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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 방송의 모델은 태동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BBC 다. 물론 공 제도

가 있는 모든 나라는 원형인 BBC를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늦은 민주화에 

따른 후견주의와 수신료 재원의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나름의 특수한 근

거와 사정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BBC의 숱한 갈등을 딛고 얻어낸 정부(넓은 의

미로는 정치권력)와의 독립적 관계와 공 방송으로는 보기 드문 중적이면서 

차별성 높은 편성이다. 경 진이 모두 교체되었지만 자신의 성가는 높인 길리건-

허튼 스캔들이나 중적 장르를 차용했지만 오히려 장르의 평판을 바꾼 

<EastEnders>, 초미디어적 스토리텔링의 전형인 <Doctor Who>는 이의 사례다. 

BBC의 다수제 정치와의 분리 모델과 개인-엘리트주의에 기초한 전문직주의, 일

찍부터 경쟁을 시작해 중의 기호와 취향에 민감한 편성·프로그램은 충분히 

다르면서도 한국이 BBC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공허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다. 

K E Y W O R D S  공 방송　•　BBC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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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공 방송 논의에서 변함없이 ‘모델’의 위치를 차

지해 온 BBC의 근거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 글의 문제는 단적으

로 ‘한국에서 왜 BBC인가’이다. BBC는 1980년에 공 제도가 확립된 이

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방송에 한 인식이 생겨난 1950년  중반 이후 

한국의 방송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모델의 역할을 해 온 방송이다. 1987

년의 민주화 이후 방송사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좀 더 개혁적인 스타일

의 공 방송이 모색된 이후에는 유사한 위치에 있던 NHK를 제치고 독

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세부로 들어가 보면 BBC는 한국 같은 제3세계 

방송이 흉내 내기 어려운 방송이다. 주지하다시피 BBC는 공 방송이라

는 특유한 방송제도의 원형격인 방송이다. BBC 이후 이를 본 뜬 많은 유

럽과 연방의 아류 방송들이 생겨났고 공 방송 이념이 상당히 퇴색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세계의 유수 방송들이 모두 BBC를 벤치마킹하면서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그러하고 또 이들 이후에 탄생된 

후후발(late-late) 공 방송들이 그러하듯 BBC의 경지에 도달하거나 이

와 유사한 체제를 갖춘 방송은 거의 없다. 륙 유럽의 방송은 핼린과 만

치니(Hallin & Mancini, 2004)의 분류에 따르면 ‘민주적 코포라티즘’(중

북부유럽)이나 ‘극단화된 다원주의’(남부유럽)로 부를 수 있는 나름의 

다른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은 아니지만 국의 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연방 국가들도 유

사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런 유럽- 어권 국가 외의 

공 방송들, 예컨  일본이나 한국, 만 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방송은 그것이 어떤 제도를 택하든 그 나라나 사회의 특성을 그

로 빼닮았다. 시장과 이윤에 충실한 상업방송에 비해 정치나 사회적 특

성에 민감한 공 방송은 더욱 그러하다. BBC 역시 마찬가지다. 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나 가장 먼저 확립한 사회복지체제를 빼놓고는 결코 

BBC를 설명할 수 없다. BBC에 (재)허가를 내주는 칙허장 같은 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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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역시 국의 특수한 점이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하는 수신료제도, 정부가 임명하지만 자율성을 지키는 데 남다른 

제도적 절차들, 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무료 플랫폼, 차별성

과 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편성과 프로그램, 출신이나 

실력에서 국을 표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엘리트-전문직주의 

등 BBC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봐도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두드러

지는 얼개를 갖고 있다.

또 BBC는 강점만큼 약점 또한 상당한 체제다. BBC의 약점은 흔히 

공 방송의 중심 이념으로 간주되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비상업

주의적 편성에서 두루 발견된다. BBC는 보기에 따라 국의 지배적 자

유주의나 정부의 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국가의 목소리’인 적이 훨

씬 많으며, 편성이나 프로그램 역시 1950년 부터 경쟁에 처해 온 경

험 로 동종의 공 방송보다 더 중적이다. BBC의 엘리트주의 또한 

BBC 스스로도 인정한 바 로 오랫동안 BBC를 앵글로색슨·남자·중

(상)류층·런던 등의 각종 ‘중심주의’의 온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BBC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는 다른 

나라도 주목하는 보편적인 것과 한국 나름의 특수한 것이 있을 것 같다.1 

보편적인 것으로는 1980년  이후 방송계에 불어 닥친 탈규제의 바람에 

한 BBC의 성공적인 응을 꼽을 수 있다. 이 바람의 진원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뉴미디어의 연속된 개발과 도입에 따라 자원 희소성

이 극복되고 경쟁이 진작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논리를 앞세워 

기존의 공적 제도에 악 향을 끼친 신자유주의체제가 등장한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공 방송에 큰 멍에가 되었지만, BBC는 프리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다채널화를 성공시킴으로

1 먼저 자명한 것이 있다. 양질적 측면 모두에서 공 방송의 원형으로 BBC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아마도 가장 클 것이다. 또 언어 같은 접근성 문제 역시 실질적 측면에서는 ‘왜 BBC인

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제외하고도 ‘이유가 더 있다’는 게 필자

가 이 글을 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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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탈규제를 벗어났고, 처정부라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와의 갈

등 또한 기존의 BBC에 큰 변화나 손상 없이 훌륭하게 소화해 냈다. 독일

의 두 공 방송 또한 BBC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탈규제에 

잘 응했지만, 독일 체제는 따로 ‘질서 자유주의’로 불릴 만큼 상 적으

로 신자유주의에 노골적이지 않아서 공 방송 역시 그렇게 큰 향을 받

지는 않았다. 

특히 1980년  후반 민주화 이후에 허울뿐인 공 이념이 재확립되

는 과정에서 BBC가 주목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와의 관계 때문이

다. 즉 BBC는 지난 연 동안 정부와 여러 차례 갈등했으며, 때로는 순

응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자신의 독립성을 증명했다. 

이 과정은 하나의 사회적 논쟁·국민적 이슈가 되어 정부 또한 이 결과

에 구속되게 만들었다. 이런 경험은 다른 나라의 공 방송들에서는 좀

처럼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과 한국의 정

치체제의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부각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다수제

(majoritarianism)’다. 국이나 한국은 륙 유럽의 다당·합의제민주

주의와는 다르게 (주로)양당제 하에서 승리를 거둔 당이 내각 전체를 차

지해 공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향을 행사하는 

다수제체제다. 또 독일같이 지역별로 권한이 분산되는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중 체제다. 상 적으로 정부가 많은 권력을 가진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BBC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서기 쉬웠고, 여기에서 발생한 

갈등의 역사가 BBC를 한국형 공 방송의 모델로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BBC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이 방송에 참여하는 륙 유

럽의 코포라티즘과 달리 개인-엘리트주의에 기반한 내부의 전문직주의

가 정부와의 갈등을 푸는 데 협상의 창구이자 신뢰의 기반으로 기능한

다. 이 역시 시민사회의 조직이 약하고 방송 내부의 노동조합이 강한 한

국사회에서는 BBC를 더 가깝게 보이게 하는 요소다. 이런 갈등의 결정

판은 2003년에 있었던 길리건-허튼 사건이었다.2 이 사건에서 BBC는 

경 위원장과 사장이 모두 물러나고 경 위원회가 트러스트로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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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보았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BBC의 손을 들

어줌으로써 오히려 BBC의 국민적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민

주화 이후 정부와의 후견주의적 고리를 끊지 못해 공 방송을 제 로 확

립시키지 못한 한국의 공 방송에게는 상당한 교훈이 되었고, BBC의 

여러 속성들, 예컨  엘리트-전문직주의, 공정성(불편부당성)의 강령 등

을 더욱 긴 히 주목하게 만들었다. 

둘째는 편성과 프로그램에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교차되었기 때

문일 것이다. BBC는 일찍이 상업방송이 도입됨으로써 1950년 부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방송이다. 아무리 재원은 경쟁이 없어 ‘안락’

했다고 해도 다른 공 방송과 달리 중의 기호나 취향에 민감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또 언어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상업방송의 향도 깊게 받

았다. BBC가 변화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 역시 2차 전 당시 미군과의 

관계 다. 1940년 의 ‘군 프로그램(Forces Programme)’은 노동계급

과 지방 억양, 코미디, 중적 음악, 미국의 프로그램 등을 BBC에 도입

시켰기 때문이다(Scannell & Cardiff, 1991). 이러한 BBC 던 만큼 

1980년 의 탈규제와 경쟁을 상 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동력 역

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BBC는 공 방송이었지만 중들에게 매우 인

기가 높았던 것이다. 물론 BBC는 같은 장르라도 상업방송과는 다르게 

접근했고 같이 인기가 있더라도 나름의 차별성은 유지하 다(McKinsey 

& Company, 1999). 그러나 중성이라는 외형에서 볼 때, BBC는 태생

에서부터 상업성을 필연적 속성으로 지니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한국의 공

방송에 상당한 친 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BBC의 프로그램은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한국의 공 방송으로 볼 때 

BBC는 자신의 장점을 돌아보게 하면서도 차별성도 일깨워주는 모델이 

2 사실 어렵기는 처정부 시절도 마찬가지 다. 사장(Alasdair Milne)이 경 위원회의 불신

을 받아 그만두는 초유의 일이 있었고 1990년의 법으로 25%의 독립프로덕션 쿼터가 생기는 등  

보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향이 있었기 때문이다(Curran & Seaton, 2010). 그러나 아무래도 

‘짧은 시간의 충격’으로 볼 때는 길리건-허튼 사건이 더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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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공 방송에서 왜 BBC인가’에 답하기 위해 이런 

정치와 편성의 공통점에 착안한다. 이의 논리는 “연구하는 현상에서 둘 

이상의 사례가 오직 하나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례

에서 동일한 이 사건이 주어진 현상이 원인이 되는” 일치법(김용학, 

1990, 30쪽)에 가깝다. 다수제체제와 정치-분리의 모델, 엘리트-전문직

주의, 그리고 중적 편성이라는 큰 공통성을 전제하고, 그 안에서 세부

적 차이점을 살핌으로써 왜 BBC가 한국에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는

가를 밝혀보려 하는 것이다. 물론 엄격한 비교연구가 아닌 만큼 한국 사

례도 같이 분석하지는 않고 BBC에만 초점을 맞춘다.

글의 순서로는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BBC의 핵심적 얼개로서 다

수제체제와 정치-방송의 분리, 전문직주의적 강령과 개인-엘리트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다수제라는 큰 공통점과 

내부의 이런 실행적 차이점이 한국의 공 방송이 BBC를 계속된 본보기

로 삼고자 한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길리건-허튼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점 역시 초유의 반정부시위인 2008년 촛불집회의 

계기가 된 MBC의 광우병보도(<PD수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

고 다음에는 편성과 프로그램인데, 이 역시 중성이라는 큰 공통점을 

먼저 상정하고 정보·지식과 오락 사이의 균형, 같은 오락장르 내에서

의 차별성의 추구, 오락에 한 적극적 사고 등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BBC 모델과 한국: ‘왜 BBC인가’

1) 정치적 독립성

(1) 다수제와 ‘분리’, 엘리트주의

체로 승자가 권력을 독식하는 다수주의·양당제 나라에서는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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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 방송을 찾아보기 어렵다. 핼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04)가 분류한 미디어체제의 유형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 방송 군(群)

은 내각제·연방제 등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다수제·양당제가 아닌 합

의제·다당제인 민주적 코포라티즘에서 주로 나타난다. 내각제이지만 

다수제·중앙(런던)체제라 권력이 집중되는 국은 사실 권력과의 관

계로만 볼 때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그만큼 다수제 권력의 경우에는 공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지켜지기 어렵고, 이를 반 하듯이 BBC와 

국 정부 사이에는 여러 차례 갈등이 빚어졌다.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차이를 집약시켜 놓은 <표 1>

을 보면, 다수제에서는 실행 기구인 내각에 힘이 집중되고 여야가 분명

하게 구분되어 제로섬의 파워게임이 펼쳐지는 양당제이며, 정당은 이데

올로기적으로 정체성이 약하고 권력성향은 강한 포괄정당이다. 또 한 

표라도 많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종다수제를 채택하고 그런 점에서 반

로 공 방송은 내적 다원주의를 더욱 필요로 하지만 다수제-권력에 의

해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아 ‘정부 지배’의 형태가 되기 쉽다. 

BBC가 합의제를 가진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를 방송 안으

로 끌어들일 수 없었던 것도 이 정치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만약 켈리

(Kelly, 1983)가 분류한 세 가지 유형 중 ‘정치 내 방송(politics-in- 

broadcasting system)’을 국이 했다면, BBC 역시도 다수제 정치권력

에 려 도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BBC는 이 문제를 정치로부터 

자신을 분리(insulation)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는데(Curran, 1996), 

이는 BBC에 불만을 품은 정치인에게는 때로 단순 ‘거리 두기’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정치의 거부’나 ‘정치에 한 존중의 결여’로까지 

보이기도 했다(Curran & Seaton, 2010). 그래서 BBC는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송 스스로는 결코 특정한 주장이나 논평을 하지 않는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의 이념·편집 강령과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직주의 곧, ‘엘리트주의’로 해결하고자 했다.

엘리트주의는 사실 BBC의 독립적 위상의 성격, 특히 BBC의 정치

적 능력의 원천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다.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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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이기는 정당에 권력이 집중 권력 분산(공유)

내각(행정부) 지배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리

양당제 다당제

포괄적(catch-all) 정당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 경쟁)

이데올로기적 정당
(권력 분점을 위해 경쟁)

상대적 다수제(종다수제) 비례대표제

정부와 야당 간의 분명한 분리 경쟁 정당 간의 중재와 협조

포괄적 미디어(내적 다원주의)

정파적 미디어(외적 다원주의)
예) 로티차치오네(이탈리아)

참조) 필라화(네덜란드) 
프로포르츠(독일)

정부 지배’형과 ‘분리-전문직’형 등의
두 가지 형태의 공영방송

‘방송 내 정치’ 형의 공영방송

출처: 핼린과 만시니(Hallin & Mancini, 2004, p. 51)의 <표 3.1>을 중심으로 첨가, 재정리.

표 1.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차이점

이 1960년 에 BBC의 내부를 관찰했던 번스(Burns, 1977)에 따르면 

“BBC의 문화에는 BBC의 스탠더드 어처럼 독특하지는 않지만 전문직 

중류계급의 가치나 규준, 신념으로 구성된 지적 분위기가 있다. 특히 옥

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받은 교육이 그러하다. 하층 계급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음악, 오락이 BBC에도 많이 편성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

는 방식, 곧 맥락이나 연출은 분명히 중상류 계층의 것이다”(p. 42). 물

론 이 때문에 BBC는 앵글로색슨·남자·중(상)류·런던 중심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웨일즈를 중심으로 BBC의 수신료 거부운동

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이 이후로 S4C가 생겼다)(Creeber, 

2004). 이런 문제가 다소 희석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수신료에 한 지불

의사가 여전히 기득권층인 백인·중상류층이 훨씬 높은 이유(DCMS, 

2006)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3 BBC의 논조가 체제에 다소 비판

적인 이유 역시 정치 성향이 좌파적(Aitken, 2007)이라기보다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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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주의적 출신 배경과 자유주의적인 태도, 다른 직업보다 언론직을 

택한 개혁적 신념 같은 것이 정치계나 기업계에 굴하지 않게 만들기 때

문이라고 보아야 한다(이준웅, 2008). 그런 면에서 BBC의 다원주의는 

시민사회의 ‘조직적 참여에 따른 다원주의’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전문성 

발휘에 따른 ‘개인주의적 다원주의’다. 개인-엘리트주의를 기초로 하는 

전문직주의는 지금의 독립적 BBC를 만든 인적·문화적 바탕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BBC가 매양 반정부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BBC가 가진 친 체제성은 한때 BBC를 정부의 한시성을 뛰어넘

는 진정한 ‘국가’ 기구로 간주되게 만들기도 했다(Sparks, 1986). 나중에 

살펴볼 길리건-허튼 스캔들에서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BBC가 보여준 

전쟁에 한 태도는 근소하나마 정부 편이었다(이준웅, 2008). BBC는 

스스로 엘리트 기 때문에 독립된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로 말미

암은 문제 역시 적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BBC를 거울 삼

아 바람직한 공 방송인의 상(像)을 만든다면, BBC의 단점이 고려된 

‘비판적·개혁적 성향을 띤 엘리트’, ‘자신의 계급적·지역적·인종적 

기반을 성찰할 수 있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으

로 좌파적 분위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

종의 준비 태세 자체가 기성 권력에 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전문직주의: 공정성의 강령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공 방송에서 공정성에 한 

주문은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외로 공 방송의 역사가 백년에 가

까워오는 지금 시점에서도 공정성의 문제를 후련하게 해결한 방송이나 나

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개념의 정의조차 합의된 것이 

3 2002년에 다이크 사장이 BBC문화를 바꾸어 창의성을 제고하는 ‘실현시키기(making it 

happen)’ 계획을 입안하면서 지적한 BBC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BBC가 젊은 시청자

에게 너무 어필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BBC가 인종적 소수자에게 약하다는 점, 셋째는 런던의 

중동부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Spindler & Van den Brul,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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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공정성(fairness), 불편부당성(impartiality), 비편파성(unbiased), 

중립성(neutrality), 객관성(objectivity), 균형성(balance) 등 유사 개념

이 많지만 엄 한 정의 하에 실행적 규범까지 정립한 곳은 찾아보기 어

렵다. 그나마 다양한 갈등의 경험이 많은 BBC가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 같은 나름의 규범을 기초로 ‘제작 강령(Editorial Guidelines; 

BBC, 2010)’을 확립해 놓고 있는 정도이지만 이 역시 충분한 수준은 아

니다.

1996년 BBC의 칙허장이 재부여될 때 협정서 속에 포함되어 처음

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이 강령의 특징은 ‘적절한(due)’에 있다. 이 

적절한은, 불편부당성이 콘텐츠의 주제와 속성, 예상되는 시청자의 기

 그리고 그 기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 제시(signposting)를 고

려해 프로그램에 적합하고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핵심은 불편부당성이 단순한 중립성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고(detachment) 각 사안의 성격마다 적용

되는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BBC, 2010, 4.1 Introduction). 

심지어는 논쟁적 이슈라는 점을 충분히 밝히기만 하면 이슈의 특정한 측

면만을 보도하거나 하나의 견해가 표명되는 것도 허용한다(Controver- 

sial Subjects, 4.4.8). 

BBC는 이러한 강령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최근의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넷(Barnett, 2012)이 ‘급

진적’(radical impartiality)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붙여준 ‘시소게임에

서 왜건 바퀴의 휠로: 21세기에 불편부당성을 지키기(From Seesaw to 

Wagonwheel: Safeguarding Impartiality in the 21st Century)’ 보고서

다(BBC Trust, 2007). 이 보고서를 통해 BBC는 20세기가 두 개의 축만 

있는 시소게임이었다면 21세기는 여러 개의 휠이 부채 살처럼 달려 있

는 왜건의 바퀴처럼 가치가 다원화되었다는 인식 하에 탈레반이나 국

의 민족적 극우정당까지 미리 배제하지 않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가 다원화되면서 공 방송 특유의 자기모순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이를테면 앞서 나온 민주주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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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칙과 불편부당성은 모두 공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이지만, 그 사

이에는 원칙이 지니는 ‘제한’과 불편부당성이 포괄하는 ‘범위’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보도의 충실성, 곧 사건의 맥락이나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단

순해야 잘 본다’는 시장의 논리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면 더욱 상황은 어

려워질 것이다. 부분의 경우, “불편부당성의 반 는 부분적인(partial) 

보도로, 말하자면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보

도”(BBC; Ciaglia, 2013b, p. 420에서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이나 ‘급진적’ 같은 불편부당성의 수식어가 지

니는 의미는 심 하다 할 수 있다. 이 수식어는 자칫 개념의 경직된·일

면적 적용이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다시 말해 공 방송의 불편부당성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자·

제작자들이 ‘공유된 가정’에 한 ‘격렬한 내적 토론’을 거쳐야 얻어질 수 

있는 어려운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단성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방어적이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위

반이 생기면 즉시 이를 정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증거’나 

‘출처’, ‘폭넓은 관점’ 등의 지켜야 할 형식적 단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의 결과가 ‘진부함(insipid)’이나 ‘중간적 입장’, ‘평범함’, ‘무딤’으로 나타

나서는 안 된다(BBC Trust, 2007). 크게 볼 때, 이런 자세는 한 편으로는 

불편부당성을 얻기 위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부당

성만이 아닌 방송 자세 전반을 가르치는 것처럼 포괄적이어서 어느 특정

한 하나의 문제에 한 해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불편부당성 자

체가 그런 메타개념이기도 한 때문이다. 

사실 공정성은 자주 논란이 되지만 매양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는 부분 방송의 비판 상이 권력, 곧 정부나 유력 

정당일 경우일 때다. 그럴 때, 공정성은 불편부당성이나 균형성과 다르

지 않다. 같은 중미디어이지만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신문에서는 

이런 문제는 잘 제기되지 않는다. 물론 신문 역시 독(과)점의 조건이 되

면 경우가 다르다. 방송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정성이 요구된 1차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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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원의 희소성 탓에 아무나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

계, 곧 방송을 ‘이념의 자유로운 시장’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희소성이 거의 사라진 지금에 이르러서도 공정성-불편부당

성은 일정한 특혜(수신료)를 받는 공 방송에서는 여전히 필요하고, 여

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Barnett, 2012). 정치권력이 다수제

적이어서 일정한 전횡의 가능성이 있는 곳, 또는 합리적·법적 권위의 

문화적 토양이 약해 정부가 배후의 특정 세력에 ‘포획’되어 있는 후견주

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Hallin & Papathanassopoulos, 

2001; Hallin & Mancini Eds., 2012).

공정성의 강령이 가진 특징은 이를 나름 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 BBC에 있다는 점이다. 경륜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자·제작자들이 

공유된 가정을 갖고 격렬하게 토론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란 이를 말한

다. BBC는 국식 자유주의라는 느슨하지만 경계 있는 틀 내에서는 적

어도 공정성을 주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와 분리를 뒷받침

하는 전문직주의와 이를 실효 있게 만드는 엘리트주의는 이렇게 공 방

송-BBC의 은연중의 틀이 되었다.4 물론 이는 처정부 이래 상당히 약

화되었다. 그러나 BBC가 구성원 곧 ‘사람’에 의한 행위의 틀에 의존한다

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이는 다음에 살펴볼 ‘길리건-허튼’ 사건에서

도 마찬가지 다. 

(3) BBC와 정부의 갈등: ‘길리건-허튼 사건’의 결산

지난 2003년 BBC와 블레어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길리건-허튼’ 

사건은 당시 BBC의 경 위원회 위원장과 사장이 동반 퇴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표적 공 방송과 표적 민주정체의 립이라는 점에

4 물론 이를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커런(Curran, 1996)의 지적 로 ‘자유주의 코포라티즘’

이라는 나름의 물적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정부와의 갈등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엘리트-전문직의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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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여러 ‘탐구 재료’를 남겼다. 이에 해서

는 이미 많은 연구들(Barnett, 2005a; Rogers, ed., 2004; Wring, 2005; 

이준웅, 2008)이 나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공 방송이 정부와의 관

계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한 체제적 문제에 해 집

중해 이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2003년에 BBC의 길

리건 기자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라크의 량 살상무기에 한 정부 문건

이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해 정부는 BBC의 보도가 

‘근거가 없다’는 항변을 했고, 그 논쟁 과정에서 사건을 제보한 켈리 박사

가 자살해 버림으로써 이 사건은 쉽게 무마될 수 없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했다. 이에 정부는 허튼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고, 허튼위원회가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BBC의 경 진은 퇴진당해야 했다. 외견상으

로는 BBC가 근거 없는 보도를 하는 실수를 범했고 잘못이 드러나자 책

임을 진 것이다. 

그간 수에즈운하, 북아일랜드 문제, 포클랜드 전쟁 등의 위기 때마

다 여러 차례 국익과 갈등하면서 나름의 성가를 쌓아 왔던 BBC로 볼 때, 

이 사건의 결론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바넷

(Barnett, 2005a)이 내리는 다음의 ‘확실한(no question)’ 결론은 허튼

의 것과 사뭇 다르고 모든 공방이 끝난 다음에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하

는 것이라 확인할 만한 가치가 크다. 첫째, 우선 길리건 기자를 비롯한 

BBC의 언론인들이 엄청나게 공적 중요성을 갖는 기사거리를 발견한 것

은 틀림없다. 주지하는 바 로 량살상무기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

으며 이의 소재 여부는 블레어 정부뿐만 아니라 서방 정부 전체의  중

동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요컨  이 정보는 무슨 수를 쓰던 

사실로만 확인된다면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자살한 켈리 박사의 지위가 믿을 만한 정보원이었다는 점 또

한 분명하다. 이는 길리건 기자 외에 BBC의 다른 기자들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서로 교차해서 (같은) 정보원을 서로 확인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으로 이 비극을 낳은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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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정부 문건의 작성에 깊이 개입한 책임 있는 전문가임에는 틀림없

었다. 

셋째, 정부 담당자와의 토론 이후에 이 문건이 수정된 것 또한 맞

다. 그것이 길리건 기자가 말한 ‘윤색되었다(sexed up)’는 표현에 어울

릴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처음의 문건이 외부의 손길

에 의해 바뀐 점은 분명하다. 

이런 세 가지만 놓고 보아도 ‘정부의 승리, BBC의 패배’라는 외형

과는 다른 게 많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

자가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엄청난 기사거리를 얻었지만 이 근거를 

증빙하는 자료는 허술했으며 첫 보도 또한 틀리지는 않았지만 다소의 논

란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썼고 정부의 반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BC

의 응(특히, 경 위원회)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정부와 방송의 관계를 보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좀 더 심 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에 임하는 국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즉 이 정부(노동당 블레

어 정부)는 전문적인 스핀닥터들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미디어와 여론을 

관리해 온 ‘PR국가’5적 성격을 지녔다. 노동당이었던 블레어정부는 처 

정부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이

런 PR국가적 성격도 같이 이어받았다. 국의 전통적 자유주의체제의 

일부임에 틀림없는 BBC가 이미 그 범주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정부

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10년 넘게 집권했던 처 

정부의 박해 하에서도 해답을 내지 못했다(Curran & Seaton, 2010). 당

시 블레어 정부는 반  여론이 상당했던 이라크전쟁을 막 치르고 민감하

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BBC로부터 치명적인 비판이 제기

되자 작정한양 강경하게 응했다. 

5 PR국가의 용어는 링(Wring, 2005)의 것이다. 전반적인 정치에서의 변화경향은 만치니와 스

완슨(Mancini & Swanson, 199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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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정부가 예외적이냐 아니면 보편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체로 정당의 형태가 이념을 주축으로 하는 ‘ 중 정당’에서 이슈가 중

심이 되는 ‘포괄 정당(catch-all party)’으로 바뀌고 정당 내 커뮤니케이

션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체되는 1980년  이후의 정부가 되면 크던 

작던 이런 PR국가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부는 이슈 관리나 

여론조사 등을 통치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므로 미디어의 동향에 매우 민

감하다. 또 그만큼 미디어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빌미는 

‘공정하지 못한’ 또는 ‘편파적인’ 보도가 된다. 정부의 이런 적 적·전문

적인 감시는 방송에 상당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다. 이 점은 BBC에 한 

정부의 공격이 미래에는 지금처럼 파열음을 동반하는 사후 결이 아니

라 사전적(a priori)적이고 간접적이며 더욱 치 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진다. 이미 BBC에서 이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처정부 이후에 

BBC에서 성행하게 된 ‘신중한 자기보호’는 결국 기만적 자기 규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Curran & Seaton, 2010; 정준희, 

2004).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또한 앞으로 BBC와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의 

처 능력을 다소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다. 

둘째, 길리건-허튼 사건에서는 자주 뒷전으로 리는 ‘정확한 사실’

의 측면으로 결국 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보면 길리건 기자의 보도 태도는 처음부터 옳았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이 공방에서 보도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BBC에 매우 적 적이었던 허튼 위원회는 오로지 BBC의 정부 비판에 

근거가 있는가에만 주목했다. 물론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오로

지 그것이었지만, 이 위원회는 정부의 보고서 수정조차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양자의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다. 당시 길리건 기자는 이 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새벽 라디오프로그램인 <Today>에서 진행자

와 출연자(기자) 사이의 ‘생방송 주고받기(live two-way)’에서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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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길리건 기자는 여기에서만 정부의 개입을 다소 강한 표현으

로 비판했다. 다른 곳에서는 훨씬 조심스러웠다. 이는 기자의 공식적인 

뉴스 리포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뉴스 쇼 특유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실수로 인해 BBC는 위원장과 사장이 

퇴진하는 큰 책임을 졌다. 이 점은 정부와 방송의 갈등이 적어도 어느 수

준에서는 상 방의 실수를 기다리는 일종의 ‘길들이기’나 파워게임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이는 공 방송의 이념이 그저 규

범의 수준에서 강령 같은 것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즉 공 방송의 공정성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셋째, 이 사건 이후 BBC의 위원장과 사장이 물러났지만, 일반 국민

이 BBC를 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BBC 지지가 올라갔

다는 점6도 미래의 공 방송의 위상과 관련해 중시되어야 하는 측면이

다(Barnett, 2005b). 전통적으로 국의 신문들은 BBC에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이 건에 해서만큼은 BBC에 동정적인 논조를 보 다. 또 이

후의 BBC의  정부보도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사건 직후 약

간의 조심이 보 지만 빠르게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Barnett, 2005a). 

BBC의 편집 강령이나 불만처리 규정은 더 합리화·강화됨으로써 국민

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

금 같은 초 경쟁상황에도 BBC의 신뢰도는 크게 향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이번 경우에도 BBC의 경 위원장과 사장 인사의 문제점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

년 의 처 시절부터 두드러진 정부의 압력은 이런 상층부의 인사에서 

노골화되었고, 측근 인사가 횡행했다. 노동당 정부 또한 큰 반성 없이 이

를 이어받았다(Curran & Seaton, 2010). 물론 이 인사들이 결코 후견주

의로 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국 자유주의의 공적 권위는 여전히 강고

6 한 연구(Barnett, 2005b)에 따르면 BBC의 신뢰도는 정부에 비해 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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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 자체를 좋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길리건-허튼 사건에서도 이 점이 역으로 작용해 사태를 키웠다. 앞서 언

급한 로 데이비스위원장과 다이크사장은 블레어와 개인적 친분이 있

었다. 정부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경력을 의식, 오

히려 BBC가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

발했다. 특히 데이비스가 보여준 신중성이 결여된 반응은 규제기관의 

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태도 다(Barnett, 2005a). BBC의 ‘실수’는 결

과적으로 이들의 이전 경력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

약 앞서 첫째 부분에서 본 로 PR국가적 성격이 현  정부에 기본적인 

것이라면 이런 엽관적 성격의 임명 관행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를 의

식한 블레어 정부 역시 다음 인사는 상당히 신경 써서 정치적 의도를 배

제하 다(정준희, 2004). BBC가 가진 개인주의적 엘리트성, 인적 자산

의 정치력, 정치와의 분리체제는 이런 갈등에서 드러난 바 로 국의 

시민사회 전체를 변하는 데는 약점이 있지만, 정부(정당)에 포섭되지 

않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것이다(Curran, 1996; Humphreys, 1996; 

Potschka, 2012).  

2) 대중적 편성 

(1) 대중성과 차별성

통념적 공 방송에 중성이란 계몽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마

치 선거권이 그런 것처럼 공 으로 독점된 방송의 시청은 국민에게 의무

이자 권리 고, ‘공익/규제’는 방송이 숙명처럼 안고 다녀야 하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이런 시절의 공 방송에 시청점유율이란 따로는 아무런 의

미를 가질 수 없었다. 편성 역시 그랬다. 처음에는 그저 시청자의 생활시

간 만 맞추면 되었다(Van den Bulck, 2009). 그러나 탈규제의 바람이 

불고 경쟁자가 생겨나면서 이 상황은 급변했다. 공 방송의 중성은 

점점 떨어져갔으며 이전의 행태를 유지하려 하는 방송일수록 이 정도는 

더욱 심했다. 가장 모범적으로 공 방송을 운 한다고 평가받는 BB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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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예로 봐도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Potschka, 2012). BBC1이 

1990년에 차지하는 시청점유율이 37%이었던 데 비해 2010년이 되면 

16%가 줄어 21%가 되었다. BBC와 함께 ‘안락함’을 누리던 상업방송인 

ITV는 더 많이 줄어 44%에서 17%가 되었다. 

공 방송이 마주한 또 다른 고민은 젊은 층에게 외면됨으로써 ‘노인 

방송’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BBC는 그래도 사정이 다소 낫다(Yoshiko 

& Ritsu, 2008). 그러나 이런 BBC조차도 젊은 시청자들(16∼34세)의 시

청률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21.9%에서 16.6%로 감소했다. 이들

은 BBC가 ‘낡은 스타일’이고, ‘반성적’이며, ‘늦고’, ‘집단적’이라고 비판한

다(Fanthome, 2008). 이처럼 떨어진 공 방송의 지위는 또 다른 차원에

서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단순히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 방

송의 중추적 임무라 할 수 있는 국가적 보편성이나 사회적 응집·통합 기

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일정 시청량이 동반되지 않

으면 제 로 징수하기 어려운 수신료라는 매우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도 

겹친다. 이런 문제는 고고하게 품질만 강조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공

방송에 ‘위기’나 ‘개혁’이 마치 하나의 켤레처럼 붙어 다니는 이유도 바

로 이러한 중의 외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 방송이 중의 호응을 얻으면서도 자신의 임무

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될 것이다. 

컨설팅회사인 맥켄지(McKinsey & Company, 1999)가 세계 유수의 공

방송들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BBC를 비롯해 독일과 스웨덴 등의 몇 

나라들의 방송이 이런 나름의 이상형에 가깝다. 체로 이들 공 방송

은 사실적(뉴스나 다큐멘터리)·문화적·어린이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방송의 ‘건전성’이 상업방송보다 훨씬 

높고,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시청점유율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업방

송과 등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BBC가 과거 독점 시절의 화를 잃

어버리기는 했어도 나름 로 선발주자로서 편성을 주도하며 경쟁 상

인 상업방송에도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규제적 차원에서 흔히 거론되는 장르 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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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량이 BBC가 특히 다르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BBC의 편성을 보면, 뉴스가 가장 높은 29%, 다음으로 팩추얼(factual) 

프로그램이 22%이고, 드라마·솝오페라가 13%, 코미디· 화가 12%, 

스포츠가 11%이며, 어린이가 가장 낮은 8% 정도를 차지한다(Ofcom, 

2009). 이러한 편성은 팩추얼 프로그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만 제외

하면 체로 유지되는 BBC의 2000년  편성의 ‘정체성’이다. 전통적인 

교양/오락의 기준으로 보면 약 5 : 5 정도의 비중이 된다. 팩추얼 프로그

램 중에서도 오락성이나 중성이 짙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공 방송의 모범이라는 평판과 다른 의외의 비중이

다. 만약 이런 편성량이나 시청자반응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판이 근

거 있는 것이라면,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교양을 더 많이 편성하거나 교

육적 효과나 질만을 앞세워 중성을 외면하는 것이 공 방송의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BBC의 성가는 교양 일변도가 아니라 교양과 

오락의 균형, 오락성의 교양성, 곧 장르 내 차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다.7

사실 BBC는 일찍이 1950년 부터 경쟁을 시작해 유럽의 공 방송 

중에서는 예외적인 존재에 가깝다. 탈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의 한 통계

에 따르면, 1985년 편성에서 BBC는 시사를 포함한 뉴스가 38%, 다큐멘

터리 5%이며, 오락물과 드라마시리즈가 44%, 화가 7%, 스포츠가 5% 

등으로 이때에도 4.5 : 5.5 정도로 오락이 많았다. 독일의 ZDF와 비교하

면 뉴스와 드라마는 많지만 다큐는 적다. 당시 미국의 상업방송들도 뉴

스와 드라마를 주로 편성했는데 BBC는 이런 미국방송과 ZDF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Blumler, Brynin, & Nossiter, 1986). 국의 미디어

역사를 보는 유력한 시각 중의 하나인 포퓰리즘(Curran, 2002)은 BBC

7 그것이 공 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불특정 다수인 중을 상 하는 방송에서 중성의 문

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BBC가 유례없는 정부의 압력(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중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Curran & Seaton, 2010; 

Goodw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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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경쟁에 처해 공 방송이 차별성과 점유율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비

용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용과 시청률과 품질은 꼭 비례하

지는 않지만 체로 같이 간다. 그러므로 공 방송이라면 제작비가 많

이 들고 시청률이 높은(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가장 주력해

야 하는 것이다. 공 방송의 존재로 인해 방송판 전체의 질이 높아지는 

‘동반 상승효과(multiplier effect)’(Oliver, 2005)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발생한다. 최근에도 BBC는 어린이채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제작비를 투자해 질을 높 고 이에 따라 미국의 상업방송인 닉클로

디언 역시 국용에서는 단가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Born, 2004). 고

품질의 웰메이드 드라마, 제작비가 높지만 성과도 좋은 역사드라마, 다

년간의 작업 끝에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나 심층 탐사프로그램 등은 시

청자의 눈높이를 키워 이런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최

고가 되기 때문에 BBC는 스스로 공 방송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

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작비가 많이 들면서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 상

업방송이라면 극도로 꺼리는 경우이고 공 방송으로서도 부담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많은 제작비’는 때로 ‘높은 품질’이나 ‘반드시 필요한’

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은 방임된 시장에서는 잘 만들

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이지만 전형적인 사례를 들면, 국의 

ITV가 1963년부터 방송하던 탐사저널리즘 프로그램인 <World in 

Action>을 들 수 있다. 상업방송이면서도 공공적 프로그램이 많아 ‘공적 

서비스’ 방송으로 분류되는 ITV 역시 제작비 압력 때문에 1998년 이 프

로그램을 중단했다(Goddard, Corner, & Richardson, 2007). 규제기구

인 오프콤이 분류한 프로그램 중 높은 기회비용과 적은 이익이 발생해 

2000년  들어 상업방송이 가장 꺼리는 프로그램은 지역뉴스나 지역프

로그램이다(Ofcom, 2004).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지만 규범적인, 그

래서 어쩌면 진부한 이런 프로그램은 중성 면에서는 지속적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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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이다. 공 방송이 탈규제와 경쟁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도 바로 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중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공 방송으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예컨  BBC는 수신료가 동

결되어 전반적으로 긴축경 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탐사프로에는 

오히려 제작비를 늘렸다(박성우, 2012). 지역프로그램에서도 BBC의 기

여는 높아져 2005년 이후에는 전체 편성량이 ITV를 추월했다(Potschka, 

2012).

이와 달리 지금까지는 공 방송이 상 적으로 소홀히 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개발한 역도 있다. 인포테인먼트나 리얼리티쇼, 다큐솝

(docusoap), 드라메디(dramedy) 등 같은 다양한 복합 장르물은 수용

자의 욕구와 나름의 형식적 혁신을 조화시킨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앞서 본 팩추얼에 속한다. 전통적 장르의 하락과 이런 새로운 유형의 상

적 부상은 공 방송의 규범적 편성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를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공 방송의 ‘제3의 길’(Steemers, 2001)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제3의 길에는 현  공 방송이라면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양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높은 제작비(또는 양질)와 낮은 중성 사

이, 전통적 장르의 외면과 중 장르의 부각 사이, 새로운 경쟁상과 구래

의 임무 사이의 괴리다. 이는 일종의 ‘적극적 절충’, ‘혼합 모델’의 지향으

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장르는 가능한 폭넓게 활용하면서 그 내부에

서 다양성을 도모하고, 기존 장르에서는 혁신으로 중에 어필하는 것

이다. 이는 달라진 변화상에 소극적 ‘빼기’보다는 적극적인 ‘더하기’로 

응하는 안이다. 그런 면에서 중성과 차별성의 동시적 추구와 조화라

는 어려움을 극복해낸 BBC는 적절한 벤치마킹의 상이 아닐 수 없다.

(2) 장르 내 차이: 오락장르의 정치성과 포용성

일찍이 BBC의 초  총국장인 존 리스(J. Reith)가 공 방송의 기능으로 

정보, 교육, 오락 등의 삼분론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공 방송에서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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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요악’이거나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교양을 접근시키기 

위한 일종의 ‘미끼’나 ‘도구’에 가까웠다. 맥켄지(McKinsey & Company, 

1999) 역시 수신료-공 방송의 높은 시청점유율이 이렇게 오락프로그

램이 ‘기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미국과 유럽( 국, 덴마크, 

핀란드)의 4개국을 조사해 미디어체제와 정치적 지식의 관계를 알아본 

커런 등(Curran,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공 방송이 있는 나라의 시청

자들이 더 많은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지식의 습득은 오락프

로그램을 열심히 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inadvertently)’ 이루어졌

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공 방송은 자신의 특장인 정보·지식프

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오락프로그램 때문에 선택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BBC는 오락프로그램에 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

를 갖고 있다. 앞서 본 로 편성량에서도 그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서도 그러하다. 이는 또 다른 모범적인 공 방송 중의 하나인 NHK와의 

시청자 반응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조사(Yoshiko & Ritsu, 2010)

에 따르면 전통적인 장르인 뉴스나 사실(factual), 다큐멘터리에 한 각

각의 시청자들의 반응은 뉴스에서 NHK 80%, BBC 70%의 시청반응으

로 양 방송이 비슷하다. 그러나 드라마나 코미디·퀴즈쇼·토크쇼 같은 

오락 장르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코미디·퀴즈쇼 등에서는 

18%(NHK), 71%(BBC), 드라마에서는 29%(NHK), 65%(BBC)를 보인

다. 이 점은 방송에 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정

확성, 불편부당성, 유익성, 지식성 같은 저널리즘적 가치에서 양 방송은 

거의 비슷한 반면, 즐거움이나 오락에서는 47%와 82%의 조를 보인

다. 공 방송이 상업방송의 안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만약 친숙성이나 경쟁력이라면, NHK는 정확하게 반 정도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반 로 오락성이 타기되어야 한다면 BBC는 그

런 임무를 배반하는 셈이 된다. 

오락에 한 경계심은 오락 자체에 한 것도 크지만 오락 때문에 

필요한 정보·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기회비용’의 문제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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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작용한다. 그러나 만약 이 점이 이처럼 반 , 곧 오락 때문에 필요

한 정보나 지식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오락프로그램에 한 평가는 적어

도 반(半)은 달라져야 한다. 물론 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더 큰 문

제는 칸트식의 이성 우위의 감성 무시론이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중

문화 비판론, 그리고 이의 이면에 깔린 1930년  중사회론 특유의 비

관론적 가부장주의가 가져오는 오락 ‘혐오론’ 또는 저질론이다. 물론 공

방송을 태생케 한 이유가 이런 인식과 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사

실이다(Collins, 1998; Palokangas, 2007). 그러나 이런 근 주의가 가

져오는 한계 또한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 점에서 BBC는 이런 한계를 일찍부터 극복한 표적인 방송이

다. BBC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BBC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초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공 방송에서는 주변부 범주에 

속했던 ‘오락’(포퓰리즘)과 ‘여성’(페미니즘)의 동반 상승이다(Curran, 

2002).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BBC의 솝오페라 효시인 <Front Line 

Family>다. 원래 이 솝오페라는 국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2차 전

에 미국과 캐나다의 참전을 독려할 목적으로 만든 북미용이었다. 이 솝

오페라 이전의 BBC는 여성을 특정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체적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여성용 프로그램 역시 따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

았다. 그도 그럴 것이 BBC의 목표는 ‘국가를 원 맨(one man)처럼 만들

기’(초  사장이었던 J. Reith의 말; Scannell & Cardiff, 1991, p. 10에

서 재인용) 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국가를 사람에 비유해 BBC가 국가의 

유기체적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여성의 취향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의 의미도 들어 있다. 이런 BBC의 젠더적 인식은 방송을 시작

하면서 ‘수용자’로서 여성을 중시해 그에 맞는 장르, 예를 들어 주부용 낮 

시간  솝오페라도 따로 개발했던 미국과 조되는 측면이다. <Front 

Line Family>가 여성- 중에게 인기를 모으고 BBC 또한 이들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국의 방송문화도 실질적인 수용자 중심으로 달라지기 시

작했다(Hilmes, 2006). 

그러나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다. 상업방송인 ITV의 <Cor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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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가 1960년에 시작된 반면 이와 유사한 BBC의 <EastEnders>는 그

보다 25년이 지난 1985년에 만들어질 정도 다. 국 노동계급의 일상과 

런던 이스트엔드의 지역성이 주제인 이 드라마는 미국의 원조와는 상당

히 다른 ‘사회적’ 솝오페라로 지금도 시청률 탑 텐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배경은 공 방송이 가진 모순적 위치와 

이를 해결하는 BBC 나름의 현명한 처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간 솝오페라가 간간히 만들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BBC 내에서

는 ‘저질적 여성장르’에 한 거부감이 컸다(Gledhill, 1997). 그런 BBC

에게 1980년  초반은 상당한 시련기 다. 채널4의 신설로 시청률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중성이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정권과도 갈등해 수

신료 인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또 당시 BBC의 편성에는 9시 뉴스 

이전의 저녁시간 에 지주 역할을 해줄 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편성

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EastEnders>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2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만들어졌다(McNicholas, 

2004). 반응은 성공이어서 <EastEnders>는 ‘진정한 평범함’을 변하

면서 상류층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정준희, 2003). 

2001년부터는 편성에서도 주 4회 방송이 늘어났다. 국의 수용자들은 

이 솝오페라에서 현실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에 해 저항하며, 한 때 

헤게모니적 위치에 있었던 사회민주주의에 한 진한 노스탤지어를 느

꼈다(Lamuedra & O’Donnell, 2013). 이렇게 <EastEnders>는 솝오페

라에 한 기존의 통념까지 바꾸었고, 이런 프로그램에 해 여성의 지위

나 프로그램의 질에 한 시비가 더 이상 있을 리 없었다(Geraghty, 

1991). BBC의 <Front Line Family>와 <EastEnders> 등의 솝오페라들

은 적절한 아이디어와 혁신만 있다면 공 방송의 임무와 오락성이 결코 

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BBC는 지금 같은 초경쟁의 시 에 추세로 정착된 공 방송의 차

별화는 장르의 선택보다는 그 장르 내에서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장르 간 차별화 역시 자율적이든 규제에서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선택의 시 ’에 들어섰고, 중성과 차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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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he Greed of Man>

(상업방송 TVB, 연속극)

<Below the Lion Rock>

(공영방송 RTHK, 단막극) 

기조(schema)

피드백

미학

자원동원
장르 선호경향

상업주의
논쟁 피하기

호소력의 극대화
시청률

대중 시청자
모호함(ambiguous)

상업적
공식화됨, 제한됨

연속극(serial)
제한됨, 중앙 집중화됨

창조적 장소

비상업주의
사회적 중요성
보완적 편성

비판적 리뷰/시청률
엘리트 시청자

모호함
비상업적, 엘리트

유연함, 제한되지 않음
단막극

유연함, 분권화됨
창조적 장소

출처: Ma(1995, p. 52).

표 2.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드라마의 차이(RTHK/TVB)

공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따져 보면 과거에도 오

락 장르는 적지 않았다. 또 그런 측면에서 장르 내 차별화 방식 또한 엄

존했다. 같은 장르라도 공 방송과 상업방송이 달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릭 마(Ma, 1995)는 과거의 공 방송과 상업방송의 드

라마의 차이를 <표 2>와 같이 도식화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해당 방송인 

홍콩의 RTHK, TVB를을 떠나 어느 정도는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이다.8 

개 상업방송은 상 적으로 중적 성과(시청률)와 비용 효율성을 강

조해 드라마에서도 논쟁을 피하면서 중적 호소력을 극 화한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는 투여하는 자원에 제한이 있고 집중된 방식으로 제작

되며 체로 그 사회에 존재하는 주류의 사고에 무비판적이다. 이에 비

해 공 방송의 드라마는 주제나 소재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업

방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도하고 시청률 못지않게 엘리트들의 비판

적 리뷰도 중시한다. 상 적으로 완성도가 중요하므로 자원은 가능한 

제한하지 않고 제작방식에서도 유연성이나 다양성이 강조된다. 체제의 

8 홍콩의 공 방송 역시 BB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동떨어진 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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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나 주류의 생각에 ‘협상적(negotiatory)’ 태도를 취하므로 때로 비

판적이다. 물론 창조성이 중요하고 모호함9의 미학이 추구되는 것은 양

자가 비슷하다.

중 시청자와 엘리트 시청자, 연속극과 단막극으로 구분된 선호 

장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 2>의 차이는 다소는 구시 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요성(주제)이나 비판적 태도(사회

관), 유연함(장르 간 혼합이나 변용), 다양함(소재), 분권화(제작방식) 

등 공 방송이 상업방송과 필수적인 차별성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덕목들을 잘 열거하고 있다. 물론 이를 추구하는 방식이 과거의 스타일

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시리얼이나 솝오페라 같은 중적 연

속 포맷이나 비용 효율과 관계있는 집중화, 아웃소싱이나 ‘초미디어적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10 등 같은 제작방식 변화 등을 두

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솝오페라의 혁신인 <EastEnders>가 다소 옛

날 예라면 SF인 <Doctor Who>는 최근의 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Doctor Who>는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무

려 26년간이나 계속된 BBC의 표적인 SF드라마로 2005년에 다시 본

방송으로 제작되었다. 방송이 되지 않은 기간에도 <Doctor Who>는 팬

덤(팬픽)을 통해 각종 잡지나 책, 웹사이트 등에서 다양하게 내용이 윤

색되었고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01년에 BBC(BBCi)

가 첫 번째 웹캐스트 드라마로 <Doctor Who>를 선택했고, 이것이 인

기를 모으면서 연이어 두 개가 더 만들어졌다가 마침내 2005년에 ‘주류 

9 이 미학적 ‘모호함’에 해서는 원문에 따로 설명이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통속적이지 않고 

도식적이지 않은 고급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따르면 아마도 이 글의 

필자(Ma, 1995)가 텔레비전을 다양성의 매체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물론 상 적으로 상업

방송의 그것이 공 방송에 비해 더 ‘도식화’되어 있어 모호함이 작다. 

10 젠킨스(Jenkins, 2006)가 ‘미디어 융합에 맞춰 등장한 새로운 미학’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용자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여러 미디어와 채널들을 이용해 스토리 조각들

을 추적하는, ‘사냥꾼’이나 ‘수집가’다. 이는 좀 더 풍부한 엔터테인먼트의 경험을 낳는 참여적 

과정이다.



31

버전’의 방송으로 옮겨졌다. 아마도 팬에 의해 소유된 최초의 프로그램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드라마는 특히 초미디어적 스토리텔링의 표

적인 예로 꼽힌다(Perryman, 2008; 정준희, 2007). <Doctor Who>는 

BBC 자신이 주도했다기보다 기존의 팬덤을 이용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Spooks>처럼 본격적인 멀티 플랫폼·상호작용적 참여 드라마의 선구

가 되었다.

정치를 다룬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다. 가상의 정치인이 등장해 스

토리를 이끌고 가는 국의 ‘정치텔레비전 픽션’은 지난 몇 십년간 꾸준

하게 제작되어 왔는데, 이의 특징은 할리우드의 그것과 비교해 정치의 

세계를 코미디, 스릴러, 드라마 등의 다양한 장르로 매우 리얼하게 그리

는데 있다. 성공적이며 도덕적이고 외모 또한 매력적인 할리우드식 캐

릭터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여성 등장인물이 그러하다. 이 픽

션이 그리는 정치의 세계는 암울하고 비관적이다. 미국의 시리즈가 정치

에 희망을 불어넣는다면 국의 그것은 그 반 다. 이 픽션은 수용자에게 

정치현실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Van Zoonen & 

Wring, 2012). 앞서 말한 모호함의 미학은 이런 정치관과 서로 맥이 닿

아 있다. 

3. 결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공 방송은 오랫동안 BBC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왔다.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실천에서도 BBC는 늘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한국방송

을 이끌어왔다. 이 이유는 물론 BBC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유수의 방

송이기 때문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의 

교차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공통점까지 없었다면 모델로서의 BBC는 

다소 공허했을 것이다. 

흔히 웨스터민스터 모델로 불리는 국의 다수제 의원내각제는 공

방송에 그렇게 우호적인 조건이 아니다. BBC가 정부와 방송이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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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가지 극적인 사례들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은 한 편으로

는 BBC가 그만큼 웅적으로 투쟁했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만큼 BBC가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일찍부터 경쟁을 시작했고 같은 언어권인 관계로 미국의 

상업방송의 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BBC가 갖추게 된 중성 역

시 한국방송과 공통된 지점이었다. 많은 공 방송이 독점의 안일과 문

화적 계몽을 이유로 ‘유익한지는 모르나 재미는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도 BBC는 품질과 인기를 겸비해 뭇 공 방송들의 부러움을 

샀다. 물론 BBC가 상업적이고 시장을 해친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있었

던 오래된 것이다.

다수제 아래에서 BBC는 정치와 분리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 했다. 이런 분리로 인해 때로 BBC는 한 쪽으로부터는 정치를 거부하

거나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고 또 다른 한 쪽으로부터는 정부보

다도 오히려 더 체제의 수호에 민감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지만(Blumler, 

1992), 국민들은 이런 BBC를 꾸준히 지지했다. 그러나 현  국가가 여

론의 동향에 매우 민감한 이른바 PR 국가가 되면서 BBC에 쏟아진 압력

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  이후 불기 시작한 탈규제의 바람은 

BBC를 심각한 정치화의 장으로 내몰았다. 인사, 재원, 조직 등 BBC의 

모든 측면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특히 제도가 허술했던 상층부 인사에서

는 편향적 정치화가 더욱 심했다. 그러나 BBC에는 저널리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적 자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직-엘리트주의가 있

었다. 이 글이 집중적으로 살펴본 길리건-허튼 사건에서도 이런 BBC의 

자산이 결국은 기회가 되었다. 만약 이런 BBC를 닮고자 한다면 지금부

터라도 인선에서 명분과 실리가 함께 하는 절차를 확립시키고, 사람에 

한 투자를 하면서 전문직주의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

이다. 

편성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같은 장르를 다루더라도 상업방송

과는 다르게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했다. BBC의 편성은 공 방

송의 모범으로 보기에는 오락장르가 많고 시청(점유)율에도 민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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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의 특장은 어떤 장르에 한 집중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균형과 차

별화에 있었던 것이다. 전형적인 여성장르이면서 한때는 저질 프로그램

의 명사 던 솝오페라라도 BBC가 만들면 달랐다. <EastEnders>는 

BBC가 어려웠을 때 기획한 것이지만 장르 자체의 평가를 달리하게 만

들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Doctor Who>나 <Spooks> 같은 SF장르

에서도 BBC는 혁신을 이루었다.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주제, 체제를 정

당화하지 않는 협상적 사회관이나 정치관, 장르 간 혼합이나 변용에서

의 유연함과 과감한 실험성, 소재의 다양함, 분권화된 제작방식 등은 공

방송을 상업방송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요소들이다. 만약 이런 BBC

를 닮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작진에게 많은 자율과 시간, 비용을 투

자하고 이들의 비판성과 실험성을 권장하면 된다. 

한국의 공 방송은 최근 들어 많은 어려움에 접해 있다. 민주화의 

역사가 4반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와의 후견주의적 관계가 

여전하고, 이의 여파로 수신료가 정체되어 재원이나 편성에서 상업주의

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어떤 미로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방송 자신보다 정치가 져야 하는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

하게 든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공 방송에 더 많은 주문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하다. 결국 이런 곤경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은 더 많은 소통과 허심탄회한 화, 거리낌 없는 토론, 정확하고 편향 

없는 정보 등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는 결국 공 방송과 공 방

송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BBC인가’에 한 답은 공 방송

이 제로섬게임의 정치보다 정치 병행성 속의 신문보다 시장과 이윤논리 

속의 상업방송보다 반(半) 보라도 앞설 수 있다는 기  때문이라고 보아

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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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e BBC Mod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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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BC has been the exemplar model in the history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Korea. This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pursuing  the 

specific reasons and situations why Korea has leaned toward the BBC 

model, this paper refers to two aspects. One is the politically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more broadly political power) 

which is attained after severe conflicts with political power. The other is 

both the popular and the distinctive programming which seems to be rare 

for the public broadcasting in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in Korea, it is 

argued,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immature individualistic elitism 

has been confronted with majority political system and programming has 

been very sensitive about popular taste because of heavy dependence on 

advertisement  since  introduction of  television. These  two aspects are 

considered both the congeneric and contrasting thread between the BBC 

and  the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that  has  made 

constant efforts to model after the former.

K E Y W O R D S  Public service broadcasting　•　BBC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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