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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전문채널 설립계획에 대한 평가: 

윌슨(Wilson)의 정책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박 지 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정책안과 관련된 비용 및 이득에 대한 정책결정 주체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윌슨(198이의 정책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오|주전문채널안이 대두하면 

서 정책결정의 핵심주체들의 입장 및 외주정잭에 대한 논의의 구도가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현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의 구도를 윌슨 

(1980)의 정책상황 혹은 정책제안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상이한 관 

점들이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흔란스러운 논의 구도가 문광부 

의 외주전문채널안이 등장하면서 한층 더 복잡하게 번화하게 되었고， 오히려 외 

주전문채널안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이 합의， 조정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 

적， 생산적인 토론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문광부의 외주전문채 

널안이 실현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주체들이 이득과 비 

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안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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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3년 4월，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프로그램 유통구조의 선진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방송 콘텐트 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 

화라는 목표를 앞세워， 공영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추진해온 이래로 지난 

15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외주 정책이 또 다시 정책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광부측은 100% 외주 제작물만을 편성 · 송출하는 외주 

전문채널이 외주 제작물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독립제작사들의 지 

상파 방송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줌과 동시에， 독립제작사들의 생산 

활동이 활성화돼 다양한 콘텐트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는 것이 방송의 다원성 확보를 통한 수용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 정책안의 내용 및 성격을 살펴 

보고， 정책안이 변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안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즉 해당 정책안이 설현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결 

정 과정의 핵심주체들이 이득과 비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 

로 연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안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가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주전문채널안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논의의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서 정책 기구 및 정부 판료들의 행위가 스 

스로의 급전적 · 비금전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경제적 관 

점"(economic perspective)을 견지하고 있다(Wilson， 1980, pp. 358-363).1) 

1) 윌슨의 비용 및 이득 개념은 실증적인 경제학적 개념보다는 추상적 개념에 가깝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윌슨이 제시하는 “경제적 관점"(economic perspectivlε) 

은 규제자가 정책 설행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 및 얻게 되는 이득을 실증적인 관 
점에서 분석하기 보다는， 규제기구 빛 정부관료 역시 자기 “효용의 극대 
화"(utility maximization)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규제자인 산업적 주체 

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데에 그 특정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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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 결정의 행위 주체들은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 

양한 공익적 수사를 동원하지만， 설상은 해당 정책안이 스스로에게 가져 

다 줄 비용 및 이득의 분배 효과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라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윌슨(198이의 정책 상황 분류는 정책 주체 

들의 행위에 따라 정책 결정과정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좋은 틀을 제공해 준다. 윌슨은 정책결정 과정을 다양한 정책 행위 

주체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과정으로 보고， 정책안과 관련된 비용 및 

이득에 대한 정책결정 주체들의 연식에 따라 정책결정 상황을 분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윌슨(1980)의 분류에 근거하여， 외주전문채널안이 대 

두하면서 정책 결정의 핵심주체틀의 입장 빛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의 구 

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외 

주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방송계 내의 행위주체들， 즉 지상파 방송사 

와 독립제작사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도달해야 하는 외주정책 결정과 

정이， 외주전문채널안이 대두되면서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상호이익 보 

존을 위한 정치적 연합과 협의의 과정으로 전락해버리는， 왜곡된 정책 

결정과정의 한 유형을 예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엽을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윌슨(1980)의 정책상황 혹은 정 

책제안 유형을 설명하고， 둘째， 현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의 구도를 윌슨 

의 유형에 근거하여 섣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주정책이 성과 빛 해결 

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동일한 정책 상황에 대한 상이한 관 

점틀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상 

이한 관점들이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혼란스러운 논의 

구도가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안이 등장하면서 한층 더 복잡하게 변화 

하게 되었고， 오히려 외주전문채널안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이 합의， 조정 

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 생산적인 토론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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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채널안 등장 이전의 외주정책 논의 구도 

문광부의 외주채널안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평가하자면， 찬반 구도가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외주정책 실행단계의 문제점과 실칠적 성 

과에 대한 평가 및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주정책은 기본적으로 편 

성시간쿼터정책으로서， 처음 고시되었던 1991년에는 매월 전처] 방송시간 

의 3%를 외부 제작사에게 할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2년 뒤인 

1993년에는 1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외주제작 비율은 매년 꾸준 

히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05년 1윌 22일 방송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자회사 제작사의 외주제작이 없는 KBSl과 KBS2는 각각 매분기 전체 텔 

레비전 방송시간의 24% (KBS 1)와 40% (KBS 2), 자회사의 외주제작 참여 

가 있는 MBC와 SBS는 35%를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김동민， 2005; 방송위원회， 2005). 

이렇듯 외주정책은， 제작주체의 다원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다양 

성 제고，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방송영상시장에서의 지상파 독과 

점 구조개선 등을 목표로， 지난 15년여 동안 외주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하지만 편성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외주정책이 이러한 규범 

적 정책 목표틀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인지， 즉 외주정책의 살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이 지배적이었다(송경희， 1999; 엄정수， 

2005; 양문석， 2003).2) 외주정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문제점 

이 대한 인식이 학계， 산업， 정부 등 방송 산엽과 관련된 제 영역에서 오 

랜동안 공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은 외주정 

2) 외주정책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는， 외주 제작이 꾸준히 증가했 

음에도 불가하고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독립제작사들이 여전히 영세한 
상황에 놓여았으며，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하여 의무 외주비율을 채우는 등 기형 

적인 제작문화가 형성되어 았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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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찬반론을 중심으로 상이하게 다른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외주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측의 지배적인 논리는 첫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유통 등 방송산업 가 

치사슬 전반을 모두 독점하는 수직적 통합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설현하 

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가능하게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수직적 통합구조는 자본과 기술적， 인적 자원의 축적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것 

이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독립제작사틀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 

고 있는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외주정책은 독립제작사틀에게 설 

칠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주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외주비율의 확대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 

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또 

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질을 문제 삼으며， 함량 미달의 외주제작 프로 

그램틀음 의무적으로 편성， 송출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영상산업의 경쟁 

력을 키우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재영， 2001). 

한편， 외주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논리를 펼친다. 

첫째， 수직적 통합으로 비대화된 지상파 방송사는 관리 및 운영상 비효 

율성의 문제를 가지게 되며，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수직적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설현함으로써 감소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방송영상산업에 참여하 

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규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 

에서 외주제작이 지상파 방송의 독점을 견제하고 방송영상시장을 활성 

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조항제， 1998; 송경희， 1999). 둘째， 

외주정책의 설천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성장을 독려함으로써 독립 

제작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러한 생산주체의 다양화는 궁극적으로 

독과점적 방송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독립제작사들은 제작환 

경이 열악하고 시장구조가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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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외주정책을 통해 판로를 확보해주고 지상파의 권력 독점을 견제해 

준다면 다양한 독립제작사틀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 

로 양질의 프로그램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렇듯， 두 진영은 상이한 시각에서 외주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 

다. 외주정책 반대 진영에서는 외주정책을 지상파 방송사의 일방적 희생 

을 담보로 자격미달의 외주제작사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본다. 반면， 찬성 진영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외주제작사의 

수가 적은 이유는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없는 독과점적 방 

송시장 환경에 있다고 반박한다. 이렇듯 두 진영의 기본전제가 극명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 두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 

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2003년 이전까지 외주정책 논의의 구도였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는 찬반 공방에서 탈피하여 

현 외주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한 논의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양문석(2003)은 외주정책의 

존립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실행 단계의 문제 

점을 지적한다. 양문석(2003)은 외주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외주정책 시행 15년에 거쳐 ‘지상파 독점구조’라는 통일한 문제점이 반 

복되어 지적되어 왔으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 역시 의무편성 비율의 확 

대 및 독립제작사 활성화라는 대안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외주 문제 

가 같은 논의를 되풀이 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문석(2003)은 시기별로 발표되었던 보고서로부터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훼하고， 그 중 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겸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 그는 독립 

제작사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구체적 대안들 가운데 일부만이 설행되 

었을 뿐이며， 대부분의 방안들은 현재까지 미비하거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양문석(2003)은 제도적 지원을 촉 

구하기에 앞서 외주정책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식 하에 지상파 방송사， 방송사 자회사， 독립 프로덕션 관계자를 대상으 

로 초점집단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행 외주정책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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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현업 종사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외주정책 설행단계의 ‘실질적 

인’ 문제점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면적인 조사들을 토대로 양 

문석은 현 외주정책이 명확한 개념정의 빛 기준이 결여된 상태에서 비체 

계적인 토대 위에 성립되었으며， 제작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빛 육성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 비율만을 강제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정책적 허술함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편법 외주 

를 설시하고， 기형적인 독립제작사들이 등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 

다는 것이다. 즉， 양문석(2003)은 외주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현 외주정책이 체계화， 구체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정책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화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소라(2002)는 외주정책에 대한 당위론적 접근을 배제하고， 실 

제 프로그램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그것이 프로그 

램의 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 방송 

시장의 현설적 요소틀을 고려하였을 때 편성시간 쿼터제 중심의 현 외주 

정책이 과연 효율성을 가지논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이윤을 극대 

화하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사 및 독립제작사틀의 이해들이 맞물려서 실 

질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라고 외주제작 시스템이 

이라한 맥락에서 효율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익적 목표만을 위 

해서 강제되어야 할 규범적인 정책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박소라(2002)는 연간시청점유율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성과로 간주하 

고， 프로그램 성과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인 제작비， 장르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독립제작사의 대표나 제작진의 지상파/ 자 

사 출신 여부， 독립제작사의 자회사 여부， 기존의 납품 실적， 저작권 분 

배방식 등의 “위험회피 요인”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박소라(2002)는 외주제작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비와 장르요인은 외 

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일정수준까지는 제작비가 높을수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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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선호도에 따른 성과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박 

소라(2002)는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회피 요인”들이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 성과와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상파 방 

송사들이 효율성의 원리가 아닌 시장 외적 원리에 따라 외주발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과라는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자사출신 

프로듀서에게 발주하는 이러한 온정주의적 경향은 특히 시청률에서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양 · 다큐 장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박소라(2002)는 어떤 요인들에 따라 외주프로그램의 성과 차이가 발 

생하는가를 ‘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실증적 연구는 아니지만， 조항제(2003) 역시 외주정책을 당위론적 입 

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현 방송시장의 설정을 고려한 ‘현설론적 접근’ 

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외주 정책의 설현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았다. 조항제(2003)는 외주정책이 수용자 복지와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는 우 

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설증적으로 겸증하기 어려운 사항이 

며 증명된 바도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주파수 자원의 공공성이 인정 

되고， 현재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를 이용해 종합적 방송 

육성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소수의 제작진이 전담하는 체제보다는 

다수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산출’ 차원의 다양성이 아년 ‘투입’ 차원에서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3)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투입’ 차원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편성 

시간 중심의 현 정책을 통해 ‘산출’ 차원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은 옳 

지 않다는 것이다. 조항제(2003)는 외주정책이 지향하는 공급의 다양성 

에는 찬성하지만， ‘투입’ 차원의 양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산 

출’ 차원의 질적인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3) 조항제(2003)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역시 소유의 다양성， 인력의 다양성 

등을 통한 공급원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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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작과 편성을 통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 수단만이 외주정책이 정착되고 정책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조항제는 

제도적으로 독립제작시장의 진입 장벽을 조금씩 높여가는 방법을 마련 

함으로써 독립제작사들이 합병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과 지상파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의 특정을 적절하 

게 활용해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의 내부 효율화를 꾀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공존할 수 있는 현실 

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주정책을 현실화， 구체화하자는 학계의 논의에 발맞추어， 정책 

당국인 방송위원회 역시 편법 외주제작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독립제작사들과 지상파 방송사 간의 합리적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틀을 마련하는 등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현 외주정 

책을 둘러싼 이념형 중섬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실천 단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위원회의 시도들은 지난 1-2년간 두드러 

진 것이었는데， 방송위원회는 2004년 2월 외주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외주 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외주개선협의회에 

서는 2004년 2-5윌에 거친 회의 끝에 ‘제작비 현실화’와 ‘2차 저작물의 

저작권 공동 소유’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합의문 

을 도출하였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첫째，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외주 설태 파악 및 실천 양태 파 

악의 정례화， 셋째，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 마련， 넷째， 연구과제를 

통한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 평가라는 외주정책 내실화를 위한 세부추 

진 계획을 마련하였다(방송위원회， 2004. 8. 10).4)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지상파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4) 방송위원회는 외주정책 개선을 위한 이러한 세부추진 계획들을 실천함으로써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당부분 예방， 해소하 
여 외주제작 제도의 정착 ·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방송위원회， 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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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독립제작사에게 불합리한 조건의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외주쿼터 

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5)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계약， 제작과정， 제작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핵섬적인 사항은 첫째， 프 

로그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포괄적’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제작 과정 및 기여도에 관계없이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프로그램의 재방송 및 여타 매체에 방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이제는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는 저작권을 

원칙상으로 독립제작사에게 귀속시킨 것， 사전에 전작되지 않은 경우나 

2차 저작물의 경우는 제작과정상의 기여도나 계약조건에 따라 양자 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다는 것이 새로운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제작비 차등 지급 및 지급 불이행 등의 

문제점 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작비 지급 기준 및 단가 

지침올 마련하여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제작비 책정 방법 및 결 

과에 대하여 논의， 조정， 협상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을 확립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어 왔던 간접비 인건비， 관리비 등 프로그 

램 제작에는 필요하지만 외주제작사에게 지불할 제작비 산정에는 고려 

하지 않았던→ 및 제작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역시， “양자가 협의에 

의해 제작비 부담 정도를 조율”하고，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명 

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들이 구두 약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 방송계의 관행이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표준화， 명문화 등의 보호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 

살펴보았듯이， 학계와 정책당국은 평행선을 달리던 찬반론에서 탈피하 

5) 2005년 12월 현재，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세부 
추진얀들은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에 았다. 

6) 구두 약속 이후 정식 계약 체결 이전까지 독립제작사가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한 
지볼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구두 계약에 대한 해지 역시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보호 방침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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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주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양상에 대한 ‘현설적’ 이해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외주제작 인정 기준 및 의무편성비 

율 범위를 재설정함으로써 현재의 외주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개선해 보 

고자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즉， 공익적 당위론과 시장주의적 현실론 

중 어느 한쪽에 치중하여 외주정책을 평가하기 보다는， 당위론과 현실론 

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론적 시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 

파 방송의 수직적 통합구조라는 ‘현설을 인정’한 상태에서 독립제작시장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 

들은 외주정책을 툴러싼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나아 

가 상이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체들이 생산적，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 

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광부가 외주전문 채널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을 제시한 것은 

외주정책에 대한 논의가 찬반공방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로 전개되 

기 시작했던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외주정책을 툴러싼 논의가 마침내 찬 

반공방에서 탈피하여， 외주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그 정책 성과 

는 어떠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외 

주전문채널안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외주전문채널안의 등장으로 외주 

정책 논의는 정치적 분파에 휘말리거나， 비현실적인 대안들을 내세우게 

되면서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찬반 공방 • 구 

체화， 현실화 • 외주채널 등장 이후 논의의 회귀’라는 외주정책 논의 

구도의 변화를 윌슨의 정책 유형을 근거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외주채 

널 등장 이후의 시기를 ‘논의의 회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3. 윌슨의 4가지 정책 제안 유형 

윌슨(1980)은 모든 인간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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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제가 정책결정 과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안은 “규제의 

정치"(politics of regulation)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윌슨에 따르면 정책 결 

정이라는 “정치적인 과정”은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의 경 

제적 동기와 대중의 지지 그리고/혹은 부를 추구하는 정부관료틀의 이익 

이 맞물려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 기엽과 관료라는 정책 

결정의 두 핵심 주제틀은 정책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다 더 잘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합을 형성하게 되며， 정 

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기적， 정치적 성향 및 행동은 다양 

한 양상의 정책 논의와 정책 결정을 낳게 된다. 

윌슨은 기업의 영향력， 연합형성의 패턴 등 정책 결정의 정치적 상황 

이 어떻게 전개되는 정책사안인가에 따라 정책 논의의 유형이 달라진다 

고 보고， 정책 논의의 유형을 정책추진에 필요한 비용 및 이익의 분산정 

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 정리하고 있다(Wilson， 1980). 첫째， “다수위주 

의 정치"(m며oritarian politics)가 전개되는 정책유형은 정책 추진에 필요 

한 비용과 그에 따른 혜택이 모두 분산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정책 

논의는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정책 실현의 혜택이 사회의 특 

정 단체나 지역， 기업에게 부과되지 않는， 즉 비용과 혜택이 모두 광범위 

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윌슨(1980)의 예에 따르면 절대 다 

수의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면서， 정책 실현에 필요한 비용이 사회의 특 

정 영역에 부과되지 않는 정책 결정인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띠 Secu다ty 

Act, 1935)이 이 정 책 유형 에 속한다고 볼 수 았다. 

둘째는 “이익집단 정치"(interest-group politics)가 전개되는 정책유형으 

로서， 비용과 편익이 모두 특정 이익집단에 편중될 때 발생하게 된다. 전 

형적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규제가 한 집단의 이익을 담보로 다른 집단 

에게 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필연적으로 강한 반발을 하게 되며 혜택을 받게 되는 측은 정책 설 

행을 위해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공중들은 어느 

집단의 이익이 보장되는가에 스스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제 3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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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서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의 의사는 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향이 았다 

셋째，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논의가 전개되는 “고객정책” 유형은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이익은 특정 그룹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비용은 다 

수의 사람틀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이득을 

보는 “고객그룹"(client group)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을 결성하거나 로비를 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 추진 

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일반 대중들은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액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무관심하거나 정책 자체를 모르고 념 

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교한 수사가 동원되는 것은 다른 정책 유형과 마찬가지이며， 특정 그 

룹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게 된다. 

넷째，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가 전개되는 정책유형의 

경우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특정 이익집단인 반면， 그 규제로 인한 혜 

택은 대다수의 공중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즉 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은 반대 의사를 표 

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반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대중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기 

〈표 1) 윌슨(Wilson)의 정책유형 분류 

이익 

:iJ깅xr 분산 

집중 이익집단 정책 기업가적 정책 

비용 

분산 고객정책 다수워주의 정책 

출처 : 윤석 민(2005)， 302쪽의 표를 수정 ·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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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업가"( enterpreneur)의 

노력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 예를 들어 사 

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사， 미디어 등 • 의 반응이 중요하게 된다. 윌슨 

의 예에 따르면， 기업활동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의 

공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이 “기업가적 정 

책”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았다. 

윤석민(2005)은 찬반양론 간 평행선의 논의구도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서의 방송외주정책이 이익집단 정책과 기업가적 정책 유형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외주정책은 “이익집단 정책”이면서， 동시에 “방송산 

업의 수직적 결합， 사업자 간 공정경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수용자 복 

지， 프로그램 제작 산업 육성，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방송 산업 빛 

방송 정책 목표와 관련된 다수의 공공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 

행되고 았다는 점에서 “기업가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윤석 

민， 2005, 303쪽). 

윤석민(2005)은 바로 외주정책의 이러한 이중성， 즉 정책 사안을 바라 

보는 사각의 차이가 외주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 

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되고 았다고 평가한다. 한편 

에서는 외주정책을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담보로 독립제작사에게 이 

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주문제를 상이 

한 이익집단 간의 이해갈등이 아닌 공공적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해결되어 

야 할 문제라고 보고 았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사안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주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윤석 민， 2005, 303쪽).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주정책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단순한 

찬반 공방에서 벗어나， 외주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 

지에 대한 현실 파악과 그것을 토대로 한 절충론으로 진행되고 있다(양 

문석， 2004; 조항제， 2003; 박소라， 2002; 임정수， 2005). 외주문제를 이익 

집단 정책으로 보는 시각과 기엽가적 정책으로 보는 시각을 수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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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외주정책이 지상파 방송 

사의 이윤을 담보로 외주제작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익집단 정책”이 

라는 시각， 혹은 대다수 공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엽가적 정책”이라는 

시각이 이분법적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아년， 지상파 방송의 수직적 통합 

구조가 갖는 현실적 이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립제작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현 

실 파악 작업을 시도하는 “현실적인 절충론”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상황 

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시각 차이를 수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논 시점에서 등 

장한 문광부의 외주채널안은 외주문제를 “고객정책” 사안이라는 제 3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외주정책 논의의 지평을 보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외주채널안이 외주정책을 “고객정책”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은 첫째， 외주채널을 공영방송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외주채널의 설립과 공익적 목표 간의 ‘검증되지 않은’ 논리 

에 기대어 외주채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다수의 대중들에게 부과시키 

고 있다는 점， 툴째，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들이 외주전문채널안을 밀 

실논의를 통해 특정 그룹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점에 근거하고 았다. 

5. 공영외주전문채널 설립안: 외주정책을 “고객정책” 사안 

으로바라보기 

1) 공영채널 설립의 정당성: “과연 공익에 이바지하는가?"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논의는 주지하다시피， 2003년 4윌 영상산업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주도로 

약 3년간의 논의 기간을 거쳐 2005년 초 구체적인 설립안이 제시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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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2004)의 “외주편 

성전문채널에 관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와 그 후속 연구로서 KBI와 공 

동진행되었던 강태완(2004)의 문광부 제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우 

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2004)에 따르면， 신설되는 채널은 지상 

파로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상산업 관련 공공 단 

체와 독립제작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민영혼합의 비영리법인 

체이며， 실질적 제작활동은 하지 않고 100% 외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 

며， 그에 대한 편성권만 갖게 된다. 또한 운영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공적 

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아리랑 TV나 시민방송처럼 제작비 충당조차 어 

려운 상황이 재현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고와 공적자금 

에 의존하고 제작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을 허용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KBI 연구에 대한 보완， 수정의 성격이 짙은 강태완(2004)의 보고 

서는 새로운 외주전문채널이 비영리재단법인이 아년 특별법에 의한 공 

사가 될 것음 제안하였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조직의 특성상 운영 

재원을 전부 광고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 확보가 쉽지 않 

다는 변이다. 따라서， 강태완(2004)은 국고와 공적자금 등을 통해 국가 

주도로 설립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재원은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안을 제 

시한다. 단， 광고시간 판매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 

며， 조직운영 및 송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매출은 제작에 재투 

자한다고 밝히면서， 광고사업을 하는 것이 이윤추구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정당화하고 있다(강태완， 2004). 

또한， 내용적 측면에 대하여 KBI(2004)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는 차 

별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고품질 문화전문 채널’을 지향한다. KBI 보고서(2004)에 따르면， 젓째，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집단， 계층의 목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독립영화나 독립다큐제작물들을 정 

극 지원하고， 지역방송사의 고품질 영상물을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창조성， 설험성， 혁신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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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외주전문채널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편성을 통해 새로운 외 

주전문채널이 우수독립제작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 

로는 시청자 주권 확립 빛 시청자 복지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강태 

완(2004) 역시 ‘다양성’， ‘참여’ 등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당성 

을 확보하려는 편성지침을 제시한다. 강태완(2004)에 따르면， 새로운 외 

주전문채널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 여 

러 시선에서 접근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트를 편성”하는(강태완， 2004, 7 

쪽)， “국민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의 다원주의 확립”을 추구하는 공영방 

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강태완， 2004, 5쪽). 

두 보고서를 종합하면， 결국 외주전문채널은 신규 지상파 공영채널로 

서 광고와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공공서비스적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주전문채널을 신규 지상파 공영 채널의 형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 

규 지상파 방송의 설립 펼요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주전문채널안은 〈그림 1)과 같은 논리구조 

를 이용하여 설립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림 1) 의 도식에 따르면， 외주 

전문채널이 첫째， 다양한 독립제작사들에게 새로운 유통창구를 제공해 

주고， 독립제작 프로그램들이 실험성과 창조성， 혁신성 있는 내용을 다 

루도록 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 

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유통창구가 보장되면 독립제작사들의 제작활동 

이 활성화될 것이고， 우수한 독립제작사들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 방 

송영상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우선，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살펴보자면， 공급원의 다양성이 프로그램의 내용적 다 

양성 및 수용 차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외주정책 뿐만 

아니라 방송시장 구조와 관련된 제반의 논의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져 오 

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 

지 않고 있다. 제작원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상의 다 

양성， 즉 다양한 이념이나 상품으로 연결되는가의 명제는 실증적으로 증 

명된 바가 없으며(Nap이i， 1999), 그 연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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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전문채널 | 

1. 제작원의 다양성 확보 1 우수 독립제작사 

2.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원 육성 

문화 다원성 실현 2. 새로운 방송영상물 유통 

3. 제작의 실험성， 장조성 창구확보 

및 혁신성 추구 4. 방송영상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 방송영상산업기반 확충 

〈그림 1)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안의 정책 목표 

야 하는 프로그램 내용차원의 다양성 역시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 

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개념화에 따라서 제작원의 다양성 

과 내용상의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 

또한， 외주전문채널이 방송 제작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 방송영상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 역시， 참여주체의 ‘양적 증가’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상이한 차원 상에 존재하는 두 개념 

사이의 검증되지 않은 연관성에 의존하고 있다. 참여주체의 양적 증가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간의 연계성에 대한 논증 역시， 외주정책의 실효 

성에 대한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던 논의이다. 부족한 제작비， 

열악한 제작환경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제작된 프로그램 

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전과 동일한 방송제 

작환경에서 단순히 많은 독립제작사들이 제작에 참여한다고 해서 질적 

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다량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논리의 반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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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91년 이전까지는 8개에 불과하던 독립 

제작사는 1997년까지 70개로 증가하였고， 1998-2000년 사이에는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597R사가 설립되었다(김동민， 2005, 3쪽). 또한， 2001년 

12윌에는 245개로 증가하였고， 2005년 11월 현재 등록된 독립제작사 수 

는 566개에 달하는 등， 외주정책이 실시되었던 지난 15여 년간 독립제작 

사 수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 

하고， 2005년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5편 이상 지상파 방송사에 납품한 

독립제작사는 전체의 21.1%인 1207R 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실적이 전혀 

없는 독립제작사가 전체의 46.5%인 263개에 달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 

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 및 인력 자원을 가진 제작사는 극소수에 불과하 

다(문광부， 2005. 11. 30). 외주정책이 독립제작사의 ‘질적’ 성장에 실효성 

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러한 지적은 외주전문채널 설립안 이전에도 끊임 

없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통창구의 보장 •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 및 방송영상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존의 편성 

쿼터 외주정책이 내세우던 검증되지 않은 공익논리를 고스란히 재등장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고적인 논리는 최근 2-3년 전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된 외주정책의 현실적 논의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결과를 낳 

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주전문채널안은 외주정책 논의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 “현실적 절충론”적 시각에서 등장했던， 편성쿼터 외주정책의 설행 

현황 파악， 외주제작 인정 기준 도입，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재 

정， 저l작비 쿼터제 등의 방안들은 모두 현 방송시장 구조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주 거래 및 제작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던 제작중심의 정책이 

었다.1) 즉， 제작과 유통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선디케이션 시장이 

부재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구조의 특성을 포괄한 채， 제작활동에 국한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주전문채널안은 현 방송시장 구조를 개학시킴으로써 독립제 

7) 김재영(2005) 역시 외주전문채널안이 유통 중섬의 정책인 반면， 여타 외주개선 
정책안들은 제작중섬의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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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들의 판로를 확보해주고 제작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유통중심의 

정책으로서， 외주정책 논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독립제 

작사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제작환경을 만들어주기 

보다는， 이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유통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주전문채널안은 외주 실행단계의 절차 및 관행을 개 

선하는 제작환경 개선 방안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현실론들 차원 

의 고민과는 다른 차원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특성 

과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외주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그간의 현실론적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는 맥을 차 

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비용의 공중 전가와 정치적 연합 

“고객정치적 상황"(client politics)에서 이익은 전형적으로 “특정 직업 

올 허가하거나 보호할 때” 혹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직업군에 지원금 

을 줄때"(Wilson， 1980, p. 369) 형성되는데， 이때 정책적 혜택을 받게 되 

논 산업이나 주체는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로비를 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비록 특정 단체나 산업 

에게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하 

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시 조직이 없거나 활동이 미비할 경우에는 

“비띨스런 음모， 조용한 로비， 공적 토론을 최소화한 빠른 법안 통 

과"(Wilson， 1980, p. 369) 등을 통해서 해당 사안을 정책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당 정책안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해 

당 정책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은 이해득실 관계를 기 

초로 다양한 양상의 연합( coalition)을 형성하게 된다. 

외주전문채널안은 새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객정치적 상황”의 특성틀을 본격적으로 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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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 선정 문제가 외주전문채널안과 결부되 

기 시작하면서， 방송 관련 업무 분담을 두고 대립적인 갈등관계를 유지 

해 오고 있던 문광부와 방송위원회가 급속히 연대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빛 ‘외주전문 채널’에 

대한 선문 기사 및 방송위원회 회의록， 17대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토대 

로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관계 변화 추이를 정리해 봄으로써， 이러한 

관계 변화가 정치적 합종연횡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다. 검토 대상이 되었던 신문 기사들은 정동채 문광부 장관이 2005년 문 

화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외주전문채널을 언급하였던 2005년 3월 

24일자~방송위원회가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을 발표하고， 문광부가 

공식적으로 경인방송 새 사업자 선정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기사화 되었던 2005년 10월 18일까지의 신문기사 148건이었다. 이 

가운데 본격적 분석대상이 되었던 기사는 문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었던 21건이었다. 이러한 작엽을 통하여 외주전문채널 

안에 대한 논의 구도 및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변 

화하였음을 현상학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8) 

(1) 제 1시기(2005년 8월 말 이전) 

문광부가 외주채널안을 제시한 이후-2005년 8월말 이전의 시기까지 

방송위원회는 외주전문채널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2004년 8월 11 일，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사의 유통시장 활성화 

및 지상파중섬 방송영상산업구조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8) 본 연구는 양적 내용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신문 기사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들의 수가 많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년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방송장악 
론이 거세어지면서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안 
에 거두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 변화가 일어났던 시 기가 설질적으로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와주전문채낼안과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안이 결합 

되면서 방송위원회와 문광부가 보여주었던 입장 및 미묘한 관계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한 작업에는 상당한 량의 기사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양적 내용분석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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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구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시장，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장， 

채널 정체성， 재원마련 형태， 매체선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 

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겸토가 필 

요하다”고 다소 유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방송위원회， 2004. 8. 

11).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운용주체인 방 

송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외주전문 지상파채널의 설립 · 운영 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 사용계획을 독자추진， 발표한 점， 신규채넬 도입은 방송법 

제27조(위원회의 직무)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점"(방송위원회， 

2004. 8. 11)을 들어 문광부가 방송의 기본 계획 및 규제정책과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업무 영역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였다 

2005년 3윌， 문광부가 새로운 외주전문채널 설립안을 구체화하는 움직 

임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도， 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문화부의 외주전문채널 추진은 윌권이다"(노성대 위원장， 2005. 

4. 1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위 업무보고)， “방송 주무기관은 방송위 

인데 문화부가 방송법의 선언적 익미를 틀어 치고 틀어오고 있다"(이효 

성 부위원장， 2005. 4. 1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위 업무보고)고 지적 

하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편， 문광부는 이에 대하여 

방송영상진흥 사업은 문광부의 소관인데 방송위원회가 사업을 중복 추 

진해 정책 혼선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았다고 주장하였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문광부 산하 기관인 방송진흥원이 현재 방송위원 

회가 맡고 있는 사업들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광부 역시 방송 

위원회의 반박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연합뉴스~， 2005. 7. 

24). 

이렇듯， 방송영상산업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광부와 방송에 대한 지 

원 및 규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로 방송영상 산업 관련 엽무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주장하며 대 

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9) 문광부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법에 따라 문 

9) 방송법 27조에 의거해 보았을 때， 방송위원회의 직무는 정책， 규제， 지원， 조정， 

사업기능(발전자금운용)， 시청자불만처리， 사법적 기능(제재)， 연구조사 등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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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 산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자 인허가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지원’ 권한은 방송위 직무로 명시되어 

있으며(방송법 27조)，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역시 방송위원회의 독자적 업무라고 주장하였다(방송법 38 

조). 이러한 상황에서 문광부가 방송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외주전문채널안을 발안하자， 외주문제 관련 정책 발안 및 추진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정책 결정의 두 핵심 주체들 간에 갈등이 불거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2) 제2시 기(2005년 9윌 초-10월 중순) 

하지만， 외주전문채널 논의를 둘러싸고 형성된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관계는 경인방송(iTV)이 취소된 것과 관련，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변에 접어들게 된다. 

2005년 9월 7일，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의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 

책을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경인방송 방송권역인 인천 및 경기 

남부지역을 확장하여 경기북부까지 포함시키고， 외주제작물 편성을 확대 

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 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섣명하였다(방송위원회， 2005. 9. 7) .10) 이 과정에서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방침이 문광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안과 방송권역 확대요청을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 사항에 관 
해서는 문광부 장관 및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 

어 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 1호의 사향을 
심의 · 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여 
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방송법 27조) 여 기서 문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제 1호)으로， 위원회의 직무와 병확하게 구별되어 명시되 
고 있지 않다 

10) 방송위원회는 문광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경인방송 사업권 심사 기준으로 현행 
방송볍이 규정하는 외주편성 비율인 40%를 넘는 50%까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하 
였다(방송위원회， 200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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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방송위원회， 2005. 9. 7). 이러한 방송위 

원회의 행보는 그간 드러났던 문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적， 대립적 

관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당히 의례적인 것이었다. 외주전문채널안을 

제안한 문광부에 대하여 월권행사라고 비난하며 대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방송위원회가 문광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등， 문광부에 대한 방송위 

원회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문광부가 방송위원회에 

경인방송의 권역확대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으며， 문 

광부가 참여할 경우 외주편성비율을 감안해 높은 배점을 요구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 섣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 시에 ...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관련한 외주 채널 설립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정책 목표를 참조해 

서 (사업자 선정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임을 밝힌다. 하지만， 문광 

부가 새 경인방송에 출자하고 방송위원회가 외주편성 비율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여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문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것은 아년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기 

관 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협조요청’을 한 것뿐이지 방송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2005년도 국정감 

사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2005. 9. 22). 

하지만， 문광부의 제안과 방송위원회의 화답을 단순히 업무상의 협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협조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드러난다. 문광 

부가 2005년 9윌 5일 방송위원회에 보냈던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 

책 관련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심사기준 중 외주제작 관련 심사기 

준에 대해 배점 조정 또는 가산점 부여 식으로 강화하고， 구체적인 외주제 

작 계약 계획의 우수성， 외주 커미셔너 및 외주제작 커미셔너”를 구성하자 

는 내용과 방송위 · 공정위 · 문광부가 공동으로 ‘(가칭)외주정책위원회， 외 

주제작 불만처리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외주제작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제 

도 개선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IF 디지털타임스J]， 2005. 9. 23). 

경인방송 심사기준에 외주 비율에 대한 가산점 부여 조항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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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식을 언급했던 문광부의 공문은 엽무 ‘협조’ 

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또한， 2005년 9월 22일에 열린 문화 

관광부 국정 감사에 따르면， 공문을 보내기 이전 시점인 2005년 7월에 

열렸던 문광부의 5차 회의록에 “경인방송에 문광부 산하기관이 컨소시 

염 또는 주주로 참여할 경우 ‘사업자 심사기준에 외주편성비율， 외주계 

약 방향 등을 포함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 외주전문채널 특성을 가지도 

록 함’”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미 문광 

부가 경인방송을 통하여 외주전문채널안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노컷뉴스JJ ， 2005. 9. 22). 새 경인방송 

사업자 심사기준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외주전문채널안을 실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 오던 문광부가 방송위원회에 의례적으로 호의적인 관 

계 모색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 것， 

그리고 이러한 문광부의 움직임에 방송위원회가 예전까지의 강경한 반 

대 입장을 버리고 순순히 협조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전 의견 조율 

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갑작스러운 관계변화언 것이다. 

또한， 박찬숙 의원 역시 17대 국정감사에서 방송위와 문광부의 정치적 

연합 과정 뒤에 제 3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년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를 문제의 제3의 주제 

로 언급하였다(방송위 원회 국감자료， 2005. 9. 26; 2005. 10. 10). 청 와대 

측에서 중기협의 지상파 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그 이래로 중기협이 지 

상파 TV 설립 추진단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해 오고 있었 

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박찬숙 의원은 첫째， 문광부 TjF 팀의 방송분 

과 4차 회의에서 경인지역 방송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서， 방송영상진흥원， 콘텐트 진흥원과 함께 중기협과 연계하는 방안을 

회의의 안건으로 삼았다는 점을 틀었다. 둘째，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허가， 추천시 외주관련 항목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던 2005년 9월 7일 이전에 이미 중기협이 외주제작사들에게 

2005년 6월 16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결쳐 공문을 보내 MOU 체결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즉， 중기협이 외주제작 관련 항목이 심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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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 

는 것이다. 

박찬숙 의원에 따르면， 문광부가 방송위원회에 보낸 협조공문의 내용 

과 중기협의 사전 노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문광부와 중기협이 연합을 

형성하고 청와대 측의 외압을 이용해서 방송위원회에 압력을 가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방송위원회 국감자료， 2005. 9. 26; 

2005. 10. 10). 박찬숙 의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들어 정부와 특정 주체 

간의 연합에 방송위원회가 가담했음을 보여준다.2005년 9윌 7일 열렸던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중기협이 신규출자하는 것이 특별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년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양한열 지상파 방송부장은 “설립 

목적에 크게 배치될 소지가 있지만 자격제한을 두어서 진입 금지하는 것 

보다 정책목표 섬사기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법적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중기협의 참여를 호의적으로 독려하였다는 것이 

다(방송위 원회 국감자료， 2005. 9. 26; 2005. 10. 10). 

본 연구는 외주전문채널안을 둘러싸고 벨어지고 있는 이라한 정책상 

황이 규제 · 정책 기구인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채널을 외 

주전문채널로 설립하는 정책안을 통해서 문광부 혹은 문광부를 통한 제 

3의 주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전형적인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적 정책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광부가 새 경인방송 선 

정 기준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새 경인방송을 외주전문채널로 활용할 방 

안을 모색하고 있었음이 내부 회의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문광부의 

협조 요청(2005. 9. 5)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반영(2005. 9. 7) 역시 지나치 

게 조속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외주전문채널안은 방송 

위원회와 문광부의 사전 조율， 즉 정치적 연합을 토대로 제기된 정책안 

이라는 것이다. 

문광부의 경우， 새로운 외주전문채널의 운영 주체가 되거나 주주로 참 

여하게 되면 광고 수익을 비롯한 각종 금전적， 비금전적 수익을 예상할 

수 있가 때문에 외주전문채널 설립안이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방송위원회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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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게 신 경인방송을 외주전문채널로 허가하는 대가로 어떠한 이득 

을 얻게 되는가는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공탁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밝혀 낼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적대적인 관 

계를 유지하던 주체인 문광부가 제시한 의례없고 갑작스러운 업무협조 

요청을 방송위원회가 조속히 받아들였다는 점， 문광부의 외주비율 기준 

강화를 통한 경인방송 활용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 문광부가 

연계안음 고려하고 있는 중기협이 법적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내정설의 진위여부와 관 

계없이 의혹올 낳기에 충분할 만한 정치적 연합을 사전에 형성하고 있었 

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제3시 기(2005년 10윌 중순~현재) 

2005년 9윌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및 9월 26일 방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문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국영방송을 설립하여 정부가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 

냐는 의혹이 계속되자， 문광부는 경인지역의 새 지상파 TV에 참여하여 

외주전문채널로 운영하려는 안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콘텐트진흥원， 방송영상 

산엽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거둬듬이기로 했다”고 입장 

을 표명했다(11 연합뉴스d]， 2005. 10. 18). 결국 문광부는 경인 새 방송 사 

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인 새방송 사업자 공모에서는 GooD 

TV 컨소시염， NBC 컨소시엄 등을 비롯한 7개의 컨소시염이 각축을 벌 

이게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문광부의 움직임을 요약해 보자면， 문광부의 원 계획은 지 

상파 신규 공영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원 계획을 경인지역 새 지상파 방송 사엽 참여를 통한 기존 

채널의 활용안으로 변경하였다가， 현 시점에서는 이 역시도 좌절된 상황 

이다. 하지만， 문광부가 새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 



126 언론정보연구 제42권 제2호 

다고 해서， 이것을 문광부가 방송사엽에 뛰어들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광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정병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외주전문채널을 경인지역 방송으로 활용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방송진흥원， 콘텐트 진흥원，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법인으로 컨소시염을 구성해 독자적 

으로 설립하는 방안， 둘째는 현 경인방송이 증자할 시 함께 참여하는 연 

계 방안， 셋째는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준비위원회’에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 넷째는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후 선정사업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문광부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독자적으로 새 경인방송 사업자 공모 

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준비위원회’가 CBS와 손잡고 

GooD TV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첫째안과 셋째안은 

일단 현실화 될 수 없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경인방송이 증자할 

시 참여하는 방안이나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선정사업자에 참여하는 방 

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광부 내의 한 자체적인 평가 

는， 독자설립 방안은 “특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사업자 선정 후 

참여방안은 “특혜 시비 해소가 장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U"디지털타임 

스d]， 2005. 9. 23)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문광부 산하기관이 새로운 

경인방송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지상파 방송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문광부의 행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외주전문채널 설립은 하 

나의 구실일 뿐， 문광부가 사실상 의도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엽에 참 

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문광부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이 

루어 질 것인지， 과연 이러한 문광부의 의도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 주체들과 새로운 방송사업 참여자들이 해당 정 

책과 관련된 이득과 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러한 인식에 따라 어떻게 유동적으로 연합을 형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관찰되는 문광부의 정책안 변화 및 정 

책결정 과정의 핵심주체틀 간의 연합 양상으로 미루어 보건데， 문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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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전문채널안은 독립제작사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시청자들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공익적 · 규범적 명제들을 앞세워서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 경영을 통한 사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7. 결론 

이상으로 문광부가 제안하였던 외주전문채널안이 외주정책에 대한 논 

의의 구도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가를 윌슨의 정책 유형에 근거하여 

검토， 평가해 보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구체적， 실증적인 논의를 통해 

서 “이익집단 정책”과 “기업가적 정책”이라는 기존의 이중적 논의구도를 

수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외주전문채널안은 외주문제를 “고객 정 

책” 사안으로 보는 제 3의 시각을 등장시컴으로써 이라한 수렴의 논의들 

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주전문채널안이 외주문제를 “고 

객정책” 사안으로 보고 았다는 근거로서， 검증되지 않은 공익논리에 의 

존한다는 점과 정치적 연합을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안이 현 외주정 

책의 설질적인 문제점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기 보다는， 새로운 지상파 방송채널을 경영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득 

을 염두해 둔 정책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상황은 정부가 

문광부 혹은 그를 통한 제 3자의 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정책적 혜택 

을 주고자 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적 상황에 해당되는 것임을 지 

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첫째， 새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광부가 이전까지는 대립적 관계를 형 

성하고 있었던 방송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을 제안했고， 외주비율을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던 점， 둘째， 방송위원회가 이전까지의 입장 

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문광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 반영하였다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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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광부가 새 경인방송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주주로서 참여하는 

방법틀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문광부가 

방법 빛 절차상의 문제점과 기존의 관계틀을 넘어서서 방송사엽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던 행보를 종합해 보았 

을 때，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안은 외주제작물의 유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용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 

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주체의 사적 이익을 정당화 

하는 성격이 짙은 정책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도， 문광부는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다원성의 구현， 수용자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실 

현 가능한 방안 비록 검증되지 않은 논리적 차원의 방안이라 할지라도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광부의 성급한 시도틀과 강력 

한 외주전문채널 설립 의지로 보았을 때， 외주전문채널안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은 기존의 편성시간쿼터 외주정책이 당면하고 있던 과제들 →외 

주 개념의 정립， 현엽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 관행들의 시정， 

저작권 문제의 해결， 외주정책의 실효성 및 현실성 검증 등→ 을 미해결 

상태로 봉합함과 동시에， 문광부의 사적 이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주정책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는 방송시장 구조의 인 

위적 조정을 통한 거시적 조정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현 방송시장 구도 

에 대한 정확한 파악 작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며， 방송시장 구도에 대 

한 정확한 이해를 근거로 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정책안이 다양한 주체 

들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 구체적 · 미시 

적인 논의여야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편성시간 외주쿼터제의 성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것이 수많은 문제 

점을 낳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새로운 정책음 입안한다는 것은 수순에 

맞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 제작사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 방송시 

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실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들이 외주제작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 



외주전문채널 설립계획에 대한 평가 129 

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외주정책 

의 문제를 그대로 탑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변하고 있는 외주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외주전문채널안 역시 실패로 끝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은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주요 주체들이 모두 만족할 수 

는 없지만， 타협의 여지가 확보될 수 있는 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 

편성쿼터 외주정책이나 외주전문채널안은 모두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관 

계에 대한 정책 당국의 강제적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강한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 독립제작사들의 제작활 

동에 대한 지원의 공익적 필요성이 검증된다면， 그것은 지상파 방송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편성쿼터 외주정책을 통하여 직접적， 강제적 개입을 하는 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 측의 반발， 다양한 편법 발주， 불공정 관행은 예 

측 가능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독립제작사들의 제작활동이 방송 서비스 개선에 진정 도움을 주는 것 

임이 검증된다면， 이들이 방송시장 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동등하게 경 

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적 개입은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 및 방송시장 유통차원의 직접적， 강제 

적 개입이 아년， 독립제작사들의 제작활동 차원의 간접적 개입이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발표된 문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 

흥 5개년 계획은 제작지원과 재정확보 방안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 

프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계획의 

발표보다는 이에 대한 실천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현 

외주문제의 해결은 대대적인 방송시장 구조의 정비나 편성비율의 제도 

적 강요가 아니라， 정책기구와 문광부가 방송시장의 정상화와 공익서비 

스적 방송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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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ains the ways in which the topography of discussions 

on programming quota policy has been changed sinc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new channel run 

exclusively with independent programs. Drawing upon Wilson’s 

categorizations of the politics of regulation, this paper argues that recent 

discussions on programming quota p이icy have tried to find ways to 

narrow the gap betwee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policy. However, 
this study claims that these attempts to converge the differences and 

build a common ground for productive discussions have been hindered 

by the suggestion of the new policy. This study looks at how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forrned 

political alliance to build a mutually favorable relationship, which will 

facilitate putting the policy plan into practice. As a result, the paper 

claims that the policy proposal was raised based on the perceived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 by those involving economic and 

political stakes. 

Key Words: programming quota policy, Independent Programs 

Channe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client poli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