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명(시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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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게임(목, 19:10)

        즐거운소극장(월, 20:00)

북한 : 지금 평양에선(화, 20:00)

            코미디출동(수, 19:45)

매거진 종합구성 : 오늘(20:40) 

평일 밤

시간대 

(21:00~24:00)

종합뉴스 : 뉴스센터(21:00)

경제뉴스 : 오늘의 경제(21:40)

휴먼다큐 : 사랑하는 사람들(21:45)

다큐, 북한, 캠페인, 드라마 : 월요기획, 지금 북한

에선,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한국영화걸작선 

(22:15~24:45)

일일극 (21:30)

해외 시리즈 드라마 (월, 22:00)

시사 : 집중추적 (화, 22:00) 

수목드라마 (수/목 22:00)

드라마게임(금, 22:10)

심야토크 : 11시에 만납시다(23:00)

일요일 아침

시간대

(08:00~13:00)

영화 : 명작만화(8:10)

다큐 : 딸이 더 좋다(9:00)

해외시리즈 : 달려라 대서부(9:50)

시사 : 출발 동서남북(11:00)

오락 : 전국노래자랑(12:10)

토론 : 일요토론(8:20)

오락 : 퀴즈경기 달려라 오바(9:10)

오락 : 행운의 스튜디오(10:00)

드라마 : TV문학관(11:30)

토요일 저녁

시간대

(18:00~24:00)

해외드라마 : 앨리스(17:50), 타잔(18:40)

오락 : 생방송 100분쇼(19:30)

KBS 뉴스센터(21:00)

TV문학관(21:30)

KBS뉴스센터 주간기획(23:00)

음악쇼 : 젊음의 행진(17:50)

드라마 : 주말드라마(18:50)

코미디 : 유모어 1번지(19:40)

교양 : 사랑방중계(20:40)

영화 : 토요명화(21:30)

토크쇼 : 나이트쇼(23:10)

일요일 저녁

시간대 

(18:00~24:00)

교양 : 일요가족석(16:30)

오락 : 생방송 유모오극장 (19:00)

뉴스 : 뉴스파노라마 (20:00)

영화 : 명화극장 (21:20)

시사 : 중공에서 찾습니다(23:00)

해외시리즈 : 도망자(17:20)

음악쇼 : 가요톱텐(18:20)

드라마 : 주말드라마(19:10)

         전설의 고향(20:00)

시사 : 추적 60분(21:00)

휴먼다큐 : 가족(22:00)

연예정보 : 연예가중계(22:30) 

 * 자료 : 1985년 상반기 KBS 기본편성표 & 1985년 3월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공시된 편성내용, 시간을 

근거로 도출.

 그렇다면 1980년대 편성구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이를 1985년 3월 

기본편성표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물론 이것이 1980년대의 편성을 대표하는 기본편성은 아니다. 다

만 여기서는 1980년대의 편성 특징을 개괄하는데 목적이 있고,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기본 

편성표가 시기별로 큰 편차를 보이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1980년대 중반의 특정 시점을 잡아 이것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985년 3월의 기본편성표를 보면,  

우선 저녁 주시청시간대는 1,2TV 공히 최대의 수용자 규모 확보를 위해 당시 인기 있었던 해외시리

즈와 어린이, 청소년 대상 오락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와 영화 등에 집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시간대는 1TV의 경우 농어촌, 지역, 교육,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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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프로그램이, 2TV의 경우 주부 대상의 정보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데, 스튜디

오 토크와 외부 ENG가 가미된 종합구성매거진 포맷이 1980년대 주요 교양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자

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후 시간대는 1,2TV 공히 어린이 시간대로 구조화되어 있고, 

이에 더해 1TV는 매일 저녁 6시대에 국정홍보 프로그램이 띠편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채널별로 봤을 때, 1TV가 2TV에 비해 뉴스, 다큐멘터리, 국정홍보용 캠페인성 프로그램, 북한 관

련 프로그램들이 다수 편성되었고, 체제홍보와 국민동원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기능을 하도록 구조

화되어 있었으며, 2TV는 상대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가족 시청층 극대화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기의 1,2TV 차이는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와 비교할 때는 크지 

않다. 한편 이 시기 선보인 프로그램 중 <전국노래자랑>, <추적60분>, <연예가중계>, <TV유치원> 

등 몇 개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 이후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채널별 / 시간대별 편성 구조, 목

표 수용자층에서는 거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 적어도 편성구조에 있어서는 현재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편성구조가 아니라, 그 안

에 자리한 몇 개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1TV 편성 곳곳에 배치된 국가주의적 공익의 면모들이다.     

  3) 공영방송 민주화·개혁기 (1987~2000)

 현재의 KBS 편성은 상당부분 1990년대 초중반의 편성구조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재원, 2008). 1990년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도전과 

불공정 방송에 대한 시정 요구로 촉발된 공영방송 내부의 갈등이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

작했고, 1991년 민영 상업방송(SBS)이 개국한 이후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편성 틀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했다(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1997; 한진만, 2011). 이에 더해 수신료 수익 

증대와 TV 광고의 호황으로 편성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KBS는 ‘공민영 방송 체제,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 경영, 

기술’ 등 전반에 걸쳐 변화를 모색했고,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초반 KBS TV 편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서재원, 2008). KBS TV가 1,2TV의 편성 목표와 방향을 차별화하고, 편성의 변화를 모색

하기 시작한 시점, 즉 KBS TV 편성이 이원화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1990년대 초반이고(강형철·

양승찬, 2003), 수신료 전기료 병산제가 실시되면서 수신료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지고

(한국방송공사, 2012; 조항제, 2012b)64), TV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재원의 안정성이 커지고 재

64) 1988년 KBS 수신료 수입은 790억 원에 불과했고, 수신료 대 광고의 비중은 27:73이었다. 그러나 수신료 전

기료 병산제가 실시되면서 1995년 수신료 수익은 3,609억(전년 대비 66.2% 증가)으로 껑충 뛰었고, 징수율도 

53%에서 95%로 급상승했다. 그 결과 수신료 대 광고의 비중은 40:60 수준이 된다(한국방송공사, 1997;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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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규모가 급성장한 시점 역시 이 시기와 맞물린다. 수신료 전기료 병산과 함께 1TV의 광고를 폐지

하게 되고, 2TV의 광고시간을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100으로 확대하여 1TV 광고 폐지에 따른 

손실을 2TV를 통해 일정 부분 충당하려 했던 것 역시 1990년대 초반 KBS TV 편성에 있어 변화를 

가져온 계기다(한국방송공사, 2012). 이에 더해 KBS 방송에 대한 시민단체, 시청자단체, 노동조합, 

직능단체 등에 의한 방송 감시 활동의 가시화65),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 등 방송민주화를 촉발시

키는 제도적, 정치적 분위기 강화는 KBS 편성에 있어 기존 유신체제, 군부독재체제에 과잉 축소화

되어 있던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 편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 시기 

KBS 편성의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편성의 이원화다. KBS는 1989년부터 TV편성의 목표를 1,2TV 

채널 편성 차별화로 설정하고 편성 변화를 모색한다(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1997; 서재원, 

2008). 즉 1TV는 보도, 다큐멘터리, 교양 중심의 채널로, 2TV는 가족오락 문화채널로 특성화하여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 특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KBS TV의 일관된 편성구조다. 

 채널 편성의 이원화 이후 KBS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청률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서재원, 2008; 임종수, 2011; 한국방송공사, 2012).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눈에 띄는 국

민동원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편성에서 사라졌고, 대신 뉴스, 토론, 다큐, 교양, 예능 등 대부분의 장

르에 걸쳐 KBS 대표 프로그램들로 간주되는 프로그램들이 이 시기에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들 프로그램들의 면면을 보면, 가족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족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와 민족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임종수, 2011). 

 이 기간에 개발되어, 2003년 이후 편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금요토

론(1987년)>, <심야토론(1987년)>, <추적60분(1994년 재신설)> 등 시사토론 프로그램, <아침마당

(1991년)>, <6시내고향(1991년)>, <체험 삶의 현장(1993년)>, <TV는 사랑을 싣고(1994년)>, <TV

쇼 진품명품(1995년)> 등 교양 프로그램, <열린음악회(1993년)>, <콘서트 7080(1994년)> 등 예능 

프로그램, <용의 눈물(1996년)>의 성공 이후 주말 밤 시간대 고정 편성되기 시작한 대하드라마, 현

재 KBS의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KBS 파노라마>의 전신인 <일요스페셜(1994년)> 등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민족문화에 대한 탐색과 복원에 주목

제, 2012b). 

65) 1988년 5월 노동조합의 창립, 1988년 10월 개전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KBS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감독 기구인 KBS 이사회 발족, 1989년 4월 시청자의견수렴위원회 구성, 1990년 9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15인의 시청자대표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 구성, 1990년 KBS 방송이념과 목표 및 원칙을 담은 <KBS 방송 

강령> 제정 등 편성의 자율성, 독립성, 품질, 다양성 등을 감시하는 제도적 기구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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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대 1TV 2TV

평일 오전 시간대  

(6:00~10:00)

아침 종합뉴스 : 뉴스광장(6:00)

어린이 : TV유치원(8:00)

드라마 : 아침드라마(8:20)

주부/장년층대상종합매거진:아침마당(8:40)

다큐 : 세계의 다큐멘터리(6:00)

아침 종합매거진 : 아침을 달린다 (6:30)

어린이 : 혼자서도 잘해요 (8:35)

드라마 : 아침드라마 (8:55)

생활정보 : 무엇이든물어보세요(9:20)

평일 오후 시간대 

(17:00~19:00)

뉴스 : 뉴스5(17:00)

자연다큐 : 동물의 세계(17:30)

여행정보 : 세상은 넓다(18:00)

지역 네트워크 : 6시 내고향(18:20)

어린이 ZONE

 먼나라 이웃나라(17:00)

 컴퓨터 퀴즈대결(17:30)

 로미오(18:00)

 개구리왕눈이 (18:30)

평일 저녁시간대 

(19:00~21:00)

뉴스 : 뉴스 네트워크(19:00)

주간 교양 프로그램 ZONE (19:35)

일일드라마 (20:30) 

뉴스 : 뉴스(19:00)

주간 퀴즈, 연예, 게임쇼 등 (19:05)

뉴스 : 뉴스비전(20:00)

평일 밤시간대 

(21:00~24:00)

종합뉴스 : 뉴스9(21:00)

글로벌시사 : 세계는 지금(22;00)

가요쇼, 문화, 다큐 ZONE (22:15)

뉴스 : 뉴스라인(23:00)

청춘드라마,코미디ZONE(월금 20:30)

일일연속극 (21:20)

미니시리즈 (21:50)

해외시리즈물, 예능 토크쇼(23:00)

일요일 아침시간대

(08:00~13:00)

토론 : KBS 정책진단(8:10)

다큐 : 내셔널지오그래픽(9:00)

드라마 : 앙코르 드라마(10:00)

뉴스 : 뉴스(12:00)

음악쇼 : 전국노래자랑(12:10)

만화: 디즈니 만화동산(8:00)

드라마 : 일요드라마(9:00)

리얼다큐: 도전 지구탐험대(10:00)

오락 : 행운의 일요특급(11:20)

뉴스(12:30)

토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동물다큐 : 동물의 세계(18:10)

뉴스: 뉴스 네트워크(19:00)

다큐: 다큐멘터리극장(19:30)

오락: KBS빅쇼(20:00)

뉴스(21:00)

대하드라마(21:45)

토론: 심야토론(22:40)

오락: 웃음천국(17:50)

오락: 토요일전원출발(18:50)

드라마 : 주말연속극(19:55)

스포츠뉴스(20:55)

토요명화(21:00)

뉴스(22:55)

오락: 이문세쇼(23:00)   

하고(대하드라마 등), 대한민국 영토와 밀접하게 결부된 민족 국가 이미지를 호명하며(6시내고향, 열

린음악회), 전통적 혹은 당대의 일생생활가치에 주목하면서(아침마당, 체험 삶의 현장),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호명하고 경험하게 하는 기계로서의 기능을 한다(임종수, 2011).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은 당시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KBS 시청률을 높여나가는 기폭제가 된다. 

<표 7-3> 1996년 3월 기본편성에 나타난 시간대별 주요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명(시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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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동물다큐 : 동물의 세계(18:10)

음악쇼 : 열린음악회(19:00)

다큐: 일요스페셜(20:00)

뉴스(21:00)

대하드라마(21:45)

명화극장(22:45)

오락: 슈퍼선데이(18:00)

드라마 : 주말연속극(19:55)

스포츠뉴스(20:55)

드라마게임(21:00)

뉴스  (22:05)

시사:추적 60분(22:10)

다큐: 행복이 가득한 집(23:00)

  * 자료 : 1996년 상반기 기본편성표 & 1996년 3월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공시된 편성내용, 시간을 근거

로 도출.

 <표 7-3>은 1996년 3월 기준의 기본편성표에 나타난 시간대별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여준다. 우선 

1TV의 경우 평일 오전 시간대, 평일 저녁 시간대, 그리고 주말 밤 시간대의 편성 구조가 현재와 유

사한 형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평일 오전 시간대의 경우 <뉴스광장>과 <아침마당>을 중심으

로 편성틀이 구축되어 있고, 평일 저녁 시간대의 경우 <6시내고향>, <뉴스네트워크>, <7시 30분대 

주간 교양 프로그램>, <일일드라마>, <뉴스9>, <밤 10시대 주간 다큐, 문화 프로그램>, <뉴스라인>

으로 이어지는 편성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2012년의 기본편성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다. 주말 밤 시간대의 경우 역시 2012년과 유사하게 <뉴스9>, <대하드라마>로 이어지는 편성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주말 저녁 시간대의 경우, <뉴스9>, <대하드라마> 이외에도 지금도 주말에 

편성되어 있는 <동물의 세계>, <열린음악회>, <심야토론>, <명화극장> 등이 이미 편성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1TV 편성구조가 1990년대 초중반에 상당부분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2TV의 경우, 평일 오전 시간대의 편성 구조가 현재와 유사한 형태다. 아침시간대 생활정보 종합매

거진 프로그램 <아침을 달린다>에 뒤이어 아침드라마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평일 저녁 시간

대의 경우 1990년대의 오락성, 상업성이 현재보다 훨씬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2TV 저녁 뉴스인 

<뉴스비전(월~금 20:00~20:30)>이 끝난 저녁 8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이 편성되는데, 특히 저녁 9시~10시대는 ‘일일드라마+미니시리즈’라는 강력한 오락 편성 패턴의 특

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프로그램과 장르만 계속 변모할 뿐, 1990년대 이후 2TV 저녁 시간대를 

규정하는 일관된 특징이기도 하다. 평일 밤 11시대 예능 토크쇼가 편성되어, 성인들의 오락시간대로 

정착된 것 역시 1990년대 초중반이다. 한편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보는 주말 저녁 

시간대는 KBS2가 가장 역점을 두어 편성하는 시간대로, 저녁 6시~7시 가족형 버라이어티, 저녁 8

시 주말연속극 편성으로 이어지는 편성 패턴이 1990년대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요명화>, <드라마게임>, 토크쇼 등이 편성되었던 주말 밤시간대(밤 9시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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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대 1996년 3월 2003년 1월 

평일 오전 시간대  

(6:00~10:00)

뉴스광장(6:00) TV유치원(8:00)

아침드라마(8:20) 아침마당(8:40)

엄마의 방(9:40)

뉴스광장(6:00) TV유치원(7:45)

TV소설(8:05) 아침마당(8:30)

뉴스(9: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0:00)

평일 오후 시간대 

(17:00~19:00)

뉴스(17:00)

동물의세계(17:30) 세상은 넓다(18:00)

6시내고향(18:15)

뉴스(17:00) TV동화(17:15)

동물의 세계(17:20) 세상은 넓다(17:45)

6시내고향(18:00) 시청자칼럼(18:55)

평일 저녁시간대 

(19:00~21:00)

뉴스네트워크(19:00)

교양/드라마 주간물(19:30) 

일일드라마(20:30)

뉴스네트워크(19:00)

교양/드라마 주간물(19:30) 

일일드라마(20:25)

평일 밤시간대 

(21:00~24:00)

뉴스9(21:00) 스포츠뉴스(21:45)

세계는 지금(22:00)

음악쇼/다큐/문화/역사 주간물(22:15)

[가요무대/이것이궁금하다/사람과사람들/신

한국기행/역사추리]

뉴스라인(23:00)

지역/국악/시청자의견/다큐 주간물 (23:45)

뉴스9(21:00)

음악쇼/다큐/문화/시사 주간물(22:00)

[가요무대/생로병사의 비밀/환경스페셜/TV

책을말하다/시사포커스]

뉴스라인(23:00)

문화/북한/경제 주간물 (23:35)

일요일 아침시간대

(08:00~13:00)

뉴스(8:00) 정책진단(8:10)

내셔널지오그래픽(9:00)

앙코르드라마(10:00) 뉴스(12:00)

전국노래자랑(12:10)

뉴스(8:00) 일요진단(8:10)

체험삶의현장(9:00) 퀴즈대한민국(10:00)

TV쇼진품명품(11:00) 뉴스(12:00)

전국노래자랑(12:10)

중심으로 편성이 이루어졌던 평일 오후시간대, 그리고 <청춘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 <연예가중

계>, <가요톱10> 등 청소년,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편성이 이루어졌던 평일 저녁 시간대의 모습은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는 1990년대 2TV 편성의 특징이다.    

  4) 공영방송의 시장병행기 (2000년 이후)

 2003년과 1990년대 사이에는 IMF라는 경제적 단절선,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 이념의 이식, 대한민

국 역사상 첫 야당 정부의 출범, 2000년 방송법 제정과 이에 따른 ‘시청자 주권 및 참여’ 개념의 확

대 등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본 1996년과 2003년 편성 사이에 일

정부분의 변화를 가져온다.  

<표 7-4> KBS 1TV 1996년과 2003년 기본편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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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18:10)

뉴스네트워크(19:00)

다큐멘터리극장(19:30) KBS빅쇼(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5)

심야토론(22:40)

가족오락관(18:00)   뉴스(19:00)

사랑의리퀘스트(19:10) 역사스페셜(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5)

심야토론(22:35)

일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18:10)

열린음악회(19:00) 일요스페셜(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5)

명화극장(22:45)

열린음악회(18:00) 뉴스(19:00)

도전골든벨(19:10) 일요스페셜(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5)

취재파일(22:35) 명화극장(23;20)

방송시간대 1996년 3월 2003년 1월 

평일 오전 시간대  

(6:00~10:00)

세계의 다큐멘터리(6:00)

아침을 달린다 (6:30)

혼자서도 잘해요 (8:35)

아침드라마 (8:55)

무엇이든물어보세요(9:20)

세상의아침(6:00)   사람이 아름다워(8:25)

뉴스(8:40) 아침드라마(9:00)

행복채널(9:30)

 * 자료 : 1996년, 2003년 상반기 기본편성표 & 1996년 3월/ 2003년 1월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공시된 

편성내용, 시간을 근거로 도출.

 <표 7-4>는 앞서 살펴본 1996년 3월과 2003년 1월의 1TV 기본 편성을 비교한 것이다. 1TV의 

경우, 평일 아침 시간대 <아침드라마>가 <TV소설>로 바뀌고, 주부 대상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 <엄

마의 방>이 생활정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바뀌었다. 평일 오후, 저녁 시간대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이라는 시청자들이 직접 행정적 이슈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평일 밤 시간대의 경우, 밤 9시 방송되는 KBS 메인뉴스 <뉴스9>

가 <스포츠뉴스>를 통합하고, 밤 10시 15분부터 방송되던 다큐/문화/음악쇼 주간물들의 방송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면서 요일별 방송시간이 45분에서 60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

격 역시 시청자들이 편히 볼 수 있는 여행, 역사추리, 휴먼 다큐, 생활정보 유형에서 <환경스페셜>, 

<생로병사의 비밀>, <TV책을 말하다>, <시사포커스> 등 당시 1TV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 매거

진, 전문 다큐멘터리, 심층 시사물로 바뀌었다. 일요일 아침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체험 삶의 현장>, <퀴즈 대한민국>, <TV쇼 진품명품> 등이 새롭게 신설되고, 주말 저녁 시간대 

역시 <도전 골든벨>, <사랑의 리퀘스트>, <역사스페셜> 등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본 편성 구조는 199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계승하면

서, 새로운 형식의 교양 프로그램, 고품격 다큐멘터리, 그리고 ‘시청자 참여’, ‘소수자 보호’ 등과 관

련된 프로그램이 새롭게 편성 산출물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7-5> KBS 2TV 1996년과 2003년 기본편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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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시간대 

(17:00~19:00)

어린이 ZONE

 먼나라 이웃나라(17:00)

 컴퓨터 퀴즈대결(17:30)

 로미오(18:00)  개구리왕눈이 (18:30)

모여라5시(17:00) 어린이만화(17:30)

어린이드라마(18:30) 

평일 저녁시간대 

(19:00~21:00)

뉴스(19:00)

주간 퀴즈, 연예, 게임쇼 등 (19:05)

뉴스비전(20:00)

주간 교양오락물 Zone(19:00)

뉴스8(20:00)  인사이드스포츠(20:40)

평일 밤시간대 

(21:00~24:00)

청춘드라마, 코미디 ZONE(월금 20:30)

일일연속극 (21:20)

미니시리즈 (21:50)

해외시리즈물, 예능 토크쇼(23:00)

인간극장(20:50) 일일드라마(21:25)

미니시리즈/VJ특공대(21:55)

예능 토크 Zone(23:05)

일요일 아침시간대

(08:00~13:00)

디즈니 만화동산(8:00)

일요아침드라마(9:00)

도전 지구탐험대(10:00)

행운의 일요특급(11:20)

뉴스(12:30)

일요아침드라마(8:30)도전지구탐험대(9:30)

기적체험구사일생(10:50)

TV는사랑을싣고(11:50)  뉴스(12:50)

토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웃음천국(17:50)    토요일전원출발(18:50)

주말연속극(19:55)   스포츠뉴스(20:55)

토요명화(21:00)     뉴스(22:55)

이문세쇼(23:00)   

자유선언토요대작전(18:00)

주말연속극(19:50) 연예가중계(20:50)

추적60분(21:50) 토요명화(22:50)

일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슈퍼선데이(18:00)

주말연속극(19:55)  스포츠뉴스(20:55)

드라마게임(21:00)  뉴스  (22:05)

추적 60분(22:10)  행복이 가득한 집(23:00)

일요일은 즐거워(18:00)

주말연속극(19:50) 개그콘서트(20:50)

드라마시티(22:00)   100인토론(23:10)

* 자료 : 1996년, 2003년 상반기 기본편성표 & 1996년 3월/ 2003년 1월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공시된 편

성내용, 시간을 근거로 도출.

 2TV의 경우, 평일 아침시간대 생활정보 종합매거진 프로그램이 <아침을 달린다>에서 <세상의 아

침>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방송시간도 확대한다. 그리고 아침 시간대 방영되던 어린이 프로그램 <혼

자서도 잘해요>가 편성에서 삭제되고, 대신 <아침뉴스>가 신설되었다. 이에 더해 생활정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1TV 아침시간대로 이동하는 대신, 2TV 평일 오전 9시대에 MBC, SBS 

아침 정보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스타와 명사,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로 꾸며지

는 연예정보프로그램 <행복채널>이 신설되었다. 평일 오후 시간은 큰 변화 없이 저녁 7시까지 어린

이 시간대로 꾸며지고, 평일 저녁/밤 시간대는 저녁 8시대 <뉴스8>이 확대, 강화되고, 그러면서 저

녁 8시 후반에서 밤 10시까지 편성이 주간 청춘드라마/코미디(요일별 50분, 5개 프로그램)와 일일드

라마(요일별 30분*5회)를 연속 편성하는 구조에서, 인간극장(요일별 35분*5회)과 일일드라마(요일별 

30분*5회)를 연속 띠편성하는 구조로 바뀐다. 평일 밤 10시대 미니시리즈 편성은 지속되지만, 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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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밤 10시대에 <코미디 세상만사>가 폐지되고 대신 8미리 카메라와 외주PD들을 중심으로 한 <VJ

특공대>가 신설된다. 평일 밤 11시대는 주간 예능 토크 버라이어티 편성이 강화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예능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일요일 아침 시간대는 <만화>가 삭제되고, 대신 <기

적체험 구사일생>, <TV는 사랑을 싣고> 등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주말 저녁 시간대

는 <주말버라이어티>-<주말연속극>으로 이어지는 편성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말연속극> 

종료 후 <토요명화>, <단막극 드라마 게임> 편성 시간이 뒤로 밀리고, 대신 저녁 9시대에 <연예가 

중계>, <개그콘서트> 등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TV와 마찬

가지로 2TV 역시 199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진 틀이 유지되면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반 사이 오락성과 상업성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기에 있어 

KBS2의 오락성과 상업성은 공익 실천의 다양성과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이 시기 

KBS2에 신설된 <개그콘서트>, <인간극장>, <VJ특공대>, <TV는 사랑을 싣고> 등은 적어도 이전 

시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맷과 장르들이었고, 이는 이후 10년 넘게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

끌어낸 KBS의 대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이다. 

  5) 소결

 지금까지 2003년 이전 KBS 편성구조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1970년대에서 2003년까지의 편성 

특징과 기본 편성표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 절의 많은 부분은 기존 연구에 기대고 있다. 

편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방송 사료의 한계 상 편성 분석은 극히 일부에 그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발견된 사실은 2003년 이후의 편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 그 변

이와 유사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즉 KBS 편성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무엇이 추가되었고,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무엇이 유지, 강화되었

는지를 가늠하고, 가시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비교 기준이 된다. 이 점에서 1970년대부터 2003년까

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공영방송에서 국가주의적 면모는 1970년 유신체제, 1980년 권위주의 체제에서 매우 강

력한 기제로 작동했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특징은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과거의 관성과 한국사회

에서 공익이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흐름 위에서 새로운 공익 실천의 지평 역시 국가주의적인 특징

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둘째, 한국 공영방송 편성에서 시청률은 매우 역사적이고, 권력적인 현상이다(조항제, 2012a). 이는 

비단 SBS가 개국하고, 케이블 채널이 도입된 1990년대 이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1980년



- 275 -

대 MBC와의 경쟁에서, 1970년대 TBC, MBC와의 삼국 경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이다. 한국 

공영방송 TV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건과 변화의 국면 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역사적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가진 강력한 힘이다. 

 셋째, 민주화 물결, 상업방송 SBS의 개국, 수신료 정기료 병산, 1TV 광고 폐지 등이 맞물린 1990

년대 초반의 흐름에서 만들어진 KBS TV 편성 변화는 1,2TV 채널 편성의 이원화라는 결과로 귀결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KBS TV 편성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KBS TV 편성구조의 이원화”를 통해 한편으로는 프로그램과 채널 혁신 및 차별화에 있어 큰 성과

를 거두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KBS 2TV의 과잉 상업화, KBS 1TV의 뉴스, 교양/다큐 장르로

의 편중 등의 문제를 배태한다.

 넷째, 1990년대까지 KBS TV 편성은 수용자 측면에서 어린이, 청소년, 젊은층, 가족이 강조되고,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가족, 국가, 민족 만들기에 집중한다. 1980년대~1990년대 평일 저녁 시간

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오후 5시~7시), 청소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오후 7

시~8시), 가족 전체에 소구하는 프로그램(오후 8시~11시)으로 목표 수용자층을 넓혀가는 특징을 보

인다. 그리고 KBS 텔레비전의 대표 프로그램들 <여로>(이후 저녁시간의 각종 일일극>, <용의 눈

물>(이후 주말 밤시간의 대하사극>,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아침마

당>, <6시내고향>, <역사스페셜>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근대적 가족과 국가,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에서 KBS가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식과 포맷의 다양한 교양, 다큐, 예능 프로그램들은 

상당부분 수용자들의 공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면서, KBS 편성장이 과거와 다른 성격의 공익을 

구현,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역사적 흐름 위에서 여전히 KBS 편성은 국가주의와 효

용주의 공익을 근간으로 하지만, 이 공익 지평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1990년대 중반 전후

로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대는 이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나가야 하는 흐름 위에 서 있었다.    

 이 다섯 가지 모습은 1973년 공사 체제 전환 이후 2003년까지 KBS TV 편성이 보여 온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이 연구가 주목하는 2003년 이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유사한 모습을 보일까? KBS 편성장이 실천하는 공익의 지평은 얼마

나 확대되고 다양해졌을까?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깊게 논의해보기로 한다. 

 2. 2003년 이후 편성구조 변화

  1) 2003년과 2012년 기본편성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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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대 2003년 1월 2012년 12월

평일 오전 시간대  

(6:00~10:00)

뉴스광장(6:00) TV유치원(7:45)

TV소설(8:05) 아침마당(8:30)

뉴스(9: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0:00)

뉴스광장(6:00) 인간극장(7:50)

아침마당(8:25) 뉴스(9: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0:00)

평일 오후 시간대 

(17:00~19:00)

뉴스(17:00) TV동화(17:15)

동물의 세계(17:20) 세상은 넓다(17:45)

6시내고향(18:00) 시청자칼럼(18:55)

뉴스(17:00) 동물의 세계(17:20)

세상은 넓다(17:40) 6시내고향(18:00)

시청자칼럼(18:55)

평일 저녁시간대 

(19:00~21:00)

뉴스네트워크(19:00)

교양/드라마 주간물(19:30) 

일일드라마(20:25)

뉴스7(19:00)

교양 주간물(19:30) 

일일드라마(20:25)

평일 밤시간대 

(21:00~24:00)

뉴스9(21:00)

음악쇼/다큐/문화/시사 주간물(22:00)

뉴스라인(23:00)

문화/북한/경제 주간물 (23:35)

뉴스9(21:00)

음악쇼/다큐/문화/시사 주간물(22:00)

뉴스라인(23:00)

스포츠/지역/다큐/문화 주간물(23:40)

일요일 아침시간대

(08:00~13:00)

뉴스(8:00) 일요진단(8:10)

체험삶의현장(9:00) 퀴즈대한민국(10:00)

TV쇼진품명품(11:00) 뉴스(12:00)

전국노래자랑(12:10)

뉴스(8:00) 일요진단(8:10)

농촌드라마(9:00) 퀴즈대한민국(10:00)

TV쇼진품명품(11:00) 뉴스(12:00)

전국노래자랑(12:10)

토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가족오락관(18:00)   뉴스(19:00)

사랑의리퀘스트(19:10) 역사스페셜(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5)

심야토론(22:35)

사랑의리퀘스트(18:00) 뉴스(19:00)
글로벌성공시대(19:10) 생로병사의비밀(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0)

특파원현장보고(22:30) 심야토론(23:10)

 2003년의 KBS TV 편성은 1,2TV 공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구축되고 변형된 

KBS TV의 특징을 토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2년까지 덧붙여지고 변형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모습은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을 주요 근간으로 하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

반까지 만들어진 새로운 흐름의 가능성, 즉 공익 지평을 확장시켜나가는 흐름의 연장성 위에 있다. 

그렇다면 1973년부터 2002년까지 KBS TV 편성의 특징과 흐름을 반영한 2003년 KBS TV 편성과 

이후 10년이 지난 2012년의 TV 편성에는 어떤 공통점과 변이가 있었을까?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 우선 이 절에서는 시계열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 2003년 1월과 2012년 12월의 기

본 편성표를 분석하여, 두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2003년 1월과 2012년 12월의 기본 편성표를 비교해보면 우선 1TV의 경우, 10년 전과 현재의 편

성 구조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6> KBS 1TV 2003년과 2012년 기본편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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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열린음악회(18:00) 뉴스(19:00)

도전골든벨(19:10) 일요스페셜(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5)

취재파일(22:35) 명화극장(23;20)

열린음악회(18:00) 뉴스(19:00)

도전골든벨(19:10) KBS스페셜(20:00)

뉴스9(21:00) 대하드라마(21:40)

취재파일(22:30) 콘서트7080(23;10)

* 자료 : 2003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기본편성표 & 2003년 1월/ 2012년 12월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공시된 편성내용, 시간을 근거로 도출.

평일 오전 시간대는 어린이 프로그램 <TV유치원>과 아침 드라마 <TV소설>이 삭제되고 대신 휴먼 

연작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이 편성되었지만, <뉴스광장>에서 시작하여, 오전 8시 30분 전후에서부

터 시작하여 오전 11시까지 <아침마당>, <KBS뉴스 9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이어지는 흐름

이 그대로다. 평일 오후 시간대 역시 <TV동화 행복한 세상>이 사라지지만, <뉴스 5>에서 시작하여 

<동물의 세계>, <세상은 넓다>, <6시내고향>,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으로 이어지는 편성 흐름

이 계속된다. 평일 저녁 시간대와 밤 시간대 역시, 저녁 7시 30분대 주간 교양물, 밤 10시대 주간 

다큐/시사물, 밤 11시 30분 이후 주간 문화/다큐물 등 개별 프로그램의 변동만 있었을 뿐, 편성 구

조와 프로그램 장르, 포맷의 성격은 일맥상통한다. 일요일 아침 시간대는 아침 9시대 <체험 삶의 현

장>이 <농촌드라마 산너머 남촌에는2>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아침 8시 <10분 뉴스>와 <일요진

단>에서부터, 오후 1시 <전국노래자랑>까지 동일한 편성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요일 저녁/밤 시간대 

역시 밤 11시대 편성된 <명화극장>이 <콘서트 7080>으로 바뀌었을 뿐,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이 지속 편성된다. 그나마 1TV 편성에 있어 변화가 보이는 것은 토요일 저녁 6시에

서 9시까지다. 2003년 <가족오락관(저녁 6시)>, <사랑의 리퀘스트(저녁 7시)>, <역사스페셜(저녁 8

시)>로 이어지는 편성구조가, 2012년 <사랑의 리퀘스트(저녁 6시)>, <글로벌 성공시대(저녁 7시)>, 

<생로병사의 비밀(저녁 9시)>로 변한다. 오락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다큐멘터리 장르가 2개나 주말 

주요 시간대에 배치되는 편성변화가 있었다. 한편 토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뉴스9>, <대하드

라마>로 이어지는 편성구조가 변화 없이 이어지지만, <심야토론> 방송시간이 토요일 밤 10시 35분

에서 토요일 밤 11시 10분으로 밀리고,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특파원 현장보고>라는 국제 시사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이 2003년과 달라진 2012년의 모습이다. 

 2002년과 2012년의 편성표를 단순 비교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KBS1의 편

성 구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편성과정에서 늘 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편성산출물이 반복 재생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

까? 주요 내부 행위자들의 유사한 편성 성향과 제작비와 인력의 부족, 이에 더해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 구조의 강화와 가구 시청률이라는 평가 지표, 그리고 편성정책단계의 부재 등 앞서 살펴본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상호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재현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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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대 2003년 1월 2012년 12월

평일 오전 시간대  

(6:00~10:00)

세상의아침(6:00)   사람이 아름다워(8:25)

뉴스(8:40) 아침드라마(9:00)

행복채널(9:30)

굿모닝대한민국 (6:00)  

아침뉴스타임(8:00) TV소설(9:40)

여유만만(9:30)

평일 오후 시간대 

(17:00~19:00)

모여라5시(17:00) 어린이만화(17:30)

어린이드라마(18:30) 

만화동산(17:00)  협찬 교양띠(17:30)

6뉴스타임(18:00) 생생정보통1부(18:10)

평일 저녁시간대 

(19:00~21:00)

주간 교양오락물 Zone(19:00)

뉴스8(20:00)  인사이드스포츠(20:40)

생생정보통 2부(19:00) 일일시트콤(19:45)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20:20)

평일 밤시간대 

(21:00~24:00)

인간극장(20:50) 일일드라마(21:25)

미니시리즈/VJ특공대(21:55)

예능 토크 Zone(23:05)

인포테인먼트 (20:50)

미니시리즈/VJ특공대(21:55)

예능/시사 Zone(23:05)

일요일 아침시간대

(08:00~13:00)

일요아침드라마(8:30)도전지구탐험대(9:30)

기적체험구사일생(10:50)

TV는사랑을싣고(11:50)  뉴스(12:50)

퀴즈쇼사총사(8:10)   뉴스타임(9:00)

1박2일 재방송(9:05)  출발드림팀2(10:45)

해피투게더 재방송(11:55)

토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자유선언토요대작전(18:00)

주말연속극(19:50) 연예가중계(20:50)

추적60분(21:50) 토요명화(22:50)

불후의 명곡(18:15)

주말연속극(19:55)    연예가중계(21:05)

이야기쇼두드림(22:05) 예능Zone(23:05)

일요일 저녁시간대 

(18:00~24:00)

일요일은 즐거워(18:00)

주말연속극(19:50) 개그콘서트(20:50)

드라마시티(22:00)   100인토론(23:10)

해피선데이(17:00)

주말연속극(19:55) 개그콘서트(21:05)

다큐3일(22:35)   드라마스페셜(23:25)

가 아닐까? 둘째, 지난 10년 사이 KBS1 아침 시간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고, 민영방송과 

차별화된 아침드라마 <TV 소설>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역시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편성자원의 부족, 수용자 시장의 변화 등과 맞물린 편성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이 표출된 결

과가 아닐까? 셋째, 일주일 중 가장 편하게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주말 저녁 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다큐멘터리 장르가 2개나 편성되고, 이에 더해 시사 프로그램이 강화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것 역시 주요 편성 행위자들이 다큐국과 보도국에서 커리어 경

로를 쌓고, 편성과정에서 이들 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리고 수신료 정국 등에 있어 다큐멘터리 

강화 등을 공익성 강화로 등치시키면서, 이에 더해 편성과정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나

타난 결과가 아닐까? 연구자는 이 변화가 앞서 살펴본 편성과정의 문제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한다. 이는 앞으로 제시하게 되는 대부분의 편성산출물의 변

화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다. 

<표 7-7> KBS 2TV 2003년과 2012년 기본편성 비교   

   * 자료 : 2003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기본편성표 & 2003년 1월/ 2012년 12월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

에 공시된 편성내용, 시간을 근거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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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KBS1과 달리 2012년 KBS2의 편성에서 2003년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오전 시간

대, 뉴스가 강화되어 오전 8시대 <아침뉴스타임>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방송되는 와이드 생활정보 프로그램 <세상의 아침>은 <굿모닝 대한민국>으로, 오전 9시 중

반부터 10시 후반대까지 방송되는 연예정보 프로그램 <행복채널>은 <여유만만>으로 제목을 바꾸었

으며, <아침드라마> 역시 <TV소설>로 제목을 바꾸고 방송시간을 요일별 30분에서 요일별 40분으

로 늘렸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편성되던 어린이 프로그램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으로 방

송시간을 앞당기게 되었고, 요일별 편성시간도 120분에서 85분으로 줄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이 앞당겨지고, 편성분량이 줄어들면서, 평일 오후 6시대에 어린이 프로그램 대신 주부 대상의 

생활정보매거진 프로그램 <생생정보통 1부>가 신설되었다. 평일 저녁 시간대의 경우, 저녁 7시대 청

소년과 젊은층, 그리고 가족시청을 목표로 하는 5개의 주간 교양/오락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대신 저

녁 6시대의 연장선으로 <생생정보통 2부>가 편성되었다. 이에 더해 저녁 8시 2TV 메인뉴스로서의 

기능을 했던 <뉴스8>이 폐지되고, 대신 <일일시트콤>과 음식 기행 프로그램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

다>라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평일 밤 9시대는, 휴먼다큐 연작시리즈 <인간극장>, <일

일드라마>로 이어지던 편성흐름이 건강정보 인포테인먼트 <비타민>, 안정정보 인포테인먼트 <위기

탈출넘버원>, 법률정보 인포테인먼트 <의뢰인 K> 등 인포테인먼트 장르 중심의 주간 예능/교양 프

로그램으로 대체되었고, 예능 토크 버라이어티 중심이었던 평일 밤 11시대는 수요일에 <추적 60분>

이 편성되면서, 예능/시사 존으로 그 성격을 다소 바꾸었다. 2012년 평일 기본 편성에서 그나마 

2003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간대는 평일 밤 10시대다. 2012년 평일 밤 10시대는 2003년과 동일

하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드라마>와 <수목드라마>를, 금요일은 <VJ특공대>를 편성하고 있

다. 

 평일만큼 주말의 편성 변화 폭도 크다. 우선 일요일 아침 시간대의 경우, 2003년 방송되었던 <일요

아침드라마>, <도전지구탐험대>, <TV는 사랑을 싣고> 등 2TV의 핵심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1박 2일 재방송>, <해피투게더 재방송> 등 예능 재방송과 <출발드림팀2>, 

<퀴즈쇼 사총사> 등 오락의 세부 장르들이 방송되면서, 예능 중심의 본방과 재방 편성이 혼재되었

다. 토요일 저녁 시간대는 지상파 대표 영화 프로그램이었던 <토요 명화>가 폐지되고, 시사 프로그

램 <추적 60분>이 사라지는 대신, 밤 10시대 토크버라이어티 <이야기쇼 두드림>과 밤 11시대 예능 

특집 및 시즌제(오디션 등)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일요일 저녁 시간대의 경우, 2TV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의 편성시간이 회당 2시간 55분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2003년 일요일 저녁 버라이어티쇼였던 <일요일은 즐거워>의 편성 시간은 회당 1시간 50분으로, 10

년간 편성시간이 65분이나 증가한 것이다. 2012년 주말 편성 중 2003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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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로그램은 저녁 8시 <주말연속극>, 저녁 9시 <연예가중계(토)>, <개그콘서트(일)> 정도다.      

 이처럼 2012년 2TV 편성에서 2003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상파 3사가 경쟁하는 

핵심 드라마 시간대(월화, 수목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시간대)와 예능 시간대(평일 밤 11시대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저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주말 저녁 9시대 연예가중계(토)와 개그콘서트(일)>, 

좀 더 넓게 유사성을 찾자면, 평일 아침 6시부터 2시간 남짓 방송되는 아침 정보매거진,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주부 대상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정도에서 2003년과의 유사

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간대 역시 아예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다. 1TV와 달리 형식적

인 대장르, 포맷, 형식만 유사할 뿐, 그 내용과 출연자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 

2002년 일요 버라이어티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대표 코너는 3글자 단어로 끝말잇기를 하

다가 중간에 말이 막히면 다양한 벌칙을 받게 되는 스튜디오 구성 게임쇼 ‘공포의 쿵쿵따’다. 2012

년 일요 버라이어티 <해피선데이>의 대표 코너는 연예인들이 대한민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1박 2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1박 2일’이다. 같은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뿐만 아니라 방송길이도 다르다. 

10년 사이에 일일 평균 편성시간이 아침드라마 30분에서 40분, 주말드라마 60분에서 70분, 미니시

리즈 70분에서 75분, 일요일 오후 버라이어티 110분에서 165분, 개그콘서트 70분에서 90분, 평일 

밤 11시대 예능 프로그램 70분에서 80분으로,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55분까지 늘어났다.

 2003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수의 공간마저 10년 전과 다른 성격, 방송 길이 등을 지니고 있다면, 

2012년 KBS2는 10년 전과 전혀 다른 느낌의 빛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과 2012년을 단순 비교할 때 나타나는 2TV 변화의 세부적 특징은 채널 광고 수익을 견인하

는 주요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확대,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변화, 평일 저녁 시간대(오후 

6시~저녁 9시) 요일별로 섹션화 되어 방송되던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소멸과 종합 뉴스의 삭제, 평

일 밤 9시 휴먼다큐와 일일드라마 띠편성 구도에서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 편성 구도

로의 변화, 그리고 주말 재방 시간의 확대다. 여기에서 평일 밤 9시대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편성 구

도를 제외한 그 어떤 변화도 공익실천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드러나는 많은 변화의 양상은 

지난 10년간 2TV의 변화가 공익실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즉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장요인을 공익실천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

다.   

 단순히 두 개의 시점, 2003년과 2012년을 비교하는 것은 공영방송 편성의 극히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시점의 변화만을 가지고도 많은 사실이 가시화되고, 이 사실로부터 다양한 질

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질문 중에 가장 우선하는 질문을 꼽자면, 1TV 편성구조는 너무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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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2TV는 너무 과도하게 변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는 1TV가 2003년 이후 새로운 공익 가

치를 추가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2TV는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변화의 면모를 볼 때, 공

익실천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과도한 

경직성과 과도한 유연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어디까지나 2003년과 2012

년의 단순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의문일 뿐이다. 좀 더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고, 특징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2002년과 2010년 두 개의 시점을 넘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

지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 

 2) 방송시간 및 재방비율

<표 7-8> 2003년~2012년 채널별 주당 방송시간 및 편성비율

단위 : 분 (%)

채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TV

본방
6295 6215 6487 7257 6962 6942 7005 7150 7130 7440

(86.5) (85.4) (88.5) (86.9) (83.7) (84.2) (84.4) (85.6) (86.0) (74.3)

재방
980 1065 843 1093 1353 1303 1295 1200 1160 2570

(13.5) (14.6) (11.5) (13.1) (16.3) (15.8) (15.6) (14.4) (14.0) (25.7)

전체 7275 7280 7330 8350 8315 8245 8300 8350 8290 10010

2TV

본방
6555 6580 6505 6630 6680 5915 5410 6145 6115 5985

(90.0) (89.9) (89.4) (80.8) (80.9) (71.6) (65.6) (73.9) (73.2) (71.6)

재방
730 740 770 1580 1580 2345 2835 2170 2240 2375

(10.0) (10.1) (10.6) (19.2) (19.1) (28.4) (34.4) (26.1) (26.8) (28.4)

전체 7285 7320 7275 8210 8260 8260 8245 8315 8355 8360

 우선 방송시간의 변화를 살펴보자. 지난 10년의 흐름 위에서 KBS 1TV 방송시간은 2005년 12월 

지상파 낮방송 허용, 2012년 10월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에 따라 2006년과 2012년에 전체 방송시

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66). 그렇지만 KBS 2TV 방송시간은 2006년에만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미세한 차이지만, 2005년 전후와 2012년 전후 KBS 편성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오후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는 수용자 규모와 광고 수익 기대치가 작기 때문에, 산업적 관

66) 이 표는 가을개편을 기준으로 편성시간을 정리했기 때문에, 2005년 12월 낮방송 이후 편성시간 변화는 2005

년이 아니라 2006년 방송시간 변화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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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투자의 이유가 적은 시간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KBS는 방송위원회의 낮방송 허

용 후 두 채널 모두에서 낮방송을 시작한다. 이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KBS가 굳이 “돈”, “효율성”을 

면밀하게 따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67). 실제로 당시 낮방송 편성표를 보면, 시사 프로그램 <생방

송 세상의 중심>, 문화 프로그램 <객석과 공간>, 주부 대상 매거진 프로그램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

후>, 지역 프로그램 <KBS 네트워크> 등 낮 시간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었

고(KBS, 2006i), 편성과정은 낮방송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유형을 어느 시

간대에 신설하고, 재방 편성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가 주요 과제였다. 적자 편성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KBS가 돈 때문에 낮방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68).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일방송을 허용하자, KBS의 관점은 달라진

다. “왜 원하지도 않는 심야방송을 마치 KBS를 위한 것처럼 허용하느냐”에 대한 비판부터,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69). 그 결과가 KBS1에 한정된 

심야방송 편성안 마련이었다. 당연하게도 KBS1의 심야편성 역시 재방송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인식

이 팽배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재방

송 프로그램을 치장하느냐였다. 이는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효율성, 수익, 비용이라는 개념이 상

당히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재방비율이다. 앞서 살펴본 전체 방송 시간의 변화가 지상파방

송 편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면, 본방송 시간과 재방송 시간, 그리고 재방비율의 변화는 KBS 

편성장의 성격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전체 방송시간이 늘어난 것과 달리, 지난 10년 간 본방송 

방송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2TV의 경우는 본방송 방송시간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전체 방송에 있어 재방 편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재방 편성 비율의 변화

를 보면, 1TV의 경우 2002년 10.1%에서 2012년 25.7%로 상승하고, 2TV는 2002년 12.3%에서 

2012년 28.4%로, 1,2TV 모두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은 어디였을

까?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2TV 모두 2006년에서 2009년 사이다. 2006년 1,2TV 재방비율의 상

67) 2005년 낮방송 허용과 함께 시행된 12월 부분조정 시행문서에는 효율성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

다. 당시 편성 기본 방향은 ‘보편적 서비스’를 목표로 두고 1) 편성의 다양성 확보, 2)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

근권 강화, 3)재방송, 대응편성, 중복편성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KBS, 2005a).     

68) “낮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 낮방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지가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어. 낮방송을 안 한다는 생각은, 아마 누구도 하지 않았을 거야.” (편성기획팀장 C)  

69) “지금 가뜩이나 제작비가 없어 허덕이는데, 심야방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 이건 솔직히 지상

파가 원하던 자율화도 아니야. 정작 해달라고 할 때는 하지 않다가, 지금처럼 재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심야

방송을 허용하니 답답할 수밖에... 이것은 종일방송 허용이 아니라, 종일방송 강제 느낌이야. 어쩔 수 없이 하

기는 해야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제작비가 들지 않는 방향에서 편성안을 짜는 것이 편성과정의 주된 

고민사항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1, 2TV 모두 심야방송을 편성할 여력 없었지. 그래서 2TV는 단계적 방송시간 

확대라고 공표한 거구.” (편성기획팀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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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낮방송 시작에 따른 결과, 즉 지상파 편성 규제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라면, 2007년부터 2009

년까지의 재방 비율 상승은 KBS 내부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당시 KBS1의 재방 비율은 13%대

에서 15~16%대까지 상승하고, KBS2의 재방비율은 19%대에서 34%대까지 상승한다. 특히 재방 비

율이 높았던 시점은 2008년과 2009년이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재방송의 확대는 편성

장에서 ‘효율’,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방송 비율의 확대는 KBS에 점점 더 시장

의 논리와 관점이 중요한 편성과정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재방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KBS 편성장에서 효율성이 중요한 편성결정요인으로 작

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기 편성과정에서 효율성이 강조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기억할 시기적 맥락은 2007년의 경우, KBS 역사 상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재원구조에서 프로그램 판매 수익 등 기타 수익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고, 뒤를 이어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시기라는 점이

다. 앞서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병순 사장에게 편성이란 곧 ‘돈’과 ‘효율’이었고, 그렇다면 하

나의 작은 결과로서 편성과정에서 재방송 비중을 늘리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

름이 된다. 

 

2절.  구조의 변동

 

 1. 신설 프로그램 

  

  1) 개수 

 봄, 가을 정기개편과 부분조정을 통해 편성이 하는 주된 과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다.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그 시기 공익 실천의 면모와 편성과정의 특징이 담겨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존의 편성구조에도 변동이 생긴다. 이것의 특징은 단지 몇 개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이들 프로

그램의 방송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로 가시화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설된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변하고자 하는 내적 의지, 열정, 욕망,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변할 수밖에 없는 

외적 맥락이 강한 힘으로 편성과정에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의 흐름 속에서 

신설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을 때는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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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시간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1TV

전

시간대

15 6 22 8 16 6 13 16 8 9 11.9

(710) (345) (1475) (440) (755) (260) (735) (905) (395) (430) (645)

SA

시간대

7 1 3 1 6 4 4 6 5 1 3.8

(290) (120) (175) (60) (325) (180) (230) (350) (250) (50) (203)

2TV

전

시간대

26 19 18 11 14 20 17 29 21 14 18.9

(2415) (2055) (1830) (715) (1205) (1660) (2060) (2520) (2025) (930) (1741)

SA

시간대

11 9 5 4 4 5 3 7 7 4 5.9

(700) (1000) (360) (230) (380) (530) (275) (830) (655) (490) (542)

<표 7-9> 2003~2012년 신설 프로그램 개수 및 방송시간 변화70)

단위 :개 (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TV는 매년 11.9개의 프로그램(주당 645분)이 2TV는 18.9개의 프로그

램(주당 1741분)이 신설되었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1TV는 연평균 3.8개의 프로그램(주당 203분), 

2TV는 연평균 5.9개의 프로그램(주당 542분)이 신설되었다. 1TV에 비하여 2TV 편성에서 좀 더 많

은 신설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은71), 앞서 2002년과 2012년의 편성 비교를 통해 드러난 1,2TV의 

변화 특징을 일정부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 KBS의 변화는 1TV에 비해 2TV에 무게중심이 쏠

려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1TV의 변화는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변화였다고 할 수 없다.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10년의 변화 폭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시기 15~16개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이 중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도 6~7개나 된다. 이에 더해 2005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05년의 경우 주 시청시간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주변 시간대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주 시청시간대에 신설된 프로그램은 3개에 불과하지만, 전 시간대에 걸쳐 신설된 프로그램은 22개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분석연도 중 가장 많은 신설 프로그램 숫자이지만, 이 시기에 신설된 프로그램

의 상당수는 낮방송 허용 직후 오후 시간대 편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저비용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에

서,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5년 신설 프로그램의 수가 많은 것이 낮방송 허용이라는 정책적 변수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면,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10년에는 어떤 이유로 신설 프로그램들이 다수 등장했을까? 이와 관련

하여 기억해야 하는 맥락은 2003년과 2010년이 새로운 사장의 취임 1년차였다는 공통점, 2007년과 

2010년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는 맥락, 그리고 2007년의 경우 1TV 프로그램 영향력 

강화를 위해 ‘K1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시기라는 점이다. 사장의 변화, 수신료, 그리고 편성 차원에

70) 신설, 폐지 프로그램 수는 비단 가을개편 뿐만 아니라, 봄개편, 수시조정 등을 통해 한 해 동안 신설된 프로

그램의 전체 숫자를 의미한다.

71) 주시청시간대 2TV 신설 프로그램 수가 1TV에 비해 적은 반면, 신설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2배 이상 긴 것

은, 신설 프로그램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데일리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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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1TV

신설프로그램수 15개 6개 22개 8개 16개 6개 13개 16개 8개 9개 11.9

1년 내 폐지 26.7% 33.3% 31.8% 50.0% 18.8% 50.0% 46.2% 43.8% 25.0% 11.1% 33.7%

2년 내 폐지 53.3% 33.3% 40.9% 75.0% 50.0% 100.0% 84.6% 50.0% 37.5% 58.3%

3년 내 폐지 73.3% 50.0% 40.9% 75.0% 50.0% 100.0% 92.3% 62.5% 68.0%

2TV 신설프로그램수 26개 19개 18개 11개 14개 20개 17개 29개 21개 14개 18.9

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1TV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1TV에 비해 변화 폭이 컸던 2TV의 신설 프로그램 개수와 편성분량의 변화 패턴을 보면, 우선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총 45개의 프로그

램이 신설되었다(03년 26개, 04년 19개). 이후 다시 신설 프로그램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0년과 2011년이다(10년 29개, 11년 21개). 이 두 시기가 모두 정연주, 김인규 씨가 새로운 

KBS 사장으로 취임한 초기였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적 맥락이다. 한편 정연주 사장

이 해임되고, 이병순 사장이 들어선 2008년 신설 프로그램의 수도 적지 않은데(전 시간대 20개, SA

시간대 5개), 이러한 결과들은 공히 경영진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편성장의 변화 의지와 동력

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장 취임 초반에 공영방송 편성장이 새롭게 추가하는 

공익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사장의 성향일까? 그리고 한국의 경우,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가 정치

권력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 공영방송 편성장과 정치권력과의 

거리 역시 가까워지는 것일까? 2003년과 2004년에 신설된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한국사회

를 말한다’ 등을 둘러싼 편파성 논란, 2008년과 2010년에 신설된 ‘쾌적한국 미수다’, ‘녹색충전 일요

일’ 등을 둘러싼 정부 정책 홍보 논란 등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질문들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편성 기간

  신설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인 단위 프로그램을 넘

어 편성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로서 기능한다. 또한 신설 프로그

램의 방송 기간은 편성구조의 변동 맥락, 상황적 배경, 편성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되

고 준비되었는지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7-10> 신설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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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폐지 57.7% 52.6% 50.0% 63.6% 78.6% 75.0% 58.8% 59.3% 66.7% 78.6% 63.7%

2년 내 폐지 69.2% 57.9% 61.1% 81.8% 92.9% 100.0% 76.5% 74.1% 81.0% 77.4%

3년 내 폐지 69.2% 63.2% 66.7% 81.8% 92.9% 100.0% 88.2% 81.5% 80.6%

  * 주 1: 2013년 7월 기준으로 신설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을 도출함.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TV에 신설된 프로그램 중 1년 이내에 폐지된 비율은 33.7% 수준이었고, 

3년 내 폐지된 프로그램의 비율은 68.0%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2TV 신설 프로그램 중 1년 내에 

폐지되는 비율은 1TV의 2배 수준인 63.7% 정도이고, 3년 내 폐지되는 프로그램은 80.6% 수준이

다. 이것은 2TV 신설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지속성이 떨어질까? 왜 

대부분의 신설 프로그램들이 3년 이내에 운명을 달리할까? 어쩌면 이것은 2TV가 수용자 시장, 광고 

시장을 두고 상업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유료방송 채널의 성장 등 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TV의 경우 신설 프로그램이 3년 이상 존속되는 확률이 현격하게 줄

어들고 있다. 변화의 시점은 2006년이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설 프로그램 중 3년 내 폐지되

는 프로그램의 비율은 60%대 수준에 그쳤다. 2006년을 분기점으로 이 비율이 80%를 훨씬 넘기 시

작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된 2TV 프로그램은 대부분 2년 이내에 폐지된다(2006년 

81.8%, 2007년 92.9%, 2008년 100%). 이러한 흐름은 2009년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특히 2011년 

이후 KBS2에 신설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2년 내에 소멸되는 특징을 보인다. 

 2TV와 달리 1TV는 신설 프로그램의 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들이 3년 내 폐지되는 

비율도 낮다.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면 정연주 사장에서 이병순 사장으로 경영진이 교체되던 2008년

과 이병순 사장에서 김인규 사장으로 또다시 경영진이 교체되던 2009년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이다. 

2008년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2년도 안되어 모두 삭제되었고, 2009년에 신설된 프로그램 역시 90% 

이상이 3년 내에 폐지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시기가 경영진 교체 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KBS는 경영진

이 교체되면, 조직, 인력, 편성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편성 작업을 시도했다. 이 방식은 대부

분 과거 경영진의 철학, 신념, 태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신설

된 1TV 프로그램이 1~2년 사이에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은 KBS의 경우 경영진 교체에 따른 편성 

쇄신이 대부분 1TV 중심으로 구현되는 공익적 가치, 철학, 신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

문이다. 

 물론 이러한 의심은 좀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 시기의 표상으로 이야기되

는 <미디어 비평>과 <시사투나잇>이 2009년 폐지되었다는 점, 이병순 사장 시기 신설된 국가정책 

제안쇼 <5천만의 아이디어>,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을 프로그램에 대입한 <으라차차 녹색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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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게

1TV 1개 3개 7개 1개 5개 0개 0개 5개 5개 8개 35개

2TV 4개 3개 5개 1개 1개 0개 2개 5개 4개 3개 28개

등도 김인규 사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바로 폐지되었다는 점 등 일련의 사실들은 이러한 혐의가 단지 

단순한 의심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같은 정권에 의해 추천된 사장들이라 하더라

도, 이병순 사장이 편성을 주도하던 논리,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김인규 사장이 편성산출물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공영방송 편성장은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순간 1TV를 중심으로 자

신의 이념과 성향, 좀 더 넓게는 자신을 임명한 정부의 이념과 성향을 토대로 새로운 편성구조를 마

련했고, 이 편성구조는 늘 기존 사장이 만들어 놓은 편성의 방향과 성격, 특히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년도의 편성변화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7-11> 2003년~2012년 신설 프로그램 중 현재(2013년 7월)까지 존속하는 프로그램 수  

 한편 지난 10년간 신설된 프로그램 중 2013년 현재(7월)까지 존속하는 프로그램 빈도를 살펴보면, 

1TV의 경우 전체 88개의 프로그램 중 35개의 프로그램(40%)이 이 기간에 신설된 프로그램이고, 

2TV는 전체 60개의 프로그램 중 47개의 프로그램(78%)이 이 기간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앞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1TV에 비해 2TV의 변화가 많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현재까지 존속한 프로그램 중 정연주 사장 시절(2003년~2007년)에 신설된 프로그램들, 특히 

집권 초에 신설된 프로그램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는 점, 이에 비해 이병순 

사장 시절(2008년~2009년)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하는 

현상이다. 프로그램의 생명력은 수용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달

려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연주 사장 시절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새로

운 공익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그리고 신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편성구조의 변동으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지 프로그램  

  1) 개수 

 폐지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신설 프로그램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정보만

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남은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늘 새로운 프로그램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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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시간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1TV

전시간대
11 10 14 10 16 4 14 13 6 5 10.3

(590) (445) (795) (455) (1225) (200) (730) (705) (270) (315) (573)

SA시간대
4 3 3 1 3 3 1 5 4 1 2.8

(130) (145) (175) (60) (165) (140) (55) (265) (210) (50) (140)

2TV

전시간대
25 16 13 11 12 24 20 28 17 16 18.2

(2100) (1415) (1005) (915) (930) (2175) (1805) (2210) (2005) (1185) (1570)

SA시간대
9 9 5 3 4 8 3 8 3 5 5.7

(570) (770) (320) (360) (235) (995) (265) (860) (230) (585) (517)

고, 때론 다른 채널, 다른 시간대에서 프로그램이 이동되어 채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재방송 프로그

램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프로그램의 양적 변화는 신설 프로그램

의 변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보완해주기 마련이다.   

<표 7-12> 2003~2012년 폐지 프로그램 개수 및 방송시간 변화

단위 :개 (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TV는 매년 10.3개의 프로그램(주당 573분)이 2TV는 18.2개의 프로그

램(주당 1570분)이 폐지되었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1TV는 연평균 2.8개의 프로그램(주당 140분), 

2TV는 연평균 5.7개의 프로그램(주당 517분)이 폐지되었다. 이는 1TV에 비해 2TV 프로그램의 폐

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첫째, 1TV

에 비해 2TV 편성 변화가 편성장에서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편성과정에서 1TV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편성장 내부의 수요, 동기가 적고, 이에 대한 반발도 큰 반면, 2TV 프로그램 

폐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유연성, 필요성이 높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둘째, 1TV가 정치적 독립, 

공정성, 민주주의에의 기여를 중시하는 그릇이고, 2TV가 경쟁력, 차별성, 혁신, 수월성, 승수효과 등

을 중시하는 그릇이라면, 민주주의에의 기여를 강조하는 그릇은 시대변화에 둔감한 방식으로, 경쟁

력, 차별성 등 문화콘텐츠로서 수용자와의 공명을 강조하는 그릇은 시대변화에 민감한 방식으로 대

응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신설 프로그램과 폐지 프로그램의 개수와 편성분량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가정은 일정부분 확인

된다. 앞서 살펴본 2TV 신설 프로그램의 수(평균 18.9개)와 폐지 프로그램의 수(평균 18.2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프로그램 폐지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1TV의 경우 신설 프로그램의 수(평균 11.9개)에 비해 폐지 프로그램 수(평균 10.3개)가 

적다. 이는 편성과정에서 1TV 프로그램 폐지가 쉽지 않고, 그 결과 과거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놓아

둔 채,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상에 추가로 더해 놓는 방식으로 채널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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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TV에 비해 1TV의 폐지 프로그램 수가 적은 것에 대해, 내부 행위자들은 1TV 프로그램 

폐지가 어려운 편성장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72) 프로그램마다 일정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1TV 프로그램 폐지는 다양한 내외부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시대 변화에 다

소 뒤떨어진 프로그램들이 공익이라는 추상적 논리에 못 박혀 편성 상에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2008년 이후의 1TV 편성을 설명하는 논리로는 타당하지만, 2007년 이전의 

1TV 편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하게 매년 10여개의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특히 2005년~2007년의 경우 2TV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예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005년~2007년 1TV 편성 방향은 ‘핵

심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강화’, ‘아시아와 세계를 이해하는 창 확대’, ‘지역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 

‘전문영역의 대중화 선언’, ‘심야시간대 젊은층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 편성 및 새로운 형식의 문화

콘텐츠 발굴’, ‘주말 핵심시간대 프로그램 활력 제고’,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등이었다(KBS, 

2005a, 2006a, 2007a). 이는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1TV의 2005~2007년 편성은 노후화된 

채널의 활력 제고 및 채널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K1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품질 프로그램 제

공, 시청층 확대, 창의적인 포맷의 시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S, 2007e). 2013년 현재까지도 KBS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러브인아시아(05년 

11월)>, <걸어서 세계 속으로(05년 11월)>, <시사기획 창(06년 11월)>, <다큐멘터리 3일(07년 5

월)>,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07년 5월)>,  <현장르포 동행(07년 11월)> 등 새로운 형식의 다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개발된 시점, 그리고 <차마고도>, <누들로드> 등 국내외 방송계에서 호평을 

받은 대형 특별기획 ‘인사이트 아시아’가 제작, 편성되기 시작한 시점 역시 이 시기이다(KBS, 

2006e, 2007e, 2008e; 2006f, 2007f, 2008f).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1TV 편성에서 사라진다. 채널 변화의 토대가 

되는 프로그램 폐지 개수가 2008년 4개로 떨어지더니, 이후 2011년 6개, 2012년 5개 등 10개 미

만에 머물고 있다.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다. 14개의 프로그램이 폐지된 2009년, 13개의 프로그램

이 폐지된 2010년이 그렇다. 그러나 2009년 폐지된 14개 프로그램 중 책 프로그램 <TV 책을 말하

다>, 기행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침드라마 <TV소설>, 국민체조 프로그램 <새천년 건

강 체조> 등 4개의 프로그램이 시기를 달리할 뿐, 이후 다시 부활했다는 점, 2009년~2010년 폐지 

72) “1텔레비전 편성표를 보면 알겠지만, 뭐 하나 폐지할 수 있는 게 없어. 2TV야 시청률이 낮고, 광고 수익이 

떨어지면, 프로그램 폐지 명분으로서 충분하지만, 1TV는 프로그램마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 소위 공익이라는 

가치가 담겨있어, 이것의 폐지가 쉽지 않은 거야.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반발과 저항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변

화가 어렵게 되고 있어.” (편성국장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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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바로 이전 연도 개편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의 폐지였다는 점73)에서, 오래되고 

노후화된 프로그램의 폐지가 1TV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2000년대 후반 편성장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TV와 달리 변화 폭이 컸던 2TV 폐지 프로그램의 변화 패턴을 보면, 신설 프로그램의 변화 패턴

과 유사하게 사장 교체 시점에서 프로그램 폐지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연주 사장 취

임 직후인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SA타임대에 편성된 다수의 프로그램이 폐지된다. 이는 이 시

기에 2TV의 채널 정체성 및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다

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2008년~2009년, 그리고 정

연주 사장의 잔여 임기를 마친 이병순 사장 뒤로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2010년이다. 2008년 24개, 

2009년 20개, 2010년 28개의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SA시간대에 편성

된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는 2003년~2004년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2TV의 채널 정체성을 재설정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지 프로그램 개수 변화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첫째,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1TV 편성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프로그램 폐지는 새로

운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 폐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2003년 이후 

1TV 편성산출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둘째, 2TV 폐지 프로그램의 변화는 신설 

프로그램의 변화와 맞물려 사장 취임 직후 초반에 두드러진다. 새로운 경영진으로 공영방송 편성장

이 재구성되면, 2TV 편성 변화를 시도한다는 사실, 이것 역시 KBS 편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

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변화의 방향은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 이에 대해서

는 편성 기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편성 기간 

  폐지 프로그램 방송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정 부분 신설 프로그램 방송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사실을 반복 확인시켜준다. 대부분의 신설 프로그램들의 수명이 3년 이내라는 점, 즉 이 연

구의 분석 기간에 폐지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이었

다는 점에서 폐지 프로그램 방송 기간에 대한 분석은 신설 프로그램 분석에서 나타난 결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폐지된 프로그램 중 3년 미만 방송된 프로그램의 

73) 2009년 폐지 프로그램 중 30%에 해당하는 4개의 프로그램이, 2010년 폐지 프로그램 중 50%에 해당하는 7

개의 프로그램이 바로 1년 전 개편에서 신설된 프로그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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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

1

T

V

폐지프로그램수 11개 10개 14개 10개 16개 4개 14개 13개 6개 5개 10.3개

1년 미만 36.4% 30.0% 21.4% 50.0% 50.0% 25.0% 28.6% 38.5% 66.7% 20.0% 36.9%

3년 미만 54.5% 50.0% 50.0% 80.0% 62.5% 100% 42.9% 84.6% 100% 40.0% 63.1%

3년 이상 45.5% 50.0% 50.0% 20.0% 37.5% 0.0% 57.1% 15.4% 0.0% 60.0% 36.9%

5년 이상 27.3% 40.0% 14.3% 20.0% 18.8% 0.0% 35.7% 15.4% 0.0% 40.0% 22.3%

2

T

V

폐지프로그램수 25개 16개 13개 11개 12개 24개 20개 28개 17개 16개 17.6개

1년 미만 60.0% 68.8% 53.8% 54.5% 66.7% 58.3% 60.0% 67.9% 70.6% 62.5% 62.5%

3년 미만 92.0% 87.5% 84.6% 63.6% 75.0% 70.8% 75.0% 82.1% 94.1% 87.5% 81.8%

3년 이상 8.0% 12.5% 15.4% 36.4% 25.0% 29.2% 25.0% 17.9% 5.9% 12.5% 18.2%

5년 이상 4.0% 12.5% 15.4% 27.3% 8.3% 25.0% 25.0% 10.7% 5.9% 6.3% 14.2%

비율은 1TV 63.1%, 2TV 81.8% 수준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신설된 프로그램 중 3년 미만 방송된 

프로그램 비율이 1TV 68.0%, 2TV 80.6% 수준이었다는 신설 프로그램 분석과 유사한 결론이다.

<표 7-13> 폐지 프로그램의 방송기간 

 큰 틀에서 보면 신설/폐지 프로그램 방송 기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유사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방송 기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신설 프로그램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

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TV 폐지 프로그램 중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폐지된 프로그램들

이, 2TV 폐지 프로그램 중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그리고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폐지된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이 두드러지게 짧은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1TV에서 2008년에 폐지된 프로그램은 모두 2006년 가을개편 이후 신설된 2년 미만의 프로그램들

이다. 2010년 폐지 프로그램도 새로운 시즌2 신설을 위해 폐지된 <TV는 사랑을 싣고(1994년부터 

방송)>, 2TV로 채널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내용 변화를 꾀하기 위해 잠정 폐지된 <수요기획(2001년

부터 방송)>, 이 두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 모두 2008년 가을개편 이후 신설된 2년 

미만의 프로그램들이다. 2011년 폐지 프로그램도 예외 없이 2009년 봄개편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들

로, 방송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1TV 2008년, 2010년, 2011년 폐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방송기간이 2년도 안된 초 단발성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는 이 시기의 편성이 바로 직전 개편

이나 전년도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왜 이러 일이 유독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2008년은 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해다. 이

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 사장이 임명된 해이기도 하다. 2010년은 이

병순 사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김인규 사장이 KBS의 새 사장으로 들어온 해이고, 2010년, 2011년



- 292 -

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적 맥락이 일정부분 

프로그램의 조기 종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정권과 코드를 맞춘 프로그램들, 또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명분용 프로그램들이 성급하게 기획, 편성되었고, 그것이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

고, 수용자와 정치체제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은근슬쩍 편성 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닐까? 이에 더해 

기존 정권과 전 사장 체제의 주요 흐름을 후임 사장이 폐기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2008년 폐지된 

프로그램은 정연주 사장이 임기 후반에 강하게 추진했던 경영지표 <아시아의 창>을 폐기하는 방식, 

즉 아시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2011년 폐지된 프로그램은 

국가정책 홍보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오천만의 아이디어>, 녹색성장 프로그램 <으라차차 녹색지

대>, 국가경쟁력 관련 프로그램 <기업열전 K1>, <일류로 가는 길>, 수신료 정국을 대비하여 마련된 

기부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한가족입니다>, 국가 캠페인성 프로그램 <쾌적한국 미수다>, 전통문화 

보존 프로그램 <느티나무> 등이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 폐지 프로그램의 방송기간

이 짧은 것은, 상당부분 정치적 맥락, 경영진 교체, 수신료 정국 등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

각해볼 수 있는 가정이다(KBS, 2010a, 2011a).    

 2TV 폐지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이 짧은 시기는 1TV와 그 시기, 맥락이 일정부분 다르다. 지난 10

년간 2TV에서 폐지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이 유독 짧았던 시기는 2003년~2005년, 그리고 

2010~201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신설 프로그램이 2TV 편성 상에 개입했던 시

기라는 점을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또 그만큼 가장 빠른 시간내

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소멸하던 이 시기는 한마디로 2TV 편성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

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실험이라 하더라도,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2003년~2005년과 

2010년~2012년의 변화는 그 동기도 방향도 달랐다. 

 우선 2003년~2005년의 2TV의 변화 방향은 ‘젊은 감각, 온가족의 문화 채널’이었다. 이러한 큰 방

향 밑에서 ‘오락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제시’, ‘2TV형 뉴스 및 시사 정보 프로그램 강화’, ‘공익적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실험’, ‘즐겁고 유익한 신개념의 저녁 7시대 편성’, ‘시청자 참여 예능 및 교

양 프로그램 개발’, ‘주 5일제 확대에 따른 토요일 오전 시간대 편성 혁신’, ‘주말 가족오락정보 프로

그램 강화’ 등이 주된 편성 방향이었고(KBS, 2003a, 2004a, 2005a), 이를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또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 이에 비해 2010년~2012년의 2TV는 ‘젊은 글

로벌 채널’이라는 기치 하에, ‘공영방송의 핵심 장르 다큐멘터리 강화’, ‘저녁 시간대 정보 매거진 프

로그램 강화’, ‘핵심 시간대 공익성 획기적 강화’, ‘소외계층을 배려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세

계를 이해하는 창 제공 및 글로벌 아젠다 제시’, ‘선정성을 배제한 공익 오락 프로그램 신설’, ‘다문

화, 해외봉사, 중소기업, 일자리 등을 소재로 한 희망 릴레이 ZONE 신설’ 등이 주된 편성 방향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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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BS, 2010a, 2011a, 2012a).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03년~2005년 편성 방향이 ‘새로운 모델의 창출’, ‘새로운 

장르의 실험’, ‘신개념의 편성 존 마련’, ‘수용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편성 혁신’ 등을 강조한 

반면, 2010년~2012년의 편성 방향은 ‘공익성 강화’, ‘선정성 배제’, ‘소외계층, 해외봉사, 중소기업, 

일자리 등 KBS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는 대상, 소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편성’ 등

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2003년~2005년 사이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또 그만큼 많은 프로

그램이 조기 종영한 것은, 2TV의 오락, 교양, 시사, 뉴스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암시한다. 이에 반해 2010년~2012년 사이에 수많은 프로그램 신설되었고, 그 

프로그램들이 곧 수명을 다한 것은, 공익성을 전면에 세운 프로그램의 강화,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 반응, 사내외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KBS는 편성과 제작을 중심으로 “K2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KBS2의 채널 정체성, 영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파일럿 및 신규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실험하였다

(KBS, 2006e). 혁신의 크기가 큰 만큼, 폐지된 프로그램의 수도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10년~2012년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던 시기였고, 수신료 인상을 위해 편성 차원에

서 늘 비판과 논란의 대상인 KBS2의 상업성, 선정성의 색깔을 엷게 만들기 위해 다큐 장르를 늘리

고,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늘리는 편성안을 마련했다(KBS, 2010a, 2011a). 이는 KBS 내부 행

위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익’을 이야기할 때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기도 하며, KBS 사장, KBS 이사

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익’을 이야기할 때 우선해서 염두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전

통적으로 공익적 장르로 인식되던 다큐멘터리 편성시간을 늘리는 것, 대신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을 

줄이고, 선정성을 배제하며, 소외계층, 기부, 일자리 소개, 중소기업 소개 등 약간은 고루한 소재 중

심의 공익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익실천이라 이야기되는 것이다. 예견되는 것

처럼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식된 공익성은 시청자의 공명을 얻지 못했고,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 가

치도 찾지 못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기 종영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좀 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

한다면, 2003년~2005년 사이에 폐지된 프로그램의 방송기간이 짧은 것은 실험과 혁신의 결과이며, 

2010년~2012년 사이에 폐지된 프로그램의 방송기간이 짧은 것은 고루하고, 도식적인 공익성의 이

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폐지 프로그램의 방송기간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 간 한국 공영방송의 편성

이 사장의 부침에 따라, 정권의 부침에 따라 재편성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 이병순 사장, 김인규 사

장 시절로 갈수록 도식적 공익을 앞세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왔지만, 이들 프로그램들

이 단기간에 축출되었다는 것, 곧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공익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역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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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익의 저기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 2TV의 경우 정연주 사장 집권 초기(2003년~2005년), 김

인규 사장 집권 초기(2010년~2011년)에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만, 공익실천과 관련하여 이 두 시기 

변화의 성격과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3절. 세부 구조  

 신설 프로그램과 폐지 프로그램의 변화 추이에서 드러나는 경험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몇 

가지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맥락들, 이유들을 앞서 설명하였다. 한마디로 그

것은 지난 10년간 수용자들이 공명할만한 새로운 공익 실천이 ‘사장’의 교체, 수신료 정국 등 정치적 

맥락에 의해 흔들렸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사장의 교체에 따라 수없이 변주하지만, 그것은 2003년 

이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새로운 공익 실천의 추가, 보완,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그 흐름의 

끊긴 것은 정연주 사장 해임, 이병순 사장 취임 등과 맞물려 KBS가 과잉 정치화된 2008년 전후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편성의 세부 구조는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편성

을 다양한 차원에서 잘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프레임으

로 이 연구는 기본편성표 속에 내재된 프로그램들을 제작진, 장르, 포맷, 그리고 관련장 차원으로 유

형화해 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지난 10

년간 1,2TV 편성이 어느 수준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대상과 어떤 내용이 편성 상에서 사라졌

고 또는 등장했으며, 다양성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현상적 특징을 다양한 수

준에서 파악하게 되면,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 실천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작진 

 가장 먼저 제작진별 편성비율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제작진의 특징 및 다양성 수준은 이후 살펴볼 

프로그램 내용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제작진을 크게 내부 제작진과 외부 제작진으로 구분하고, 내부 제작진을 다시 기자, 교양다큐PD, 

예능PD, 드라마PD로, 외부 제작진을 외주교양다큐PD, 콘텐츠구매, 시청자 참여로 구분하여,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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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
분 제작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내
부

기자 30.7 31.7 31.3 33.1 31.8 34.6 35.9 35.5 33.5 35.1 37.5

교양다큐PD 32.8 31.5 31.9 35.6 31.8 29.3 28.1 28.8 31.7 32.3 30.4

예능PD 6.9 7.3 7.6 6.2 6.3 6.0 6.2 5.3 5.9 5.2 5.0

드라마PD 7.3 7.6 7.7 7.4 6.6 7.3 5.8 3.3 4.6 4.7 4.5

외
부

외주교양PD 14.6 15.5 15.0 11.4 17.5 14.8 16.3 19.2 15.3 15.1 14.6

콘텐츠구매 6.3 4.4 4.4 4.4 4.5 6.3 5.9 6.2 7.3 5.8 6.3

시청자참여 1.4 2.0 2.0 1.9 1.6 1.7 1.7 1.7 1.7 1.8 1.7

HHI 2375 2369 2366 2611 2429 2406 2457 2538 2476 2590 2633 

2
T
V

내
부

기자 9.2 8.4 11.9 13.8 17.3 16.0 16.3 17.4 10.3 10.7 11.3

교양다큐PD 15.9 11.4 8.2 7.5 5.8 12.9 10.2 18.3 15.2 18.3 17.6

예능PD 18.5 16.8 20.4 20.7 19.4 25.0 23.6 24.1 20.5 24.4 27.0

드라마PD 13.2 10.7 10.6 10.8 11.5 9.7 10.1 13.7 10.9 11.3 11.5

외
부

외주교양PD 35.6 39.2 39.7 35.7 37.8 31.7 31.3 23.9 40.4 28.8 25.4

콘텐츠구매 7.5 13.5 9.2 11.6 8.3 4.7 8.5 2.6 2.8 6.5 7.2

시청자참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HHI 2180 2316 2395 2196 2335 2167 2080 1985 2512 2042 1996 

체별로 편성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표 7-14> 제작진별 편성비율 및 다양성 지수 (채널별, 전시간대)                       

 단위 :% 

 1TV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60%이상이 내부 기자와 교양다큐PD들이다. 내부 기자가 제작하는 프로

그램의 편성비율이 가장 높고, 이 비율은 2007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2006년까지 

30~33%를 오가던 점유율이 2007년 34.6%로 상승하고, 이후 35~3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 내부 교양다큐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내부 기자 다음으로 높은 30% 수준을 오

가고 있다. 30% 초반을 오가던 점유율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8~29%대로 소폭 하락하지만,  

2010년 이후 다시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2012년은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에서 외주정책의 확대에 따라 상당부분의 교양

다큐 장르가 외부 시장으로 이전되고, 그 결과 내부 교양다큐PD들이 공익 실천을 할 수 있는 여지

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그러나 적어도 1TV의 경우 적어도 편성 비중에 있어서는 그

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내부 교양다큐PD들은 기자와 함께 1TV의 편성을 맡고 있는 핵

심 제작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익실천과 관련해 편성비중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떤 내용을 제공했느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르, 포맷, 관련장으로 이어지

는 내용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한편 1TV 편성에서 내부 예능 PD와 드라마 PD가 맡고 있는 편성 비중은 10% 이하로 적은데, 이 

비중은 2008년~2009년을 기점으로 더욱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에 예능 PD의 편성점유

율은 6~7%대에서 5%대로 떨어졌고, 드라마PD의 편성점유율 역시 6~7%대에서 3~5%대로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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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제작진의 경우, 우선 외주 교양다큐PD가 1TV에서 점유하는 편성비율은, 내부 교양다큐PD들

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연도별로 점유율의 부침이 큰 특징을 보인다. 이는 내부 PD들에 비해 외주 

PD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외주 제작진이 편성과

정에 미치는 영향이 내부 제작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해외 드라마, 영화 등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여 편성하는 비중은 전체 방송 시간의 4~7% 수준, ‘열린채널’ 등과 같이 시청자가 

직접 참여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은 평균 1~2%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KBS1 편성의 

대부분이 KBS 내부 방송 전문인력, 특히 기자와 교양다큐PD에 의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TV의 편성공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작진이 내부 기자와 내부 교양다큐PD라면, 2TV에

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작진은 내부 예능PD와 외부 외주교양다큐PD이다. 가장 많은 편성비중

을 차지하는 외주교양다큐PD들의 경우, 이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최저 23.9%(2009

년)에서 최고 40.4%(2010년) 수준을 오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1TV와 달리 

2TV 편성은 상당부분 외주시장의 성격, 구조,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교양다큐 뿐만 아니

라, 연출 PD를 제외한 모든 제작진을 외부 시장에 의존하는 내부 드라마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도 평균 10% 이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TV 편성의 성격은 상당부분 외부 방송 시

장의 성격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외주교양다큐PD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담당하는 제작진은 내부 예능 PD들인데, 이들의 편성 비중

은 2003년 16.8%에서 2012년 27.0%로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예능PD가 담당하

는 편성 공간이 확대되기 시작한 해는 2007년이다. 2002년~2003년 16~18%대, 2004년~2006년 

19~20%대 수준을 오가던 예능 PD의 편성시간 점유율이 2007년 25.0%까지 상승한다. 이후 김인규 

사장 취임 후, 수신료 논의가 본격화되던 2010년 예능 PD가 제작하는 2TV 편성 공간이 단기적으

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2010년을 제외하고 줄곧 24~27%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TV 

편성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의 기점이 된 것이 2007년 전

후라는 점, 바로 그 시기에 KBS의 재원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재원의 성격 역시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가시화된 편성조

건의 변화가 2TV의 예능 중심성, 오락 중심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TV 편성에서 내부 기자와 내부 교양다큐PD가 차지하는 편성 비중은 적다. 이는 2TV가 드라마, 

예능 등을 중심으로 KBS의 광고 수익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동시에 90년대 

이후 채널이원화 정책에 따라 1TV의 경우 민주주의와 관련된 공익 실천, 2TV의 경우 경쟁력, 차별

성, 승수효과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공익 실천에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이 채널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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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책이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과도한 구분, 분할로 이어질 때, KBS의 정당

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2TV의 상업성, 선정주의, 채널 정체성에 대한 문

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상호 보완과 균형이다. 그런 맥락

에서 봤을 때, 2TV 편성은 적어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드라마, 예능 중심에서 벗어나 1TV와 

차별화된 보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자들이 제작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2003년 9.2%에서 2009년 17.3%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이 그 근거

다. 이는 적어도 이 기간, 즉 정연주 사장 체제와 이병순 사장 체제 하에서는 2TV의 보도 기능 강

화를 위한 전략이 지속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상승은 2010년 김인규 사장이 들어선 후 멈춘다. 멈추

는 것을 넘어 기자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다시 2003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2TV 뉴스 장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2010년 전후로 폐기되었음을 의

미하는데, 여기에는 김인규 사장의 의도가 묻어 있었다기 보다는 편성과정에서 시장 논리, 보다 구체

적으로 가구 시청률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8시뉴스는 계륵과 같은 존재였어. 젊은 뉴스와 차별화된 뉴스를 표방하며 편성된

것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 우선 편성차원에서는 이게 시청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을 젊은층이 보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보도본부 차원에

서 뉴스라는 게 <9시뉴스>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그게 우선이야. 그러다

보니 인력이나 투자가 2TV <8시뉴스타임>으로 분산되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당연

히 SBS <8시뉴스>에게 밀리지. 원래 그거 견제하자는 측면도 있었는데, SBS는 사내 전

체 기자가 거기에 올인하고, 전사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경쟁이 돼? 게다가 평일

저녁 시간이 아줌마, 주부, 노년층 시간으로 재편되면서, 뭐라고 할까, 시청흐름을 위해서

는 <VJ특공대>나 <무한지대큐>와 같은 프로그램이 8시대 후반까지 방송되는게 맞다고

봤어. 광고없이 끊기지 않고, 수많은 맛집, 연예계 뉴스, 화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

는 포맷이 변화된 시청 환경에는 맞다고 봤지. (편성기획부장 H)

 한편 분석의 수준을 주시청시간대로 한정할 경우, 전체 시간대 분석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던 다양성 

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 시간대의 경우 1,2TV 모두 집중도 지수(HHI)에 있어 어떤 특정한 변화 

패턴을 찾을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2TV 집중도 지수(HHI)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이 수치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해 역시 2007년 이후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예능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30%대 중후반에서 40% 초중반 사이로 상승한 것, 이 비중

이 수신료 정국과 맞물린 2010년 전후로 다소 하락했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2년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의 50% 이상을 예능 PD가 담당하게 된 것, 2010년 이후 기자들이 제작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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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제작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내부

기자 32.5 31.7 31.7 31.7 32.2 32.2 37.2 37.2 36.4 36.7 36.7

교양다큐PD 33.1 31.9 31.9 28.9 28.9 31.7 23.6 29.4 26.4 26.7 26.7

예능PD 12.5 12.8 12.8 12.8 12.8 10.0 15.6 12.2 12.8 10.0 10.0

드라마PD 18.3 18.3 18.3 18.3 18.3 18.3 12.8 12.8 18.3 15.3 15.3

외부

외주교양PD 3.6 3.1 3.1 6.1 6.1 6.1 10.8 8.3 6.1 11.4 11.4

콘텐츠구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시청자참여 0.0 2.2 2.2 2.2 1.7 1.7 0.0 0.0 0.0 0.0 0.0

HHI 2654 2537 2537 2379 2412 2517 2466 2635 2557 2519 2519 

2
T
V

내부

기자 13.9 13.9 15.3 15.3 15.3 13.9 15.3 13.9 2.8 0.0 0.0

교양다큐PD 6.7 4.4 3.1 0.0 3.3 7.2 1.9 0.0 4.7 23.6 13.6

예능PD 29.4 35.0 39.7 38.3 33.3 45.8 40.3 38.9 35.6 40.6 51.9

드라마PD 32.8 24.4 21.1 21.1 24.4 21.1 22.2 26.7 22.2 22.2 21.1

외부

외주교양PD 16.7 22.2 20.8 25.3 23.6 11.9 20.3 20.6 34.7 13.6 13.3

콘텐츠구매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시청자참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HHI 2457 2529 2700 2788 2511 2934 2765 2839 2994 2881 3507 

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 등이 집중도가 높아진 이유다. 

 <표 7-15> 제작진별 편성비율 및 다양성 지수 (채널별, 주시청시간대)      

 단위 :%   

 

 제작진별 편성비율과 다양성 지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편성산출물의 변화 특징은 이 변화를 추동한 

KBS 편성장의 성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KBS1 편성이 내부 기자와 교양다

큐PD 중심으로 구성되고, 특히 내부 기자가 제작하는 편성 공간이 넓어지고, 예능 및 드라마 PD가 

제작하는 편성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둘째, KBS2 주시청시간대 편성에서 내부 

예능 PD가 제작하는 편성공간이 급격하게 넓어지고, 기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된 이유

는 무엇일까? 이 모든 변화가 2007년 전후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미디어 환경의 시장화, 이와 맞물린 KBS 내부 재원의 위기가 행위자들의 편성결정을 그

렇게 구조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1TV는 제작비가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장르 중심으로, 2TV

는 예능과 드라마 등 소위 수익창출의 기대효과가 높은 장르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만들어진 채널 이원화 정책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 가구 시청률의 반응도 나쁘지 않으면서, 점점 더 고착화되는 방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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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대분류 장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TV

보도
전시간 34.0 34.2 33.7 34.5 38.2 37.3 38.5 37.3 36.3 37.1 36.3

SA 36.7 33.9 33.9 33.9 33.9 33.9 40.6 37.2 39.7 36.7 36.7

교양
전시간 50.4 48.3 48.3 47.3 45.8 46.1 46.3 51.0 49.4 50.0 49.2

SA 32.5 35.0 35.0 31.9 31.9 31.9 28.6 35.3 26.7 35.6 35.6

오락
전시간 15.6 17.5 18.0 18.2 16.0 16.5 15.1 11.6 14.3 12.9 14.6

SA 30.8 31.1 31.1 34.2 34.2 34.2 30.8 27.5 33.6 27.8 27.8

HHI
전시간 3940 3809 3791 3759 3814 3796 3861 4133 3960 4042 3944 

SA 3351 3341 3341 3336 3336 3336 3414 3386 3419 3380 3380 

2TV

보도
전시간 13.4 13.3 15.6 15.4 15.1 14.1 14.1 16.1 11.2 14.0 13.1

SA 17.2 13.9 15.3 15.3 15.3 13.9 15.3 13.9 2.8 7.8 0.0

교양
전시간 41.2 47.1 43.7 41.9 46.4 45.7 44.0 39.6 52.8 43.3 38.7

SA 13.3 20.0 23.9 25.3 26.9 19.2 16.9 20.6 39.4 26.1 23.1

오락
전시간 45.4 39.7 40.7 42.7 38.5 40.3 41.9 44.3 36.0 42.7 48.2

SA 69.4 66.1 60.8 59.4 57.8 66.9 67.8 65.6 57.8 66.1 76.9

HHI
전시간 3939 3964 3811 3813 3864 3904 3889 3790 4208 3895 3992 

SA 5297 4964 4505 4406 4298 5042 5114 4913 4902 5113 6452 

 2. 장르  

 

 편성 차원에서 그 안에 내재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편성 분석에 적용되는 장르, 포맷 등의 기준은 그 구분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이것만을 통해 어떤 

의미를 캐어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프로그램 내용 변화를 살펴

보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이점들을 잡아내어 변화의 양상

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대분류 장르와 세부장르, 대분류 포맷과 세부포맷, 

그리고 프로그램과 연관된 관련장으로 구분해 편성 시간의 변화와 다양성 수준 등을 검토하였다. 

<표 7-16> 장르별 편성비율 및 다양성 지수 (채널별-대장르)

      단위 : % 

 우선 프로그램 내용을 장르 관점에서 구분하여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살펴보자. 프로그램 내용을 대

분류 장르 차원에서, 보도, 교양, 오락으로 구분하여 장르별 편성 비중을 살펴봤을 때, 1TV는 보도

(33.7%~38.2%)와 교양(45.8%~51.0%)이, 2TV는 교양(38.7%~52.8%)과 오락(39.7%~48.2%)이 주

된 편성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작진 편성비중에 있어 1TV는 내부 기자와 내부 교양다

큐PD가, 2TV는 외부 교양다큐PD와 예능PD의 편성비중이 높다는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대분류 장르 기준으로 프로그램 다양성을 살펴봤을 때, 1TV, 2TV 모두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HHI 지수 3000대 후반).  보도, 교양, 오락 장르가 정확히 1/3씩 편성되었을 때, HHI 지수는 

3,333이고, 특정 장르에 100% 집중되어 있을 때, HHI 지수는 10,000이 되는데, 1,2TV 모두 HHI 

지수가 3000대 후반에서 4000대 초반 수준이다. 이것은 종합편성채널로서 KBS가 기본적으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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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대
장르 세부 장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보도

뉴스 29.2 29.5 29.0 29.3 33.1 32.1 32.3 32.0 30.3 31.8 31.2

시사보도 2.4 2.2 2.3 2.9 3.0 3.1 3.9 3.1 3.8 3.2 3.1

토론대담 2.4 2.5 2.4 2.3 2.1 2.2 2.2 2.1 2.1 2.1 2.0

교양 생활정보 24.5 20.7 20.4 21.1 22.5 24.3 24.8 26.6 19.4 19.4 18.1

해야 하는 보편적 편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SA타임대를 살펴볼 때는 조금은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KBS1과 달리 

KBS2 SA타임대의 경우, 오락 장르가 전체 방송 시간의 65~70% 수준을 상회하면서, HHI 지수도 

4000대 후반에서 6000대 초반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KBS2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오락 중심적

이라는 비판,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늘상 제기되는 것은, 바로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이 오락 장

르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광고로 운영되는 KBS2가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과인지도 모르지만, 이 불가피성도 늘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꾸준하게 오락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보도, 교양 장르의 편성이 

늘어나면서, 장르 다양성 정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HHI : 2002년 5,297 → 2003년 4,964 → 

2004년 4,505 → 2005년 4,406 → 2006년 4,298). 이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적어도 2TV

의 SA타임대에 긍정적인 편성 변화가 있었고, 이는 KBS2의 과도한 오락성을 퇴색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2007년 이후 멈추게 된다. 즉 줄어들던 오락 프로그

램의 편성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늘어나던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제작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흐름의 중요한 변화 국면은 2007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TV SA타임대에 한정된 상황으로, 이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내용을 단순보도, 교양, 오락으로 구분했을 때, 편성 다양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다양한 장르를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3

개의 대분류 장르로 구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좀 더 구체적인 다양성의 수준, 변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장르 구분이 필요하다. 대장르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프로

그램을 단순 구분한다면, 이를 좀 더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세부 장르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보도의 세부 장르를 뉴스, 시사보도, 토론대담으로, 교양의 세부 장르

를 생활정보, 다큐멘터리, 교육문화, 어린이, 스포츠구성으로, 오락의 세부 장르를 드라마, 버라이어

티쇼, 인포테인먼트,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시트콤,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구분해 모든 프로그램

들을 총 16개의 장르로 유형화하였다. 

  <표 7-17> 세부 장르별 편성비율 및 다양성 지수 (전시간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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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13.6 13.6 14.5 12.1 12.7 14.9 14.5 16.7 20.5 21.6 22.6

교육문화 7.8 8.5 7.8 9.2 6.7 4.8 4.0 4.8 8.8 8.2 7.7

어린이 4.5 4.7 4.7 4.1 3.7 1.8 1.8 2.1 0.0 0.0 0.0

스포츠구성 0.0 0.8 0.8 0.8 0.3 0.4 1.4 0.9 0.7 0.7 0.7

오락

드라마 7.3 7.6 7.7 7.4 6.6 7.3 5.8 3.3 4.6 4.7 4.5

버라이어티쇼 0.9 1.0 1.0 0.9 0.8 0.9 0.9 0.0 0.7 0.0 0.0

인포테인먼트 0.4 0.8 0.0 0.8 0.0 0.0 0.0 0.0 0.0 0.0 0.0

음악쇼 2.7 2.9 4.0 3.7 3.3 3.7 3.7 3.7 3.6 3.6 4.2

퀴즈게임쇼 2.3 2.5 2.6 2.5 2.3 2.4 2.4 2.4 2.3 1.5 2.2

코미디시트콤 0.0 0.0 0.0 0.0 0.8 0.0 0.0 0.0 0.0 0.0 0.0

영화 1.5 2.7 2.7 2.5 1.4 1.4 1.4 1.4 2.2 2.2 2.9

애니메이션 0.5 0.0 0.0 0.4 0.8 0.9 0.9 0.9 0.8 0.8 0.8

HHI 1802 1670 1657 1648 1895 1959 1971 2090 1860 1985 1938 

CR3 67.3 63.8 63.9 62.5 68.3 71.3 71.6 75.3 70.2 72.8 71.9

2

T

V

보도

뉴스 8.3 7.3 10.9 12.7 12.4 11.2 12.1 12.8 10.3 10.7 11.3

시사보도 3.8 4.7 4.7 2.8 2.6 2.8 2.0 3.3 1.0 3.3 1.8

토론대담 1.2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교양

생활정보 30.5 35.2 36.6 33.5 35.5 30.5 27.0 30.4 39.7 29.8 28.7

다큐 6.2 4.4 3.3 6.0 8.3 6.0 8.4 4.6 3.9 5.2 6.5

교육문화 0.4 0.4 0.4 0.9 1.1 1.6 2.5 1.8 4.2 3.3 0.0

어린이 2.8 5.6 1.9 0.0 0.5 6.4 6.1 2.8 5.0 5.1 3.4

스포츠구성 1.5 1.4 1.4 1.5 1.1 1.0 0.0 0.0 0.0 0.0 0.0

오락

드라마 15.1 12.5 12.5 14.1 14.6 12.9 13.0 14.6 11.7 13.2 15.2

버라이어티쇼 9.5 4.9 6.8 7.8 9.1 8.8 9.7 14.9 11.7 11.2 11.1

인포테인먼트 2.8 5.8 4.6 5.7 5.9 6.2 7.5 5.6 3.9 5.9 5.5

음악쇼 4.5 3.2 3.3 2.9 3.0 3.7 4.9 3.7 2.6 4.7 6.9

퀴즈게임쇼 0.9 0.9 0.0 0.0 0.0 1.0 2.0 1.2 1.8 2.8 2.0

코미디시트콤 3.5 5.2 7.0 5.5 2.0 5.2 1.4 2.6 2.3 2.5 4.4

영화 2.6 1.7 1.7 1.7 1.7 1.6 1.9 0.0 0.0 0.0 0.0

애니메이션 6.5 5.5 4.9 4.8 2.3 0.9 1.5 1.7 2.0 2.5 3.0

HHI 1469 1657 1808 1690 1847 1475 1347 1622 2049 1452 1476 

CR3 55.1 55.0 60.0 60.3 62.5 54.6 52.1 59.9 63.1 54.2 55.0

  * 주 1 : 음영처리된 세부장르는 CR3에 들어가는 장르임. 

 

 이렇게 보도, 교양, 오락 장르를 세부 장르로 구분하여 편성비율 및 다양성 변화를 살펴볼 때, 대장

르 수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광고와 시청률이 중시되는 2TV가 광고가 

없는 1TV에 비해 좀 더 오락 중심으로 편성되어있고, 그 결과 다양성도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

식, 그리고 1,2TV 전체 편성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큰 차이 없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대장르 분

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달리, 세부 장르 다양성의 경우, 2TV가 1TV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HHI 지수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 그리고 2010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2TV의 HHI 지수

가 1TV보다 낮게 나타나고, 즉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CR3 지수의 경우 지난 10년 간 일관되게 

2TV가 낮게 나타난다. 1TV의 HHI 지수가 1670에서 2090 수준을 오가는데 반해, 2TV의 HHI 지

수는 이보다 낮은 1452에서 2049 수준을 오간다. 편성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장르의 편성비율을 보

여주는 CR3의 경우 역시, 1TV는 62.5%에서 75.3% 수준을 오간다면, 2TV는 이보다 훨씬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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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에서 63.1%수준을 오간다. 

 세부장르 편성비율 변화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2TV의 경우 해마다 진행되는 개편 및 부

분조종을 통해 좀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부 장르의 편성 비율 변화폭과 HHI 지수

의 변동률도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비해, 1TV의 경우 그 변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1TV의 세부 장르 HHI 변동률은 0~15% 수준인데 반해, 2TV 세부 장르 HHI 변동률은 0~29% 수

준으로 훨씬 그 변동폭이 크다(그림 7-1 참고).   

<그림 7-1> 2003년 ~ 2012년 세부장르 HHI 변동률 (전시간대)

 

 KBS1의 변동률이 적고, KBS2의 변동률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편성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KBS2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고와 시청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KBS2

의 변동률이 KBS1에 비해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2TV는 1TV에 비해 시청률 경쟁, 광고 

수익, 미디어 환경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성

과 함께 세부 장르 다양성 역시 KBS2가 좋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KBS1이 지난 10년 간 미디어, 

수용자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분화, 확대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상관없

이 기존의 관행대로, 기존의 신념틀 속에서 편성산출물을 재생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뉴

스, 다큐멘터리 등 소수 정보성 장르들, 소위 시청자들과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계몽주의

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인 공익적 가치에만 천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된다. 1TV의 주된 프로그램 장르인 뉴스, 다큐멘터

리,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2005년 62~63% 수준에서, 

2006년 68%로, 2007년 71% 수준으로 상승했고, 이후 2012년까지 70% 초반대를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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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대
장르 세부 장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보도

뉴스 31.1 29.4 29.4 29.4 29.4 30.6 30.6 30.6 30.6 30.6 30.6

시사보도 4.2 4.4 4.4 4.4 4.4 3.3 10.0 6.7 9.2 6.1 6.1

토론대담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교양

생활정보 8.9 5.8 5.8 8.9 8.9 6.1 9.4 9.4 6.4 6.4 6.4

다큐 20.8 25.8 25.8 19.7 19.7 25.8 19.2 25.8 20.3 26.1 23.3

교육문화 2.8 3.3 3.3 3.3 3.3 0.0 0.0 0.0 0.0 3.1 5.8

어린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구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1TV HHI 지수는 1600대에서 1800~2000대로 상승했다. 

  KBS1에 비해 KBS2의 주된 편성 장르가 전체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CR3 편성비율)은 

50~60% 수준으로 훨씬 그 집중도가 낮다. 그리고 개편 시마다 편성 변화가 많아, 시계열적으로 특

정한 패턴을 보인다기 보다는 1~2년 단위로 다양성 수준, CR3에 포함되는 세부 장르 범주에 변화 

가 있다는 점 역시 1TV와는 다른 특징이다. 특히 세부 장르 다양성 변동률이 컸던 시기는 변동률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다. 이는 이 시기에 2TV에 많은 변화가 있었

음을 의미한다. 

 한편 1,2TV 모두 주시청시간대 세부장르 편성비율과 다양성 수준은 전시간대와 다른 특징을 드러

낸다. 1TV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에 가장 많은 편성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 장르는 지난 10년 내내 큰 

변화 없이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순이다. 이 3개의 세부 장르가 주시청시간대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전후로 매우 높다. 이것은 1TV 주시청시간대에 많은 세부 장르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위 3개를 제외한 13개의 세부장르의 편성 비중은 모두 10% 이하 수준이고, 보도 장르

에서 토론대담, 교양 장르에서 어린이와 스포츠 구성, 오락 장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코미디시트콤, 

영화,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쇼 등 8개 장르는 아예 편성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난 10년 사이에 사라

져갔다. 

 1TV에 비해 2TV의 경우 비교적 주시청시간대에 다양한 세부 장르가 편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시

간을 점유하는 세부 장르 TOP 3 역시 연도별로 부침을 보이며, 뉴스, 생활정보,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인포테인먼트, 코미디시트콤 등이 비교적 고른 층위에서 편성되어 왔다. 실제로 1,2TV 주시청시

간대 세부장르 다양성 지수를 비교해보면, 전시간대와 마찬가지로 1TV보다 2TV의 다양성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2003~2012년 KBS2의 HHI 지수는 평균 1568(1416~2120)로, 평균 

1926(1778~2075)을 보인 KBS1보다 낮다. CR3 역시 KBS2(평균 56.5; 범위 51.4~64.0)가 KBS1

(평균 69.9; 범위 62.6~74.7)에 비해 낮다. 

 <표 7-18> 세부 장르별 편성비율 및 다양성 지수 (주시청시간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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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드라마 18.3 18.3 18.3 18.3 18.3 18.3 12.8 12.8 18.3 15.3 15.3

버라이어티쇼 3.3 3.3 3.3 3.3 3.3 3.3 3.3 0.0 2.8 0.0 0.0

인포테인먼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음악쇼 6.4 6.7 6.7 6.7 6.7 6.7 8.9 8.9 6.7 6.7 6.7

퀴즈게임쇼 2.8 2.8 2.8 5.8 5.8 5.8 5.8 5.8 5.8 5.8 5.8

코미디시트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영화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애니메이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HHI 1904 1999 1999 1792 1792 2075 1778 2011 1892 2015 1902 

CR3 70.2 73.5 73.5 67.4 67.4 74.7 62.6 69.2 69.2 72.0 69.2

2

T

V

보도

뉴스 13.9 13.9 15.3 15.3 15.3 13.9 15.3 13.9 2.8 0.0 0.0

시사보도 3.3 0.0 0.0 0.0 0.0 0.0 0.0 0.0 0.0 7.8 0.0

토론대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교양

생활정보 3.6 11.7 15.6 16.9 18.6 10.8 9.2 20.6 34.7 16.9 13.3

다큐 9.7 8.3 8.3 8.3 8.3 8.3 7.8 0.0 1.9 9.2 9.7

교육문화 0.0 0.0 0.0 0.0 0.0 0.0 0.0 0.0 2.8 0.0 0.0

어린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구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오락

드라마 32.8 24.4 21.1 21.1 24.4 21.1 22.2 26.7 22.2 22.2 21.1

버라이어티쇼 15.6 8.3 10.3 12.8 12.8 13.1 14.7 16.7 16.4 10.6 10.6

인포테인먼트 10.0 14.4 9.4 13.3 13.3 12.8 16.4 10.8 10.0 16.4 14.7

음악쇼 3.3 3.3 3.3 0.0 0.0 0.0 6.7 3.3 1.4 8.6 11.9

퀴즈게임쇼 3.3 3.3 0.0 0.0 0.0 3.6 3.3 3.6 3.3 3.3 3.9

코미디시트콤 3.9 12.2 16.7 12.2 7.2 16.4 4.4 4.4 4.4 5.0 14.7

영화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애니메이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HHI 1766 1446 1474 1526 1640 1441 1432 1766 2120 1416 1421 

CR3 62.3 52.7 53.4 53.3 58.3 51.4 53.9 64.0 73.3 55.5 50.5

 * 주 1: 음영처리된 세부장르는 CR3에 들어가는 장르임.  

 

 이런 경향에서 예외가 있다면 2010년이다. 2008년까지 평균 1400~1600 수준을 보이던 2TV 주

시청시간대 HHI 지수가 2009년 1766, 2010년 2120으로, 평균 50%대 초반을 보이던 CR3 지수 역

시 2009년 64.0,% 2010년 73.3%으로 급상승하면서 1TV보다 세부 장르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 것

이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2TV 주시청시간대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편성 점유

율이 높은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편성비중(2008년 9.2% → 2009년 20.6% → 2010년 34.7%)이 크

게 늘어나고, 드라마 장르의 편성비중(2008년 22.2% → 2009년 26.7% → 2010년 22,2%) 역시 단

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주시청시간대 뉴스가 사라지게된 것 역시 다양성 하락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2008년 15.3% → 2009년 13.9% → 2010년 2.8% → 2011년 0.0%).  실제로 이 

시기의 신설, 폐지, 변동 프로그램을 보면, 2TV 주말 밤 10시대에 새로운 역사드라마가 신설되고, 

2TV의 저녁 메인뉴스 <KBS8 뉴스타임>이 폐지되고, 대신 저녁 7시 10분부터 밤 8시 35분까지 매

일 85분씩 방송되는 대형 생활정보 매거진 프로그램 <생생정보통>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전후로 2TV 주시청시간대의 다양성 지수가 큰 변동을 보인 것은 이 시기 2TV SA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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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구조와 성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의 맥락과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

세하게 논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2TV 주시청시간대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빠진 해가 주목할 만한 시점이라면, 반대로 이것

이 가시적으로 좋아진 해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할 시점이다. 그 해가 바로 2003년~2004년이다. 

2003년 HHI 지수는 전년 대비 18.1%p 하락한 1,446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수치는 이후 2007년까

지 큰 부침 없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CR3 집중도 역시 2002년 62.3%에서 2003년 52.7%로 큰 폭

으로 떨어진다. 이 변화는 SA타임대 편성비중이 높던 버라이어티쇼(2002년 15.6%→ 2003년 8.3%

→2004년 10.3%)와 드라마(2002년 32.8%→ 2003년 24.4%→2004년 21.1%)의 방송시간을 줄인 

것, 대신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던 인포테인먼트(2002년 10.0%→ 2003년 14.4%→2005년 

13.3%)와 코미디시트콤(2002년 3.9%→ 2003년 12.2%→2004년 16.7%), 그리고 생활정보(2002년 

3.6%→ 2003년 11.7%→2004년 15.6%)의 편성비중을 늘린 것에 따른 결과다. 이 시기 변화는 오락 

프로그램의 세부 장르를 개발하면서, 버라이어티와 드라마에 대한 집중도를 줄이고, 또 다른 한편으

로 상대적으로 편성비중이 크지 않던 교양 프로그램, 특히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전후의 변화와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맥락에서 이 시기의 변화 맥락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 역시 지난 10년 2TV 편성장의 변화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시기 정연주 사장 취임 후 2TV 영향력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K2 

프로젝트>가 주시청시간대 다양성 강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TV와 달리 1TV는 지난 10년간 주 시청시간대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다. 1TV의 HHI 지수 연간변동률은 평균 7.7%로(0.0%~15.8%)수준으로, 2TV의 HHI 지수 연간변동

률(평균 12.1%; 범위 0.4%~33.2%)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앞서 2002년과 2012년 편성표에서 

1TV의 주시청시간대 편성구조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지난 10년간 1TV 주시청

시간대 세부장르 HHI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목시키면, 현재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은 

2003년 이전에 구성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1TV 주시청시간대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의 면면을 

보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시사보도 장르의 소소한 부침에 따른 결과이지 큰 폭의 변화는 아니었

다. 2008년, 2009년의 경우 <대하드라마>가 폐지되면서, 장르별 편성비중과 다양성에 있어 큰 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역시 2010년 다시 원래 자리로 <대하드라마>가 복원되면서, 2007년 이전의 성

격으로 되돌아온다. 2TV와 달리 1TV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 특히 가장 많은 수용자가 TV 앞에 앉

아있는 주시청시간대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1세기 수많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 306 -

이 완고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만큼 1TV는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하고 풍부한 채널인가? 

공정하고 다양한 채널인가? 편성구조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는 것일까? 

<그림 7-2> 2003년 ~ 2012년 세부장르 HHI 변동률 (주시청시간대)

 연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되겠지만, 만

약 그것이 공익실천을 1TV가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증거라면, 공익 실천의 다양성이 다양한 지

표를 통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어야 했다. 이에 더해 구조는 변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들어

가야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시대 변화에 조응하며 변화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신설 프로

그램과 폐지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1TV에서 지난 10년 간 그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07년 시행된 <K1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1TV 주시청시간대

에서 시청자가 공명할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경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과 가치

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노후화된 프로그램의 폐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1TV 주시청시간대의 

완고함은 1TV가 공익 실천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KBS 

편성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1TV 핵심시간대의 완고함과 

부동성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부재와 제작 자율성 통제, 인력과 자본 

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가구 시청률이라는 평가 지표의 문제 등이 맞물린 결과

로서, 1TV 편성에서 구현되는 공익 실천의 문제들을 응집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세부 장르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편성구도가 10년 전과 유사하다고 해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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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역시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편성구조의 완고

함, 세부 장르의 부동성 속에는 프로그램 내용의 고루함이 반영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즉 세부장

르 편성비율에서 나타나는 편성 산출물의 부동성은 1TV 편성의 어떤 특징들이 상당부분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장르별 편성비율과 다양성의 변화 추이는 지난 10년 편성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 양상과 채널별 특

징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것 역시 편성 변화의 일부를 표상할 뿐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장르와 

유사하면서도, 이와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는 포맷 관점에서 편성 변화의 특

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포맷  

 앞서 살펴본 장르가 프로그램 내용과 기능에 방점을 두고 유형을 분류한다면, 포맷은 좀 더 세분화

된 내용과 다양한 제작 요소, 형식, 출연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세부화한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 포맷은 장르와 마찬가지로 대분류와 세부 분류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대분류 포맷은 픽션

포맷, 논픽션포맷, 그리고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대분류 포맷은 프로그램의 대상과 

구성 및 전달 형식, 분량 등을 고려해 세부 포맷으로 분류되는데, 이 연구에서 논픽션 포맷은 ‘단신

뉴스’, ‘종합뉴스’, ‘스포츠뉴스’, ‘경제, 북한, 국제 등 전문뉴스’, ‘국내 심층탐사’, ‘국제 심층탐사’, 

‘토론대담’, ‘종합다큐’, ‘휴먼 및 리얼 다큐’, ‘전문 지식 다큐’, ‘여행 다큐’, ‘생활정보 단순 구성’, ‘시

청자 비평’, ‘문화중계강연’ 포맷 등 14개의 포맷으로, 픽션 포맷은 ‘단막극’, ‘미니시리즈’, ‘일일드라

마’, ‘주말연속극’, ‘대하드라마’, ‘시츄에이션드라마’, ‘시트콤’, ‘코미디극’, ‘상영상연극’, ‘애니메이션’, 

‘어린이드라마’ 등 11개의 세부 포맷으로, 하이브리드 포맷은 ‘(연예인/비연예인)종합구성매거진’, 

‘(연예인/비연예인) 토크쇼 및 토크 중심의 버라이어티’, ‘(연예인/비연예인) 리얼리티 및 리얼리티 중

심의 버리어이티’, ‘(연예인/비연예인) 공연콘서트’, ‘(연예인/비연예인) 게임퀴즈쇼’, ‘팩츄얼엔터테인

먼트’, ‘기부공연’, ‘시청자참여구성’, ‘어린이종합구성’ 등 14개의 세부 포맷으로 구분하였다.  

  대분류 포맷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1TV와 2TV가 형식적으로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TV의 경우 논픽션 형식이 전체 방송에서 6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가장 적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픽션 형식은 현재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TV의 논픽션 포맷은 2007년 60%의 점유율을 넘어섰고, 2010년 이후부터는 전체 방송시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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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논픽션
전시간 57.3 57.9 57.0 57.5 59.3 61.0 60.3 63.2 65.2 66.3 67.8

SA 57.5 59.7 59.7 53.6 53.6 59.7 59.7 63.1 60.0 62.8 62.8

픽션
전시간 9.3 10.3 10.5 10.6 10.0 9.9 8.5 5.9 8.0 8.1 8.5

SA 18.3 18.3 18.3 18.3 18.3 18.3 12.8 12.8 18.3 15.3 15.3

하이브리드
전시간 33.4 31.8 32.5 31.9 30.7 29.1 31.2 30.8 26.8 25.6 23.7

SA 24.2 21.9 21.9 28.1 28.1 21.9 27.5 24.2 21.7 21.9 21.9

HHI
전시간 4482 4469 4419 4432 4562 4666 4683 4985 5030 5113 5231 

SA 4226 4384 4384 3997 3997 4384 4486 4723 4406 4656 4656 

2

T

V

논픽션
전시간 23.2 19.0 22.8 23.4 25.2 20.5 24.5 22.0 24.2 26.6 22.1

SA 26.9 25.6 23.6 23.6 23.6 22.2 23.1 13.9 4.7 16.9 9.7

픽션
전시간 28.1 25.2 26.4 26.2 20.5 20.7 17.8 18.9 15.9 18.2 22.6

SA 37.2 36.7 37.8 33.3 31.7 37.5 26.7 31.1 26.7 27.2 35.8

하이브리드
전시간 48.8 55.8 50.8 50.4 54.3 58.8 57.7 59.1 59.8 55.3 55.2

SA 35.8 37.8 38.6 43.1 44.7 40.3 50.3 55.0 68.6 55.8 54.4

HHI
전시간 3703 4107 3799 3775 4004 4309 4249 4338 4419 4091 4052 

SA 3396 3425 3475 3522 3560 3522 3771 4186 5441 4146 4343 

  <표 7-19> 대분류 포맷별 편성비율 및 다양성 지수 

      단위 : %  

 

 이에 비해 2TV는 하이브리드 포맷의 편성비중이 가장 높다. 특징적인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하이브

리드 포맷의 편성 비중이 증가하고 그만큼 논픽션 포맷과 픽션 포맷의 편성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

인데, 특히 SA타임대 하이브리드 포맷의 편성 비중은 2003년 37.8%에서 2012년 54.4%까지 큰 폭

으로 상승했고, 2010년의 경우 이 비중이 최고 68.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컨대 1TV는 

점진적으로 논픽션 포맷 중심의 채널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비해 2TV는 점진적으로 논픽션과 픽

션 포맷이 배제되고, 하이브리드 포맷 중심의 채널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성 지수의 경우, 전시간대와 SA타임대 모두 1TV보다 2TV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TV가 하이브리드 포맷에 집중하는 정도보다 1TV가 뉴스를 중심으로 한 논픽션 포맷에 집중

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 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TV의 다양성은 2000년대 후

반에 접어들면서 대분류 포맷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2009년~2010년을 기점으

로 HHI 지수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픽션 장르의 편성비중이 높아지

면서, HHI 지수가 2008년 4,683에서 2009년 4,985로 상승하고, 2010년 이후에는 5000대를 상회

하는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2TV 역시 전시간대는 2007년 이후, SA타임대는 2008년 이후 하

이브리드 포맷의 편성 비중이 증가하면서 HHI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포맷 편성비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1,2TV 모두 특정 포맷에 집중하는 경향이 지

난 10년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TV는 논픽션 중심 채널로, 2TV는 하이브리드 중심 채널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 형성된 “편성의 이원화” 구조가 2000년대 이후 더욱 강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된 시점은 1TV의 경우 2009년~2010년 사이,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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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07년~2008년 사이다. 이 시기가 사장 교체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재원의 위기가 커지

고, 그럼으로써 효율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넘어갈 대목이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대분류 포맷에서 나타나는 편성의 이원화는 세부 포맷에서 어떤 방식으

로 구현되고 있을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포맷 내에 어떤 세부 포맷이 어느 정도

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채널별로, 연도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74) 

  

  1) 논픽션

  우선 1TV에 가장 많은 편성비중을 차지하는 논픽션 포맷부터 살펴보자. 논픽션 포맷은 총 14개의 

세부 포맷으로 구성된다. 이중 1TV에 편성된 논픽션 포맷은 2002년 12개에서 2005년 ‘국제심층탐

사’, ‘스포츠뉴스’가 더해져 현재까지 14개 모든 포맷에 걸쳐 편성이 구현되고 있다75). 이에 반해 

2TV에 편성된 논픽션 세부 포맷을 보면, ‘전문다큐’, ‘토론대담’, ‘시청자 비평’ 등의 포맷은 편성 공

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다큐멘터리’의 경우 2005년~2006년에 잠깐 편성 영역의 일부를 차지

한 적도 있지만, 이들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3년이 걸리지 않았다. 

 

74) 공영방송 편성 산출물의 변화 및 채널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도를 더해 갈수록 정량적 데이

터도 원데이타에 가까운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즉 방송시간을 편성비율로 환원하고, 이 비율

을 다시 HHI 지수와 같은 지수로 환원하여 가는 것보다, 방송시간 원데이타를 가지고 각 세부 유형별로 편성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채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석 수준을 세분화시켜나갈수록, 분석 수준 별 편성비율은 작아져 미묘한 차이를 가시화

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세부 포맷을 논픽션 14개, 하이브리드 14개, 논픽션 11개, 총 39

개의 포맷으로 구분한다. 앞서 제시한 세부장르(16개)에 비해 심도가 깊다는 것이다. 이에 대분류 포맷 내 세

부포맷의 특징을 살펴보는 차원은 편성비율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앞서 대분류 포맷에서 나타난 사실, 1TV는 논픽션 중심 채널로, 2TV는 하이브리드 중심 채

널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논픽션, 하이브리드, 픽션 포맷의 세부 

포맷의 편성시간이 채널별로, 연도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대분류 포맷내 다양성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75) 예외가 있다면 2010년으로, 2010년만 예외적으로 <스포츠뉴스>가 편성에서 삭제되는데, 이는 2010년 가을

개편이 늦어지면서 통상적으로 방송되던 <비바 K리그>라는 K리그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뉴스가 프로축구 시즌

이 끝나면서 일시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 310 -

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논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3750 3645 3545 3727 4307 4247 4187 4430 4660 4725 5045

논

픽

션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종합뉴스 1700 1670 1645 1640 2115 1885 1880 1880 1880 1950 1950

단신뉴스 165 130 130 130 155 180 190 190 210 190 240

전문뉴스 50 55 30 70 70 80 75 75 80 80 80

스포츠뉴스 60 60 90 100 100 (50) 50 50

종합다큐 215 220 225 280 290 210 155 205 460 405 600

전문다큐 330 345 335 330 330 435 420 540 540 583 548

휴먼다큐 240 240 240 85 135 220 265 310 275 305 315

기행다큐 50 　 50 80 115 115 115 60 135 195 165

국내심층탐사 95 40 40 40 90 85 140 90 85 90 90

국제심층탐사 50 40 40 40 40 100 40 40

토론대담 160 16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시청자비평 115 150 150 150 140 145 145 145 145 152 152

공연중계강연 325 325 275 355 310 140 50 115 270 205 260

생활정보단순구성 305 310 275 307 307 472 462 530 330 330 405

HHI 2405 2473 2502 2293 2680 2323 2368 2225 2037 2100 1942 

편성 포맷수 12개 11개 12개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2

T

V

논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1505 1245 1500 1520 1670 1370 1450 1190 1490 1625 1325

논

픽

션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종합뉴스 320 290 500 585 585 610 540 515 340 340 340

단신뉴스 30 　 　 50 50 40 　 　 85 85 85

전문뉴스 100 100 17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스포츠뉴스 90 90 40 90 90 　 75 75 105 130 150

종합다큐 250 250 295 250 60 100 100

전문다큐 55 　 180 150 　 60

휴먼다큐 345 230 220 150 150 150 140 　 150 190 80

기행다큐 　 60 　 60 　 　 　 　 30 30 210

국내심층탐사 150 310 310 180 175 190 120 60 60 60 60

국제심층탐사 100 　 120 　 140 50

토론대담 80 80

시청자비평

공연중계강연 35 25 25 25 　 30 120 30 200 150 　

생활정보단순구성 200 60 230 100 120 360 300 150

HHI 3482 3492 3492 3082 2654 3208 4101 2954 2313 2290 2422 

편성 포맷수 11개 9개 7개 10개 9개 7개 8개 7개 10개 11개 10개

 <표 7-20> 논픽션 세부 포맷 편성시간 및 다양성 지수 (전시간대)

  단위 : 분

       

 논픽션 포맷의 14개 세부 포맷을 1TV가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 2TV 역시 부침은 있지만 

9~10개 수준의 논픽션 포맷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KBS가 다양한 논픽션 포맷을 시청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날 그날 일어나는 다양한 국내외 현안을 알려주는 종합뉴스 포

맷,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을 담아내는 종합다큐포맷,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국내

/국제) 심층탐사 포맷, 과학, 역사, 북한 등 전문적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다큐포맷과 

전문뉴스 포맷, 공론장으로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론대담포맷, 

시청자 참여, 시청자 비평을 아우르는 시청자비평 포맷,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 빈민,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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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 단순 구성 포맷, 공연장이

나 강의실에 가지 않더라도 고급 클래식과 강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공연중계강연 포맷 등이 

1,2TV를 아우르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논픽션 포맷 내 세부 포맷 다양성을 보

면 1TV, 2TV 모두 2012년 HHI 지수가 2000대 전후로 비교적 특정 포맷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1,2TV 공히 2002년에 비해 2012년의 HHI 지수도 하락한, 즉 집중도가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1TV : 2002년 2,405 → 2012년 1,942; 2TV : 2002년 3,482→ 2012년 

2,422).   

 물론 이것을 근거로 KBS 편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 관점, 사건, 사람, 공간 등을 충분히 재

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편성 공간은 이미 충분히 마

련해 놓은 상황이고,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편성분량 확보와 다양성 강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과연 시청자들과 만나고 교류하는데 적절한지의 여부다. 만약 

논픽션 편성분량의 안정적 확보와 다양성 강화가 시청자들과 만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나, 평일 오

후시간대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것의 의미,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KBS 논픽

션 세부 포맷과 시청자와의 접점을 염두해 둔다면, 전 시간대에 구현되는 논픽션 세부 포맷의 다양

한 편성이 주 시청시간대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그것이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으로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76). 

 한편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세부 포맷 편성 시간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TV의 경우 종합뉴

스, 단신뉴스, 전문뉴스 등 뉴스 장르에 해당하는 세부 포맷들이, 그리고 종합다큐, 전문다큐, 휴먼다

큐, 기행다큐 등 다큐멘터리 장르에 해당하는 세부 포맷들이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1TV에 있어 특정 세부 포맷을 넘어 뉴스, 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한 의존도, 내부 기자와 내부 교양

다큐PD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앞서 확인한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2TV의 경우, 

2010년 종합뉴스 방송시간이 540분에서 340분으로 크게 줄어들고, 대신 스포츠뉴스와 단신뉴스의 

편성시간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2008년 이후 국내심층탐사 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이 크게 줄어든

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0년 종합뉴스의 방송시간이 줄어든 것은 평일 밤 8시대에 방송되는 2TV 

메인뉴스 <KBS 8뉴스타임>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2008년 국내심층탐사 프로그램 편성비중이 줄

어든 것은 데일리 시사매거진 <시사투나잇>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2TV 주시청시간대에 메인뉴스

가 폐지된 이유, 2TV 대표 시사프로그램이자 PD저널리즘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던 <시사투나잇>이 

76) 물론 주시청시간대에 방송 시간을 국한할 경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일정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는 포맷들은 나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또는 너무 과도하게 특정 세부 포맷에 집중할 경우, 그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312 -

폐지된 이유는 서로 다른 결 위에서 서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가 ‘시청흐름’, ‘경쟁력’, ‘가

구시청률’이 주된 폐지 이유였다면, 후자는 명확하게 정치적 이유였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 폐지는 

단지 개별 프로그램의 폐지를 넘어, 지난 10년간 편성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는지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그 하나의 요인이 정치라면,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시

장이다. 여기에 ‘공익’은 그것을 치장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활용된다. 2008년 <시사투나잇>을 폐지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작진과 프로그램 제목을 <시사 360>으로 교체하면서 내건 편성방

향은 ‘차별화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채널 정체성 확립’이었다. 2010년 <KBS 8뉴스타임>을 

폐지하면서 내건 편성방향은 ‘2TV 정보 프로그램 강화’였다. 공익으로 이야기되는 ‘말’과 실제 프로

그램 변화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실제 드러난 ‘공익’ 이면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실제’는 바

로 시장과 정치권력에 공영방송 편성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KBS, 2008a, 20110a).  

  다음으로 주시청시간대 논픽션 세부 포맷의 편성시간과 다양성을 보자. 1,2TV 공히 전체시간대보

다 주시청시간대 편성된 세부 포맷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TV 주시청시간대 편

성된 논픽션 세부 포맷수는 7~8개 수준으로, 전시간대와 달리 ‘전문뉴스’, ‘스포츠뉴스’, ‘토론대담’, 

‘시청자비평’, ‘공연중계강연’, ‘생활정보 단군구성’ 등이 편성 상에서 배제된다. 전시간대에 비해 주

시청시간대에 논픽션 포맷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1/4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전시간대 방송 

시간 주당 6,000~7000분대 → 주시청시간대 방송 시간 주당 1,800분), 사라진 포맷들이 전 연령대

에 소구하는 포맷이 아니라, 특정 계층, 세대에 소구하는 포맷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편성 시간 또는 편성 비중이 줄었다는 것과, 편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전자가 불가피성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말 그대로 배제와 소외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특히 ‘토론대담’과 ‘시청자비평’과 소수자를 위한 정보성 프로그램들이 주시청시간대에서 배

제되어 있다는 것은 일견 당연해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는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목표 수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거나, 수용자의 시청패턴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특정 대상, 공간, 의견의 격리와 고립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형식적으로 ‘공론장’과 ‘시청자’와 ‘소수자’를 이야기할 뿐, 사실상은 이들을 변방의 공간과 의례(儀

禮)에 붙들어 남긴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야토론’과 ‘일요진단’으로 남아있는 ‘토론대담’ 

포맷, ‘열린채널’과 ‘미디어 포커스’로 남아있는 ‘시청자 비평 포맷’,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과 

노인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 일자리 프로그램 ‘일자리 119’ 등으로 표상되는 ‘생활정보 단순 구성’ 

포맷은 바로 그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달라붙은 가치와 이미지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자리한 변방의 

공간(시간) 속에서, 사실은 공론장, 소수자, 시청자를 축출하는 편성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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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논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1035 1075 1075 965 965 1075 1075 1135 1080 1130 1130

논
픽
션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종합뉴스 540 510 510 510 510 530 530 530 530 530 530
단신뉴스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전문뉴스

스포츠뉴스

종합다큐 60 60 120 120 120 60 60 60 60 60 60
전문다큐 205 295 235 180 180 260 150 315 195 315 265
휴먼다큐 110 110 110 55 55 145 135 90 55 40 40
기행다큐 55 55 55

국내심층탐사 75 40 40 40 40 30 150 90 75 80 80
국제심층탐사 10 　 30 30 90 30 30

토론대담 25
시청자비평 40 40 40 30 30

공연중계강연 50

생활정보단순구성

HHI 3323 3171 2989 3367 3360 3248 3020 3115 2938 3102 2894 
편성 포맷수 7개 7개 7개 7개 8개 7개 7개 7개 8개 8개 9개

2
T
V

논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485 460 425 425 425 400 415 250 85 305 175

논
픽
션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종합뉴스 200 200 200 225 225 250 200 175
단신뉴스 25
전문뉴스 75

스포츠뉴스 50 50 　 50 50 　 75 75 25
종합다큐

전문다큐

휴먼다큐 175 150 150 150 150 150 140 　 35 165 25
기행다큐 150

국내심층탐사 60
국제심층탐사 140

토론대담

시청자비평

공연중계강연

생활정보단순구성 60

HHI 3262 3242 3772 4187 4187 5313 3787 5800 3426 5034 7551 
편성 포맷수 4개 4개 3개 3개 3개 2개 3개 2개 3개 2개 2개

방어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공익 가치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공익 실천의 지평을 스스

로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표 7-21> 논픽션 세부 포맷 편성시간 및 다양성 지수 (주시청시간대)

단위 : 분

 전 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의 비교에 있어 좀 더 극적인 대조가 되는 것은 2TV다. 2TV 주시청시간

대 편성된 논픽션 세부 포맷수는 2개~3개 수준이다. 논픽션 세부 포맷으로 14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는 점, 이 중 전시간대 2TV에 편성된 세부 포맷수가 9개~10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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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2003년 ‘국내심층탐사’ 포맷이 사라지고, 2004년 ‘생활정보 

단순구성’ 포맷이 사라지고, 2010년 ‘종합뉴스’ 포맷이 사라지면서, 주시청시간대 편성된 논픽션 포

맷수도 2003년 4개에서 2012년 2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KBS 8뉴

스타임>이 폐지되면서 2TV 주시청시간대에 종합뉴스 포맷이 사라진 것, 2012년 현재 주시청시간대

에 남은 논픽션 포맷이 휴먼다큐와 여행다큐 등 소프트하고 연성화된 포맷만 남게 된 것, 무엇보다 

논픽션 방송 시간이 2003년 주당 460분에서 2012년 175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2TV 주

시청시간대에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사람과 공간이 축출되

고,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논픽션 포맷에서 

다루는 우리 사회의 ‘논픽션’ 이야기들은 일정부분 2TV에서 가장 많은 편성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브

리드’ 포맷에서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포맷은 2TV의 중심 포맷이고, 1TV의 경우 논픽션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

맷이다. 이 포맷은 일정부분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을 형식적, 구성적 측면에서 픽션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이야기를 재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재구성, 재창조하기도 한다. 하

이브리드 포맷 역시 논픽션 포맷과 마찬가지로 14개의 세부 포맷으로 구성된다. 

 우선 1TV에 편성된 하이브리드 포맷은 2003년 13개에서 2012년 8개로 줄어든다. 2003년의 경우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 중 ‘연예인 종합매거진’을 제외한 세부 포맷이 모두 편성되어 있었다면, 2012

년의 경우 ‘연예인 종합매거진’에 더해 ‘연예인 토크쇼’, ‘연예인 리얼리티쇼’, ‘연예인 게임퀴즈쇼’, 

‘팩츄얼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어린이 종합구성’ 포맷이 사라진다. 우선 연예인이 출연하는 하이브리

드 포맷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공영방송을 비난할 때, 더 나아가 방송문

화를 비평할 때, 우리는 과도한 스타 의존성, 연예인 중심성을 그 비판의 근거로 둔다. 그런데 1TV

의 경우 이와 반대로, 연예인, 스타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편성이 구조화되고 있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지만 연예인이 주도하는 토크쇼와 리얼리티쇼와 게임퀴즈쇼가 있었다. 이

들 세부 포맷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편성 상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성시간이나 비중이 줄어든 것과 아예 배제된 것은 전혀 다른 성격

과 특징을 지닌다. 배제란 때론 의도적으로, 때론 불가피하게 축출되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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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하이브리드 TOTAL 
방송시간 (분) 2190 2000 2020 2070 2225 2025 2165 2160 1915 1825 1760

하
이
브
리
드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1025 845 845 745 695 705 805 885 880 825 825

연예인 종합매거진

비연예인 토크쇼 110 60 60 105 360 230 260 265 235 255 80

연예인 토크쇼 60 60 60 60 60 60 60 　 50

비연예인 리얼리티쇼 55 55 55 55 55 　 55 55

연예인 리얼리티쇼 60 60 60 115 115 115 115 115

비연예인 공연콘서트 110 110 110 110 110 120 120 120 120 120 120

연예인 공연콘서트 115 120 190 180 180 190 190 190 190 190 240

비연예인 게임퀴즈쇼 160 170 220 225 225 225 225 225 225 165 225

연예인 게임퀴즈쇼 50 50

팩츄얼엔터테인먼트 25 50 　 50

소수자 기부공연 50 50 50 50 50 50 60 60 60 60 60

시청자참여 구성 75 75 75 110 110 205 205 155 155 155 155

어린이 종합구성 295 295 295 265 265 125 125 145

HHI 2548 2209 2254 1793 1641 1775 1909 2179 2620 2564 2713 

편성 포맷수 13개 13개 11개 12개 11개 10개 10개 9개 8개 8개 8개

2
T
V

하이브리드 TOTAL 
방송시간 (분) 3170 3655 3345 3280 3600 3930 3415 3200 3675 3380 3305

하
이
브
리
드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1300 1660 1530 1450 1905 1655 1245 1235 1670 1110 1110

연예인 종합매거진 410 360 370 420 470 490 420 420 415 410 410

비연예인 토크쇼 70 300 300 480 135 130 100 100 60 50

연예인 토크쇼 280 60 210 205 290 290 290 285 275 200 220

비연예인 리얼리티쇼 120 110 120 45 50 65 60 70

연예인 리얼리티쇼 280 150 165 120 130 145 145 440 370 355 375

비연예인 공연콘서트 70 70 70 50 50 55 55 30

연예인 공연콘서트 220 140 150 140 150 190 235 170 160 285 275

비연예인 게임퀴즈쇼 　 60 　 　 　 65 120 65 60 120 130

연예인 게임퀴즈쇼 60 　 　 　 　 　 　 　 50 50 50

팩츄얼엔터테인먼트 180 380 305 370 390 415 445 305 240 360 330

소수자 기부공연

시청자참여 구성 70 70 130

어린이 종합구성 180 365 125 　 30 430 360 150 305 310 205

HHI 2145 2485 2493 2535 3202 2270 1922 2086 2491 1664 1700 

편성 포맷수 11개 11개 10개 9개 10개 11개 10개 10개 11개 12개 11개

 <표 7-22>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 편성시간 및 다양성 지수 (전시간대)

  단위 : 분

세부 포맷의 문제를 넘어, 편성장의 전체 맥락에서 그 이유를 탐색해야만 그 원인과 맥락, 그리고 의

미가 도출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 행위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편성자원의 

압박, 특히 제작비 압박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수신료 정체, 요소비용의 상승 등으로 KBS는 어디

에선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런 맥락에서 1TV의 제작비를 감축하는 방안 중 하나

로 연예인 중심의 포맷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조건에 대해 2010년, 

2011년 편성간부를 지냈던 인터뷰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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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KBS가 채널 두 개 운영할만한 상황이 돼? 안 된다구? 힘이 있을 때는, 쌍칼이 강

력한 무기가 되지. 그런데 힘이 빠질 때는 쌍칼이 오히려 짐이 돼. 이럴 때는 하나의 칼

은 조용히 칼집에 끼워놓고, 나머지 칼로 전장에 나가야 한다구. 그 칼이 뭐겠어? 바로

2TV야.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2TV에 집중하고, 1TV는 저렴한 시사, 뉴스 장

르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편성국장 G)

 다음으로 주목할 사안은 ‘어린이 종합 구성 포맷’이 2007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0

년 이후 1TV 편성에서 아예 사라졌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2TV의 ‘어린이 종합 구성 포맷’의 편성

시간을 보면 2009년 150분에서 2010년 305분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 관

련 프로그램을 2010년 전후로 2TV로 옮기고, 1TV는 성인 시청자 중심으로 목표 수용자층을 전환

했음을 의미한다. 

 1TV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편성 작업은 2007년에 시작되었다. 우선 2007년 1TV 오전 

8시대 방송되던 <TV유치원> 등 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빼냈다. 그 결과 1TV 어린이 종합구성 포맷 

방송시간은 2006년 265분에서 2007년 125분으로 줄어든다. 이때의 명분은 오후 시간대 키드존을 

만들어 1TV는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2TV는 <TV유치원> 등 취학전 유아 대상 프로

그램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었다(KBS, 2007a). 실제로 2007년 가을 기본 편성표를 보면, 2TV 평

일 오후 시간대에 취학전 어린이를 위한 키드존이 신설된 모습을, 1TV는 같은 시간대에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교양,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KBS, 2007i). 이 정책이 폐기된 

것은 2008년 하반기다. 1TV 오후 시간대 초등학생 대상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대

신 그 시간대에 2TV로 이동시켰던 <TV유치원>을 가져와 편성한다. 기존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

의 1TV <TV유치원>이 A급 시간대인 오전 8시대에 방송되었다면, 1TV로 복원 후 차지한 시간은 

C급 시간대인 오후 4시대라는 것이다. 편성분량이 줄어들고, 편성 시간이 변방으로 밀리던 어린이 

종합 구성 포맷이 1TV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바로 2010년 초반이다(KBS, 2008a, 2009a 

2010a)77).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KBS 편성장이 1TV에서 어린이 종합 구성 포맷을 완벽하게 삭제한 이유

는 무엇일까? 이 이유 역시 명확하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 전문 채널의 성장과 시청행태의 분화, 그

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TV를 보는 어린이 수의 감소다. 2000년대 전후 EBS, 투니버스 등 어린이 

전문 채널의 성장은 지상파 채널로부터 어린이 시청자의 이탈을 가져온다. 게다가 어린이들의 TV시

77) 한편 2010년 1TV에서 어린이 종합구성 포맷을 폐지한 이후, 2TV에서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축소가 가

시화되고 있다. 2TV 키드존의 방송시간이 좀 더 이른 시간으로 앞당겨지고, 방송분량도 줄고 있는 것이다. 실

제로 2TV 어린이 종합구성 포맷 편성 시간은 2011년 주당 310분에서 2012년 주당 205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TV 뿐만 아니라 2TV에서도 어린이 관련 포맷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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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이 수많은 학원에 내몰리고, 사회 전반적인 출산

률이 떨어지면서, 어린이가 집에서 TV를 보는 빈도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KBS TV 채널에,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의 충성도가 높은 1TV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동

인이 사라졌다. 이것이 공익실천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불가

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수용자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공영방송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과연 그냥 불기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포기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란 결국 공영방송 스스로가 시장의 종속변인이 되는 상황, 그것을 스

스로 인정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분야에서 KBS의 입장이 뭐냐면, 어린이를 보유한 가구가 많지 않다보니깐, 그리

고 어린이 전문채널이 많으니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시청률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깐, 그렇게 KBS에서 필요 없는 콘텐츠처럼 되어 가고 있는 거야. 결국 케이블에

서 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 어린이 시청자는 유료방송에서 돈 내고 콘텐츠를 보

라는 거잖아, 굉장히 무책임한 스탠스이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재정위기, 경쟁력 위기에

쫓기다보니 공영방송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문서로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스탠스 가장 큰 문제이고. (교양PD J)

 

한편 1TV와 달리, 2TV는 지난 10년 간 평균 10개~12개의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을 큰 부침 없이 

편성하고 있다. 2TV에서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배제된 포맷은 기부공연 포맷이고, 2010년 이후 사

라진 포맷은 ‘비연예인 공연콘서트 포맷’과 ‘비연예인 토크쇼’이지만, 이것을 두고 소수자와 일반인의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대 해석이다. 기부공연 포맷이란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들

을 위한 모금 공연이 어우러진 포맷을 말하는데, 꼭 이 포맷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외 집단의 이야

기를 담을 포맷은 얼마든지 많다. 마찬가지로 비연예인 중심의 ‘공연콘서트’와 ‘토크쇼’의 삭제를 일

반인의 배제로 볼 수는 없다. 일반인 중심의 이야기들 역시 여타 포맷에 충분히 담길 수 있기 때문

이다. 아울러 이들 3개의 포맷을 제외한 나머지 포맷이 지난 10년간 다양하게 편성되었다는 점, 

2003년 이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비타민>, <스펀지>, <위기탈출넘버원> 등 정보와 재미를 동

시에 주는 다양한 영역의 팩츄얼 엔터테인먼트 포맷이 개발된 것, 2007년 전후 <1대100>등과 같은 

비연예인 중심의 게임퀴즈쇼 포맷을 수입하여 편성하기 시작한 것, 2010년 전후 <안녕하세요>와 같

이 시청자가 참여하고, 시청자가 주인공인 시청자 참여 구성 포맷 등이 새롭게 편성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은 오히려 지난 10년 간 2TV의 하이브리드 포맷의 다양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KBS, 

2003a~2010a). 

 다만 오락 장르의 대표 포맷인 토크쇼, 리얼리티쇼, 공연콘서트 등에 한해서는 연예인 의존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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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연예인 중심의 토크쇼는 2002년 주당 280분에서 2003년 주당 60분으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04년 이후 줄곧 주당 200분이 넘는 시간을 방송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예인 중심의 리얼리티쇼는 2003년 150분에서 2012년 375분으로 2배 이상 

편성시간이 늘었고, 연예인 중심의 공연콘서트 역시 2003년 140분에서 2012년 275분으로 2배 가

까이 편성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비해 일반인 중심의 토크쇼, 리얼리티쇼, 공연콘서트 포맷은 그 방

송시간이 줄어들거나 편성 상에서 사라진 상황이다. 이는 2TV 하이브리드 포맷 중 예능과 관련된 

포맷은 상당부분 연예인과 스타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1TV 하이브리

드 포맷 편성의 특징, 즉 연예인과 스타가 배제되는 방식의 편성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은 지난 10년간 KBS 내부 행위자들에게 편성자원 요인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고, 편성

장에 효율성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1TV는 제작비가 저렴한 포맷 중심으로 재편되고, 2TV는 연예인이 주도하는 포맷의 강화로 이어지

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시청시간대 하이브리드 포맷의 편성시간과 다양성을 살펴보자. 1TV 주시청시간대 편성

된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수는 2000년대 초반 6~7개에서 2009년 이후 5개로 줄어든다. 그 사이 종

합구성 매거진, 토크쇼, 그리고 연예인 리얼리티쇼 포맷이 사라졌다. 현재 주시청시간대에 남은 1TV 

하이브리드 포맷은 굳이 방송시간과 편성비율로 환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수만 남아있다. 연예인 

공연콘서트 포맷 3개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콘서트 7080>), 비연예인 게임퀴즈 포맷 2개 

(<우리말겨루기>, <도전골든벨>),  소수자 기부 공연 포맷 1개 <(사랑의 리퀘스트>), 비연예인 리얼

리티쇼 프로그램 1개 (취업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카우트>), 그리고 시청자참여 구성 포맷 1개 (다

문화 가족 시청자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러브인아시아>), 이렇게 8개 프로그램만 남은 것이다. 

 하이브리드 포맷은 논픽션과 픽션의 조합 등으로 구성된 포맷 유형으로 이 포맷이 얼마나 분화되었

는지는 그 채널의 창의성, 새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1TV 주시청시간대 남아있

는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이 단지 5개에 불과하고, 이들 프로그램 중 <스카우트>를 제외한 7개 프로

그램의 방송기간이 모두 7년 이상 된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점, 더 나아가 <가요무대>, <열린음악

회>, <우리말겨루기>, <도전 골든벨> 등 4개 프로그램은 2000년 이전부터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들이라는 점에서 1TV 주시청시간대에 적어도 하이브리드 포맷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들, 개발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TV 주시청시간대의 부동성, 경직성이 공익

실천의 저기능성과 연계시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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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하이브리드 TOTAL 
방송시간 (분) 435 395 395 505 505 395 495 435 390 395 395

하
이
브
리
드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55 　　 60 60 　

연예인 종합매거진

비연예인 토크쇼 50 60 60 　

연예인 토크쇼 60 60 60 60 60 60 60 　 50

비연예인 리얼리티쇼 55 55 55 55 55 　　 55 55

연예인 리얼리티쇼 　　 55 55 55 55 55 　

비연예인 공연콘서트

연예인 공연콘서트 115 120 120 120 120 120 160 160 120 120 120

비연예인 게임퀴즈쇼 50 50 50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연예인 게임퀴즈쇼

팩츄얼엔터테인먼트

소수자 기부공연 50 50 50 50 50 　 60 60 60 60 60

시청자참여 구성 　　 55 55 55 55 55 55

어린이 종합구성

HHI 1605 1899 1899 1615 1615 2248 2036 2446 2272 2248 2248 

편성 포맷수 7개 6개 6개 7개 7개 5개 6개 5개 5개 5개 5개

2
T
V

하이브리드 TOTAL 
방송시간 (분) 645 680 695 775 805 725 905 990 1235 1005 980

하
이
브
리
드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65 150 225 305 305 130 165 370 565 245 240

연예인 종합매거진 60 60 70 70 100 80 70 70 65 60 60

비연예인 토크쇼 　　 50 　　

연예인 토크쇼 　　 45 45 40 80 30 30 　　

비연예인 리얼리티쇼 　 55 　 65 　　 60 　

연예인 리얼리티쇼 220 90 115 115 115 115 115 200 260 130 200

비연예인 공연콘서트

연예인 공연콘서트 60 60 60 120 60 25 155 145

비연예인 게임퀴즈쇼 　 60 　　 65 60 65 60 60 70

연예인 게임퀴즈쇼 60

팩츄얼엔터테인먼트 180 260 170 240 240 230 295 195 180 295 265

소수자 기부공연

시청자참여 구성

어린이 종합구성

HHI 2303 2357 2159 2843 2714 1893 1914 2332 2826 1968 2055 

편성 포맷수 6개 6개 6개 5개 5개 7개 7개 7개 8개 7개 6개

<표 7-23>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 편성시간 및 다양성 지수 (주시청시간대)

 단위 : 분

 

  한편 주시청시간대 2TV 하이브리드 포맷은 방송시간도 늘어나고(2003년 680분→2012년 980분), 

편성 포맷수도 다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2003년~2006년 5~6개 → 2007년 이후 7~8개).  앞

서 주시청시간대 2TV 논픽션 포맷과 관련된 논의에서, 논픽션 포맷 방송 시간(2003년 460분→

2012년 175분)과 편성된 세부 포맷 수 축소를 근거로, 2TV에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

기들이 재현될 여지가 줄어들거나, 주변 시간에 고립되거나, 배제되고 있다는 가정을 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하이브리드’ 포맷의 편성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 앞에서 잘못된 가정일 수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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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이브리드 포맷에서 논픽션 장르에서 재현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 보완되고, 때로는 좀 더 

풍부하게 재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2TV 주시청시간대에 가장 높은 편성비중을 차지하는 세부 하이브리드 포맷은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팩츄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연예인 리얼리티쇼로 이들이 전체 하이브리드포

맷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이들 장르 중 팩츄얼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인 리얼

리티쇼가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 즐거움, 정보를 제공하느냐와 관련되었

다면, 민주주의 또는 다원성의 관점에서 세상의 다양한 의견, 사람, 공간의 재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포맷은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포맷이다.  

 2TV 주시청시간대의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포맷은 2002년 65분에서 2003년 150분, 2005년 305

분, 2010년 565분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2009년~2010년 전

후로 방송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왜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포맷의 방송시간이 증가했

을까? 그리고 그 포맷의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 상승은 2004년 이후 진행된 평일 저녁 시간대 

편성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그림 7-3> 2TV 평일 저녁 시간대 변화 

 우선 2004년 가을개편시 평일 저녁 7시대, 요일별 5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주간 교양예능 

ZONE이 폐지되고, 대신 <무한지대 큐>가 신설되었다. <무한지대 큐>는 화제의 현장, 기상천외한 

우리주변의 이야기를, VJ들의 저인망식 밀착취재를 통해,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새로운 데

일리 종합매거진 프로그램이었다(KBS, 2004a). 이에 더해 2005년 평일 저녁 6시 40분부터 7시 10



- 321 -

분까지 음식과 건강에 대한 실용정보를 전달하는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웰빙 건강테크>가(KBS, 

2005a), 2006년 평일 저녁 6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젊은 주부들의 알찬 저녁 시간을 위한 생활

정보 종합 매거진 <소문난 저녁>이 신설되었다(KBS, 2006a). 2TV 평일 저녁 시간대 주부 대상의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포맷이 강화되는 흐름은 2007년~2008년 <일일시트콤>, <일일드라마> 신설, 

휴먼다큐 <인간극장> 이동 등의 변화로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지만, 2009년 주부들의 의,식,주, 취향 

등 생활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본격적인 생활 중심 리빙쇼를 표방하는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가 

신설되고(KBS, 2009a), 이에 더해 2010년 평일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35분까지 주부층을 주타겟

으로 맛집을 소개하고, 연예계 소식을 전하며, 라이프스타일 등 화제의 현장을 심층 취재하고 분석하

는 대형 종합매거진 <생생정보통>이 신설되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KBS, 2010). 이렇게 2004

년 이후 2010년까지 2TV 평일 저녁 시간대는 주부 대상의 데일리 종합매거진 포맷으로 재편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의 내용적 측면을 보면, 소위 ‘먹방(먹는 방송)’이라 불리는 소재에 상당부분 천착되

어 있고78), 그 세부 코너를 보더라도 대부분 여행, 음식, 연예계 소식 등과 관련된 아이템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재현하는데 상당부분 한계

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2TV 평일 저녁 시간대가 주부 대상의 데일리 종합매거진 포맷으로 재편된 편성적 맥락은 

‘시청흐름’, ‘경쟁력’, ‘가구시청률’, ‘효율성’이었다. 수용자 환경 변화로 평일 저녁 시간대가 주부와 

노인을 위한 시간대로 재편되고, 그러면서 2TV는 주부 중심의 시청흐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 결과 평일 저녁 7시대 다양한 소재,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004년), 저녁 8시대 2TV 뉴스를 폐지하는 대신(2010년), 주부 대상의 종합매거진 프로그램을 대

형화시키는 방식으로 편성구조가 재편된 것이다. 이것이 2TV 주요시간대의 공익실천의 다양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3) 픽션

 픽션 포맷은 총 11개의 세부 포맷으로 구성된다. 이들 세부 포맷이 편성 공간에 자리잡는 방식은 

이미 2003년 이전에 대부분 구조화되어 있었다. 1TV의 경우, 평일 오전 8시 주변에 <TV소설>이, 

저녁 8시 30분 근처에 <일일드라마>가 방송된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농촌드라마>가, 주말 

저녁 9시 40분에 <대하드라마>가 방송되고, <명화극장>은 늘 금요일 또는 토요일 심야에 방송된다. 

78) 가령 <생생정보통>의 주요 코너는 ‘무작정 떠나는 식도락 여행 : 무식한 여행’, ‘요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

는 도와줘요 빅마마’, ‘악바리 피디의 독한 촬영기’, 여행의 참 묘미를 느껴보는 ‘내 생애 특별한 이곳’,  우리 

주변의 숨은 맛 고수를 찾아 떠나는 밥상여행 ‘다짜고짜 맛보기’ 등 먹거리 정보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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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610 650 650 690 725 690 590 415 575 580 635

픽
션

세
부
포
맷

편
성
시
간

일일드라마 325 325 325 325 325 350 350 175 175 175 175

대하드라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단막극

시츄에이션드라마 55 55 55 55 55 55 55 55 55 60 60

시트콤

어린이드라마

복합코미디극 60

애니메이션 30 50 85 85 85 85 85 85 85

상영상연극 100 170 170 160 100 100 100 100 160 160 215

HHI 3482 3492 3492 3082 2654 3208 4101 2954 2313 2290 2422 

편성 포맷수 5개 4개 4개 5개 6개 5개 4개 4개 5개 5개 5개

2
T
V

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1825 1655 1735 1705 1360 1380 1050 1020 980 1110 1355

픽션

세부
포맷

편성
시간

일일드라마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00 200

대하드라마 140

미니시리즈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주말드라마 120 120 120 120 120 120 140 140 140 140 140

단막극 70 70 70 70 70 70 70 70 70

시츄에이션드라마 280 120 120 120 180 70 70 70 70

시트콤 50 150 270 150 　 200 175

어린이드라마 150 150 150 120

복합코미디극 180 190 190 210 130 145 80 140 140 150 90

애니메이션 295 235 195 195 150 60 90 90 120 150 180

상영상연극 220 160 160 260 250 255 210 50 50 50 150

HHI 1205 1119 1128 1139 1429 1390 1759 1732 1789 1585 1315 

편성 포맷수 10개 10개 10개 10개 8개 9개 7개 7개 7개 8개 9개

2TV의 경우,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주변에 <아침드라마>를 편성하고, 밤 10시에 <월화 미

니시리즈>와 <수목 미니시리즈>를 방송한다. 주말 밤 8시에 <주말 연속극>을, 일요일 밤 9시에 스

탠딩 코미디 <개그콘서트>를 편성하고, 주말 심야시간대에 단막극 <드라마스페셜>과 상영상연극 

<토요명화>를 방송한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이 편성 구조는 매년 개편시점 마다 큰 변화 없이 대부

분 반복 재생산되곤 한다. 

                       

  <표 7-24> 픽션 세부 포맷 편성시간 및 다양성 지수 (전시간대)

단위 : 분

  
 채널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1TV 픽션 포맷은 일일드라마, 대하드라마, 상영상연

극 포맷에 집중되어 있다. 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0년이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2009년 <대하드라마>가 일시 폐지되었고, 2009년 아침드라마 <TV소설>이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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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일일드라마 편성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왜 이 시기 아침드라마를 폐지하고, 대하드라마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1TV에 광고가 없다는 점과 아침드라마와 대하드라마의 제작비가 

1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유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하이

브리드 포맷에서 연예인 중심의 포맷이 1TV에서 삭제된 이유와 거의 유사한 맥락이다. 즉 제작비 

압박, 선택과 집중, 효율성 논리가 이것을 폐지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핵심적 이유였다. 

프로그램 존폐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기의 변화에서 제작비 압박, 또는 효율성 

압박이 가장 큰 변화의 이유로 보이는 것은, 딱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1TV에서 가장 경쟁력 있

고, 영향력 있는 이들 장르를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TV 픽션 포맷은 1TV에 비해 편성 시간도 많고, 다양성도 높다. 이는 픽션 포맷이 수용자의 선호

도와 광고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편성시간도 줄어들고, 다양

성도 나빠지고(HHI 지수 : 2002년 1,205 → 2006년 1,429 → 2008년 1,759 → 2010년 1,789), 

편성 포맷수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편성 포맷수 : 2002년 10개 → 2006년 8개 → 2008

년 7개). 2000년대 초반 미니시리즈, 일일드라마, 시츄에이션드라마, 상영상연극, 코미디극, 어린이드

라마, 주말가족드라마 등 다양한 논픽션 포맷이 상존했다면, 2006년 어린이 드라마가 삭제되고, 

2007년 청소년 시츄에이션 드라마가 삭제되고, 2008년 단막극과 시트콤이 삭제되고, 2009년 토요

영화가 삭제된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 시트콤, 단막극 등 다양한 유형의 논픽

션 포맷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세부 포맷이 사라지면서 

2TV 픽션 포맷은 일일드라마,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복합코미디극 등으로 수렴되는 특징을 보이

는데, 이들 포맷이 기본적으로 픽션 포맷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

는 장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포맷만 남았다는 것은 공영방송 편성 변화의 특징에 있어 상징적

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주시청시간대로 좁혀, 픽션 포맷의 편성시간과 다양성 변화를 보면 앞서 설명한 1,2TV의 

특징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2002년 1TV 주시청시간대 편성된 논픽션 포맷이 일일드라마, 대

하드라마, 그리고 농촌 지역을 무대로 한 시츄에이션 드라마였다면, 2012년 편성된 포맷은 일일드라

마와 대하드라마뿐이다. 2008년 1TV에서 사라졌던 <대하드라마>가 2010년 다시 복원되었지만, 그

것은 매주 2회씩 휴지기 없이 방송되던 예전과 달리 시즌제로 전환되어 1년에 8개월 정도만 방송되

고 있다. 이 역시 상당부분 대하드라마의 제작비와 연관되어 있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하드라마>가 복원된 시점이 KBS가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던 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신료 정국과 함께 대하드라마의 복원, 그러나 기존과 달리 시즌제로의 전환에는 몇 

가지 상황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내부 행위자들 사이에 2010년 수신료 정국과 맞물려 공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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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T
V

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330 330 330 330 330 330 230 230 330 275 275

주 
포
맷
편
성
비
율

일일드라마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대하드라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단막극

시츄에이션드라마 55 55 55 55 55 55 55 55 55

시트콤

어린이드라마

복합코미디극

애니메이션

상영상연극

HHI 4008 4008 4008 4008 4008 4008 6361 6361 4008 5372 5372 

편성 포맷수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2개 2개 3개 2개 2개

2
T
V

픽션 TOTAL 
방송시간 (분) 670 660 680 600 570 675 480 560 480 490 645

주 
포
맷
편
성
비
율

일일드라마

대하드라마 80

미니시리즈 260 28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40

주말드라마 120 120 120 120 120 120 140 140 140 140 140

단막극 60

시츄에이션드라마 150 40 60

시트콤 150 230 150 150 175

어린이드라마

복합코미디극 70 70 70 70 130 145 80 80 80 90 90

애니메이션

상영상연극 10

HHI 2519 2796 3023 3039 3155 2755 4063 3189 4063 3969 2786 

편성 포맷수 6개 5개 4개 4개 4개 4개 3개 4개 3개 3개 4개

강한(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대하드라마를 다시 1TV에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제작비 문제로 주 2회씩 정규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결과 

시즌제라는 명분으로 방송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1TV 픽션 포맷 편성의 경우,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결정과정에서 제작비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표 7-25> 픽션 세부 포맷 편성시간 및 다양성 지수 (주시청시간대)

단위 : 분

 1TV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픽션 포맷이 편성된 2TV 주시청시간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던 단막극, 시츄에이션 드라마, 시트콤 등이 2000년대 후반들

어 사라지게 된다. 현재 주시청시간대에 남아있는 포맷은 <월화/수목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 325 -

<복합코미디극 개그콘서트> 정도다. 드라마 장르에 속하는 수많은 픽션 포맷 중 기대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높은 미니시리즈와 주말드라마만 주시청시간대에 남게 된 점, 이들 포맷이 모두 외주 드라마 

시장의 논리에 전적으로 종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TV 주시청시간대 논픽션 포맷의 경우 

편성과정에 있어 효율성과 시청률이 주된 논리로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관련장

 지금까지 제작진, 장르, 포맷을 중심으로 편성의 세부구조 특징을 살펴봤다. 이들 차원만으로도 공

익 실천의 관점에서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의 특징이 상당부분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장르, 포맷 등 프로그램을 유형화시키는 기존 방식만으로 

프로그램 내용의 특징을 아우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 편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장(field)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다. 공

영방송 주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장(field)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들과 어

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공영방송이 다양한 사회 영역과 연계하는 수준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을 크게 저널리즘, 문화콘텐츠, 정치(행정), 경제, 일

상문화, 교육, 자연과학장으로 1차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7개의 대유형은 다시 22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들 하위 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봤

다. 

 <그림 7-4> 2003년~2012년 관련장별 편성비율 

 우선 7개의 대분류 관련장별로 채널별 편성비율을 보면, 1TV와 2TV의 특징이 대조되는 특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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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TV

기자 저널리즘 1910 1840 1815 1860 2125 2190 2200 2200 2215 2270 2320

PD 저널리즘 110 60 120 120 395 60 120 60 120 60 60

TOTAL
2020 1900 1935 1980 2520 2250 2320 2260 2335 2330 2380

30.8% 30.2% 31.1% 30.5% 34.7% 32.3% 33.4% 32.3% 32.7% 32.7% 32.0%

2TV

기자 저널리즘 540 480 720 735 735 750 640 615 525 525 525

PD 저널리즘 160 220 190 180 175 190 120 180 60 200 110

TOTAL
700 700 910 915 910 940 760 795 585 725 635

10.8% 10.7% 13.8% 14.1% 13.7% 14.1% 12.8% 14.7% 9.5% 11.9% 10.6%

인다. 1TV의 경우 저널리즘장과 일상문화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의 70% 수준을 차지한

다. 2TV의 경우 문화콘텐츠장과 일상문화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의 80% 수준을 차지한

다. 이는 1TV가 보도, 교양 장르 중심, 논픽션 포맷 중심, 2TV가 교양, 오락 장르 중심, 하이브리드 

포맷 중심이라는 앞서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1) 저널리즘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관련장별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저널리즘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크게 기

자 저널리즘 영역과 PD 저널리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은 지난 10년

간 PD 저널리즘의 부침이 컸고, 그 결론은 PD 저널리즘의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PD 저

널리즘과 관련된 편성 시간은 2006년 1TV 편성에서 주당 395분을, 2007년 2TV 편성에서 주당 

190분을 차지한다. 이 시간은 이후 관련 프로그램 폐지와 축소 등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1TV는 60분, 2TV는 110분만 남았다.  

<표 7-26> 저널리즘장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간 (채널별, 전시간대)  

 단위 : 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앞에서도 짧게 언급한 것처럼 <시사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2003

년 2TV에 신설된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은 정연주 사장 체제 하에서 자주 편파성과 

이념성 논란을 일으켰다. ‘관점이 있는 시사, 느낌이 있는 시사’를 표방한 <시사투나잇>은 방송 5년 

동안 때론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주관적,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편파방송이

라는 지적을 듣곤 했다.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자 이 프로그램은 곧 폐지라는 수순을 밟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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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2004년 

· 생방송 시사투나잇 등 KBS 방송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 생방송 시사투나잇 등 일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한 입장만을 문제 삼는 것은 프로그

램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압력이 아닌가에 대한 입장

· KBS 1TV <미디어포커스>와 2TV<생방송 시사투나잇> 등에서 KBS 보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2006년 

·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는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폐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관련하여 대북포용정책 지지발언 일색 및 북핵문제를 미국 탓으로 해석하는 등

의 문제점 제기

 PD 저널리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비단 <시사투나잇> 폐지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듬해인 2010년 PD 저널리즘의 효시라 불리는 <추적 60분>의 제작진이 TV 

제작본부에서 보도본부로 넘어간다. 프로그램은 PD들이 만들지만, 게이트키핑은 기자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시사투나잇> 폐지, <추적 60분>의 보도본부 이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 공영방송 편성에 

있어 저널리즘이란 곧 기자 저널리즘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 변화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치권력이 넘어가고,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 사장이 들어선 2008년 하반

기부터였고, 그 변화가 완성된 것은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2010년이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투박하고, 시끄러울지라도, 저널리즘 영역과 관련된 제작

진을 다원화하면 그것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대상, 그리고 공간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시사투

나잇> 등 PD 저널리즘의 성장은 일정부분 민주주의의 성장,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일맥상통한 부분

도 없지 않다. 그 흐름이 어느 시점에 좌절되고, 축소되었다는 것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의견들이 좌절되고,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

지 않다. PD 저널리즘의 편파성 논란이 가중되면서 TV 저널리즘이 주된 가치로 삼는 객관성과 공

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저널리즘 영역과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력에 종속된 공영방송

의 문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시사투나잇> 폐지는 정연주 사장 시절 내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자, 당연한 결과로서 <시

사투나잇>이 폐지되는 과정은 한국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7-27> [시사투나잇] 관련 KBS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 자료 : 국회문화관광위원회(2004, 2006) 2004년, 2006년 국감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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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TV

드라마 425 425 425 425 425 505 405 230 330 335 335

음악엔터테인먼트 175 180 250 295 355 305 305 245 240 190 190

영화 125 170 170 160 100 100 100 100 160 160 215

애니메이션캐릭터 30 　　 50 85 110 110 85 85 85 85

공연전시 165 140 120 180 230 45 45 　 95 160 100

출판지식정보 60 60 60 70 60 100 130 95 95 55 110

전통문화 135 110 110 260 200 200 140 240 200 190 195

TOTAL
1115 1085 1135 1440 1455 1365 1235 995 1205 1175 1230

17.0% 17.2% 18.3% 22.2% 20.0% 19.6% 17.8% 14.2% 16.9% 16.5% 16.5%

2TV

드라마 830 820 820 920 970 865 770 790 720 810 910

음악엔터테인먼트 1280 750 1055 895 835 1120 890 1145 1000 1240 1315

영화 170 160 160 220 160 170 170 60 60 60 60

애니메이션캐릭터 445 510 470 315 150 80 215 240 120 200 180

공연전시 　　 50 30 70 60 　　

출판지식정보 120 260 255 200 260 265 200 195 180 290 200

전통문화 55 　　 90 65 　　

TOTAL
2900 2500 2760 2550 2375 2550 2365 2565 2140 2600 2665

44.6% 38.1% 41.9% 39.2% 35.8% 38.2% 40.0% 47.4% 34.8% 42.5% 44.5%

 <시사투나잇>으로 표상되는 PD 저널리즘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하나의 편성 사례를 넘어, 한국 공

영방송과 정치권력과의 관계, 다양성과 공정성 등 공영방송이 실천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담고 있다. 다만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한 가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든, PD 저널리즘의 쇠퇴와 소멸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재현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2) 문화콘텐츠장 

<표 7-28> 문화콘텐츠장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간 (채널별, 전시간대)  

 단위 : 분           

      

 다음으로 문화콘텐츠장의 특징을 살펴보자. 문화콘텐츠장은 드라마, 음악/엔터테인먼트, 영화, 애니

메이션캐릭터, 공연전시, 출판지식정보, 전통문화로 세분화된다.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첫째, 

문화콘텐츠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2TV에 집중해 있고, 특히 음악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음악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산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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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은 것은 1,2TV에서 공히 나타나는 바이지만, 1TV의 경우 2007~2008년

을 정점으로 이들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부분 제작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신료의 정체, 광고 수익의 감소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KBS 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1TV에

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높은 이들 영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

어진 것이다. 1TV와 달리 2TV는 이들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부침이 크고, 그 결과 편성시간의 

변동률도 크지만, 그 변화의 끝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드라마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 편성시

간은 2002년 주당 830분에서 2012년 910분으로, 음악/엔터테인먼트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2002년 주당 1,280분에서 2012년 1,315분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편성에서 이들 영역과

의 연계성이 지난 10년 사이 좀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문화 콘텐츠장 편성시간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사실은 2TV의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전문 유료 

채널의 성장에 따라 이들 영역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기대 시청률과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편성 시간

이 줄어들었고, 1TV의 경우 영화 산업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2006년을 기점으로 주

당 160분에서 주당 100분으로 축소되고79), 애니메이션캐릭터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2005년 제

정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규제(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 약 주당 80분)를 준수하는 수준에서만 

방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KBS 편성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영역과의 관련성이 점점 더 적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콘텐츠장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사실은 1TV의 경우 전통문화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TV의 경우 출판지식정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TV의 전통문

화 관련 프로그램은 2002년 주당 135분에서 2012년 195분으로 증가했고, 2005년과 2009년의 경

우 그 편성시간이 주당 260분, 240분까지 치솟는다. 이는 1TV의 공익 실천에 있어 전통문화 유지

라는 차원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2TV는 출판지식정보 관련 프로그램이 2003

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인포테인먼트 포맷의 개발과 함께, 출판 영역과 연계된 프로그

램 개발이 지난 10년간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79) 2003년 이후 1TV 편성에서 영화산업 영역과 연관된 프로그램은 <명화극장>과 <독립영화관>이다. 2006년 

<독립영화관> 폐지로 영화산업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주당 160분에서 주당 100분으로 축소되었다. 그

렇지만, 2010년 수신료 정국과 함께 <독립영화관>이 부활되고 그 결과 주당 방송시간도 2005년 수준으로 회

귀한다. 그리고 2012년 심야방송 허용과 함께 <명화극장>과 <독립영화관>의 방송시간이 늘어나면서, 2012년 

주당 방송시간은 215분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볼 때,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1TV 편성에서 

영화산업과 관련된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편성 시간을 볼 경우, <명화극장> 방송시

간이 2003년 일요일 밤 11시 20분에서 2012년 금요일 밤 12시 20분으로 늦춰진 점, <독립영화관> 방송시간

역시 늦은 심야 시간인 토요일 밤 12시 55분에 방송된다는 점, 그리고 개편 시점마다 편성시간의 변동이 빈번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TV 편성에서 영화 영역과의 관련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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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TV

보육가족여성 850 860 910 810 1110 1075 1095 1165 1125 1105 1110

보건복지의료 235 245 210 245 260 350 355 395 280 220 240

문화체육관광 420 435 430 507 537 582 567 482 500 520 555

농림해양수산 55 115 115 55 55 　　 45 　　

지역커뮤니티 695 445 445 455 395 450 505 505 700 690 935

TOTAL
2255 2100 2110 2072 2357 2457 2522 2592 2605 2535 2840

34.4% 33.4% 34.0% 31.9% 32.5% 35.3% 36.3% 37.0% 36.4% 35.6% 38.2%

2TV

보육가족여성 885 1240 1130 1385 1480 1290 1200 985 1250 920 860

보건복지의료 290 　 230 220 120 　 310 360 180

문화체육관광 1405 1525 1285 1085 1080 940 870 755 965 860 1130

농림해양수산 　　 50 55 50 50 　 60 60 60

지역커뮤니티 　　 250 250 320 310 180 120 180

TOTAL
2580 2765 2645 2740 2985 2530 2440 2050 2765 2320 2410

39.7% 42.2% 40.2% 42.1% 45.0% 37.9% 41.3% 37.9% 45.0% 37.9% 40.3%

  3) 일상문화장

  다음으로 일상문화장과 관련된 편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일상문화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1,2TV 공히 높은 편성비중을 차지한다. 편성비중이 높은 만큼, 일상문화장과 관련된 하위 유형도 다

른 장에 비해 넓게 퍼져있다. 1TV의 경우 보육가족여성, 지역/커뮤니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관

련된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어 있고, 2TV는 보육가족여성과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수 편성되어 있다. 

<표 7-29> 일상문화장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간 (채널별, 전시간대)  

 단위 : 분           

 

 보육가족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침, 오후, 초저녁 시간대 편성된 생활정보성 매거진 프

로그램들과 휴먼 다큐멘터리들이다80).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노년층과 주부층을 대상으로 보육, 

건강, 관계, 의학, 연예계, 맛집 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미담 사례를 발

굴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문화, 체육, 관광 영역의 엘리트 명사를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구성되는 스튜디오 토크 중심의 프로그램,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강

80) 보육가족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1TV 아침 중장년층 대상의 데일리 토크쇼 <아침마당>과 생활정보 매거

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부대상 <여성공감>,  2TV 아침 연예정보매거진 <여유만만>, 저녁 와이드 정보

매거진 <생생정보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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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기 위해 마련된 역사, 휴먼 다큐 프로그램, 그리고 국내외의 이색적인 공간, 사람, 사건들을 찾

아가는 여행 다큐멘터리와 VJ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 보육가족여성과 관련된 프로

그램이 주로 오전, 오후 시간대 재택 비율이 높은 노년층과 주부층을 주타겟으로 하여 제목만 다소 

다를 뿐, 대개의 경우 정형화된 포맷과 장르, 그리고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문화체육관광장과 관

련된 프로그램들 역시 프로그램 제목과 형식만 다를 뿐, 각 영역의 엘리트들과 민족주의적 관점과 

이색적인 공간의 소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지점이다. 

즉 이들 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널리즘이나 문화콘텐츠장과 달리 크게 부각받지도, 논란이 되지

도 않지만, 편성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비슷한 관점들, 사람들, 공간들, 이야기들을 재현하고 있

다. 

 보육가족여성과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투적인 반복을 지속한다면, 지역/커뮤니티 관련 

프로그램은 다소 결이 다르다. 여기에는 상투성과 새로움이 공존하고, 투박함과 세련됨이 어울리며, 

지역과 서울이 한데 엮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사라져가는 고향의 의미와 정서를 느끼게 하고, 지역 

현장들을 잇는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6시 내고향>, 지역을 찾아가 노래 경연을 펼치는 <전국 노

래자랑>, 명사들이 전국 방방 곳곳 진솔한 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전하는 <체험 삶의 현장> 등 20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탑골공원, 창신동 

봉제골목, 무안장터 등 우리 곁에 두고 관심 갖지 못했던 지역을 찾아가 그곳의 사람들을 72시간동

안 관찰하는 <다큐멘터리 3일>, 일반인 출연자들의 갖가지 고민들을 두고 이야기판을 벌이는 <안녕

하세요>, 지역국에서 자체제작하여 전국 방송하는 다양한 장르의 지역국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이 

2000년대 후반 들어 편성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장르와 포맷을 달리 하지만, 공히 한국 사

회의 다양한 공간,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람에 주목하고, 이들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이라

는 특징을 지닌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지역/커뮤니티 관련 프로그램이 1TV에 집중되어 있었다

면, 2006년 전후로 2TV에도 새롭게 개발, 편성되기 시작했고, 1TV에 편성된 지역/커뮤니티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이들 프로그램들의 생명력은 다른 장들과 관련된 프

로그램들에 비해 높다는 점 역시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는 수용자 시장에서 이들 영역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6시 내고향>, <전국 노래자랑> 등과 같이 

20년 넘게 방송된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2006년 신설된 <다큐멘터리 3일>, 2010년에 신설된 <안

녕하세요> 등 역시 2013년 현재까지 주요 시간대에 편성되어 공익적,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노인, 환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청년 실업자 등 사회/복

지 영역에서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와 이슈를 발굴, 재현하는 프로그램과 의료건강 관련 정보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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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채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정

치

1TV

국가행정 190 195 135 75 75 75 75 213 125 125 125

통일외교국방 80 85 85 85 85 30 25 25 30 30 30

TOTAL
270 280 220 160 160 105 100 238 155 155 155

4.1% 4.4% 3.5% 2.5% 2.2% 1.5% 1.4% 3.4% 2.2% 2.2% 2.1%

2TV 국가행정 140 130 60 60 130 60 70

현장을 밀착 취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유형의 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서 제대로 그 목소리가 발현되지 않는 대상들, 침묵하는 다수에 관심을 두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건

강과 관련된 정보와 병원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사실은 첫째, 방송시간의 변화

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일상문화장에 비해 편성비중이 작고, 변동률도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유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에 어떤 일관된 편성 원칙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이들 유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성격과 편성 시간을 검토하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한 이웃들, 즉 극빈층, 장애인, 병자들의 이야기가 심야시간이나 오후시간 등 변방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지난 10년간 줄곧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1시대나 오후 

4시대에, 차상위계층이나 투병 중인 사람들의 현장을 취재한 프로그램은 평일 밤 12시대 주변에, 그

리고 노인 관련 프로그램은 주말 새벽 6시대에 편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침묵하는 자들, 불편한 자들이 공영방송 편성 장에서도 주변에 격리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 그 자

체에서 이들이 공영방송에서 자리하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변방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건복지의료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은 건강 정보를 알려

주는 <생로병사의 비밀>, 다문화 가정의 휴먼 스토리를 따뜻하게 담은 종합구성물 <러브인아시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기부를 통해 나누는 <사랑의 리퀘스트> 정도다. 이는 주요 시간대 편

성된 보건복지의료 관련 프로그램들이 미담과 기부, 그리고 건강관련 정보 제공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상문화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 농림해양수산 관련 프로그램은 그 편성시간이 극히 

적은데,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도시에 비해 소외된 농촌, 어촌의 현실을 반영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분화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커뮤니티’ 등 여타 영역 관련 프로그램들에 혼종된 결과이기도 하다.  

          

  4) 정치/ 경제장

 <표 7-30> 정치/ 경제 하위장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간 (채널별, 전시간대)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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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국방

TOTAL
0 140 130 60 60 130 0 0 0 60 70

0.0% 2.1% 2.0% 0.9% 0.9% 1.9% 0.0% 0.0% 0.0% 1.0% 1.2%

경

제

1TV

기업금융산업 25 80 55 100 40 50 50 105 110 130 130

노동,소비자 　　 60 　 50 45 55 55

TOTAL
25 80 55 100 40 110 50 155 155 185 185

0.4% 1.3% 0.9% 1.5% 0.6% 1.6% 0.7% 2.2% 2.2% 2.6% 2.5%

2TV

기업금융산업 130 75 　 60 65 150

노동,소비자 60

TOTAL
130 75 　 60 65 60 150

0.0% 2.0% 1.1% 0.0% 0.9% 1.0% 1.0% 0.0% 2.4% 0.0% 0.0%

   

 다음으로 정치(행정)장과 경제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정치(행정)장의 

경우, 국가행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1998년 신설)>, <일요진단

(2000년 신설)> 등의 프로그램이, 통일외교국방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남북의 창(1989년 신설)>

이 있다. 이들은 10년 이상 된 프로그램들로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은 시청자의 행정적 민원

을 TV를 통해 공론화시키는 장으로서, <일요진단>은 정치적, 정책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해당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들이 출연하게 시청자들에게 직접 쟁점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장으로서, <남

북의 창>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들 프로그램이 모두 2003년 

이전 1980~90년대에 신설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정치(행정)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부분 실패하거나 포기되거나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

제로 2003년 이후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하다(2003년)>, <인물현대사(2003년~2004년)>, <공개

수사 실종(2004년)>, <특명 공개수배(2007년)>, <비전한국 일류로 가는 길(2009년)>,  <오천만의 

아이디어(2009년)> 등이 신설되었지만, 이들은 때론 편파성 논란으로, 때론 선정성과 모방범죄에 대

한 우려로, 때론 무비판적인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한 비난으로 1~2년 내에 폐지된다. 그 결과 현재까

지 국가행정과 국민을 매개하고, 남과 북을 잇는 프로그램은 1990년대의 논리, 형식, 이야기에 한정

되고 있으며, 편성시간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경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IMF, 세계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그리고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함께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의 편성 비중은 지난 10년 간 한국 사회가 부동산, 재테크, 세계 경

제 위기, 양극화, 신자유주의 등으로 시끄러웠던 것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특히 기업, 금융, 산업 관

련 뉴스와 ‘기업인 또는 기업의 성공신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데 반해, 소비

자와 노동자의 권리,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 현재 KBS에서 방송되는 프로

그램 중 유일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소비자불만 해소 및 개선 프로그램 <소비

자고발> 정도다. 이것은 한국 공영방송 편성이 한국 사회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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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채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교

육

1TV

어린이청소년 220 345 345 315 315 150 150 195 160 160 105

시민교육/

시청자참여
370 345 305 310 240 245 245 245 245 302 302

TOTAL
590 690 650 625 555 395 395 440 405 462 407

9.0% 11.0% 10.5% 9.6% 7.6% 5.7% 5.7% 6.3% 5.7% 6.5% 5.5%

2TV

어린이청소년 180 30 410 235 305 260 205

시민교육/

시청자참여
80 80 200 150

TOTAL
260 80 0 0 30 410 235 0 505 410 205

4.0% 1.2% 0.0% 0.0% 0.5% 6.1% 4.0% 0.0% 8.2% 6.7% 3.4%

자

연

과

학

1TV

과학기술 60 60 45 50 45 45

자연환경 275 160 110 110 110 220 275 275 245 243 243

TOTAL
275 160 110 110 170 280 320 325 290 288 243

4.2% 2.5% 1.8% 1.7% 2.3% 4.0% 4.6% 4.6% 4.1% 4.0% 3.3%

2TV

과학기술

자연환경 60 240 60 240 210 55 55

TOTAL
60 240 60 240 210 55 55 0 0 0 0

0.9% 3.7% 0.9% 3.7% 3.2% 0.8% 0.9% 0.0% 0.0% 0.0% 0.0%

을 넘어서, 과도하게 기업인을 미화하고, 과도하게 노동자와 소비자를 소외시킨다는 의심을 불러일

으킨다.   

  5) 교육/자연과학장

<표 7-31> 교육, 자연과학장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간 (채널별, 전시간대)  

 단위 : 분           

      

 다음으로 교육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편성 특징을 살펴보자. 교육 영역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의 편성 비중은 부침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년 간 교육 영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없었으며, 기존의 관습 하에서 이들 영역과 관련된 편성은 대부분 요지부동으

로 정박하여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거나, 변방으로 밀려나갔다. 물론 때로는 공교육의 모델과 현장을 

찾고 참다운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는 기획 하에, 때론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하겠

다는 기획 하에, 때론 어린이들에게 학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유쾌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기획 하에 신규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기획의도를 실현시킬 만큼의 적정한 편성 시

간 확보나 제작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주 잠깐, 수신료 인상 시점이 되면, 2TV를 중심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적으로 편성 시간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지만, 수신

료 쟁점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방송 시간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 영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영역은 거의 공영방

송 편성과 연관성이 없는 반면, 자연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1TV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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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2007년 전후로 1,2TV로 분산되어 있던 자연환경 관련 프로

그램은 1TV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던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2006년 대전 

지역국에서 제작되어 전국 방송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연환경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

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SA타임대나, A타임대 등 주요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 그

리고 이들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생명력이 길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편성 공간을 확보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자연환경’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환경스페셜>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BBC 등 해외 자연다큐멘터리를 구매하여 편성한다는 점, 전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문제를 다

루기보다는 낯설고 이색적인 자연의 풍경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자연환경 

영역’을 재현해내는 방식의 다원성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한편 ‘과학기술’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실험, 그래픽 등 다양한 영상기법의 활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에 비해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제작진 중 과학기술계통의 인력이 거의 부재하여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프로그램이 기획, 편성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2006년 과학기술 전문영역의 대중화를 

표방하면서, 대전총국에서 제작한 <과학카페 다빈치 프로젝트>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기도 했지

만, 이후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편성 공간에 추가되는 일은 없었으며, 이 프로그램 역시 높은 제

작비, 낮은 시청률의 부담 속에 2012년 편성 공간 속에서 사라진다. 결국 자연과학 영역과 직접적으

로 연계된 공영방송 편성이란 국내 자연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과 해외 자연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등으로 수렴된다.    

 

4절. 소결

 

 지금까지 편성구조, 편성구조의 변동, 그리고 세부구조의 특징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한국 공영방

송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2003년과 2012년의 

편성구조를 비교할 때, 1TV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2TV는 과도하게 변했다는 대비되는 특징을 보

인다. 이는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 실천의 지평이 1TV의 경우 2003년 이전 구조화된 특징, 즉 

국가주의와 효용주의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2TV의 경우 그 변화가 예능과 드라마의 방송 

시간 확대,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변화, 평일 저녁 시간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 및 종합뉴스

의 삭제, 재방 비율 확대 등 경제적 차원의 편성 목표 달성에 목표가 있었다. 즉 공익실천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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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편성구조의 변동이 활발했던 시점은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초창기, 수신료 인상 시기 등과 맞

물린다. 이는 적어도 KBS 편성장에 있어 새로운 공익 실천의 필요성, 열정, 의지, 불가피성 등이 정

치권력의 변동, 사장의 교체, 수신료 인상 과정 등 상당부분 정치요인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

여준다. 

 셋째, 1TV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가 의미있는 편성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8년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2년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정권과 코드를 맞춘 프로그램들이, 2010년 초반

부터 2011년 초반까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명분용 프로그램들이 성급하게 기획, 편성되었고, 그것은 

대부분 1~2년 사이에 편성에서 사라졌다. 이에 더해 정권 교체, 경영진 교체에 따른 편성 구조 변동

이 대부분 과거 경영진과 정권의 철학, 신념, 태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프로그램 변동

이 편성구조의 유의미한 변동으로 이어지는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넷째, 2TV 편성구조의 변동은 2003년~2004년, 그리고 2010~2011년 사이에 두드러졌다. 가장 많

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폐지된 것이다. 같은 변화라 하더라도 그 특징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2003

년~2004년 사이의 편성구조 변동이 오락, 교양, 시사, 뉴스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실험을 목표로 

둔 것이라면, 2010년~2011년 사이의 편성구조 변동은 수신료 정국과 맞물려 ‘공익성 강화’, ‘선정성 

배제’, ‘소외계층, 해외봉사, 중소기업, 일자리 등 공익적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 신설에 집

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섯째, 세부 구조의 경우, 우선 제작진 차원에서 1TV 편성은 상당부분 내부 기자와 교양다큐PD들

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이에 반해 2TV 편성은 외부 교양다큐PD와 내부 예능PD들에 의해 구성되

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난 10년간 강화되어 왔다. 1TV에서 내부 기자와 교양다큐PD가 아닌 주

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2TV에서 예능 PD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제작진 차원에서 공영방송 편성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경험이 나란

히 놓여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1,2TV의 구별선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이것은 채널별 차별화라는 

표면 속에 다양성 측면에서 ‘정체’ 또는 ‘퇴보’의 징후를 내보인다. 

 여섯째, 대장르 차원에서 1,2TV 편성은 공히 보도, 교양, 오락 장르를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할하여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보도, 교양, 오락이

라는 표식 속에 지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부 장르, 대분류 포맷, 세부 포맷, 관련 장 등 다

양한 차원에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 편성구조, 편성구조의 변동, 그리고 세부 구조 차원에서 편성산출물을 검토해 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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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편성산출물의 특징

03년과 

12년  

기본 편성 

비교

· 1TV는 거의 변화가 없고, 2TV는 전면적으로 바뀜

· 1TV 평일 아침 시간대 :  어린이 프로그램 사라지고, 아침드라마 <TV소설> 폐지됨.

                          대신 휴먼 연작시리즈 <인간극장>이 2TV에서 이동 편성됨.

· 1TV 주말 저녁 시간대 : 오락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편성됨. 

· 2TV 주요 예능, 드라마 방송 시간 확대

· 2TV 주말 재방 시간 증가

· 2TV 평일 저녁 시간대 : 종합뉴스와 다양한 장르의 교양/오락 프로그램이 폐지됨. 

                        대신 대형 정보매거진 프로그램 편성됨,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변화

· 2TV 평일 저녁 9시대 :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 구도로 재편

방송시간
· 2003년~2012년 전체 방송시간 증가, 그렇지만 본방송 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 

· 재방 비율의 확대

신설 

프로그램

· 1TV에 비하여 2TV 편성에서 좀 더 많은 신설 프로그램이 편성.

· 신설 프로그램의 지속성 떨어짐. (특히 2006년 이후 2TV 신설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떨어짐)

· 1TV :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10년, 신설 프로그램 수 증가. 

        2008년과 2009년 신설 프로그램들 대부분 2년 이내 폐지  

      [시기적 맥락 : 2003년, 2008년, 2010년 사장 취임 1년차, 2007년 K1프로젝트,  

난 10년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실천에 있어 효율성은 중요해지고,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 

지형의 다양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10년 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배제의 영역, 공간, 사

람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권과 경영진의 교체 전후로, 그리고 수신료 

인상이 쟁점이 되는 시기에 편성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 흔들림은 때론 새로운 장르

와 포맷의 개발, 시청자 참여 공간 확대, 새로운 유형의 저널리즘 강화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예외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많은 흔들림은 공익 실천의 다양성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표 7-32>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산출물의 특징을 개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지만, 그것의 큰 흐름은 지난 10년 간 KBS TV 편성은 

크게 변하지 않거나, 2007년~2010년을 기점으로 다양성이 감소되고,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장르)과 

형식(포맷)과 관련장들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설, 폐지 프로그램 수, 방영기간 등을 

검토했을 때, 편성구조의 변동은 2008년, 2009년 사장의 교체 전후로 급격히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소멸했다고 평가된다. 이 모든 사실은 2003년 이후 KBS TV 편성이 역사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국

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을 토대로, 공익 실천의 지평과 다양성을 넓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32> 2003년~2012년 KBS TV 편성산출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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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과 2010년은 수신료 인상 시도]

· 2TV : 2003년과 2004년, 2010년과 2011년 사이 신설 프로그램수 증가

      [시기적 맥락 : 03년~04년 정연주 사장 취임 초기, 10년~11년 김인규 사장 취임 초기]

폐지 

프로그램 

· 1TV : 1TV 프로그램 폐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08년, 10년, 11년 폐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방송기간이 2년도 안된 초 단발성 프로그램들

         [시기적 맥락 : 2008년 정치권력 교체, 2010년 김인규 사장 취임, 

                        2010년~2011년 수신료 인상 정국] 

· 2TV : 사장 취임 초기(2003년~2004년, 2008년~2010년)에 프로그램 폐지수가 많아짐. 

         2003년~2005년, 2010년~2012년 폐지 프로그램의 편성기간은 3년 미만의 단발성 프로그램들. 

       [시기적 맥락 : 03년~05년 K2 프로젝트 등 2TV 새로운 모델 고민, 10년~12년 수신료 인상 

       시도, 도식적으로 이식된 공익 프로그램 다수 신설되었다가 조기 종영]

편성 

다양성 : 

제작진

· 1TV 내부 기자와 교양다큐PD 중심, 2TV 내부 예능PD, 외주교양다큐PD 중심

· 1TV 2007년 이후 내부 기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승. 

       예능, 드라마 PD가 만드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 하락

· 2TV 2007년 이후 내부 예능 PD가 만드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승

      기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 2009년까지 상승하다, 2010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 

· 전시간대 : 1,2TV 모두 다양성 큰 변화 없음.

· 주시청시간대 : 2007년 이후 2TV 다양성 떨어짐.

편성 

다양성 :

대장르

· 전 시간대 : 2003~2012년 1,2TV 모두 큰 변화 없음. 

· 주시청시간대 : 1TV 큰 변화 없고, 2TV는 03년부터 06년까지 보도, 교양 장르가 늘어나면서 

                다양성이 높아지지만, 07년 이후 오락 장르의 편성비율 상승으로 

                 다시 2002년 수준으로 회귀. 

편성 

다양성 :

세부장르

· 2TV가 1TV보다 세부장르 다양성과 HHI 변동률이 높게 나타남 

 (1TV의 다양성, 유연성이 2TV보다 떨어짐).

· 전시간대: 1TV 2006년 이후 다양성 떨어짐. (1TV의 주 장르인 뉴스,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전

체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 2TV 1~2년 단위로 다양성 정도가 변하고, 특히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변동률 높음. 

· 주시청시간대 : 1TV 변화 없음. 2TV는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임.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세부장르 

다양성이 높아진 시기. 이는 버라이어티쇼와 드라마의 방송시간을 줄이고, 대신 편성비율이 낮던 인포테인먼

트와 코미디시트콤, 그리고 생활정보의 편성비중을 늘린 것에 따른 결과임, 이에 비해 2009년부터 2010년 사

이 다양성 하락.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드라마 장르의 편성비중 역시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며, 이 시기 뉴스가 편성상에서 삭제된 것이 주 원인. 

편성

다양성 : 

포맷

· 1TV 논픽션 중심, 2TV 하이브리드 중심. (지난 10년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해짐)

· 1TV보다 2TV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남 (1TV가 논픽션 포맷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강함)

· 2003년~2012년 1TV, 2TV 공히 포맷 다양성 떨어짐. 

  (특히 1TV 2009년~2010년 이후, 2TV 2007년~2008년 이후) 

편성

다양성 : 

논픽션 

· 전시간대 : 1TV 14개 세부 포맷을 모두 편성, 2TV 역시 부침은 있지만 9~10개 수준의 논픽션 포맷을 편

성. 논픽션 내 세부포맷 다양성은 1,2TV 모두 지난 10년간 높아짐. 

-1TV : 뉴스장르에 해당하는 세부 포맷들과 다큐멘터리 장르에 해당하는 세부포맷들이 일관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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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2TV : 2010년 이후 종합뉴스, 2008년 국내심층탐사 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은 줄어듦.

· 주시청시간대 :  전체시간대보다 주시청시간대 편성된 세부 포맷의 숫자가 줄어듦.  

- 1TV : 전반적인 다양성은 확대되지만,  ‘토론대담’과 ‘시청자비평’과 ‘생활정보 단순구성’ 등 포맷은 

        주시청시간대에서 일관되게 배제, 

- 2TV : 다양성 감소. 

         03년 ‘국내심층탐사’ 포맷, 04년 ‘생활정보 단순구성’ 포맷, 10년 ‘종합뉴스’ 포맷이 사라짐. 

        12년 현재 주시청시간대에 남은 논픽션 포맷이 휴먼다큐와 여행다큐 등 소프트하고 

        연성화된 포맷 중심. 방송시간도 크게 줄어듦.   

편성

다양성 :

하이브리

드 포맷

· 전시간대 

 - 1TV : 1TV에 편성된 포맷은 2003년 13개에서 2012년 8개로 줄어듦. 연예인이 출연하는 하이브리드 포

맷이 모두 사라지고, 어린이 구성 포맷이 사라짐. 그 결과 2006년을 정점으로 이후 다양성 감소. 

 - 2TV : 평균 10개~12개의 하이브리드 세부 포맷을 큰 부침 없이 편성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하이브리드 

포맷 내 다양성 증가. 다만 오락 장르의 대표 포맷인 토크쇼, 리얼리티쇼, 공연콘서트 등에 한해서는 연예인 

의존도가 높아짐. 

· 주시청시간대 :

 - 1TV :  2003년 이후 종합구성 매거진, 토크쇼, 리얼리티쇼 포맷이 사라지고, 소수 포맷만 남게됨.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7년 이상된 장수 프로그램들로 분석 기간 내 하이브리드 포맷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들, 

개발들은 거의 없었음. 2006년 이후 가시적인 다양성 감소. 

- 2TV : 방송 시간도 늘고, 편성 포맷수도 증가하면서 다양성 증가.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팩츄얼 엔터테인

먼트, 그리고 연예인 리얼리티쇼 포맷의 편성비중이 높고, 특히 2009년~2010년 이후 비연예인 종합매거진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편성

다양성 :

픽션 포맷

· 픽션 세부 포맷이 편성 공간에 자리잡는 방식은 이미 2003년 이전에 대부분 구조화됨. 

· 1TV : 일일드라마, 대하드라마, 상영상연극 포맷에 집중, 2008년~2009년 <대하드라마>가 일시 폐지    

되었고, 2009년 아침드라마 <TV소설>이 폐지. 

· 2TV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편성시간도 줄어들고, 다양성도 나빠지고, 편성 포맷수도 줄어듦.    2006

년 어린이 드라마, 2007년 청소년 시츄에이션 드라마, 2008년 단막극과 시트콤, 2009년 토요영화가 삭제됨. 

그 결과 2TV 픽션 포맷은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코미디극으로 수렴. 2010년 단막극, 2011년 시추에이션 

드라마, 2012년 일일시트콤이 다시 복원되어 일정부분 다양성 회복. 

편성

다양성 :

관련장

· 1TV : 저널리즘장과 일상문화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

· 2TV : 문화콘텐츠장과 일상문화장과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 

· 저널리즘장

 - PD 저널리즘의 축소 (2008년 이후)

· 문화콘텐츠장

 - 2TV에 집중, 특히 음악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음. 

 - 음악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산업 :  2007~2008년을 정점으로 1TV 편성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2TV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 : 1,2TV 공히 관련성이 줄어듦. (2006년 이후)  

 - 전통문화 : 1TV 편성시간 증가 (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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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지식정보 : 2TV 편성시간 증가 (2003년 이후)

 · 일상문화장

 - 1TV의 경우 보육가족여성, 지역/커뮤니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TV는 보육가족여

성과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

- 보육가족여성, 문화체육관광 영역 : 편성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비슷한 관점들, 사람들, 공간들, 이야

기들을 재현 (1TV 2006년 이후 편성시간 확대, 2TV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상문화장 중 가장 높은 

편성 비중 차지)

 - 지역 커뮤니티 : 편성 시간 확대 (2006년 이후)

 - 보건복지의료 : 프로그램의 편성에 어떤 일관된 편성원칙이 부재, 극빈층, 장애인, 병자들의 이야기가 심야

시간이나 오후시간 등 변방에 몰려있음. 주시청시간대 미담과 기부, 그리고 건강관련 정보 제공에 한정 

 - 농림해양수산 : 편성시간 적음 

· 정치(행정)장

 - 2003년 이후 정치 영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부분 실패하거나 포기되거나 좌절

 - 1990년대의 논리, 형식, 이야기에 한정되고 있으며, 편성시간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

· 경제장

 - 기업, 금융, 산업 관련 뉴스와 ‘기업인 또는 기업의 성공신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반복적으로 재     

생산된데 반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거의 편성되지 않음. 

· 교육장

 - 편성 비중은 부침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교육 영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없음.  

 - 한시적으로 07년~08년, 10년~11년 한시적으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 2TV 증가

· 자연/ 과학장

  - 낯설고 이색적인 자연의 풍경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수렴

  - 2009년 이후 2TV에서 편성에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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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한국 공영방송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의 관계

과거에 했던 방식을 지금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이제껏 얻었던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에서 나온다(Friedman, 2008).

 지금까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징을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그

렇다면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공영방송은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을까? 한

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이 매끄럽게 연결된 관계

가 아니라는 점이다. 편성과정은 편성목표와 별개의 층위에서 자주 움직이며, 편성산출물 역시 편성

목표와 편성과정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늘 이들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다. 상호작용의 복잡성은 목표, 과정, 산출물의 관련성

을 정제된 언어와 논리로 재단하는 것을 자주 거부한다.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비논리적인 현실

이 그것을 기각하는 증거들로 제시된다.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는 잠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

며, 분석의 대상일 뿐이다. 이 관계의 강도, 방향 역시 특정 국면에서만 유효할 뿐, 상호작용의 양상

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 공영방송의 경우 그것이 수많은 내외

부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구현될 뿐만 아니라, 이 요인들의 힘 역시 시대적 맥락 위에

서, 그리고 어떠한 성향과 캐릭터를 지닌 행위자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크게 변주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를 통해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우선 관심을 두었으며, 연구결과의 서

술에 있어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가정 수준에서 제시했다.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한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관계는 늘 불안하지만,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편성과정을 

통해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편성산출물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요구한다. 즉 편성

목표, 과정, 산출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노력은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인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답

하기 위해서는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로 구성되는 편성장이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고 있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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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성목표와 편성과정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면적 증거는 없다. 

편성목표는 추상적인 문구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뿐, 편성과정에 하나의 비전과 좌표로 이해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익이념이 편성목표로서 수용되고 정의되는 ‘방송지표’와 ‘방

송기본방향’은 추상적이고, 국가중심적이며, 동어반복적인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 방송의 공익 이

념이 지닌 국가주의와 효용주의적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도, 또는 이것을 

확장시키거나 재정의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편성목표로서 수용되고 정의되지 못한 ‘공익’ 이념은 실

천적인 조항에서 역시 동일한 모습, 추상적이고 일반적 수준으로 재현된다. ‘방송지표’와 ‘방송기본방

향’을 구체화시키는 ‘채널별 편성방향’과 ‘채널별 편성중점 사항’의 면모는 과거의 관성 속에서 동어

반복적인 내용이 반복재생산 되거나, 수많은 추상적 가치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다. 

 이는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념이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숙의되거나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이자 편성장의 핵심 목표인 공익은 

수사적이고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행위규범으로 작동하지 않는 듯싶다. 공익 이념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그것은 무감각하고 관행적인 가치개념들의 나열로 귀결되

는 것이다. 

 왜 한국의 공영방송은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상호 별개의 층위에서 움직이는 

것일까? 이것이 내부 행위자들의 철학, 가치, 인식의 문제, 즉 공익에 대한 철학 부재의 문제일까?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KBS 종사자들이 공히 프로그램과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

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강형철·심미선·오하영, 2011; 장하용·조명희, 

2011). 해당 분석 기간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내부 행위자들 역시 KBS 편성과 제작에 있

어 ‘공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것은 늘 행위자들의 편성결정에 있어 자기 

기준이 되는 척도라고 말한다.81) 이 프로그램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사회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만 편성과정 속에 

하나의 산출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기준은 일선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보

다 CP급 이상의 간부가 되었을 때,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중요한 준거 

81) “이 프로그램 왜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기는 힘들어. 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내 스스

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해. 쓰레기 프로그램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시청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

는 게 아닌 거지.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여기에서 더 나가야 하는 게 있어. 어떤 재

미냐? 이런 걸 묻는 거지. 공익을 말하지는 않지만, 공영방송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가

치, 의미를 묻게 되는 거야.” (예능P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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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된다고 한다.82) 늘 KBS 내외부적으로 프로그램과 편성의 존재 의미를 질문 받고, 이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만한 답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

각할 수밖에 없는 예능과 드라마 장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들 장르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새

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이야기되는 것은 새로움, 신선함, 즐거운 웃음, 

사회적 의미, 진정성, 시청자 참여, 공감, 보편성 등 공익의 세부 가치로 이야기될 수 있는 개념들이

다. 프로그램이 지닌 경험재적 속성 상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시청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프

로그램이 지닌 사회적 가치들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은 적어도 내부 행위자들의 공익에 대한 인식의 부재, 또는 내부 

행위자들의 가치철학의 빈곤에서 발현하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의 문제는 편성과정의 제도적, 관행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답이다. 현재 

KBS는 편성과정의 내부단계에서 편성의 중요 방향, 가치, 목표를 설정하는 편성정책단계는 거의 그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장기 편성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단위로 마련되는 방송

기본방향 등이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울러 편성평가 단계 역시 

가구 시청률을 제외한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유명무실하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편성목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

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편성정책단계가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편성

기획 및 제작단계는 정치권력과 시장 등 외부 행위자 요인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고, 사장 및 경영진

을 중심으로 한 내부 행위자의 변화 등 상황적 맥락에 의해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편성정

책단계가 편성과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제도적, 관행적 흐름 위에서 방송의 

공익 이념은 편성목표로서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이는 편성장의 공익 실천 실패로 귀결될 수밖

에 없게 된다.

 물론 해당기간 편성과정 속에서 공익 이념을 편성목표로서 구체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 예가 <편성규약> 개정 과정이다. 이 사례는 편성목표를 편성과정에 연계시

키는 하나의 좋은 선례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프로그

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4조)”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조항이 어떻게 KBS 편성규약으로 수용되고 수정, 보완되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82) “본부장이 되고 나니깐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제작할 때는 재미 흥미 새로움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그

런데 편성본부장일 때는 KBS니깐, 공영방송으로서의 원칙, 책무가 있으니깐.. 다양성, 소수계층 보호, 그런 기

준을 아무래도 보게 돼. 그래서 만약 내가 제작CP라면 절대 제작하지 않았을 프로그램도, 전체 KBS 이미지를 

보고 하게 되는 거야. 프로그램 폐지를 할 때도, 이것을 없앴을 때, 어떤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게 

돼.” (편성본부장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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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년 판 2003년 개정판

취재 및

제작 

규범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공사에 위임

된 신성한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청자의 신뢰는 공사의 존립 근거이다. 취재 및 

제작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

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③ 단편적인 사실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포괄적인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가 된다.

④ 자유롭고 공개적인, 다원적 의견의 시장을 형성

하여 활발한 토론과 자율조정의 과정을 거쳐 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

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

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

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

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

명해야 한다.

 ‘방송편성규약’ 제정을 명시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KBS는 2001년 1월 자체 편성규약을 마

련한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본 방송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수준에서 이

루어졌다. 2001년 1월 제정된 <KBS 편성규약>은 원래 취지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무관하

게 ‘전통문화의 계승’, ‘건전한 여론 형성’, ‘우리 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에 바탕’, ‘공정하고 

진실한 방송’ 등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윤리규정만을 명시할 뿐이었다. 이에 더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한다는 통합방송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KBS의 사장이 편성과 방송제작의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시화했다. 이는 역사적,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

익에 대한 인식, 자율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요구에 진지함보다 ‘무감각’하고 관행적인 문서 작업으

로 ‘편성규약’ 제정을 위치시킨 KBS 내부의 직업적 관행의 결과였다. 

 이러한 무감각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그 영향력을 키

워온 노조였다. KBS 노조는 이 규약의 제정과정에서 현업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제작현업자의 제작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편성규

약의 개정을 촉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KBS 내부에서 집단적

으로 ‘편성규약’ 제정의 무감각한 직업 관행, 이를 둘러싼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낮은 가치 부여, 

그리고 사장 중심의 권위적 관료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제기가 경영진에 의해 수

용된 것은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 2003년 노사합의에 의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내용으로 편성규약이 전면 개정되는데, 이 개정안에 따라 ‘편

성위원회 설치’ 등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공익(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을 실천하겠다는 내부의 집단적인 의지와 이에 공명한 경영진의 

합의였다. 

<표 8-1> KBS 편성규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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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의 소리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⑤ 우리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정체

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말과 미풍양속을 지켜 나

간다

④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

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

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자율성>

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

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3조(심의규정)의 기준 내에서 최대

한 보장된다.

②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는 공사의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기본계획의 채널별 편성방침을 

자율적으로 구현하며,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견을 대변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 공사의 취재 및 제작 자율성은 누구로부터도 침

해받지 아니하며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실천조화>

 공사의 사장은 편성과 방송제작의 최종 권한을 보

유한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완성도

를 확보하는 일상적 업무의 처리를 위한 권한은 

편성책임자와 제작책임자에게 위임되며,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제

작 질서의 실천적 조화를 이룬다.

<자율성>

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

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

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

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

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

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

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본부별 편성위원회’와 ‘전체 편성

위원회’로 구성한다.

 * 자료 : KBS(2001C, 2003C).

 <표 8-1>은 관행적이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졌던 2001년판 <편성규약>과 내부의 집단적 실천 의지

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공명으로 재구성된 2003년 <편성규약>을 비교한 것이다. 내용의 질,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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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공익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다보면, 앞서 살펴본 방송지표, 방송기본계획, 채널별 편성방향, 채널

별 중점사항 등 편성정책단계에서 만들어진 편성목표와 관련된 많은 산출물들이 2001년판 <편성규

약>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익 실천에 대한 무감각, 공익에 대한 수세적이고 관행적인 

대응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즉 편성정

책단계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2001년판 <편성규약>에서 2003년판 <편성규약>으로 전환시키기 위

해서는, 무감각하고 일상적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성정책단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위상 강화

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전제조건이 경영진부터 노조에 이르기까지 내부 행위자들의 집단

적인 의지와 노력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KBS 편성규약> 개정 과정처럼 지난 10년 간 편성과정에서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념을 구체

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전면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며, 그 결과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념이 편성과정에서 실천적 공익으로 

뒷받침되거나,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으로 정의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은 별개의 층위에서 움직였으며, 때로는 편성목표가 편성과정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보다 자주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수준에서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기능했다고 판단된다. 

 2.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

 편성과정에서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실천적으로 정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성산출물에 공익이 온

전하게 반영되기를 바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관계가 온전히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의 문제에 종속되는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편성산출물이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콘텐츠라는 

점, TV콘텐츠가 ‘불확실성’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있고, 편성산출물이 그것의 기획의도나 편

성과정에 온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복잡하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배태하는 

것도 아니며,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의외의 선의의 결과를 구현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편성산출물의 생산에 목적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역사적 

궤적 위에서 어제의 기억과 흔적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 정보들을 생산(재생산)해내는 사회적 

제도다. 그렇다면 오늘의 편성과정체계가 공익실천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는 내일의 편성산출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맥락에서 해당 분석 기간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변화 흐름은 매우 유사하게 상동하는 특징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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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10년간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 체계는 정치권력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내

부 행위자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의 성격 변화에 따라 크게 2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 

전환의 분할선은 2007년~2008년 사이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지상파 TV 이탈이 가속

화되고 KBS 내부의 재원 위기가 폭발한 2007년, 정권교체와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신임 사장 임명 

등이 맞물린 2008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편성과정체계는 재편된다. 

 이 변화와 맞물려 편성산출물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편성구조, 구조의 변동, 그리고 세부구

조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관찰되는 것이다. 우선 편성구조 측면에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재방송 편성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2007년 전후부터다. 2008년 이후 1, 2TV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대

부분 유의미한 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1~2년 사이에 폐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구조 변동

의 전제조건이 되는 프로그램 폐지가 1TV에서 어렵게 되고, 이들 폐지 프로그램의 방송기간이 대부

분 2년도 안 되는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수렴되는 시점도 2008년 이후다. 

 세부 구조의 변동 역시 이 시기에 두드러졌고, 이 변화는 다양성이 축소되는 방향이었다. 1TV 편

성에서 내부 기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내부 예능 PD와 드라마

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줄어든 시점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다. 반대로 2TV 편

성에서 예능 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해가 2007년이고, 

내부 기자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해는 2010년이다. 이러

한 제작주체의 편성비중 변화는 곧 세부 내용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린다. 일례로 1TV가 뉴스 중

심의 논픽션 포맷 채널로, 2TV가 예능 중심의 하이브리드 포맷 채널로 강화되는 시점은 2007년에

서 2010년 사이다. 1TV에서 어린이 종합구성 포맷이 사라지고, 연예인 중심의 토크쇼, 리얼리티쇼, 

그리고 게임퀴즈쇼가 사라진 시점, 반대로 2TV에서 연예인 중심의 토크쇼, 리얼리티쇼, 그리고 공연

콘서트의 편성비중이 늘어나고, 평일 저녁 시간대가 주부 대상의 데일리 종합매거진 포맷으로 재편

된 시점 역시 이 시기와 맞물린다. 1TV에서 아침드라마 <TV소설>이 폐지되고, <대하드라마>가 잠

정 중단된 시기, 2TV에서 어린이드라마, 청소년 시츄에이션 드라마, 단막극, 일일시트콤, 상영상연극 

등이 삭제된 시점 역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다. 저널리즘장에서 PD저널리즘에 해당하는 프로그

램이 사라지고, 문화콘텐츠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TV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 역시 이 시기 전후로 

나타난 변화된 특징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변화 흐름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

떤 의미를 지닐까? 이 흐름이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내부 행위자의 의도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

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의 가치, 의미를 훼손할 의도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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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특히 공영방송 조직 구조에서 중견 간부급 이상에 위치한 내부 행위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편

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CP급 이상 보도, 제작, 편성 관련 내부 행위자들은 그 위

치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 이유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과 대립될 개연성은 적

다. 그것도 집단적인 수준에서 말이다. 2007년~2008년 이전 편성과정에 참여했던 내부 행위자들과 

이 시기 이후 편성과정에 참여했던 내부 행위자들이 상당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성

과정과 편성산출물의 유사한 변화 흐름, 다분히 공익실천에 부정적인 변화 흐름에 내부 행위자들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억지다. 

 오히려 이것은 편성과정체계의 자기 생산적 특성이 편성산출물의 변화를 추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즉 편성과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과 시장 요인의 불안정성을 축소하고, 복잡성

을 감축하기 위해 스스로 고유의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 상호작용 방식

들을 변모시켜 나갔고, 그렇게 변화된 편성과정체계는 편성산출물을 자기 생산(재생산)의 근거로 삼

으면서, 편성과정과 산출물이 자동적으로 유사한 변화의 흐름 위에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다. 이 관계는 내부 행위자들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007년~2008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변화는 내부 행위자들이 의도와는 무

관하게 구조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이 시기 전후로 나타난 편성산출물의 변화는 편성과정체계의 변

동에 의해 이미 상당부분 규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구조적 관점에서 편성과정과 산출물이 자동적으로 유사한 변화의 흐름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행

위자 관점에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의 성과로 반영, 구현되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0년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다. 해당 분석 기간 KBS 편성과정의 내부단계 중 가장 많은 내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가장 많은 

이슈들이 발현되는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는 뜨겁고 치열했다. 이 단계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힘

을 지닌 다양한 내부 행위자들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단계에는 고유한 자기 논리와 규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 행위자들은 이 단계에서 편성산출물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게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계전략을 펼쳐나간다. 그 과정들 속에서 

내부 행위자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쟁과 갈등, 그리고 편성과정의 시끄러움의 

근저에는 내부 행위자들이 위치한 공간과 위치, 그리고 개인적 성향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편성의도, 

신념,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보도,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 예능, 드라마, 외주, 편성 등으로 분화

된 하위 조직들에는 고유한 자기 논리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에 소속된 내부 행위자

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나가기 위해 한정된 자원,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 갈등한다. 

이에 더해 내부 행위자 중 누군가는 시장, 정치권력, 간부, 조직논리의 불가피성을 인정, 수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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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나가고자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의 논리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자본을 확대해나가고자 했다.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늘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처럼 편성산출물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 논리, 이해관계는 여기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수만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고, 그만큼 편성과정은 시끄럽고 뜨거웠지만, 이것이 편성산출물의 

역동적인 변화나 다양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시끄러운 편성과정을 거쳐 

구현된 편성산출물은 왜 그렇게 편성과정이 시끄러웠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없거나, 오히

려 상황은 10년 전보다 안 좋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 1TV의 편성구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TV의 편성구조의 변화 역시 대부분 시장요인의 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주요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 방송시간 확대, 어린이 프로그램 주변화, 재방 시간의 확대 등)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뿐, 여기에 내부 행위자들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더해 시끄

럽고 뜨거운 편성 과정을 거쳐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도 많지 않았고, 이 빈도는 2007년~2008년을 분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신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1~2년 사이에 편성표 상에서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봄, 가을

로 시행되는 개편의 목표 및 세부 방향이 기록되어 있는 개편 홍보 책자에는 채널별 개편 방향과 새

로운 공익 실천의 의도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재현되곤 했지만, 이 방향과 의도가 실제 편성산출

물에 가시적인 성과로 발현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이 의도가 실질적인 편성산출물에 반영되

었다면 제작진, 장르, 포맷 등에 있어 다양성은 증가해야 했지만, 지난 10년 대부분의 차원에서 다양

성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 행위자 관점에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의 성과로 반영, 구현되

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내부 행위자의 자율적 의지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시장의 힘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 힘을 통제하기에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 역시 제도적, 

관행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점, 편성

평가 단계에서 편성산출물을 넘어 편성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편성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로 가시화되지 않은 주된 이유

였다. 편성기획 및 제작 기간이 짧은 편성과정의 제도적 관행 속에서 상당수의 신규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숙성되고 개발되기 전에 편성표 속에 삽입되었고,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내외부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사라졌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결정한 편성과정에 대한 내부적인 

자기 평가와 성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편성평가는 가구시청률을 중심으로 한 편성산출물에 대한 

평가로 환원되었고,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편성과정에 대한 평가로 연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는 다음 개편에 거의 유사한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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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논리와 공익실천

 공영방송 편성장을 구성하는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은 모두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

에 봉사하기를 요구한다. 공익은 공영방송 편성의 핵심 목표로서 구체화되고, 편성 과정 속에서 내부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에 핵심 준거틀이 되며,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다.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차원

이 모두 공익이라는 가치의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면, 공익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만

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공영방송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은 편성목표와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유기적 연계

에 실패했다. 편성목표는 추상적인 문구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뿐, 편성과정에 하나의 비전과 좌표로 

기능하지 못했다. 제도적 층위에서 정의된 방송의 공익 이념은 국가주의 공익을 근간으로 효용주의 

공익이 덧붙여진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편성목표로서 수용된 공익 이념 역시 국가주의와 효

용주의 공익 이념으로 대부분 수렴되며, 방송의 공익 이념을 제대로 수용하지도, 반대로 새로운 공익 

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했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념이 제대로 숙의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채, 추상적인 가치 개념의 나열로 재현

되면서 편성과정에서 공익이란 수사적이고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행위규범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편

성목표로서 공익이 편성과정에서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수준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 과정

은 상당부분 정치권력과 이로부터 선임된 사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정, 또

는 여타 상업 방송사의 편성과 큰 차이 없이, 익명으로 산정되는 다수 가치의 우선성과 시장의 논리, 

이에 따른 시청률의 권력화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 입장, 성향에 따라 각자의 방식대로 

공익을 수행해가기도 했고, 이는 때로 편성산출물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공영방

송 편성장의 하위장들이 일정부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던 시기에 내부 행위자들의 공익실천 의도

가 편성산출물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는 1,2TV에 걸쳐 적지 않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러

나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는 2007년~2008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난 10년 간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의 성과로 반영, 구현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오

히려 편성과정의 시끄러움과 이 시끄러움의 근저에 자리한 내부 행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편성의

도, 공익 가치들이 편성산출물의 역동적인 변화나 공익실천의 다양성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수렴되는 공익에 대한 협소한 이념적 지평 때문

에,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공익’을 전면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역설적으로 시대 변화를 뒤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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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고루하고 건전하며 계몽적인 프로그램들의 범람, 또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해당 분석기간 편성목표와 편성과정이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

하면서, 편성산출물은 KBS가 역사적인 경로 위에서 오랫동안 계승해온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 

이상의 공익 실천을 담보해내지 못했다. 편성구조, 구조의 변동, 그리고 세부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

서 나타나는 사실은 한국의 공영방송 편성이 구현하는 공익이란 아주 좁은 의미의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편성의 다양성이 장

르, 포맷, 관련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은, 이 예외의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난 10년 KBS 편성의 공익 실천을 평가하면,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고, 그 결과 목표와 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실천

의 면모는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특징

은 지난 10년 정치권력과 시장이 공영방송 편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실천되는 공익의 세부 가치는 오래 전부터 KBS 편성 

영역에 속해 있던 가치 주변을 떠돌고 있으며, 이 관성에서 벗어나기에는 정치권력과 시장의 끈질기

고 강력한 구속력의 힘을 제어할만한 내부 규범과 제도와 관행이 편성과정 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편성목표로서 공익 역시 실재와 경험의 공간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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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종합논의 및 결론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익이 실천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공영방송 편성장을 살펴보고자 했다.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은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구현하는 장이 바로 

편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논의들은 그 결정 과정을 내밀하게 살펴볼 수 없

다는 한계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고,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로서 공익과 관련된 

논의들을 실제 편성 연구와 접목시키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 편성의 구체적 특징

은 무엇이고, 편성을 통해 실천된 실질적 공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편성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과

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된 영향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한 시기

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다. 이 시기는 한국 공영방송을 둘러싼 내적, 외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한 시기이고, 이에 맞물려 공영방송의 위기 담론이 급속하게 팽창한 시기이며,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

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데 있어

서 이 시기 편성의 특징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공익 실천의 관점에서 한국 공영방송 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편성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 공간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들, 그리고 그 힘들 속에 편성이 구축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와 만나는 접점으로서 편성산출물에 대한 세세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맥락에서 편성

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 차원에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편성

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 모델의 기본적인 분석 요소는 편성목

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

는 방송의 공익은 편성목표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가? 둘째, 2003년~2012년 공영

방송 편성과정은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셋째, 2003년~2012년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은 어떠한 특

징을 보였는가? 넷째, 2003년~2012년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한국 공영방송은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

해 문헌분석과 참여관찰 등 질적 분석과 편성 다양성 분석 등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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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성목표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편성 목표로서 기능하는 방송의 공익은 국가주의와 효용주의의 범주를 넘

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적 공익으로 이을 수 있는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들이 뒷받

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제도적 층위에서 정의된 방송의 공익 이념은 국가주의 공익을 

근간으로 효용주의 공익이 덧붙여진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편성목표로서 수용된 공익 이념 

역시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 이념으로 대부분 수렴되며, 방송의 공익 이념을 제대로 수용하지도, 

반대로 새로운 공익 가치를 창출하지도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영방송 편성의 방송지표와 방송기본방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 공익이념은 내부 행위자들의 편

성행위에 하나의 비전과 좌표로 이해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유형의 세부 가치들이 동

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채널별 기본방향, 채널별 중점사항으로 구체화된 실천적 차원의 공

익이념 역시 의례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내용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진지함보다 무감각하고 관행적인 인상과 느낌이 묻어 있다. 한마디로 한국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방

송의 공익은 편성목표 차원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 결과 제도적 차원에서 명시된 공익이념을 공

익실천으로 이어나가는 이음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은 상당부분 사장, 이사회, 정치권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정, 또는 여타 상업 방송사의 편성과 큰 차이 없이, 익명으로 산정되는 다수 

가치의 우선성과 경쟁의 논리, 이에 따른 시청률의 권력화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수렴되는 공익에 대한 협소한 이념적 지평 때문

에,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공익’을 전면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역설적으로 시대 변화를 뒤따르

지 못하는 고루하고 건전하며 계몽적인 프로그램들의 범람, 또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2. 편성과정

 1) 정치권력

 지난 10년간 한국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은 외부 행위자인 정치권력과 시장의 변화에 과도하게 흔들

리는 특징을 보인다. 편성과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은 인사권, 재원, 프로그램 및 편성 통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난다. 우선 인사권 개입을 통한 통제는 정치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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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영방송 사장 등의 임면에 대해 법적인 권한을 ‘유보적 권력(reserved power)’이 아닌 실질적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내부 행위자에 대한 감사와 사찰, 퇴임 압력과 회유 등 

비공식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정연주 사장 해임을 시

작으로 경영진 및 일반 직원 인사, 더 나아가 프로그램 출연진의 교체에도 정치권이 영향을 미친다

는 의혹이 계속되었다. 재원을 통한 국가의 간접적 통제 역시 강화되고 있었다. 국회의 승인,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수 여당의 승인이 필수적인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스스로가 

국가권력의 입장과 관점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정부 및 공공기관 협찬 프로

그램의 편성 비중 역시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크게 증가했다. 정치권력의 개입

은 프로그램 및 편성 부분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통제 방식은 공식적 차원보다 비

공식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력의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통제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 국가의 비공식적인 채널이 없었다면 편성 변화가 불가능했을 수많은 사건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내부 행위자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정치요인이 좀 더 강한 힘으로 KBS 프로그램 및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

기한다. 다만 권위주의 시대 정치권력의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통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력의 통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었고, KBS 스스로가 정치권력

의 입장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평가된다. 

 물론 이것은 비단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영방송 역사에서 관행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이 당연시되거나, 

불가피하게 여겨졌다면, 민주주의 성장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 자율성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공

영방송 통제 시도는 내부 행위자들로 하여금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었다. 그

리고 이 민감함이야말로 편성과정을 과거보다 좀 더 정치화시키고, 공익 실천의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파행적인 국면으로 이동시켰다. 

 2) 시장

 정치권력과 함께 시장의 변화 역시 편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장의 변화는 KBS 인력 조건을 

악화시키고 재원의 불안전성을 가중시키면서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인력과 자본은, 때론 개별적으로, 때론 함께 내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KBS TV 편성과정

을 한편으로는 상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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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방향으로 구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시장’과 ‘공익’의 적정한 균형이라면, 이 균형이 ‘시장’으

로의 급속한 무게중심 이동으로 진행된 분할선은 2007년이다. 지상파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서 광

고 수입이 급감하고, 제작요소 비용이 상승하는 등 재원의 불안전성이 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면서, 이를 공적재원인 수신료가 아닌 프로그램 판매 수익 등으로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행위

자들의 편성행위가 급격하게 시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내

부 행위자들로 하여금 혁신보다는 기존 성공한 프로그램(장르)의 확대와 모방, 실험보다는 단기적인 

효율과 수익 증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편성행위를 진행시켰다. 시장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강화시킨 

또 하나의 편성조건 요인은 경직된 콘텐츠에 대한 투자였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전제에서, 매

년 전년 예산에 준하여 제작비 예산을 책정하고,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예산마저 삭감

하는 일들이 지속되었고, 이는 내부 행위자들이 기존과 다른 장르나 포맷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익

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일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 변화의 특징과 이에 대한 편성과정의 대응을 살펴보면, 우선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저가 수신료 금액과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방송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대한 KBS 편성과정의 대응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콘텐츠가 전송, 재전송되는 플

랫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편성이 적극적으로 다매체 다플랫폼 편성 전략을 만들어

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접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구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둔 한국의 방송 플랫폼 정책과 가

격 경쟁,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에 의존하는 시장의 성격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공영방송 내부적으로 

다매체 다플랫폼 편성 정책과 관련된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 역

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콘텐츠 및 채널 시장의 변화에 대응 역시 미온적이었다. 다매체 다플랫폼 환경에서 수많은 채널들

이 서비스되면서, 지상파 콘텐츠(채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

히 지상파 콘텐츠(채널)가 가진 힘은 막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에게 지상파 위

기의 체감수준은 높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기간 콘텐츠 및 채널 시장의 변화는 KBS TV 편성에서 영

화와 스포츠, 그리고 어린이 장르를 축소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영화, 스포츠, 어린이 

전문 채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의 편성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편성과정이 대응한 것이다. 이에 더해 2011년 3월 CJ E&M의 온미디어 합병과 같은 해 12월 종편 

채널 개국은 유료방송 시장을 주도하던 두 사업자가 합쳐지고, 저널리즘 시장에서 막강한 여론 영향

력을 지닌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방송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들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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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주요 제작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종편 채널의 개국 등 유료 채널의 성장과 제작 인력의 유출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오기보다는 간접적이면서도 시간적인 간극을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연구의 분

석기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편성과정에 어떤 실질적 자극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

난 10년 편성과정에 참여한 내부 행위자들은 콘텐츠 및 채널 시장 변화에 대한 편성과정의 대응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 이유로 조직문화에 배태된 과도한 통제 구조, 편성의 장기적 안목의 

부재, 자기 임기 내의 단기 실적이 중장기적 편성방향 마련보다 중요한 경영진의 입장, 내부 편성과

정의 과잉정치화와 이것을 방조하게 만드는 가구 시청률이라는 단일 평가 지표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시장의 변화는 효율성과 경제성 논리가 편성과정 전면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된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상파 수용자 시장의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수용자 이탈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 최대 수용자 확보라는 경제적 논리가 전면에 서게 되는 것이다. 가령 TV시청시간이 줄

어들고, 지상파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능과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재방송 비중을 늘리고, 

방송 시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어린이, 10대, 젊은층의 지

상파 TV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삭제하는 것 역시 합리

적인 전략으로 논의된다. 한편 수용자 시장의 변화를 판단하는 지표가 ‘가구 시청률’이라는 점 역시 

편성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구 시청률이 시청자의 TV 시청 변화를 가장 비탄력적인 방

식으로 드러내고, 노인과 주부 집단의 시청행태를 과잉 재현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편성

과정을 외부 변화에 둔감한 방식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부와 노인층 등 가구에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고, TV시청시간이 많은 시청자 집단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내부 행위자의 역할 및 성향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는 사장(경영진), 제작진, 편성실무자, 이사회, 노조 및 직능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데 있어, 정치권력의 성향과 밀접하게 상

동하는 사장의 성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사장이 자율성을 허용하는 분위기라면, 본부장을 중심

으로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의 역할이 커졌고, 상대적으로 여타 내부 행위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반면 사장이 게이트키핑과 통제를 강조하는 국면에 제작진과 편성실무자가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줄어든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의 역할을 대신한 것은 사장 및 경영진, 그

리고 이사회였고, 이들의 영향력 행사는 자주 편성 자율권 침해로 해석되면서 노조 및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빈도와 수준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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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정연주 사장 시절 편성과정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한 것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제작진과 편성실무자였다. 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으로부터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절대 명

제로 이야기되던 이 기간에 노조와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많지 않았다. 이사

회도 개편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공식적인 수준을 제외하고는 편성과정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 제작진과 편성실무자 중심으로 편성이 결정되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KBS 편성장에는 편

성, 제작, 보도본부를 아우르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물론 정연주 사장 시절, 다분히 당

시의 정치권력과 상동하는 프로그램들, 가령 <인물현대사>, <한국사회를 말하다>, <미디어포커스> 

등이 신설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적 

성향에 제작진과 편성실무진들이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

을 근간으로 이로부터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여지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편성과정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한 것은 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이었

다. 편성실무자, 제작진의 자율성이 과도한 통제시스템으로 막히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장 및 경영

진이 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특히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편성본부가 편성센터로 

그 위상이 격하되면서, 편성실무자의 기능은 경영진의 의도를 편성상에 구현하는 실무적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제작진 역시 게이트키핑 강화로 자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공익 실천을 편

성과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민주주의의 발전

에 기여 등이 강조되는 하위 장(보도, 시사, 교양문화, 다큐멘터리 관련 편성 및 제작진)은 정치권력

과 위로부터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소화하느라(홍경수, 2012), 공익실천과 관련해서는 거의 그 기

능을 상실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이들 하위 장에서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수용자의 공명을 

얻어내는데 실패하며, 1~2년 내에 수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동시에 시장

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 하위 장(예능, 드라마 관련 편성 및 제작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수많은 필터링 단계에서 좌절되고, 이에 더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

인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 재원의 위기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에서 혁신이나 변화보다 기

존의 성공한 프로그램의 모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편성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자주 문제시되면서, 편성과정에서 경영진, 편성실무자, 제작

진이 자주 갈등관계를 형성했고, 노조와 직능단체가 편성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빈도와 수준 역시 

높아졌다. 정연주 사장 해임, 수신료 정국 등과 맞물려 KBS 내에서 그 힘을 키워온 이사회 역시 프

로그램과 편성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존폐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

했다. 그 결과 편성과정은 자주 정치적 갈등으로 연결되었으며, 편성과정의 정치화가 심화되면 심화

될수록 공익 실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내부 행위자들이 프로그램과 편성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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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 타협, 문제 해결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주제, 사람들을 편성 논의 자체에서 배

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이 정권과 사장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다

면, 이들의 성향은 정치권력과 사장의 부침과 상관없이 일관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KBS 편성과정에 참여한 내부 행위자들은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고려

대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 KBS에 입사한 50대 남성들이다. 이들은 전쟁 이후 반공, 국가중심주의적인 교육을 받

았고, 군부독재시대, 압축근대화를 겪었으며, 상당수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TV 산업

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KBS에 입사하여, 지상파 영향력이 정점에 이르던 1980~90년대에 KBS 일선 

제작현장에서 커리어 경로를 쌓았다. 이러한 삶의 궤적을 통해 축적된 이들의 문화적 성향은 한국 

사회 근저에 흐르는 문화적 문법, 다분히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과 밀접하게 상동하는 문화

적 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해 이들의 커리어 경로를 보면 대부분 기자와 다큐

멘터리 제작 관련 조직에서 경력을 쌓았고, 특히 경영진의 경우 거의 대부분 다큐PD와 기자 출신들

이다. 문화적 성향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분화되는 전문직주의 성향마저 닮아

있다면, 그리고 이 전문직주의 성향이 전통적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 인식되는 다큐멘터리와 뉴스 

제작에서 키워진 성향으로 한정된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공익과 이들이 실천하는 공익은 다큐멘터리

와 뉴스 중심의 국가주의 공익에 수렴될 개연성이 높다. 이 성향은 사장이 바뀌고, 시장이 변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KBS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

으로 작동한다. 

 4) 커뮤니케이션 구조

 

 지난 10년 편성과정에서 내부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2004년 팀제 개편, 2009년 대국대

팀제 개편, 2010년 국부제 개편 등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04년 팀

제 개편이 의도했던 바는 KBS의 오래된 관료주의 문화를 와해시키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를 만드는데 있었다. 선의의 의도가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개편은 좋은 의

도와는 상관없이 KBS 편성과정에 잠재된 갈등의 불씨로 작동한다. 팀제라는 새로운 조직 구조는 기

존의 조직 문화와 과격하게 충돌했고, 이 충돌은 KBS의 어제와 오늘,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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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조 개편의 의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특히 그 조직을 이끌어왔던 시니어그룹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주 반동의 부작용을 가져

오기 마련이다. 아울러 개혁을 행하는 직종, 지역, 세대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세대가 양

분되면서 구성원들의 마찰과 갈등, 그리고 조직 전체의 정치화가 가열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

래하기도 한다. 2004년 8월 시행된 팀제 개편이 바로 그랬다. 팀제 개편 이후로 단기적으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와해되었지만, 직종간, 선후배간 갈등의 수준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과 불통

(不通) 자체가 KBS 편성과정의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직위를 잃은 

시니어 그룹이 느낀 심리적 박탈감은 깊고 넓었다. 물론 2004년 당시에 큰 시끄러움과 동요는 없었

다. 그렇지만 그 침묵이 변화된 조직 구조에 대한 인정이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들 중 누군가는 은밀하게 사조직을 만들었고, 노

무현 정권 이후의 KBS를 준비했으며, 정권이 바뀌자 주요 요직을 꿰찼다.

  정연주 사장이 해임된 후 팀제는 2009년 대국대팀제 개편, 2010년 국부제 개편이 이어지면서 다

시 기존의 국부제 체제로 전환된다. 이 조직구조 개편은 2004년 8월 이후 수면 아래 숨죽여있던 관

료주의와 권위주의 문화가 전면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다시 수

직적 구조로 재편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력과 사장의 교체에 따라 나타난 변화이지만, 동시에 

2004년 팀제 개편 이후 나타난 KBS 내부의 분열과 갈등 국면에서 오랫동안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KBS는 한국 사회의 단면처럼 두 개의 진영으로 구분되었고, 정권 교

체에 따라 진영이 바뀌자, 진영 논리에 의해 조직구조와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복이 일어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KBS 편성과정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두 개의 국면으로 분할된다. 정연주 사장 시절 KBS 편성과정에 있어 관료주의적 

색채는 수면 아래로 수그러들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것

은 역사적인 층위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자산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거부감 

역시 컸다. 이런 상황에서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무너진 것은 당

연한 결과였다. 의사결정단계는 다시 위계화되었고, 자율성보다 통제와 게이트키핑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다시 편성과정의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된다. 의사결정단계수

가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위계화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들의 실험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한편 2009년 이후 KBS 편성과정에 있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강화는 정치권력의 개입 강

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영방송 편성과정의 공익 실천을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

했다. 공식적 관계보다 다분히 정치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비공식적 관계에 의해 편성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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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실질이 장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편성과정에 대한 내외부적인 불신이 커졌다. 이에 더

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KBS 편성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편성과정에 대한 저항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내부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편성과정 자체를 

과잉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프로그램을 기획, 선정, 배치, 평가하는 편성과정이 우호세력과 

적대세력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편성과정이 결정되는 빈도가 늘어

나면 늘어날수록 정치권력, 이사회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부 행

위자들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제작진들의 제작 동기는 급격히 사그라졌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일선의 의지가 떨어지면서 정치권력의 개입과 사장 및 경영진의 영향력은 더

욱 커져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5) 내부단계

 이 악순환을 제어하기에는 편성정책단계, 기획단계, 제작단계, 그리고 평가단계로 분화된 편성과정

의 내부 단계도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편성과정에 참여하

는 내부 행위자들은 편성의 주요 방향, 가치, 목표를 결정하는 편성정책단계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편성정책단계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의 하위 개념

들이 과잉 충만한 장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매년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반복 재생산되곤 하였다. 편

성정책단계가 내부 행위자들에게 관행적인 문서 업무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편성과정은 공

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변화, 시장의 변화, 사장의 부침, 조직구조의 

변화 등 상황적 맥락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는 짧은 주기와 격렬한 담론 투쟁을 특징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작비, 시

청률, 광고수익, 협찬 등 산업적 논리가 중요하게 우선하며, 공익의 가치는 이 산업적 논리를 치장하

고 포장하는 수준으로 자주 기능한다. 이 과정 속에서 공익과 사익의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대치하기

도 하며, 정치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순간, 경영진과 노조, 제작진과 편성실무자 사이에 대립과 갈

등이 극화되기도 한다. 이 갈등이 제대로 된 소통과 논의로 해결되기 힘들고, 편성과정의 과잉 정치

화로 귀결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 단계가 매우 짧은 기간에 편성산출물을 결정하고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과정의 주기가 짧다보니 편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

식도 공식적이고 양방향적인 관계전략보다 비공식적이고 일방향적 관계 전략이 더 자주 이용되었다. 

이는 편성과정이 정치화되면 정치화될수록, 즉 정치권력의 개입이 일상화되면 일상화될수록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활용되곤 하였다. 이에 더해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가 짧아, 근본적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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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거나 육성될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편 편성 평가 단계에서 

가구 시청률은 편성과정과 그 산출물에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지표였

다. 물론 가구 시청률 이외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 수용자들의 품질 평가, 제작

비, 광고수익, 심의평가, 경영평가, 시청자위원회 의견 등 다양한 평가결과들이 이 단계에서 생산되

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내부 행위자들의 편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이었다. 편성

기획단계와 제작단계의 주기가 짧고, 편성정책단계의 기능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가구 시청률 이

외의 다양한 평가 지표가 내부 행위자의 편성행위에 개입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시청률

로 수렴되는 평가 단계는 편성과정과 그 산출물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편성과정에 대

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동일한 과정상의 문제가 매년 반복 재생산되는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가구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가진 성격 때문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목소리와 평가

가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고, 이 지표가 가진 보수적 특징 때문에 새로운 공익 실

천이나 실험은 쉽지 않았다. 요컨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하는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편성정책단계의 부재,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의 짧은 주기와 이에 따라 상시적

인 위협요인으로 작동하는 편성과정의 과잉 정치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기 어려운 구

조, 마지막으로 가구 시청률 이외의 다양한 평가 지표가 편성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편성 평가

단계의 특징은 내부 행위자들의 공익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 조건으로 작동했다. 

 3. 편성산출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편성목표, 편성과정의 특

징만큼 공익실천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해당 기간 편성산출물의 변화 양상 검토를 통해 알게 된 사

실은 첫째, 1TV의 편성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2TV의 편성구조는 과도하게 변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TV가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공익의 특징을 강하게 배태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1TV 편성구조의 부동성은 국가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공익 가치 실천의 실패

로 읽힌다. 한편 2TV의 과도한 변화에 담겨진 세부 특징을 보면,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확대,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변화, 주요시간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소멸 등 대부분은 공익 실천과 

상관이 없거나, 상당부분 공익과 대치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더해 1,2TV 공히 

2007년 전후로 전체 편성 구조에서 재방송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편성과

정에서 공익보다 효율이 좀 더 강조되는 상황으로 편성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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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조의 변동은 정치권력의 변동 시점,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초기, 그리고 수신료 인상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가 단기적인 편성구조의 부침을 넘어, 중장기적인 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8년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2년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이는 KBS 편성과정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시점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정권을 잡은 정치권력의 취향과 상동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

고, 이들 프로그램들이 국가주의 공익의 특징을 담보해내는 것은 물론이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대

부분 일시적으로 편성에 자리 잡았다가, 어떤 의미나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

졌다. 구조의 변동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이 변동이 다분히 정치권력의 부침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2008년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공익적 차원을 발굴하지도, 실천하지 

못한 채 국가주의 공익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편성구조의 단기적인 요동만 있을 뿐, 의

미 있는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세부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편성의 다양성이 다수의 지점에서 동시적

으로 줄어들었거나,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방식 그대로 박제화된 채 

남아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채널, 장르, 포맷, 관련 장 등에서 균질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산만한 영역에 분산된 채 발견되고, 어렴풋한 모습으로 가시화된다. 그렇지만 

이 비일관성과 산만함이야말로 다양성이 축소되고, 공익 실천에 있어 배제의 영역, 공간, 사람이 많

아지는 현상을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낸다. 다양성이 줄어들고 배제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편성과

정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으로 인해 굴절되고, 타협되며, 공영방송이 표방하고, 목표로 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산만하고, 어렴풋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적 가치

를 추구하는 핵심 미디어 장에서 그것의 토대인 다양성이 훼손되고, 배제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의 

의미는 적어도 기획되고 구상된 통일성에서가 아니라 그 산만함과 어렴풋함 속에 진실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 실천의 유형이 2003년 이전보다 좁은 의미의 국

가주의와 효용주의 범위 내에서 요동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편성구조, 구조의 변동, 세부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살펴본 편성산출물의 변화 

특징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의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에 반영된 공익이란 아주 좁은 의미

의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편성의 다양성이 장르, 포맷, 관련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은, 이 

예외의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분절선은 대략 2007년에서 2009년 사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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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관계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관계는 늘 불안하며,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편성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편성산출물을 통해 구현

되기를 요구받는다. 즉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노력은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

을 확대시켜나가는데 있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장의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이 공익 실천의 관

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편성목표는 추상적인 문구들의 조합으로 구

성될 뿐, 편성과정에 하나의 비전과 좌표로 이해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영

방송의 편성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이자 편성장의 핵심 목표인 공익은 수사적이고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행위규범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공익 이념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

의되지 않고, 그것은 무감각하고 관행적인 가치개념들의 나열로 귀결된 것이다. 편성목표와 편성과

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KBS 편성과정에서 편성의 중요 방향, 

가치, 목표를 설정하는 편성정책단계가 거의 그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장기 

편성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단위로 마련되는 방송기본방향 등이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념이 편성정책단계에서 실천적 공익으로 뒷받침되

거나, 구체적 정의나 실천적 조항으로 정의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편성과정에서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실천적으로 정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성산출물에서 공익이 

온전하게 구현되기를 바라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관계가 온전히 편성목

표와 편성과정의 문제에 종속되는 것만도 아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의 관계

를 살펴보면,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편성과정과 편성산출물

의 변화 흐름은 매우 유사하게 상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10년간 한국 공영방송 편성과정 체계

는 정치권력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내부 행위자의 역할 및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

에 따라 크게 2가지 국면으로 구분되고, 이 변화와 맞물려 편성산출물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의 흐름은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오히려 편성

과정이 정치권력과 시장에 휘둘리면서, 편성산출물 역시 국가주의 공익과 효용주의 공익 차원으로 

수렴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었다. 이 유사한 변화 흐름은 결코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 

누구도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편성과정체계의 자기 생산적 특성이 편성산출물의 변

화를 추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편성과정이 정치권력과 시장 요인의 불안정성을 축소하고, 복

잡성을 감축하기 위해 스스로 고유의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 내부 행위자의 기능과 역할,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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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들을 변모시켜 나갔고, 그렇게 변화된 편성과정체계는 편성산출물을 자기 생산(재생산)의 근거로 

삼으면서, 편성과정과 산출물이 자동적으로 유사한 변화의 흐름 위에 자리 잡은 것이다. 

 둘째, 행위자 관점에서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의 성과로 반영, 구현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편성산출물을 결정하는 편성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상충하면

서 시끄럽고 뜨거웠지만, 이것이 편성산출물의 역동적인 변화나 다양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의 성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자율적 의지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시장의 힘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

울러 이 힘을 통제하기에는 편성과정의 내부 단계 역시 제도적, 관행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편성기획 및 제작단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점, 편성평가 단계에서 편성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그 결과 편성과정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

는 것은 내부 행위자의 의도가 편성산출물로 가시화되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

 종합적으로 지난 10년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은 편성목표와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의 유기적 

연계에 실패했다. 그 결과 목표와 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실천의 면모는 국가주의 공

익과 효용주의 공익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특징은 지난 10년 정치권력과 시장이 공영방

송 편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

에서 실천되는 공익의 세부 가치는 오래 전부터 KBS 편성 영역에 속해 있던 가치 주변을 떠돌고 있

으며, 이 관성에서 벗어나기에는 정치권력과 시장의 끈질기고 강력한 구속력의 힘을 제어할만한 내

부 규범과 제도와 관행이 편성과정 속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편성목표로서 공익 역시 실재와 

경험의 공간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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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실천 확대를 위한 제언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편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내부 행위자

들을 만났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부적인 동

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과거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편성실무자와 제작진들은 이 동력의 저하를 무력감과 열패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대략 이 이야기들은 다음의 이야기로 대변된다. 

네가 지금 하는 작업이 편성과정에 대한 고민이잖아. 제작일선에 있는 피디나 기자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들, 공영방송이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정

치권력이나 시장논리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사실 편성의 공공성

훼손이잖아. 이런 훼손이 빈번해진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나의 열정, 별 것도 아니야,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평범한 열정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는 거야. 이곳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래도 나는 피디니깐,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잡아도, 옆에 동료가, 옆에 팀이 뭔가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내 프로그램만 열심히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편성의 독립이 방송법에도 있고 세상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누구라도 이 공장 안

에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우리가 이걸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곳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성역이 되어야 하잖아. 단지 국민

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곳이기만 하면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자부심을 느

낄 수 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이 자부심과 분위기에 누가 되지 않게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어. 편성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만 들면

말이야. 그런데 그런 느낌은 거의 안들고 매일 뭔가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궤감만 드는 거야.

편성과정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침탈도 없이 제작진과 편

성실무진과 경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KBS를 통해서 시민들과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어

떻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이웃을 돌아보게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에 함께 웃고 울 수 있을 때, 프로그

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을 때, 사실 그것보다 행복한 게 뭐 있어. 편

성에서 그 이상의 가치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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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방송은 편성이야. 나처럼 제작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제작이 최고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고, 공영방송의 큰 틀에서 KBS가 우리 사회에서 정당성을 얻는 것은 이 회사가 무엇을

편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부라고……. 그 과정이 그 결정되는 과정이 행복한 과정과 건

설적인 열정이 되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지금 편성이나 제작 일선에 있는 사람이면 모

두 이 과정이 무언가 망해가는 길목에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PD협회장 & 다큐PD O)

 이 이야기에 담긴 KBS 편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개별적인 현상을 보는 

입장과 관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10년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KBS 편성이 무언가 문제에 

봉착했다는데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참

여관찰과 인터뷰, 그리고 관련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논의를 발전시켜나간 이 연구의 결과는 결

코 긍정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다. 인터뷰 녹취록을 풀고, 기존 문헌들을 비교 검토하고, 편성

산출물들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고민은 희망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이 이야

기들을 어떻게 담아낼 지였다. 그리고 선택한 선택지는 KBS 편성장에 참여한 연구자의 경험과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었다.  

 연구자 스스로가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KBS 내부 행위자라는 점에서,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 응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이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연구의 원천

으로 삼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한국 공영방송이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단

추이며, KBS라는 공간의 내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판단했기 때문

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좀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관문은 언제나 과거의 고통, 모순,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지난 10년 KBS 편성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의

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 중 영향력, 신뢰도, 품질 등 다

양한 지표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다. KBS 뉴스를 시

청하는 시청자수가 다른 상업방송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드라마 장

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좋은 프로그램들이 꾸준하게 방송되고 있는 것, 그 결과 국내외 다양

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우수 프로그램 수상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등은 KBS 편성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긍정적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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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상작

2003년

애니멘터리 한국설화 (어린이청소년부문 작품상)

수요기획 : 정신질환자 8%시대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외주제작부문 작품상)

채채퐁김치퐁 (애니메이션부문 작품상)

2004년
생로병사의 비밀 (정보공익부문 최우수작품상)

애플캔디걸 (방송예술부문 우수작품상)

2005년

미안하다 사랑한다 (방송예술부문  최우수작품상)

도자기 (저널리즘부문 최우수작품상)

어린이날 특집 명탐정빠세 (방송예술부문 우수작품상)

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한국어(방송예술부문 우수작품상)

2006년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방송예술부문 최우수작품상)

KBS스페셜-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저널리즘부문 최우수작품상)

상상플러스 (방송예술부문 우수작품상)

문화지대-사랑하고 즐겨라 (방송예술부문 우수작품상)

2007년

서울 1945 (방송예술부문 대상)

시사기획쌈 – 김앤장을 말하다 (저널리즘부문 대상)

해피투게더 프렌즈 – 5월3일 방송분 (방송예술부문 우수작품상)

미술대전, 뒷거래 의혹으로 얼룩  (저널리즘부문 우수작품상)

2008년

차마고도 (방송대상)

대조영 (장편드라마TV부문 우수작품상)

해피선데이 – 169회 (연예오락TV부문 우수작품상)

추적60분 – 스쿨존이 위험하다 (심층보도TV부문 우수작품상)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생활정보TV부문 우수작품상)

2009년

누들로드 (방송대상)

대왕세종 (장편드라마TV부문 우수작품상)

소비자고발 90회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 검출’ (심층보도TV부문 우수작품상)

과학카페 (생활정보TV부문 우수작품상)

러브인아시아 (특수대상부문 우수작품상)

2010년

추노 (방송대상)

개그콘서트 (연예오락TV부문 우수작품상)

낭독의 발견 300회 (문화예술TV부문 우수작품상)

뉴스9 현대사 비밀문서 발굴 연속보도 (국제보도부문 우수작품상)

사랑의 리퀘스트 (사회공익부문 우수작품상)

2011년

월화드라마 성균관스캔들 (중단편드라마TV부문 우수작품상)

해피선데이 1박2일–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1박2일편 (연예오락TV부문 우수작품상)

TV유치원 파니파니 ‘해바바 또나의 글자놀이’ (어린이청소년TV부문 우수작품상)

뉴스9 쓰레기 식재료 재유통하는 가락시장 (뉴스보도TV부문 우수작품상)

사이언스 대기획 인간탐구 3부작 기억  (교양정보TV부문 우수작품상)

<표 9-1> 2003년~2012년 방송대상 선정작 (방송협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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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그콘서트 (연예오락TV부문 우수작품상)

한국의 유산 (문화예술TV부문 우수작품상)

딩동댕 유치원 (어린이청소년TV부문 우수작품상)

특별기획 김정일 3부작 (시사보도제작TV부문 우수작품상)

대장경 천년특집 4부작 다르마 (다큐멘터리TV부문 우수작품상)

6시내고향 5000회 특집 ‘달려라 고향버스’ (교양정보TV부문 우수작품상)

 자료 : 방송협회 홈페이지 - 방송대상 역대 수상작. 

 그렇지만 이 연구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지난 10년 사이에 나타난 부

정적 측면을 솔직하게 응시하는 것이, 향후 KBS 편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좀 더 유용한 접근

이라 판단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위기가 발현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편성의 

문제점을 편성목표, 과정, 그리고 산출물 등 다양한 층위에서 드러냈다. 그렇다면 향후 KBS 편

성장에서 공익실천을 확대시킬 대안은 무엇일까?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편성과정에서 구체화되

고, 정치권력과 시장의 힘을 제어할만한 내부 규범과 제도와 관행을 편성과정 속에 자리 잡게 

만들며,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실천의 지평을 확장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10년의 흐름에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편성장의 논리를 전환시키는 일이며, 이 전환은 몇몇 

내부 행위자의 노력 또는 제도적 개선만으로 가능한 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것은 불가능한 일도, 결코 비관적으로 볼 일도 아니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내외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편성장은 이 상호작용의 작동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이 조건의 변화에 따라 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힘의 배치가 바뀌면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특징은 지금과 전

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연구자가 이 공간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난 내부 행위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결코 비관적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

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할까? 지금까지 제기한 편성목표, 편성과정, 그리고 편성산출물 차원

에서 나타난 문제들 속에 그 해법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1. 편성목표 – 공익 개념의 구체화와 자율적 책무성 강화

 우선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무엇인지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실천적 차원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

다. 사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실질적인 내부행위자들의 행동규범으로 작동시

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기에는 한국의 공영방송과 공익이라는 이념을 둘러싼 주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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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과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랜 시간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 속에서 ‘공익’

이라는 이념은, 말 그대로 이념일 뿐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이유도 계기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익’을 강조하면 먼저 ‘왜’라는 질문과 ‘또’라는 지겨움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현

실이다. 공영방송 조직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까지 ‘공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특

별하기에 ‘공익’에 우선적 지위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Brant, 2003). 미디어의 풍요 속에 

선함과 악함, 진실과 거짓, 정상과 비정상, 공익과 사익을 넘나드는 수많은 가치들과 이미지들이 부

유하면서 ‘공익’이라는 이념이 하찮은 것, 고루한 것, 낡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 공영방송을 둘러싼 공익의 이념적 지평이 매우 좁은 것도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체화시키는

데 인식적 장벽으로 작동한다. 한국인 다수가 공유하는 가치는 역사적, 종교적, 문화사회적 배경 위

에서 국가주의와 효용주의의 범주에 속한 공익 이념을 과잉 활성화시키고, 이에 반해 자유주의와 공

동체주의 공익에 속하는 이념을 과잉 축소화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영방

송 편성목표로서 공익 역시 이 두 범주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관성이 있으며, 이는 ‘공익’이라는 

가치를 단순한 수사나 의례 이상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인식적 장벽으로 작동토록 만

든다. 

 공익이 사익과 비교할 때 부자연스러움과 불편함을 동반하는 것(이준웅, 2009) 역시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체화시키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공익은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것에 있어 개인

과 조직의 이기적인 마음,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추구, 편안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망을 제어하기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즉 공익이념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적 조항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드는 불

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공익에 이러한 열정을 부여할만한 계기, 경험, 

동기가 극히 적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현실이다. 

 그래서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 작동시키자는 주장은 쉽게 

이야기될 수는 있어도 쉽게 실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질적 실천 없이 공영방

송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만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의 공영방송이 지속

적으로 위기라고 이야기되는 이유의 근저에는 바로 편성목표로서 공익과 편성과정의 불일치, 단절, 

분할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편성목표로 하여금 명확한 의미를 갖고 편성과정 속에서 특

별한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게 된다. 

  공영방송이 걸어온 역사적 궤적이 공익 실천에 저해되는 요소를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현해냄으로써 과거의 관행으로부터의 단절과 제어

가 역사적 흔적으로 누적, 계승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념이 고정적인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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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않고 역사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이라면(윤석민·홍종윤·오형일, 2012), ‘공익’이 가진 잠재태를 실

질적이고 구체화된 편성목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 창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기만 한 공익은 어떻게 편성목표로서 구체화될 수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공익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이념적

이며 철학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공익 이념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의되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공익 이념의 실천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을 검

토할 수 있다. 이 논의들을 검토해가면서, 그것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 공영방송 편

성장에 가장 접목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담론의 활성화가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의사소통 민주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사소통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공공 의제에 관한 토

론 과정에 공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질적으로 보다 성숙할 

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정교화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박승관, 2000). 이에 대해 이준웅

(2011)은 레토릭 문화의 활성화, 즉 말하기 문화의 활성화가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여기

서 레토릭 문화란 레토릭이 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의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주장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다중의 지지를 받아 선택되는 실천양식, 규범, 가치를 의미한다

(이준웅, 2011, p. 41). 그는 이렇게 공적인 사안에 대한 말하기, 듣기, 판단하기가 활성화된 문화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을 공영방송의 공익실천 논의로 변환시켜

보면, 공익실천의 강화는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공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많아지

고, 이들의 말하기가 다양한 청중들에 의해 경청되며, 집합적인 의지로 실천해야 하는 공익이 결정되

고, 실행될 때 가능하다. 

 이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많지만, 공익이념이 공익실천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이 ‘말’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듣기, 그리고 판단하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해 말하고 듣

기를 보장하는 공간과 일정, 공익에 대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자, 공익에 대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 누구의 의견이 가장 그럴듯한지 판단하는 듣는 자의 능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준웅, 2011, 

참고).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공영방송 내부적으로, 그리고 공영방송을 둘러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충족되는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공영

방송의 공익에 대한 문제제기와 담론들을 떠올려보면, 과연 공익 실천의 문제가 ‘공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적어서 나타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보다 더 큰 한계는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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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다는 데에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 공영방송

에 대한 이야기, 공익에 대한 질문 등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스스로 ‘공익’을 증

명해내지 못한다면, 공익 실천이란 요원한 일일 뿐이다. 

 둘째, 공영방송 종사자의 전문직화가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리버

스와 슈람(Rivers & Schramm, 1969)은 공영방송 등 주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완만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그것은 제도 및 규범의 변화보다 관련된 인간 자체, 

조직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과정이 바로 언론인의 전문직화 

과정이라고 말한다. 공영방송 종사자의 전문직화 수준은 크게 자율성, 고유한 전문직 규범, 그리고 

공공서비스 지향성 수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구성요소와 공익 실천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가 국가기구나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를 토대로 자신이 맡

은 영역에서 고유한 전문직 규범을 근간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갈 때, 그리고 스스로가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공서비스 윤리를 지향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익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전문직화가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주장하는 것

은 분명 타당하지만, 전문직화 개념의 포괄범위가 불분명하고,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Hallin 

& Mancini, 2004/2009), 이것 역시 공익실천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문직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지 또 다른 질문을 배태한다는 점에서,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념은 

아니다. 

 이에 더해 한국 공영방송의 전문직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현실 역시 ‘전문직화’ 개념에 의존

해 공익 실천을 기대하는 것을 요원하게 만든다. 한 사회에 자리한 공영방송 행위자들의 전문직주의

의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각 사회 안에서 분화된 공영방송의 역사적 변화과정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기구와 시장의 역할이 전문직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되고 있다(강명구, 1992). 그런 관점에서 한국 공영방송 종사자의 전문직화 특징을 보면, 

민주화 이후 정치체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언론 자유화 운동’을 통해 전문직화가 구성되어(조항제, 

2012a), 실질적인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있어 전문직 규범의 구성에는 한계를 보인다(홍경수, 

2012). 아울러 미디어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공익을 이야기할 

장소와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정치권력의 개입을 통제할만한 제도적, 관행적 장치 역시 제대로 구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연계시키는 방법론으로서 

공영방송 종사자의 전문직화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전문직화 수준이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이념을 어느 정도 실천해내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공익 실천에 따라 결과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372 -

 셋째, 공영방송 제도의 진화가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전문직화’ 개념과 마찬가지로 공허하다. 공영방송 제도의 진화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의 

담보와 공영방송이 공익에 봉사하는 수준을 높여가는 제도의 마련을 목표로 한다(김승수, 2003).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등 거버넌스 문제에 관심을 둔다면, 후자는 내용규제의 

수준과 범위에 관심을 둔다. 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

식으로 제도화된다면, 그리고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메시지를 공익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공익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제도의 진화가 공익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공영방송 규제 및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 공영방송 사장선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 배제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회의적 질문이다. 그리고 설사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구현한

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 정준희(2010a)

는 한국의 공영방송 제도가 다양한 외국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형식적으로 모방, 참조하면서, 대단히 

혼합적인 형태의 제도를 구성한 대신 그것의 운영은 다수제와 후견주의(clientele)를 특성으로 하는 

한국적인 정치문화와 조직 규범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이념적, 형식적 수준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해당 시기의 정치권력을 장악하

고 있는 세력의 이해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그대로 투입되어 정치적 다수파에 의한 

지배를 낳는 면모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정준희, 2010a).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

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돌아볼 때, 너무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가 싶다. 둘째,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편성과 심의 규제 정책이 과연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용규제 정책은 공익성을 구성하는 기본 가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윤석민·박아현, 2008). 즉 방송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인지, 

다양성과 보편성은 무엇인지, 공정성은 어떻게 구현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

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표현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그것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다양한 편성규제 관련 수치(비율)들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제시해 놓음으로써, 실질적

인 공익 실천을 담보해내는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공익 실

천이 능동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개척하고, 발굴하는 적극적 개념이라면, 내용규제의 경우 공영방송

이 최소한의 기준에서 공익을 구현하는지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공익실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공영방송의 공익 이념을 실천화 작업으로 이행시키

는데 있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명확하고도 차별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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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익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넷째,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책무

성은 공영방송이 그들의 수용자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을 의미한다(Brants, 

2003). 이는 한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공익과 관련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이렇게 

부여된 책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중에게 보고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개념이다(McQuail, 2003). 그러나 책무성 강화가 공영방송의 공익실천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유럽 각국의 공영방송들이 행한 수행에 대한 평가

방식을 검토한 야쿠보비치(Jakubowicz, 2003)는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견

해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책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책무성과 관련

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책무성을 평가하는 주체들(정부부처의 규제기관이나 독립적인 규제기

관)이 공영방송과 공익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와중에 진부한 개념들을 기초로 한 항목들이 책무성의 

주요 요소 항목으로 기능할 개연성이 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을 약하게 하거나 침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 자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과 편집의 자율성을 잃고, 

정부와 의회의 의도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Jakubowicz, 2003). 1990년대 BBC에서 일

어난 책무성 절차의 확대 현상을 논의한 본(Born, 2003) 역시 책무성 절차들이 각종 신 경영방식들

과 함께 새로운 관리 조직을 확대시켰으며, BBC의 창의성과 제작부분에 귀찮은 짐이 되었다고 지적

한다. 망라적이고 자아비판적인 형태의 책무성이 경영부문에 도입된 것을 존 버트 체제(1993

년~2000년) 하에서 과도하게 과시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BBC의 핵심적, 창

의적 목표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Born, 2003)의 경우, 책무성이 적절하게 선용된다면, 

BBC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좀 더 큰 자기반성과 강한 형태의 ‘제도화된 성찰’임

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바르둘(Bardoel, 2003)은 책무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전개한다.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이 실험적으로 실행해 본 바에 따르면, 책무성과 관련한 평가 절차는 공영방송

의 외적인 정당화와 내적인 품질 통제에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그러나 바르둘 역시 책무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관료주의와 형식화, 그리고 정치화라는 위험 

요소를 극복했을 때에만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책무성의 강화는 서류 업무의 증가를 동반하기 마련

이어서, 문서상의 담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내부 관리자와 외부 감독

자들에게 추가 통제 시스템이 되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제작, 편성 주체들에 대한 속박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잘못 사용될 경우 정치적 시스템에 의한 식민화가 커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

면서 그는 책무성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상징에만 의존하는 정치행위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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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의 대상

방송사 내부 방송사 외부

자

율

성

낮

음

<위계적 책무성>

1) 누가 : 방송사 내부 조직

2) 누구에게 : 방송사 내부 구성원

3) 왜 : 방송사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방송사 내부

의 신뢰 구축

4) 무엇에 대해 : 방송사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정보

5) 절차 : 내부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법적 책무성>

1) 누가 : 경영주, 이사회, 방송사의 외부 창구

2) 누구에게 :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 

수용자, 광고주

3) 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신뢰 구축

4) 무엇에 대해 : 방송사 경영 및 운영, 성과에 관

한 사항

5) 절차 : 법적, 제도적 규정에 따른 절차

의 말을 경청하는’ 새로운 공영방송 시스템의 표징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진단한다

(Bardoel, 2003).  

 이러한 논의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전환을 가져온다는 주장

의 잠재적 가능성과 위험스러운 요소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다면 책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

되어야 관료주의와 정치화의 위협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공영방송의 좀 더 큰 자기반성과 성찰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은 공영방송의 책

무성 유형을 책무의 대상(방송사 내부 혹은 외부) 및 자율성 수준에 따라 법적 책무성, 위계적 책무

성, 전문적 책무성, 정치적 책무성 네 가지로 구분한 배진아(2007)의 연구다. 그녀는 우리나라 공영

방송의 경우, 방송사 외부관계와 관련되는 활동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송사 내부

관계와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방송사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책무

성을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영

방송이 실천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해 내부 공감대를 높이고, 그 결과 공익 실천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배진아, 2007). 이는 공영방송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평가할만한 외부 기관들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공익이

라는 이념적 지평이 좁은 상황에서 책무성과 공익 실천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고 본다. 지금의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공영방송에 부과되는 공적 책무성

을 공영방송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이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

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스스로 이것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설명하고 보완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공익이념을 공익실천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

법인 것이다.

<표 9-2> 공영방송 공적 책무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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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음

<전문적 책무성>

1) 누가 : 방송사 내부 구성원

2) 누구에게 : 방송사 내부 구성원

3) 왜 : 방송사 내부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적, 규

범적 기준 확립

4) 무엇에 대해 : 방송의 공익적 가치 정립 및 구

현

5) 절차 : 내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정치적 책무성>

1) 누가 : 경영주, 이사회, 방송사의 외부 창구, 방

송사 구성원

2) 누구에게 : 수용자, 사회

3) 왜 : 공익적 의무수행

4) 무엇에 대해 : 방송사 경영 및 운영의 절차 및 

성과에 관한 사항

5) 절차 : 공개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방송, 홍보책

자, 인터넷 등)

 * 자료 : 배진아(2007, p. 91)   

  

 요컨대 공익이념의 공익실천으로의 전환은 매우 능동적인 개념이고, 한국사회에서 이것을 현실적으

로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공영방송 내부 종사자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한 공익 실천과 밀접하게 맞

물려 있는 경영진 및 편성실무자/제작진의 자율적인 책무성 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책

무성 강화는 편성장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강화하고, 공익의 가치가 정치적 논

리와 상업화 논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 편성과정 체계의 재편을 요구한다. 편성과정 내에서 편

성목표로서 공익이 구체화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며, 편성과정 전반에 걸쳐 위

계적, 전문적 책무성 강화가 이루어질 때, 공영방송 편성장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

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성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될 때 공영방송 편성이 정치권력과 시장의 힘

이 아니라 공익의 힘에 의해 규정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편성목표로서 공익이라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념이 시청률, 효율, 관료주의, 그리고 국영방송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경로와 그 위

에 누적된 관행들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하는가?    

 2. 편성과정 : 편성정책단계를 중심으로 한 편성과정 체계의 변동 

  무엇보다 편성과정 내부 단계의 관행적, 제도적 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전환의 핵심은 

편성정책단계의 강화다. 편성정책단계는 KBS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비전, 가치, 목표를 수립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단계로서, 편성과정 내부 단계에서 이 단계의 위상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편성과정은 공익이라는 존재근거가 아니라 수많은 내적, 외적 요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편성의 공익실천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편성정책단계의 강화, 

이를 통한 KBS의 중장기적 구체적 비전과 실행방향 수립, 그리고 이 방향이 경영진의 교체나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흔들릴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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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정책단계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그것이 곧 실질적인 편성목표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것은 다양

한 내부 행위자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숙의를 기반으로, 그리고 다양한 외부 행위자들의 조언과 의견

들이 반영된 방식으로 정의되고,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다분히 문서적인 기능으로

만 작동하고 있는 중장기 편성전략 마련, 연간 방송기본방향 수립, 연간 대기획 설정 등이 편성과정

에서 보다 높은 위상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그 내용의 설정과 시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 좀 더 구체

적이고 세부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 체계 마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즉  

편성정책단계에서 마련된 다양한 산출물들이 제도적으로 공식화되고, 내외부에 공표되는 것, 이 단

계에서 마련된 편성목표가 편성 평가단계에서 양적, 질적으로 평가되는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BC의 편성과정 사례는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다. BBC의 편성목표로서 공익은 편성정책 단계에서 사명(Mission) → 공적 목적(Public Purpose) 

→ 주요 편성 목표(Primary strategic objectives) → 연간 경영 목표(Executive objectives and 

action for management and staff)와 연간 채널별 프로그램 정책(Statement of programme 

policy) 순으로 가장 추상적/일반적 수준에서 구체적/특수한 책무로 연결된다(정준희, 2010b). 이 책

무들을 기반으로 편성기획 및 편성제작 단계가 구성되고, 편성평가 역시 정책단계에서 구성된 목표

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묻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이 모든 편성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들의 상당부

분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내외부에 공표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명성과 공개성은 편성과정이 정치권력과 시장 등 내외부 요인에 흔들리

는 정도보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에 봉사하는 수준을 높이는 장치가 된다. 즉 편성과정이 정치환경, 미

디어 시장, 사장 및 경영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BBC가 설정한 편성목표로서 공익에 상당부분 종속

되게 만드는 것이다. 편성목표로서의 공익이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수용되며, 실천적 차원으로 구체

화되기 위해서는 편성정책단계의 강화는 필수적이고, 여기서 결정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편성목표

가 편성과정과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으로 그것의 산출 과정과 결과물이 적극적

으로 공유,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편성정책단계의 세부 과정과 중요한 결정사안들을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면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다분히 많은 문서적인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

이 수행하는 업무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편

성정책단계 중심의 편성과정체계 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 

실천을 증명하는 방식이며, 공영방송 스스로 어제와 다른 ‘공익’을 사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프레

임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그것은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나타난 과오와 오류를 

반성하고, 보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만드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기록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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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으면 늘 어제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공영방송에 대한 논쟁 역시 

과거의 프레임에서 한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편성정책단계 중심의 편성과정이 구축된다면,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는 좀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가

지고 편성목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편성기획 및 제작 단계의 핵심 업무인 봄, 가을 정기 개편은 그 기능을 축소하고, 그 주기도 봄, 가

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연 2회 개편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택하고, 

배치하는 편성 논의 과정을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신설 프로그램을 숙성시킬 시간도 담보하지 못하

며, 편성과정을 과잉 정치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시청자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어느 시기, 어떤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한

다는 기준이 사라지는 지금의 수용자 환경에 적합하지도 않다. 

 한편 신설 프로그램의 개발은 개편 전에 시행되는 제안 공모라는 형식적 틀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연 단위의 편성정책방향과 연동하고, 일정부분은 각 국의 자율적 기획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 즉 

KBS의 중장기 방향, KBS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실천의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기획, 편성, 제작되는 체계를 만들고,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수용자 환경의 변화, 그

리고 편성정책단계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포맷, 형식, 내용의 실험은 예능, 드라마, 교양 등 제작

부서의 자율적 기획 및 숙성 과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요 신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그 성과 역시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 기록은 그 다음 연도 편성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 반성되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편성 평가단계는 편성산출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넘어 편성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 편성에 대한 평가는 가구시청률을 중심으로 한 편성산출물에 대

한 평가로 환원되었고, 편성과정에 대한 평가로 연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는 다음 개편에 

거의 유사한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렇다면 편성평가 단계에서 편성산출물을 

넘어 편성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사실 이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른 영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서비스)를 

선보여야 하는 편성장의 경우, 어제에 대한 복기보다 오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

요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늘 ‘오늘’에만 편성이 관심을 가지다보면, 어제의 문제는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을 규정하게 되며, 어제의 관행과 습관이 오늘을 대처하는 모습이 된다. 지난 10년 공영방송 편

성장에서 나타난 부정적 측면, 가령 신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1~2년 사이에 편성표 상에서 사라지

는 패턴이 반복, 강화되고 있는 것, 내부 행위자들의 좋은 의도와 목표가 실제 편성산출물의 가시적

인 성과로 발현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 등은 모두 당장의 ‘오늘’에만 관심을 둘 뿐, ‘미래’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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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에 있다 할 수 있다. 편성정책단계에서 편성목표로서 공

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면, 편성평가단계에서 편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복기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단계에서 편성산출물에 대한 평가 역시 가구 시청률로 수렴되는 평가 차원을 보다 다면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가구 시청률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로 수용자를 재현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가족 단위의 시청을 강조하는 KBS 편성의 특성 상, 

그리고 오랜 시간 가구 시청률이 지녀온 권력적 측면을 감안할 때, 그것은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 있

는 지표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부, 노년층 등 특정 수용자 집단을 과잉 재현하는 측면이 있

고, 그 결과 편성장의 공익 실천에 있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젊은 층, 남성 등을 소외시키는 경

향이 있다면,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가 요구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새로운 지

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익 실천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 지표를 도출하

는 것이다. 이것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수용자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개인 단위의 지표여

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로서 보편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추가적 지표

는 개인 도달률과 타겟별 시청률이다. 개인 도달률은 BBC 등 서구 공영방송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수용자에게 도달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서, 가구 단위가 아

니라 개인 단위로 프로그램(채널)의 시청 여부를 가늠한다는 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핵심 

장으로서 공영방송 편성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

조적 지표로서 활용 가능하다. 이에 더해 개별 채널, 시간대별로 목표 시청층을 정해, 이들 목표 시

청층의 시청점유율을 가구시청률보다 우선하는 핵심 평가 요소로 설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편성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어떤 지표들로 구성하든 그것이 편성목표로서 공

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도달률은 KBS 편성 및 프로그램이 보편적 서비스

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개별 채널, 시간대별로 설정된 타겟별 시청점

유율은 보다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차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기능해야만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단순 시장지표가 아니라 편성

목표로서 공익을 평가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편성 및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이 되

는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편성목표로서 공익의 실천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자리하고 있을 때, 편성

과정은 다분히 공익에 봉사하는 차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요컨대 편성과정은 현재 봄, 가을 개편 중심, 편성기획/제작 단계 중심에서 편성정책단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며, 편성평가단계 역시 그 위상과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오늘 지금 여기’에 붙박여있는 편성과정의 근시안적인 제도, 관행을, 어제와 내일로 넓혀나가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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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적, 의례적으로 이야기되는 ‘공익’을 편성과정의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이것은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편성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

게 변환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변환의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부 단계의 위상 및 기능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물적/인적/문화적 토대의 전환 역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0년의 편성과정이 정치권력과 시장의 부침에 크게 흔들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물적, 인적 토대의 강화를 진지하면서도 꾸준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인력의 수급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편성 및 프로

그램의 물적 토대로서 제작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사람(인력)과 돈(제작비)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KBS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이것의 안정성이 얼

마나 되느냐는 편성과정의 공익실천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로서 기능한다. 

 그런 맥락에서 인적, 물적 토대의 근간이 되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전향

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신료는 공식적으로는 닭이 먼저냐(수

신료 인상 후 공적 책무 강화), 달걀이 먼저냐(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후 수신료 인상)의 논쟁으

로, 비공식적으로는 정치적 개입과 KBS 내부 통제 변수로 작동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

했다. 2014년 현재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역시, 최근의 정치 환경 등 내외부 환경을 비

추어볼 때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실 중 하나는, 지난 10년 한국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공적 성격이 떨어

지던 시기, 그리고 수신료가 정치권의 비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기와 맞물려, KBS가 편

성을 통해 구현하는 공익 실천의 지평은 좁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신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인상은 한국 공영방송의 공익실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있다. 지금의 KBS 모습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의 모습

에 가깝다는 주장, 상업방송과 차별화되지 못하다는 이야기, 방만함과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조직이

라는 평가 등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그것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만큼 두텁게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필수적이다. 현재 KBS는 재원의 안정

성과 규모, 그리고 그것의 공적 성격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점점 더 공익 실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

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이란 그 인상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시키고, 좀 더 다양한 공익 실천을 KBS에 요

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KBS의 잠재적 공익 실천

의 지평은 지속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권 역시 큰 힘과 구속력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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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된다. 

 한편 KBS TV 편성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공익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학력, 커리

어 경로 등에서 다양한 내부행위자들이 실질적인 편성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편성과정의 의사결정단

계도 지금보다 축소될 필요가 있다. 편성 행위자들이 특정한 문화적 성향과 전문직주의 성향으로 수

렴되면 공익 실천의 지평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편성과정이 위계화되고, 사장 및 경영진의 영

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실험은 쉽지 않게 된다. 이는 지난 10년의 편성과정과 산출물의 특

징에서 공히 드러나는 바이며, 이에 수평적 의사결정체계의 마련과 CP를 중심으로 한 제작 집단의 

자율성 증진, 그리고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의 다원성 확보는 물적/인적 토대의 구축만큼 

중요한 문화적 토대라 할 수 있다.       

 

 3. 편성산출물 :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익을 기반으로 한 다원성 확대, 

그리고 새로운 챕터 열기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구체화하고, 이것이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 책무성을 강화해나가는 것, 그리고 편성정책단계를 중심으로 편성과정 체계를 변화시키

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물적/인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 실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은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프

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고,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편성 목표로서 공익과 편성과정

에 대한 평가는 편성산출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2014년 현재 한국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이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연구자는 공익을 크게 4가지 차원, 국가주의, 효용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

의 공익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고, 이 4가지 차원 아래에 다양한 세부 가치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공익의 세부 가치들이 다양한 차원에 펼쳐져 있고, 때론 그 가치들이 모순되고 상호 경쟁하

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익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바람

직한 가치 중 하나, 상대적 비교에 의해 때로는 포기될 수도 있는 가치, 또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

기에 불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이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천하는 개념이라면, 과

거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공익의 세부 가치는 새롭게 덧붙여진 공익의 세부 가치와 경쟁하며 현실 공

간 속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편성산출물의 공익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끄러움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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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특정한 가치들, 사람들, 의견들이 포기되

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에 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이념, 지역, 세대, 계급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공간에서 공영방송이 다원성의 시끄러움을 끌어 앉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적 가치가 아

닐 수 없다. 다양한 가치, 의견,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함께 이야기되고, 구현

되는 것, 그 다원성이야말로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이 실천해야 하는 ‘공익’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시점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실천해야 하는 공익이란 ‘자유주의’, ‘공동체

주의’ 공익의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공익이

념이 ‘국가주의’와 ‘효용주의’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현재 KBS가 실천하는 공익 

역시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의 과잉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때로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한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숨죽이게 하며, 수많은 공동체, 개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쏟아지는 다양한 비판에는 한편으로는 진영논리도 자리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마땅히 공유되고 표현되어야 할 이야기들, 마땅히 부각되고 표면화시켜야 할 집단들

이 타자화되고 소외되고 침묵되는 상황에 있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들이 당면한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사회구성원들

에게 정당화되고 있느냐의 문제다.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고, 이 말들은 편성을 통해 구조

화된다. 이 말들이 세상과 제대로 공명(共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공영방송 편성산출물이 

실천하는 공익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 질문이다. 프로그램과 시청자의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자의 공명은 창조적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을 근간으로 한다. 즉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영방송이 

얼마나 변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공익실천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시청자가 변했는데, 공영방

송 프로그램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곧 공익의 퇴보이자, 불통(不通)이다. 

 사회구성원과의 공명은 어제로부터 지속되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보이

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서 공익실천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후자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청자의 관심이 분산되면서, 새롭지 않으면 세상의 관심을 끌기 어렵게 되었다. 

이게 공영방송이 직면한 냉정한 현실이다.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되었다고 해야 그나마 언론과 시

청자의 관심을 끄는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익이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만 가장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연구자는 본다. 이 개발의 지속성이야말로 공익실천의 전제

조건이다. 

 BBC의 현재 편성표를 보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르와 시간대에서 주간 

단위, 일일 단위로 규칙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시즌제 프로그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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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편성되었다 사라지고, 그 공백을 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들이 채운다. 이것은 시청흐름 강화, 

시청습관 유지, 최대 수용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존 편성 논리로는 무모한 편성이다. 규칙성이 습

관을 만들어낸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위험한 편성구조를 감내하고 있는 것일

까? 여기에는 변화된 수용자 환경에서 새롭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전

제, 변화가 멈추는 순간 BBC가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영국 시청자들로부터 공명을 이끌어내

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 비단 BBC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편성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자기 변신은 공익실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수용자의 공명을 이끌어내고, 시청자와의 접점을 찾는 핵심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한국 공영방송의 공익 실천이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익을 근저로 한 

공익 실천의 다원성 강화, 그리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이 두 가지로 수렴된다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현실적으로 1,2TV 편성산출물이 지향하는 편성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

단한다. 1990년대 이후 KBS 편성이 채널별로 차별화된 이원화된 구조라면, 이 구조 속에서 1TV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익을 근간으로 한 다원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2TV는 지속적으로 창의

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익 실천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에 대해 한 제작진은 1,2TV의 공익 실천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연구자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재 1TV 시청률이 높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아.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청자는 어르신으

로만 수렴되고, 프로그램은 점점 더 노후화되는데 시청률이 높다고 안 바뀌는 거야. 1TV

는 형식적인 공익만 외치지 말고, 시청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소의 논쟁이 있다하더

라도,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집단들, 세상 곳곳의 작은 공동체들, 수많은 이야기들, 목소리

들이 자유롭게 발현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프레임되고, 그런 맥락에서 새

로운 프로그램들이 발굴, 육성되어야 한다고 봐. 거기는 굳이 시청률과 광고 수지를 안봐

도 되는 채널이니깐, 좀 더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어. 그 재편의 핵심은

좀 더 다양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1TV 내로 들어오는 거야. 2TV는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기능을 해야 해. 새로운 포맷, 장르의 실험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구. 한국 콘

텐츠의 역사를 책으로 만들 경우, 각 개별 장의 첫 페이지를 2TV가 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봐. 나는 그것을 챕터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2TV는 확실히 챕터열기 기

능을 해야 돼. (교양P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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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영방송 편성장의 공익실천을 위한 전제조건 : 보호받는 위치

 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공영방송 편성과 프로그램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환

원하는 것은 한국 공영방송 편성의 내일을 사유하는데 그다지 가치 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 우위적 방송’ 체제를 하나의 상수로서 전제하고, 이

런 정치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익 실천의 가능성을 편성과정 체계 내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방

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앞서 제기한 대안들은 이 고민에 대한 연구자의 잠정적 답변을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가면서 거듭 확인하게 된 사실은 한국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

립을 이루어내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안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부 행위자들 

대부분은 정치적 개입이 지속된다고 느끼는 이상, 공익 실천이 확대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지적한다. 물론 전체 편성에서 정치권력의 개입에 의해 규정되는 프로그램은 극소수의 프로그

램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편성과정 자체가 과잉 정치화되고, 제작진과 편성실

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열패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편성산출물의 변

화 경향을 보면, 정치권력의 개입이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실천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

음을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BBC의 조직문화를 연구한 쉥클만(Kueng – Shankl emann, 2000)은 BBC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제작 인력의 창의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이 창의성은 BBC 

조직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분석한다(Kueng – Shanklemann, 2000). 

 

- 보호받는 위치 :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호받는 위치 속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가

능한 프로그램들, 실험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

- 팀워크 : 내외부 스태프가 한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오랜 전통과 이 전

통에 대한 조직의 관심과 지원.

- 오랜 역사와 명성 : BBC의 명성은 이들의 프로젝트에 세계 전역의 창의적 인재를 불

러 모음.

- 창의적인 조건 :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자원의 지원

- 최고의 지적, 예술적, 기술적 투입 : 어떤 주제에건 내부의 다양한 두뇌 집단을 이용

할 수 있음.

 이 다섯 가지 특성 중 가장 우선하는 요인이 바로 ‘보호받는 위치’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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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도, 명성도, 창의적 조건도, 최고의 지적, 예술적, 기술적 투입도 요원해진다. 지난 10년 한국 공영

방송 편성을 분석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보호받는 위치’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우수한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공영방송 편성과정에서 사라져 갔는지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 즉 보호받는 위치의 점유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느냐다. 이는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문제

도 아니고, 파업, 제작거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없이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

는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 체제의 변화, 또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공영방송의 정

치종속적인 경로를 무너뜨릴 때만 가능한 어떤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통

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공영방송 이사회, 경영진, 종사자 스스로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거리두기에 성공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전자도, 후자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 해서, 이것을 너무 구조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거나, 제도적 문제

로 환원하면 오히려 답을 찾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 문제야말로 가벼운 마음과 작은 실천들로 유연

하게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정치체제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에도 불구

하고, 공영방송 편성장이 이것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다른 영역과 달리 공영방

송 편성장에서 생산되는 프로그램은 불확실성이 커 누군가의 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시청자의 

힘을 빌려 정치권력의 개입의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 공익의 논리를 빌려 이 의도를 견제할 수도 있

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진정 창의적 조직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KBS 스스로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위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

어, 가볍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시적 성과와 경험들을 다양하게 축적하는 것이다. 앞서 연구자

가 제시한 대안들 역시 무겁고 진지하게 제안한 대안들이 아니다. 공익이라는 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권력과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가볍게 넘어서보는 경험을 편성장에서 축적해 가보자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을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과정과 산출물의 투명

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 사실 이것은 몇 가지 절차와 내용들, 조건들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대안들이다. 이런 작은 변화의 경험과 이를 통한 가시적 성과들이 KBS 편성장에 다양하게 축적되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KBS 편성장이 ‘보호받는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싶다. 보호받는 위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제도적으로 명문화된다고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

며, 내부의 새로운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해 나갈만한 의지와 동력이 KBS 내부에 남아있느냐다. 이 연구

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가장 두터운 감정은 무력감이었다. 내부 행위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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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하는 독립변수로 기능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문제, 특히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응집해서 

보여주는 종속변수로 기능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편성목표로서 공익이 수사적이고 의례적인 기능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효율성이 

강조되고, 모든 가치가 물신화되며, 공공영역의 의미가 축소되는 시대적 흐름과 상동한다. 편성과정

이 정치화되고, 내부 조직들과 행위자들이 분열, 갈등하는 모습은 현재 한국 사회의 소통 문제를 재

현한다. 편성산출물이 국가주의와 효용주의 공익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역시 한국사회 저변에 

깔린 공익이라는 가치철학의 빈곤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모든 현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

난 10년의 흐름 위에서 KBS의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기능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영방송 편성장에서 내부 행위자들이 자주 무력감, 열패감, 수치심,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접속하게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내부 행위자들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지난 10년 KBS 편성장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 정치

권력과 시장의 충격에 의해 유발된 동요가 누적되고 증폭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으

로 오늘의 공영방송 편성장을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은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지

도 않다. 오히려 한국의 다른 공공영역에 비해 상황은 나쁘지 않다. 여기에는 좋은 프로그램과 뉴스

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들 중 누군가는 뛰어난 제작 능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일정부분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의 문제는 이 역량이 빛을 

발하게 만드는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건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 당면한 문제는 내부 행위자들이 지닌 능력과 역량에 비해, 공영

방송다운 공영방송을 만들어낼 의지와 용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다. 의지와 용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추구해야 할 가치, 보호해야 할 공간이 있을 때에만 발현되는 법이다. 

결국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영방송 종사자 스스로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지켜내고, 창조하

고, 생성하는데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KBS에 필요

한 것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사유하고 창조하는 일이다. KBS의 권력과 자부심은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라는 공허한 수치놀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어제를 반성할 수 있는 용기, 끊임없이 자신의 

내일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의지에서 나온다. 특정 정권이 특정 인물에 공영방송을 맡긴다 하더

라도, 그렇게 선임된 사장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을 명령할 수 있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아니더라도 그가 선임한 경영진들이 스스로 공익을 실천하는 힘을 창조해

낼 수 있다면,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편성실무자와 제작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의

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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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 한국의 공영방송은 어떠한 공익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과거 10년의 

연장선 위에 있을지, 아니면 과거와는 완벽하게 다른 장으로 진입할지는 오로지 그 안에 자리한 사

람들의 움직임에 달려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강한 공영방송이 되는 

것, 공영방송 스스로 보호받는 위치를 쟁취하는 것, 그것은 모두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

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움직임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에 대한 충실함이며, 그것을 적극적으

로 평가하고 창조하는 일이다. 이 경험이 누적되고 계승되고 쌓여갈 때, 공영방송은 정치권력과 시장 

등에 휘둘리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부여한 가치 이외에 어떤 사사로운 이익도 자신들에

게 부여하지 않는 강한 조직이 될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 한국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익이 실천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공영방송 편성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제까지 쉽

게 관찰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공영방송 편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많은 부분

에서 새로운 분석 프레임과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백과 제한점을 남겼

다. 

 첫째, 참여관찰과 문헌분석 등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 연구에는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엄밀성과 객관성이 일정부분 담보되지 못했다. 가급적 연구자의 선험적 전제를 통제하고, 최대한 구

체적인 증거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연구자의 참여관찰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연구자가 의도한 부분도 있다. 이 연구는 관찰자 관점

에서 객관성을 표방하는 것을 넘어, 편성장에 직접 들어가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위치적 장

점을 살려, 이 장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대안까지도 모색하는 일종의 액선 리서치(action 

research)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0년 공영방송 편성이 보인 긍정적 성과보다 부정적 측면

을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보다 경험을, 객관성보다 

진실성을, 성과보다 한계를, 긍정보다 부정적 측면을 가시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이 한국 

공영방송 편성장의 내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를 근거로 지난 10년 KBS 편성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

구자의 의도를 곡해하는 것이다.     

 둘째, 편성목표, 편성과정, 편성산출물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존 편성 논의들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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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프레임을 다수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론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연구가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목하다보니, 편성목표, 과정, 산출물을 구성하는 요인

들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편성목표로서 공익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실천적 조항으로 연계시키는 구체적 개념이 무엇

이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편성과정 체계를 공익실천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변동시키는 

실질적 방법론은 무엇이며, 편성산출물에 배태된 공익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세부 전략이 무

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었다. 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며, 향후 공영방송 종사자와 

연구자들, 그리고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 판단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공영방송 편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 그리고 공익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한 단계 진화시켜나가는 이음새가 되기를 바란다. 공영방송의 이론과 실제, 학계와 현

장은 다분히 이분화 된 형태로 각자의 논리와 담론을 구성해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약화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은 동전의 양면처럼 지속되어 왔다. 이 연구가 공영방송 현장과 

학계를 의미 있게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단계 높여나가는데 작

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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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Kind of Public Interest is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ushing ahead?

- Focused on Year 2003~2012 KBS Programming Analysis -

Oh, Hyung-il.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ed at examining what kind of public interest is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ushing ahead through KBS TV programming analysis. Public service 

broadcasting’s practice of public interest is fulfilled through the service(program) it provides, 

and the place realizing it is programming field. However, discussions ove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rogramming to date could not help but be partial because the process could 

not be looked into in depth. Moreover, it could not associate discussions related to actual 

programming studies with public interest as the core value that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hould seek after. Therefore, this paper grafted public interest(theory) onto 

programming(reality), and analyzed the overall process by which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programmed and what is substantial public interest fulfilled during the 

process in the aspect of programming objectives, programming-making process and 

programming output. Especiall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year 2003 to 2012 for 

research. The environment in and out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changed 

dramatically during this period, and the debate around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rapidly expanded, and it may be considered to reflect the problem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e best at present. 

 First, during the period, programming objective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ere 

composed of the public interest in a narrow sense that is converged on nationalism and 

utilitarianism, and any concrete definitions or practical provisions that could be connected to 

practical public interest were not supported. In this ideological topograph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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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making process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excessively quivers over 

the political authority and fluctuations of the market.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authority 

in programming-making process appeared at a variety of scales such as authority over 

personnel, finance, program and programming control,, etc., and the control of political 

authority was publicly disclosed since Lee, Myeong-bak regime. With the influence of 

market gradually on the rise, it worked as a factor that aggravated human resource and 

capital conditions, the fundamental of programming, and efficiency and household audience 

rating emerged as the core logicality that has stipulated the programming-making process.

 Internal participants that participate in the programming-making process is divided into 

president(executives), production crew, programming practicing professionals, board of 

directors, labor union and occupation organization. The disposition of president that is the 

same as that of the political authority greatly influenced when stipulat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se people during the period. If the president allows autonomy, the role of 

production crew and programming practicing professionals increased while centering around 

executive managing director, and the influence of other internal participants relatively 

decreased. Whereas, as long as the president emphasizes gate-keeping and control, the 

influence of the production crew and programming practicing professionals on the 

programming-making process could not help but be on the wane. President, executives and 

board of directors replaced decreased role of production crew and programming practicing 

professionals, and the influence of these people was often interpreted as impediment of 

programming autonomy, and the frequency and level the labor union and occupation 

organization raising a hare over the programming-making process have increased. 

Meanwhile, most of the main internal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KBS 

programming-making process were men 50 or older who had careers in news and 

documentary productio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ose graduated from Korea Univ. had the 

highest percentage. These homogeneous internal participant disposition acts as an invisible 

power that converges the practice of public interest of KBS programming-making process 

on public interest of nationalism and utilitarianism.

 Communication structure among the internal participants that lead KBS programming-making 

process was divided into 2 phases, starting from the dismissal of its president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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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 in 2008. First, what led KBS programming-making process before dismissing Mr. 

Jeong was its horizontal communication structure. However, this was not a cultural asset 

accumulated under historic background, but a structural change coerced by the organization 

restructuring in 2004. Change in organization structure artificially has violently collided with 

the existing KBS organization culture, and this collision turns into a cause of conflict that 

makes the interaction between senior and junior group in KBS difficult. In this situation, it 

was natural that the horizontal communication structure collapsed after his dismissal. Under 

the system of two presidents Lee, Byeong-soon and Kim, In-gyu, decision-making was 

leveled once again, and control and gate-keeping were emphasized more than autonomy, 

with vertical communication structure leading the programming-making process. This 

reinforcement of vertical communication structure was engaged with the period of 

reinforcement in the intervention by political authority, demonstrating an effect that drops 

the level practicing public interest for programming-making process sensibly in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ner system practice played no small part in making the practice of public interest in KBS 

programming-making process difficult. Programming policy stage, which establishes the 

mid-long term vision a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hall proceed and produces concrete 

action plans, was not showing any effects more than practical paperwork in the 

programming-making process. The cycle of programming planning and producing stage was 

short, so it was hard to develop new programs appropriately, and household audience rating 

demonstrated absolute effects in the programming evaluation stage, and this acted as a 

factor that restrained the practice of new public interests or change in programming.

 Programming output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during the period was converged on 

nationalist public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of utilitarianism in a narrow sense. The 

programming structure of KBS1 was not far off from the characteristics before 2003, and 

that of KBS2 was reorganized by the logicality of market. Cases where new programs led to 

the change in significant programming structures were decreasing in number, and the 

diversity of detailed structures was being reduced in various chapters such as genre, format 

or related fields. Especially, the period when these tendencies were visible was the same as 

that when political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e market increased in the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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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making process.

 In general, from 2003 to 2012, the programming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failed in organic association of programming objectives, programming-making process and 

programming output when practicing the public interest. These characteristics were gradually 

reinforced as the influence of political authority and market of the period increased on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rogramming. As a result, the public interest practiced at 

programming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as revolving around the nationalist 

public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of utilitarianism that were stipulating the programming of 

KBS from a long time ago.

 Of course, not everything about KBS programming was negative. Instead, it is showing 

significant achievements in a variety of areas. However, this paper has carried out an action 

research that gropes serious problem awareness and alternatives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tried to confront negative aspects more honestly than the positive 

achievements during the process because it judged that this is the precondition to view the 

future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ositively. At last, the situation in and out of 

the programming of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never in a good condition, but 

this paper emphasized that we shall not regard it as pessimistic, and suggested alternatives 

in the aspect of programming objectives, programming-making process and programming 

output. Above all,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needs faithfulness for public interest, 

what it exists for, with the courage and will to evaluate and create it actively.

 

Keyword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rogramming, Public Interest, KBS,         

    Programming-making Process.

Student Number : 2009-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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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더 저변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KBS 선배님들께 불편하게 다가설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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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준 대학원 석사 03학번 동기들과 선후배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소중한 기억과 인연들 때문에 어찌 보면 공부의 길로 들어섰는지도 모

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학문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보편적인 이

야기에서 언론정보학과가 예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야말로 관계가 중요한 장이며, 그 관계

야말로 힘들고 불안할 수 있는 훈습 기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아버지, 아들 걱정에 잠 못 드는 어머니, 철없는 오빠 때문에 속 

끓는 여동생에게는 고맙다는 말보다 앞으로 꽤 괜찮은 아들과 오빠가 되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특

히 아버지의 나이가 된 아들이 아버지께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내이자 연인이자 친구인 김명하씨.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당신이 없었다

면 이 시간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난 당신과 내가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었습

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불행은 늘 일상 속에 매복되어 있고, 무엇하나 쉬운 게 없는 삶이지만, 그

래서 인생은 흥미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좌충우돌 뜨겁게 싸우고, 사랑하고, 성장하면서,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 됩시다.  

 끝은 곧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게 글을 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 자신을 바꾸고 이전과 달리 생

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 역시 제가 몸담고 있는 KBS라는 공간에서의 경

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직업의 공간에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KBS

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문헌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독창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선배 학자들이 구축한 이론들, KBS 선배들이 경험한 현

상에 대한 해석들과 상충하면서 논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공영방송 연구자나 

종사자 모두를 만족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공간을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싶

었고, 그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공부하는 사람,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말해지지 못하

고, 침묵하고 배제되는 공간,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모

두 ‘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오형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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