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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영방송은 수신료 등의 공적 기금과 지상파 주파수 등의 사회 자산의 혜택

을 바탕으로 사영방송과 다른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사회 기구

이다. 그런데 디지털ㆍ다채널 시대의 기술적 환경과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환경

은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서는 그간 물가에 연동하여 수신료를 자동적으로 인상해오던 방식을 폐지했다. 

지난해 여름 한국에서는 30년 가까이 동결돼 온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인상하

는 안을 KBS가 내놓았지만,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채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

다. 이러한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과 함께 세계 공영방송들은 공적 재원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나 평가를 통한 책무성 

장치의 강화 요구로 나타난다(Brants, 2003). 공적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책무

성을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경합형 공공방

송기금’(Contestabl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이다(CFBBC, 1986; 

Peacock, 2004).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이란 경쟁이나 경매를 통해 공공서비스 

주체를 선정하여 해당 방송사 및 제작사에 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franchise)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조

성된 기금이 개방된 경쟁을 통해 방송사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방법으로, 후보자

들은 경쟁과정에서 공익실현 기능을 이행하는 데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 주체인

지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Broadcasting Policy Group, 2004). 경쟁적 입찰

과정을 거쳐 방송사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공공기금은 방송사의 운영, 또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시리즈물 단위의 특정 제작활동에 투입 될 수도 있다(Mayhew & 

Bradley-Jones, 2006).

수신료 재원의 거의 대부분(97%)을 KBS가 사용하는 국내에서는 경합형 공공

방송기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해 

KBS의 수신료 인상안 국회 상정 과정에서 EBS의 수신료 활용 지분을 올리자

는 논의가 있었고, KBS측도 EBS의 수신료 지분을 현행 3%에서 7%로 올릴 것

을 약속하기도 했다(진홍순, 2007). 이 과정에서 EBS는 수신료 지분이 1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김광범, 2007), 양측 주장을 절충한 10% 수준에서 

인상해 EBS의 재정 안정화를 꾀하자는 주장(전규찬, 2007)도 제기되었다. 실제



로 EBS 예산에서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공적 재원이 차

지하는 비율은 30%에도 못 미치며 나머지 70% 이상이 광고나 협찬 등 상업 

재원으로 충당된다. 더구나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간 예산 

책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운용의 탄

력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 책정은 KBS와 국회, 방송발전기금은 방

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문광위원회,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와 기획재

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등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어 일관된 예산 집행 목표

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EBS 재원의 이러한 불안정성 또는 불건전성은 개별 방송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유지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어느 정도 규

모로 어떻게 조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EBS가 주장하는 수신료 할당 비율 인상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에 투

여해야 하는 재원의 총량과 그 배분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다. 사실, 현재 공식적으로 수신료 분배를 요구하는 한국의 방송사는 공사 형태

인 KBS와 EBS에 그치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정의가 방송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서비스나 개별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강형철, 2004) 

MBC나 SBS 등의 상업방송사는 물론이고, 다른 프로그램 공급자, 또는 일반 프

로덕션도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위한 수신료 분배를 요구할 수 있

는 것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은 매체의 형태와 특성을 불문하고 “방송프로그램

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제69조)하며 “지역 및 민족문화 창달, 사회교육기능 및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제6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등의 많은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혜택도 동시에 주어져야 할 것인데, 사실 프

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은 거의 없다. 지상파의 경우 희소한 자원

인 주파수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상파 채널 소유로 인한 혜택, 즉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적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 등의 추가적인 혜택

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강형철, 2007).  

그러나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관심은 공

적기금의 확대보다는 이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더 쏠리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KBS는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하면



서 텔레비전 수신환경 개선, 세계 최고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2TV 광고 연간 1,000억원 축소, EBS 수신료 지원율 확대, 공정성 

지수 개발, 경영투명성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위성채널을 통한 우리문화 알리

기, 소외 계층 방송권리 확대 등 10가지의 약속을 내세웠지만 사회적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CBS의 여론조사 결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78.4%의 국민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반대 계층은 성별, 정당지지도, 지역을 불문하고 고르게 분

포하였다(“국민 78% KBS 수신료 인상 반대”, 2007). 보수단체인 '공영방송발

전을 위한 시민연대'(2007)도 성명을 통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

에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불공정 보도와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에 대해 

우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

고, 그 구체성과 신빙성에 대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도 수신료 인상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만 KBS안이 “경영혁신 등의 비전이 부족하다”며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 실질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전규찬, 2007).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

고 한국방송공사 이사회(2007. 7. 29)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공정성 

지수 개발ㆍ운영,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의 약속과 함께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이 

안을 받은 방송위원회(2007)도 "경영효율화에 대한 실천방안과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와 시사보도'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안은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번 KBS의 수신

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구 방송위원회 기능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 문제점이 노

출되기도 했으나, 역시 문제는 수신료를 활용하는 방송사의 책무성이었다. 결국, 

공영방송의 재원은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가 현실에서도 그

대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추후의 공영방송 재원 확대는 이러한 책무

성에 대한 담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영방송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방송기금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 

즉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공적 기금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들이 경합하는 형태로 활용된다면 사회는 이들 경합자들로 하여금 보다 

책무성 있는 기금의 운용을 ‘경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KBS의 수

신료 인상 시도 과정에서도 EBS 측은 “1990년 12월27일 EBS가 KBS로부터 



독립된 이래 17년이 지난 오늘 EBS의 운영효율성은 이를 능가하고 있다”(김광

범, 2007)며 자사의 수신료 활용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은 이렇게 경합자들이 스스로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도입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파악

한 뒤 관련 국외 사례를 검토하고, 끝으로 한국 현실에서 이 방식의 적합 가능

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전개

서구에서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영국이다. 이

는 수신료를 BBC가 독점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자, 공적 기

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편으로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한 관심

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 부분의 효율성과 질적 수

준 향상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는데 수신료가 특정 방송사에만 지급

되는 재원구조를 지닌 공영방송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총리전략기획실(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2006)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쟁 및 경합성

(competition & contestability)을 기저에 두는 경합형 공공기금방식이 공공 서

비스의 효율성과 질, 그리고 공급의 균형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공영방

송 수신료도 이와 같은 모델을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영

국 정부는 교도소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교도소의 설립ㆍ투자 과

정에 민간기업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경쟁시스템은 연간 4,000〜6,000

만 파운드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민간기업의 교도소 수감자 1인에 

대한 관리비용이 공공기관에 비해 10〜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서비스 부문의 재원 경합성에 대한 논의는 2007년에 있었던 BBC의 

칙허장 갱신을 앞두고 구체화되었다. 수신료 분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 논의는 

1986년 발표된 피콕(Peacock) 위원회 보고서(CFBBC, 1986)로 거슬러 올라간

다. 피콕 위원회는 원래 BBC의 광고방송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

나, 정작 보고서의 결론은 BBC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동시에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수신료를 

BBC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가입기금(subscription funding)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공공서비스방송위원회(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uncil)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특정 채널에 대한 공공

서비스방송의 의무 부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꼭 주요 지상파 채널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적재원 지원대상이 BBC를 넘어 여타 방송사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보고서 출간 후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 

그리고 BBC의 칙허장 갱신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위원장 피콕(2004)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합형 공공방송기금’(Contestabl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디지털 시대에 공공서비스방송 영역의 재원 구조 

개혁의 방안의 하나로서 이 방식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방영되는 지금의 디지털ㆍ다매체 환경은 

공공서비스방송 프로그램이 특정 방송사를 통해서만 전송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재원의 분배 개혁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부분 피콕의 주장에서 논

의를 시작한다. 이들은 방송 혁신을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고, 경쟁시장에서 

공공서비스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Graham, 2004; 

Richards & Giles, 2004; Booth, 2004). 예를 들어, 필립 부스(Booth, 2004)

는 특정 주체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제작 

주체와 상관없이 그것의 사회적 비용 및 이익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부개입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경쟁에 기초한 

공공서비스방송 보조금의 분배’를 제안한다. 공공서비스방송 시장에 대한 진입

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사에만 모든 방송기금을 할당하는 현재의 정부개입 형태

는 공공서비스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시킬 뿐이며,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 발전

의 저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2004) 또한 “‘사회 응집력 강화 및 교육 창구로서 기능’으로 함축되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외부성은 경쟁기반의 시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CMS, 2005)도 BBC 재허가를 

위한 녹서에서 “공공서비스방송에서 다양성과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신료 

수익을 포함한 공공기금이 BBC를 넘어 좀 더 폭넓게 분배될 수 있을지”(p.15)

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영국 의회의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위원회(HCCMSC, 



2007) 또한 디지털 시대에 수신료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fcom(2005)은 경합형 기금론을 디지털 시대에 맞춘 방안으로 PSP(Public 

Service Publisher)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PSP는 방송사가 출판사 같은 

역할을 수행해 “공익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느 방송사든지 이 프로그램을 마

음대로 틀 수 있게 하자는 것”(강형철ㆍ양승찬, 2005, p.33)이다. PSP는 디지

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서비스방송 콘텐츠 공급자로 설명될 수 

있다. PSP 방식에서는 독립제작사를 통해 모든 콘텐츠 제작이 이뤄지며, 해당 

콘텐츠는 디지털 TV, 모바일 플랫폼, 인터넷망 등 다양한 디지털 창구에서 이

용 가능하도록 제작, 배급된다는 것이 Ofcom의 설명이다. 이용자는 쌍방향 서

비스, 주문형(on-demand) 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방송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PSP는 공동제작기금, 외부 창구로의 콘텐츠 판매 수익 등 

독립제작사의 부가적 이익을 재원확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광고나 콘텐츠 

이용료를 통한 직접적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모델에서 PSP는 공공

서비스 주체이기 때문에, 상업적 기업에 그 운영권이 위임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공공기금이 오로지 공공서비스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한정되며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PSP 운영

권, 즉 PSP로 기능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기간의 경쟁과정을 거쳐, 공공방송 

콘텐츠 공급자로 가장 적합한 기업이나 기관에 위임된다(【그림 1】 참조). 

Ofcom은 PSP 운영권 위임주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주체가 Ofcom 자신

이 될 수도 있겠지만 PSP 시스템 관리를 위한 특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Ofcom (2005) 중 ‘Process for awarding the PSP contract’ 그림을 재구성



Ofcom(2005)은 PSP가 “디지털 시대를 위해 구상된 공공서비스방송 공급의 

새로운 형태로,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방송 콘텐츠 공급

과 광대역의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p. 68)이라고 예측했으나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Ofcom은 2008년 3

월 사무총장 에드 리처드(Ed Richards)를 통해 PSP 계획을 파기한다고 밝힘으

로써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되었다(Guardian, 2008. 3. 12자 보도). 그

는 PSP의 개념이 공공서비스방송에 의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분배의 

필요성에 부합한 개념이었지만, PSP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기금의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

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상업적 채널에 PSP를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Ofcom이 PSP를 포기했다고 경합형 기금 모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Ofcom(2008)은 PSP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 지 한 달 뒤인 4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맞춰 2011년까지 새로운 공영방송 운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

을 밝히면서, 영국의 수신료 분배체계의 재편 가능성을 다시금 시사했다. 

Ofcom은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영국은 다음의 공공방송기금 분배유

형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모델1: BBC, ITV1, 채널4, 채널5 등 모든 지상파 방송이 지금과 같이 공공

서비스방송 주체로 기능하되 주파수 희소성 감소추세에 발맞춰 그들에게 부

여된 공공서비스 책임을 감소시키거나, 추가적 재원을 조달한다.  

• 모델2: ITV, 채널4, 채널5는 순수 상업방송으로 전환하고, BBC만이 공공서

비스방송 주체로 기능한다. BBC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서비스방송 주체에 

공공방송기금이 배분되지 않는 만큼,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

한 추가적 역할이 BBC에 요구된다.  

• 모델3: BBC와 채널4만이 주요 공공서비스방송 주체로 기능하며, 순수 상업

방송으로 전환된 여타 방송사들은 제한적으로나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

공방송기금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BBC와 경쟁한다.    

• 모델4: BBC를 제외한 모든 공공서비스방송 채널을 순수 상업방송으로 전환

한다. 정부에 의해 조성된 별도의 방송기금이 경쟁적 입찰과정을 거쳐 BBC

를 넘어 특정 방송사와의 장기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공공서비스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이다. BBC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들은 상호경쟁

을 통해 방송기금을 배분받는 완전한 경합형 방송기금 모델이다. 

BBC(2005)는 다양한 PSP 공급자들에게 수신료를 분할하면 제한된 자금이 '

얇게 흩뿌려져서'(p. 40) 공공방송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BBC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공의 책임을 흐린다는 이유로 경합형 

기금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피콕이 제안한 ‘예술위원회’ 같은 조직이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프로그램의 다양성 

약화, 책임성 훼손(Fairbairn, 2004; BBC, 2005) 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방송 

분야에 시장의 원리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 논리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BBC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모델은 영국 방송정

책 기조의 하나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의회, 정부 주무부서(문화부), 규제 기

관(Ofcom) 모두가 이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모델의 추진

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BBC는 '창조적 경쟁의 창‘ 

(WOCC: 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이하 WOCC)이라는 제도를 도입

하여 일부 제작물을 외주제작사와 내부제작진 사이 경쟁을 통해 조달하는 경합

형 제작 방식을 도입하였다. WOCC는 2004년 12월 BBC 사장 마크 톰슨(Mark 

Thompson)이 발표한 BBC 쇄신안의 일부로 기존 25%의 외주제작부문에 더해 

추가로 25%를 BBC 내ㆍ외부의 경합을 통해 서비스하는 제도이다(정준희, 

2005). 이는 전체 제작부문의 25%를 놓고 BBC 자체 제작진과 외주제작사가 

경쟁을 벌이는 형태로써 이를 통해 자체제작 비율이 축소되거나 외주제작 비율

이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Ofcom(2006)은 창의적 경쟁 강화 및 외주제작사

의 영역 확대를 위해 WOCC를 도입하겠다는 BBC의 계획을 지지하고 적극 환

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WOCC 실행 계획은 BBC 칙허장 갱

신의 부속서류인 합의서(BBC Agreement)에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BBC 트러

스트(BBC trust)는 2년을 주기로 WOCC 운영결과를 보고하며, Ofcom은 법으

로 규정된 외주제작비율 준수여부 및 WOCC 운영결과를 관리ㆍ감독하게 되었

다(Ofcom, 2006).

3.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의 유형과 평가



1)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의 유형

기존에 가능성으로 논의되거나 또는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경합형 공공방송

기금은 다양한 모습을 띤다. 영국의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CMS, 2006)는 

두 가지 경합형 방송기금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간 경

쟁’(programme by programme contestability) 모델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송기금의 관리 및 배분을 담당하는 공공방송기구(PBA: public broadcasting 

authority)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 방송사나 독립제작사는 특

정 프로그램 또는 시리즈물 제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두고 경쟁하고, 공공방송기

구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금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운영권 위임’(franchising)’ 모델로, 몇 년 간의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및 기금을 놓고 방송사들이 경쟁하는 형태이다. 후보 방송사들이 제안한 서비스

의 장점을 바탕으로 운영권 위임 및 기금 분배 대상이 결정되며, 일정기간이 지

나면 이들 권리에 대한 재경매가 이루어진다. 정부가 모든 방송기금을 일괄적으

로 지급하거나, 방송사 및 제작사의 자구노력에 연계한 매칭 펀드 형태가 도입

될 수도 있다. 

이들 ‘프로그램 간 경쟁’, ‘서비스 운영권 위임’ 모델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의 변이성을 지닐 수 있다. 크리스 가일즈(Giles, 2006)는 경합형 방송기금 유

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은, 

이른바, ‘방송기금지원기구’와 같은 기금분배기관을 설립, 프로그램 단위로 기금

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공영방송사에 대한 특별한 처우 없이, 방송기

금 획득을 위한 동등한 경쟁기회가 모든 방송사 및 제작사에 부여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송사 차원으로 공공기금이 배분되는 방식이다. 방송사들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공공서비스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지에 기획하고, 이에 대

한 총체적 기금 획득을 위해 경쟁한다. 주어진 공공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

지에 대한 향후 기획과, 과거 운영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방송기금이 배정된다. 

세 번째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franchise)을 얻기 위해 방송사들이 경쟁하

는 모델이다. 특정 프로그램 제작비로 방송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채널의 운영권 및 운영비용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모델과 차이

점을 갖는다. 네 번째는, 현존하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 채널들이 방송기금 획

득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모델이다. 각각의 지상파 채널이 공익실현을 위해 어



떠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얼마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공기금이 

배분된다.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에게 경쟁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여타 모델에 비해 폐쇄적이다. 다섯 번째는, 현존하는 공영방송사

가 ‘방송기금지원기구’로 기능,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의 기획과 편성만을 담당하

는 모델이다. 100% 외주제작 형태를 띠며, 주어진 방송기금은 해당 외주제작사

에 배분된다. 여섯 번째는 공영방송사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는 방안이다. 정부

주도 하에, 공공서비스방송에 대한 경영 및 운영권에 대한 경매 또는 경쟁이 기

초가 된다. 

그러나 가일즈(2006)의 6가지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유형 분류는 항목 간 상

호 배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는 분류 항목 차원

이 분배 주체, 분배 내용, 분배 대상 등을 상호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는 첫 번째 유형으로 방송기금지원 기구와 같은 분배기관을 설립

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두 번째 유형인 방송사 차원으

로 공공기금이 분배되는 방식과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별도의 분배기관

은 개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사 차원으로도 공공기금을 나누어줄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유형인 공영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합 방식은 두 번째 유

형인 방송사 차원의 공공기금 분배의 하위 개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방송기금을 분배하는 주체가 누구인

지, 그것이 분배해 주는 기금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분배 대상이 되

는 단위는 무엇인지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 

번째 차원은, 누가 공공방송기금을 분배해 주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정부가 

분배 주체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이른바, ‘방송기금지원기구’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며, 공영방송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른 유형 구분도 가

능하다. 공공방송기금이 제작비나 운영재원 지원형태로 분배대상에 직접 전달되

거나,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franchise)이 위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으로, 방송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의 단위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기금은 작게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시리즈물을 대상으로 지원될 수도 있

고, 크게는 채널, 방송사 및 제작사 단위로 분배될 수도 있다. 이들 분배대상이 

방송기금 또는 방송 운영권 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공

공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경합형 방송기금 모델의 요체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을 교차해 보면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은 【표 1】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

 

   【표 1】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유형

유형 분배주체 분배 내용 분배 단위 사례

(1)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 경합
분배기구

(정부 

또는 

별도 

기구)

제작비

개별 프로그램
뉴질랜드(NZOA)

캐나다

(2)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제작사/방송사 뉴질랜드

(3)
방송사업자

제작･운영비 경합
제작/운영비 방송사 프랑스, 독일

(4)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경합
서비스운영권 방송사 영국(BBC)(?)

(5) 외주제작 경합
공영

방송사
제작비 개별 프로그램 영국(Ch.4)(?)

(1)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 경합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유형 중에 경합성이 가장 강한 방식은 정부 또는 별도 

기구(예를 들면, ‘공공방송기금위원회’)가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비를 분배

해 주는 형태이다.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 경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방식은 

방송사이든 독립 제작사이든 또는 개인이든 상관없이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키

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공공방송기금을 지원해주는 형

태일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의 손실이 아

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이렇게 경합성이 강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가 대표적이다. 뉴질랜드의 공공방송기금 분배주체는 정부와 별도의 방송기금분

배기구인 ‘NZ ON Air’(NZOA)로 나뉜다(Mayhew &  Bradley-Jones, 2006). 

정부는 국가 소유의 방송사 TVNZ(Television New Zealand)와 더불어 소수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목적으로 TMP(Te Mangai Paho)에 

방송기금을 배분한다. 그리고 NZOA에 방송기금의 일부가 배분되는데, 이 기금

은 다시 개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다. 제작사 및 방송사들은 그 소유 형태(공

영 또는 민영)와 상관없이 NZOA 주도의 방송기금 분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

며,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개별 프로그램은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공공서비스방송은 시작부터 수신료와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혼합

재원 시스템으로 출발했다. 뉴질랜드에서 방송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규제아래 

운영되어 왔는데, 1988년 새로운 정부에 의해 방송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방송정책의 변화로 방송전파에 대한 경쟁이 

개방되었고, TVNZ가 창립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방송의 사회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이 분리되어, 공공서비스방송의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공

공기금시스템이 활용된 것이다(BBC, 2004).

방송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공공기금의 개념은 1985년 뉴질랜드 재부무

(Treasury, 1985)가 왕립방송위원회(Royal Commission on Broadcasting)에 

제안한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방송사를 공적으로 소유ㆍ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정부 대체 기구를 설립하

여 과세 기반의 기금으로 상업 방송사가 제작한 비상업적 프로그램 구입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p.44)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주장은 꾸준히 발전하여, 공적재

원 분배방식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는데, ‘재원을 제작사에 직접 줄 것인지, 아

니면 정부 대체기구를 통해 분배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뉴질랜드 정부

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금 운영을 위한 대체기구 설립에 동의하였다. 정부

는 “공공기금 운영기구 중심의 경쟁시스템은 방송사 간 활발한 경쟁을 이끌고, 

기구의 존재는 이에 대한 중재 및 중립적 지원을 가능케 하며 비용과 이익 확인

이 용이하고,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에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증액지원’(top-up) 시스템으로서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Officials 

Report, 1988, p.16; Norris, 2004, p. 5에서 재인용)는 장점을 기저로 공공기

금 운영기구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1989년 방송법에 근거하여 NZOA를 설립, 지금의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분배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처음에 NZOA는 징수한 공영방송 

수신료를 경쟁을 통해 선정된 제작주체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1999년 공영방송 

수신료가 폐지되면서 수신료가 아닌, 정부 보조금을 통해 경합형 방송기금 시스

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공영방송의 개혁방안으로 일찍부터 수

신료 배분방식에 경합성 모델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와 차별성을 보인

다. 또한 방송사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수신료가 배분된다는 점에서 독

특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금 운영이 특정 프로그램 장르에 국한되는 결

과를 보이며,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점은 앞으로 뉴질랜

드의 경쟁 기금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일부 공공기금이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수신료 위주의 공적재원이 방송사들에게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이외에

도 한국의 방송발전기금과 유사한 공공기금이 존재한다. CNC(Compte de 

Soutien)라 불리는 이 기금은 방송영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사에 분배되어 제작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윤재식, 

2004). CNC는 ‘영화산업국가재정지원금’과 ‘방송프로그램산업 국가재정지원기

금(COSIP)’ 두 가지로 운영된다. COSIP는 방송사의 ‘의무할당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지원 형태에 따라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으로 구분된다. ‘자동지원’

은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에 방영됐거나, 제작은 마쳤으나 아직 방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제작사에 지원하는 형태이다. 자동지원금은 과거 제작 능력을 고려

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제작 경험이 없는 제작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다르게 ‘선별지원’은 신규 제작사나 프로그램 제작량이 적은 소형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선별지원금은 픽션물, 애니메이션, 창작 다큐멘

터리 등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지원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의 복수 공용어를 기반으로 공공방송기금이 분배된다. 영어

와 불어의  두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적 특징이 공공방송기금 분배과

정에 경합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민영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캐나

다 텔레비전 기금’(CTF: Canadian Television Fund)이 캐나다 공공서비스방송

의 주재원인데, 영어로 제작되는 프로그램과 불어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각각 

2/3와 1/3 씩 배분된다(DCMS, 2004; BBC, 2004). 특히 불어 프로그램의 경

우, 전체 제작비의 80%가 CTF로 조달되고 있다(CTF, 2007). CTF는 주로 정

부의 유산부(Canadian Heritage)와 케이블방송사나 위성방송사 등 방송플랫폼 

회사에 의해 조성되며,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독립적, 비영리적으

로 관리된다. 이 기금은 곧 독립제작사에 직접 지원되는데, 드라마, 어린이ㆍ청

소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공연 및 버라이어티 등의 장르에 지원이 국한

되는 특징을 보인다(CTF, 2007).  

그러나 CTF의 분배 방식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CTF에 기금을 출연하는 

케이블방송사, 비데오트론(Vidéotron)과 쇼(Shaw)는 이 기금이 공영방송 CBC

와 불어 방송 라디오 캐나다(Radio Canada)에 지나치게 많이 분배된다며 더 이

상 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7. 

2. 20자 보도). 이에 대해 CBC는 “CBC의 CTF로 제작된 프로그램 방영률은 



여타 방송국보다 높은 편으로, 기금지원이 사라진다면 향후 캐나다 방송사의 자

체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이 감소하고, 미국 프로그램의 잠식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였다.1) 서양의 주요 17개국의 공영방송과 캐나다의 공영방송을 비

교한 한 보고서(Nordicity Group, 2006)는 캐나다의 공공방송기금이 여타국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공영방송을 통한 의미 창출 측면에서는 우수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는 민영방송사에도 공공방송기금이 

할당되는 분배형태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정부의 세금이나 할당금이 아닌,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구성되는 CTF는 방송산업 주체 스스로가 더 나

은 공공서비스방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

을 보인다.

(2)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공공방송기금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단위로 그들

의 방송 제작비 총량을 할당해주는 방식, 이름하여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방

식도 가능하다. 앞의 유형인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 경합’처럼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비가 분배될 경우 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이 분배기구에 의해 사회

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의 전반적 제작 

계획 아래 개별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일반적인 제작 관행을 고려한다면 선별적

인 제작기획서 채택은 제작사의 유연성을 해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

송사나 제작사의 과거 실적이나 제작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용

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제작비 지원금으로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 경합 방식’보다는 기금 

활용의 누수가 더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작비에 한정하여 제작사별로 기금을 할당하는 방식은 매

우 드물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뉴질랜드의 경우 NZOA의 기금분배 방식은 앞

의 ‘개별 프로그램 제작비 경합’의 형태를 띠지만 정부가 공공방송기금을 각 주

체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방식’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사 

1) 2008년 8월 현재 CTF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ctf-fct.ca)의 기부자 목록에 비디

오트론과 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케이블사는 여전히 기금 출연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TVNZ, 마오리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기구인 TMP(Te Mangai Paho), 그리

고 NZOA에 방송기금을 분배하는 데 그 방식은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방식

으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분배가 아니라 제작 또는 재분배 주체를 대상으로 

제작비 분배를 실시하는 것이다(Mayhew &  Bradley-Jones, 2006).

(3) 방송사업자 제작･운영비 경합

공공방송기금은 반드시 프로그램 제작비에만 쓰일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 단

위가 아니라 방송사 단위로 기금이 분배된다면 방송사 운영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방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별 

기금 분할은 사업자의 경영 유연성에 도움이 되므로 프로그램별 지원이나 제작

비에 국한한 지원보다도 큰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방송사업자 제작･운영비 경합’ 방식은 앞의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제작비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기금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방

송사업자들에게 기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은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선, 프랑스는 공공서비스방송 주체로 분류되는 모든 방송사에 공공방송기금

이 배분되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2】).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s)

을 비롯하여, 아르테 프랑스(Arte France;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문화채널 Arte

의 프랑스 지부), RFO(국제뉴스 전문 라디오), 국립시청각재단(INA)등이 모두 

기금을 지원받는다(강형철ㆍ양승찬, 2005). 프랑스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주식

회사 형태인 프랑스 텔레비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가 프랑스텔레비전의 유일

한 대주주로서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공

영방송사의 경영, 프로그램 제작, 배포 등에 대해 개입이 이뤄진다. 방송기금의 

분배에 관여하는 정부 부서는 총리실 산하 방송정책 입안기구인 ‘미디어 발전국

(DDM)'과 주무부서인 문화커뮤니케이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인데 이들 사

이의 긴밀한 협상 끝에 수신료 배분이 이루어진다(성욱제, 2005). 

향후 프랑스 공공서비스방송 재원조달 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사르코지 정부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영방송의 광고를 폐지하

여 2011년에는 프랑스텔레비전의 광고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송 개혁안을 발

표했다(<동아일보>, 2008. 4. 11자 보도). 이 개혁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1



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으로, 디

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공영방송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또한 광고폐지로 줄어드는 재원은 민영방송의 광고수입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업자의 수입에 특별세를 부과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재

원이 유ㆍ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수입과 TF1 등 민영 방송사 광고 수입

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어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영 방송사 

등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미디어오늘> 2008. 6. 27자 보도).

출처: Une Emission Special Redevance (2004) (Retrieved from  

        http://www.francetelevisions.fr/data/doc/redevance.pdf)

프랑스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기금이 조달되며, 이는 곧 9개 주

의 방송사 연합체인 독일공영방송협회(ARD), 제2공영방송사인 전국 단일방송 

ZDF, 도이칠란트 라디오(DR; 공영 라디오 방송사), 주 매체관리기구 등 네 곳

에 각각 배분된다(서명준, 2007). 공영방송 재원은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으

로 이루어진 혼합재원 형태로, 각 방송사들이 한 재원에서 수신료를 나눠가진

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재정조사위원회(KEF)가 결정하고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

터(GEZ)가 징수하여 ARD, ZDF, DR 등에 배분한다.

그러나 공적재원이 방송사 단위로 분배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 비율이 방송

사 간의 경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방송사업자 제

작･운영비 경합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5년과 2006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매년 ARD와 ZDF에 70대 20정도의 비율로 배분되었다(GEZ, 2006). 

2005년의 경우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 총 71억 2,270만 유로 중 ARD가 



73.7%인 52억 4,791만 유로를, 나머지는 ZDF가 23.7%를, DR이 2.6%를 배당

받았다. 2006년의 수신료 배분 비율도 ARD 73.6%, ZDF 23.9%, DR 2.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GEZ, 2007). 물론, ARD의 경우 할당된 재원을 각 지역방

송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경합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성과에 따른 경합이라기보다는 재정상황에 따른 조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도 방송사 단위로 분배되는 기존의 재원 분배 시스템 대신 프로그램 

단위로 재원을 분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1998년 발표된 독일 독점위

원회의 제12차 정례보고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익재

단이 재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공영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장 접근적인' 대안”(성숙희, 1998)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으며 현실제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독일

의 수신료 분배 제도는 특정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독점하지 않고 다른 공영

방송사들과 공유함으로써 방송사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수신료가 매년 비슷한 비율로 각 방송사들에 배당되는 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4)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경합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을 놓고 사업자 주체들이 경합

을 벌이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경합’ 방식도 가능하다. 여기서 공공서비스방

송이란 공영방송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일 수도 있다. 

아니면 특정 채널의 특정 시간을 담당하는 방송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은 

가능성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것(DCMS, 2006; Giles, 2006)일 뿐이지 현실에서 

딱히 이 유형이라고 집어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그러나 많은 세계의 공영

방송은 일정 면허기간 동안 공공서비스방송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자금으로 수

신료 등 공공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영국 

BBC의 경우 칙허장에 의해 10년간의 면허를 받아 공공서비스방송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수신자로부터 걷는 수신료 전액을 활용하며 지상파 채널 2개 등 

여러 채널을 할당받는다. 물론 BBC 뿐만 아니라 수신료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서구 공영방송도 이와 같이 특정 면허기간 아래 공공서비스방송을 제공하고 있



지만 이것이 취소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 위탁이 넘어간 적은 없다. 그

러나 개념상으로는 다른 사업자가 현존 공영방송사의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을 대신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며 이들 간의 경합을 통해 새로운 ‘위탁 사업

자’가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경합은 학교, 철도, 보

건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경쟁을 통한 민간 위임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올리려는 공공부문 개혁 방식의 하나로 간주된다(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2006).  

(5) 외주제작 경합

‘외주제작 경합’ 방식은 공영방송사가 자신의 공공기금을 가지고 외주 제작사

의 경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

영방송사는 자신의 채널 편성 전략을 세우고 이에 부응하는 외주제작사를 모집

해 이들에게 자금을 나누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미 공

영방송사이든 민영방송사이든 외주제작을 통해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현상이지만 외주제작 경합 방식의 경우 공영방송사가 공공자금으로 공적 

목적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요구를 지닌다. 이 방

식 또한 하나의 제안(Giles, 2006)으로서 현실에서 이 유형에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영국 공영방송 <채널 4>의 경우 방송사는 기획만 하고 제작은 

외주에 맡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근접한 형태를 띤다. 그러

나 <채널 4>는 한국의 MBC처럼 광고를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공공방송기금을 경합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영국 등에

서 전체 방송의 특정 비율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 유형에 근접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영국에서의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전개에 대해 논의할 때 언

급하였던 BBC의 WOCC 제도 또한 독특한 형태의 ‘외주제작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BBC는 2007년 4월부터 전체방송의 25%에 이르는 분량의 방송물을 내

부 제작진과 외주제작사의 경쟁을 통해 제작하는 외주제작 경합 방식인 WOCC

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체 방송분량 중 BBC 내부 제작진이 제작할 수 

있는 기본 제작량을 50%까지 보장해주고,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할 수 있는 기본 

제작량도 25% 보장해준다. 그리고 나머지 25%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제작진과 



외부제작진이 경합을 통해 제작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BBC 트러스트(2008)는 

2008년 7월 WOCC 도입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였는데, BBC 외주제작사

들이 WOCC에 의해 제작되는 분량의 약 3/4을 점유하면서 BBC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 것을 적시하였다. 반면, BBC 전체 제작물의 56.25%는 자체 제작

되었으며, WOCC에 의해 제작되는 분량의 1/4가량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BBC 트러스트 신탁인(Trustee)인 로타 존스턴(Rotha Johnston)은 WOCC

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제작 위임 결정이 외주제작사에게 보다 긍

정적인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BBC 

내부 제작진들이 이러한 경쟁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제작 쿼터를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Guardian> 

2008. 7. 29 자 보도). 

 

50%

자체제작

25%

WOCC

25%

외주제작

          출처:  http://www.bbc.co.uk/commissioning/tv/network/WOCC.shtml 

2)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의 종합 평가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의 기본 전제가 ‘공공방송기금 분배과정에 경쟁성을 적

용,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함축되는 만큼,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한 평가 역시 경쟁 및 경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일즈(Giles, 2006)는 공공방송기금의 평가기준으로, ‘제작상

의 경쟁’, ‘분배 기관의 경쟁’, ‘기금 사용의 감시’, ‘기금에 대한 시청자 인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금의 분배를 여러 기구가 했다고 하여 기금 운용의 경쟁

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배기구를 늘리게 될 경우, 그 기구 운영비

가 필요할 것이며, 전체적인 공영방송 기금에 대한 분배 계획 수립 및 선택과 

집중 등의 기능이 약해지고 기금이 얇게 뿌려지고 마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



다. 또한 방송사 및 제작사 간의 경쟁이 있다고 하여 그 결과가 경쟁력 있는 프

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며, 그 결과의 사회적 효과 또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경쟁의 목적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할 때 경쟁 

결과가 그 사회의 방송의 질을 올리게 되는 종합적 효과, 즉 승수효과(Oliver, 

2005)를 도출해 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5가

지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유형들은 대부분 가능성에 대한 제안이고, 현실에서 실

행되고 있는 방식은 ‘개별 프로그램제작비 경합’과 ‘방송사업자 제작･운영비 경

합’이다. 사실, 아직 실행도 해보지 않은 방안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합형 공공방송기

금에 대한 시론적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우선, ‘방송사업자 제작･운영비 경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국가 시스템과 관련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방송기금 분배체계

는 연방제라는 정치시스템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치시스

템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방송기금분배체계 역시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아래, 방송기금 배분비율의 고착을 우려해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독일의 주

요 공공방송기금으로 기능하는 수신료는 제1공영방송사 독일공영방송협회

(ARD), 제2공영방송사(ZDF), 도이칠란트 라디오(DR)에 각각 평균 74%, 24%, 

2%의 비율로 배분되어 왔는데, 이 수치는 해당 분배시스템이 적용된 이래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왔다. 각 공영방송사의 기능 및 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된 배

분비율이라 공표되고 있지만, 제1공영방송사가 9개주의 방송사를 아우르고 있

다는 사실에 근거, 관례적으로 수신료 의 70% 이상이 한 곳에 할당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공공방송기금의 분배대상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공영

방송 지주회사 ‘프랑스텔레비전'에 절반이상의 방송기금이 할당되고 있다는 면

에서 독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특징을 보이는 

프랑스는 오히려 방송기금분배에 있어 정부의 개입과 이에 따른 공영방송의 독

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종합적으로 ‘방송사업자 제

작･운영비 경합’ 방식은 역사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방송사들 사이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합을 시켜 그에 따른 차등 배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개별 프로그램제작비 경합’ 방식으로 경합형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서비스방송을 위한 공공기금 관리에 대한 책임



이 증가해 공적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공서비스방송의 공급에서 경쟁과 

복수성을 촉진시키며, 공공서비스방송이 정치적ㆍ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

로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Mayhew & Bradley-Jones, 2005). 그러나 이 모델은 ‘게이트키핑’의 문제, 민

영과 외국인 소유의 방송사에 대한 공공기금 지급 문제, 공공서비스방송의 개념 

희석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Norris, 2004). 첫째, 게이트키

핑의 문제란, 방송사가 기금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기피하거나 시청률

이 낮은 시간대에 배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외국 방송사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 문제는 캐나다 기반의 복합기업 CanWest가 소유한 TV3가 

NZOA의 기금 중 20% 이상을 받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금이 민영

방송사와 외국인 소유의 방송사들에게도 지급됨으로써 자국의 공공기금이 외국 

기업의 이윤 확대에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서비스방송 

개념의 희석문제는 NZOA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뉴질랜드 콘텐츠의 제

작 또는 편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정의가 협소하고 지원을 위한 

평가에 있어 질적 요소가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메이휴와 브래들리-존스

(Mayhew & Bradley-Jones, 2005)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방송 콘텐츠를 수용자

들에게 효과적ㆍ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영향력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지 못

한 점, 제작사 선발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기준의 논쟁 가능성, 양

질의 제작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전력을 다해(‘go to extra mile') 시도하기 보

다는 적당히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그친다는 점,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특정 장르에 많이 투자되는 점,  NZOA의 운영 자체가 경영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스템의 한계점이라고 말한다. 결국,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방식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점차 늘어가는 비판 항목인 사회적 책무성

(Syvertsen, 1999)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다채널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공영방송의 기능인 창의성과 그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

(Oliver, 2005)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방

송통신위원회가 구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방송발전자금을 활용하여 ‘방송콘텐츠제

작지원 사업’을 펼치며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해 오고 있지만 이의 외부효

과 창출 성과는 보고되고 있지 못하다. 

방송을 일반재화와 같이 취급해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경쟁 모델을 이에 적용

하는 것은 방송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



다. 공영방송 당사자인 BBC(2005)의 지적대로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은 방송의 

창의성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으며 전체 공공서비스방송의 축소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시청률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송사들은 시청자 확보를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는 일종

의 기금획득이 아닌, 시청자 확보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방송의 효율

성이 증대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합형 방송기금이 도

입된다면 시청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기금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될 것이고, 

이는 곧 전체 공공서비스 방송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별도의 방송기금

지원기구 설립은 방송기금 분배과정상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공공서비스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방송사의 주체적 결단성 및 창의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서비스방송을 위한 창의적인 결정은 방송사 스스로가 

시청자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집단을 직접 접촉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BBC, 2005). 

4. 결론 : 한국적 함의     

이상으로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을 통한 공영방송 재원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은 적어도 공공방송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서는 공영방송에 긍정적이다. 더구나 이것이 공영방송 시스템에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되 그것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면 더욱 긍정적

일 수 있다. 사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금에 의한 방송의 창의력 제고

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강형철, 2007). 한국처럼 시장이 좁은 상황에서 다수

의 민영사업자들이 경쟁할 경우 마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에 

따라 안정적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만그만한 프로그램

만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한국시장을 둘러보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다. 창의성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럴 때 자국 내 큰 시장과 국외의 커다란 부가 시장을 

지니고 있는 미국 제작사들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될 때 한국 방송의 정체성은 약화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럴 때 공공기금은 승수효과(Oliver, 2005)를 통한 한국 방송

의 창의성 제고에 큰 도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대로 공영방송의 의미를 교양이나 정

보에 한정시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이 모델

이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경합적 공공방송기금 방식을 한국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겠지

만 현재의 공영방송 재원을 보다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 KBS의 수신료 현실화 과정에서 ‘KBS 수신료 필요 금액 + 

α’로 인상하여 KBS 사용 금액 이외의 부분(α)을 MBC, SBS 및 기타 방송사업

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현재 KBS 수신료 인상에도 

비호의적인 시청자들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가적 기금 마련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

하는 방송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은 그동안 

기금징수 방식의 비합리성과 활용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

다(예를 들면, 이화진, 2005; 전범수, 2005). 방송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인 방

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행할 때 영향력 있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은 EBS 등 우수 방송사의 안정적 제작

비 지원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는 이 자금으로 제3의 공익채널을 만들어 영국

의 <채널 4>와 같이 전적으로 외주 제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채널뿐만 아니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 그리고 

시청규모 등 의무의 총량을 고시한 뒤 사업자들이 제작과 방송을 꺼리지만 사

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송에 대한 지원금을 경쟁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하키, 배드민턴, 핸드볼, 양궁, 유도 등 국가적 지원이 필

요한 운동 종목을 일정 분량, 일정 규모 시청자를 확보하여 중계방송 하는 의무

를 부여하는 방식도 의미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이상의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수혜자 선정의 전문성과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이

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창의적 생산물이 목표가 아닌 기관에서 창의적 전문성이 

필요한 방송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금선정 기관이 

장르 중심적 판단이 아니라 창의성 계발 중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경합형 

기금 활용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서류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결과에 대해서도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은 ‘서류만의 

지원 실적’을 남길 뿐이다. 실제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상파, 케이블, DMB 등 사업자들이 제작기획서 등 

서류만을 제출해 경쟁을 통해 자금을 할당받고 그에 대한 사후 평가 또한 서류

로만 실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분배기관이 하나의 기준으로 

방송사별 제작비 지원에 나서는 것 또한 방송사의 특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점

이 있다. KBS와 MBC, EBS가 방송기금지원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그 기구

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의존하게 될 경우 각 방송사 고유의 

정체성 및 창의성 역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경합형 공

공방송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펼쳐본 후에 이

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 방송 형태를 

띠고 있는 K-TV, 아리랑 TV, 국회방송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기금을 할

당해 경합형 기금 운용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방송 재원 규모의 확대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방송 서비

스에 대한 공공 재원 규모는 상업방송 위주 국가인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작다

(강형철･양승찬, 2005). 한국의 공공 방송 재원은 크게 수신료(전체의 약 92%)

와 방송발전기금 중 방송지원금(전체의 약 8%)으로 이루어지는 데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07%로 영국, 캐나다, 포르투

갈,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 방송의 공적 재원 비율이 GDP의 0.1%를 상

회하고 있는 점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다. 특히, 영국과 독일은 

공공방송 재원이 GDP의 0.3%를 넘는다(DCMS, 2005).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방송발전자금 예산은 2,394억원이나 방송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에는 267억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이 비용은 중소규모의 방송채널사

용사업자(PP),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지역 방송사 등 제작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 우선 지원되고 있어서(<MBN>, 2008. 7. 8.자 보도) 이를 통한 사회

적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08년 콘텐츠산

업 지원 예산으로 2,200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 앞으로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디지털 타임스> 2008. 

7. 3. 자 보도)을 고려할 때 방송발전기금과 문광부의 진흥기금 일부를 병합한

다면 보다 큰 규모의 방송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수신료 금액의 인상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그와 워드(Tongue & Ward, 



2004)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이 상업방송들로 하여금 보다 공영적인 편성을 하

도록 유인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의 주요 공영방송사들에

게 충분한 수신료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공영방송사 측에서도 사회구성원이 납득할 만

한 수준의 책무성 강화장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했듯이 칙허장 

갱신을 앞두고 BBC가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내놓은 WOCC 

방식과 같이 공영방송사가 스스로 외부의 경쟁자와 경합하겠다는 정도의 신실

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KBS의 경우도 지난해 수신료 인상 시도가 좌절된 것은 

여러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효율적 재원 운용에 대한 대국

민 설득의 실패였다. 주어진 재원을 자족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

을 통한 품질 확대의 약속과 함께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막론하는 수준

의 약속이 필요하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기본적 출발점은 공적재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며 이는 거꾸로 공적재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해온 

공영방송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우려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 

측에서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을 반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

동을 충분히 해명하는 ‘답책성(answerability)으로서의 책무성’(McQuail, 2003)

을 확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회는 법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한 책무성, 즉 귀책성(liability)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방식의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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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testabl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ing system by which public monies for the provision 

of public interest broadcasting are distributed not to one or two 

public service broadcasters but to any applicant in open competition.

It traces, to this end, debates on the issue of fund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on the contestable basis and attempts to classify this 

funding syst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ntestable funding system into South Korea is 

examined.   

Arguments for fund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rough open 

competition are based on the notion that competition will improve 



both the competitiveness and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Contestants for the fund have to demonstrate their 

suitability to discharge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in question against 

rival potential suppliers. A similar approach in Western Europe has 

already become the norm for the distribution of public funds in fields 

other than broadcasting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electricity 

supply and health care. According to a policy report of UK 

Conservative Party, the contestable funding system is to provide not 

only a means of guaranteeing diversity of voice, but also a way of 

ensuring high creative standards. 

The authors divide this contestable funding system into five models: 

'Funding Producers for Program Making', 'Funding Broadcasters for 

Program Making', 'Funding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Operation', 

'Franchising Public Broadcasting Service', and 'Broadcaster's Program 

Commissioning'. First, 'Funding Producers for Program Making' is a 

competition model by which public fund is distributed through a 

government agency o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producers for 

each program making. Second, under 'Funding Broadcasters for 

Program Making' model, broadcasters receive public fund for their 

total cost for public interest program making. Third, 'Funding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Operation' is a model by which 

broadcasters receive public fund for their operation cost in addition to 

total cost for public interest program making. Fourth, under 

'Franchising Public Broadcasting Service' model, broadcasters would 

compete to run PSB channels. Fifth, 'Broadcaster's Program 

Commissioning' model would turn a public service broadcaster into a 

commissioner without any production, instead filling its broadcast 

schedule with programs made by independent producers.

Objectors to the use of contestable funding such as BBC have 

argued that it would not be an efficient or effective use of public 

funding, since it would both spread limited resources more thinly, and 



could increasingly substitute for other sources of investment. 

Nevertheless, it might be expected that competition for public funding 

will introduce a quality driver comparable to the pressure under this 

current 'battle-for-ratings' system. If a society would introduce this 

competition model of public funding for broadcasting, it should 

guarantee beforehand two preconditions: the one is the distribution 

body'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ressures and its capability of 

exercising adequate creative judgment and the other is to increase 

the volume of current PSB fund. 

Key Words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 funding public 

broadcasting, accountability of PS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