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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告

2018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결과

KBS이사회는 방송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의 방송과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영평

가단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2018년도에는

- 총수입 1조 4,758억 원을 달성했고

- 총비용 1조 5,079억 원을 집행해

- 당기순손실 32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말 KBS의 재산현황은

- 자산 1조 2,320억 원

- 부채 5,572억 원 

- 자본 6,748억 원으로 

- 2017년 말에 비해 자산은 890억 원,

부채는 482억 원, 

자본은 40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 2018년 KBS는 사장과 집행부를 교체했고, 조직과 제작 현장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와 1인방송의 확산에 따라 시청률과 점유율의 저하 문제에도 직면했습

니다. 이에 KBS는 보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방

송 부문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보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과제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보도에 관한 각종 

평가에서 이전에 비해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직의 변화와 신선한 시사프로

그램의 신설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회자와 출연진, 방송 내용에서 공영방송의 

품격과 책임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콘텐츠 경쟁력 제고’라는 목

표는 절반의 성취에 그쳤다고 평가합니다. 한 해를 대표할 만한 콘텐츠의 부재도 아

쉬웠습니다. 젊은 시청자에게 소구하는 참신하고 실험적인 드라마와 예능･오락 프로

그램의 기획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 KBS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급변하

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KBS만의 콘텐츠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 확

보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KBS 

구성원은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공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야 할 것입니다.

-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전문채널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KBS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UHD 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

다. 그러나 UHD 방송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는 고품질 UHD 콘

텐츠 제작으로 매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UHD 모바일 방송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방송에 접목하고 특수효과와 후반작업 등의 방송기술도 미래를 선도할 수 있

도록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 KBS이사회는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경영의 독립

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사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가 있으므로 KBS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합니다.

- 오늘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나라와 기업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

고 보호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런 변화

를 받아들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KBS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을 분권과 자율이 보장될 수 있

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KBS는 2018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내실화 추구’로 정

해 수시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무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대비 601

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으나, 585억 원의 사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용절감

이라는 소극적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

장기 재정계획과 함께 콘텐츠 수입 증대 등 단기적 방안도 필요합니다.

- 지나친 긴축 기조는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동결된 수신료의 현

실화는 물론, 자본금의 증자와 콘텐츠 판매 활성화로 재정을 확충하고, 자본투자를 확

대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이사회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경영평가 보고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국가기간방

송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단은

- 외부 전문가로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원장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옥 前 KBS 부사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장원택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내부 평가위원으로

김영헌 KBS 감사 등 모두 일곱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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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주체 및 목적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는 각 분야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방송법 49조 제1항 제6호, 방송법시행령 제33조 및 KBS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

거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KBS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그 목적은 

KBS의 설립 목적인 ｢공정하고 건전한 문화의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그리고 

KBS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이 보고서는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한 경영평가단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나, KBS 지배구조나 국회 구성, 사법부 판결에 대한 평가 등 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단은 이사회가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외부전문가 6명

▪ 방송 부문 :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원장)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기술･뉴미디어 부문 : 이종옥 (前 KBS 부사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 고 서
2015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 고 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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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계 부문 :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장원택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내부위원 1명

▪ 김영헌 (KBS 감사)

나. 평가기간

 2019년 1월 ∼ 5월

3.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

평가항목은 방송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명시된 아래 7개 항목을 KBS의 업무와 연관하여 

방송 부문, 기술･뉴미디어 부문, 경영･회계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연계 설정하였으며, 부문별 

세부평가항목은 이사회에서 작성한 �KBS 경영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경영평가단 운영

회의에서 협의, 확정했다.

가. 법정 7개 항목

①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③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 제도의 평가

④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⑤ 연구 개발사업의 평가

⑥ 시설투자의 평가

⑦ 기타 KBS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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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

1) 방송 부문

◦ 서언 : KBS의 2018년을 돌아보며

◦ 경영 목표

◦ 편성 부문

◦ 외부 기관의 KBS 평가 결과

◦ 보도･시사 부문

◦ 제작 부문

◦ 국가기간방송 부문

◦ 라디오/뉴미디어 부문

◦ 시청자/청취자 부문

◦ 방송심의 부문

◦ 대표 공영방송 KBS의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 KBS 발전을 위한 제언 : 위기와 혁신

2) 기술･뉴미디어 부문

◦ 경영목표 설정

◦ 스마트 플랫폼 강화

◦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 디지털 워크플로우 고도화

◦ 콘텐츠 제작기술 역량 강화

◦ 보편적 지상파 서비스 안정화

◦ 정보시스템 부문

◦ 미래 방송기술 연구개발

◦ 종합평가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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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회계 부문

◦ 경영개념과 경영플랫폼의 평가방법

◦ 경영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목표와 성과

◦ 조직관리

◦ 성과관리

◦ 역량관리

◦ 인사관리

◦ 경영플랫폼 운영을 위한 리더십과 그 조직적 역동성

◦ 예산편성과 운용

◦ 재무 및 회계

◦ KBS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언

4.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은 이사회에서 작성한 �KBS 경영평가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하여 2018 사업연

도 계획에 대한 실적의 수준, 전년도에 대비한 실적의 성장 정도, 그리고 일반화된 경영원리 

등을 적용하여 선정하였고, 부문별 중점사업에 대하여는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KBS가 

제출한 2018 사업연도 추진 실적 자료와 부서장 면담 등을 위주로 하여 점검하였으며, 지역총

국 및 지역국 방문과 방송 제작 현장 실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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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일정 및 과정

 2019. 1. 16.(수) ▪ 경영평가위원 위촉, 경영평가 관련 설명회

- 본사 제작시설 방문

        1. 28.(월)~29.(화) ▪ 경영평가단 지역방송국 현장 방문

- 춘천방송총국, 강릉방송국

        2. 13.(수) ▪ 경영평가단 부서장 면담 (방송 부문)

        2. 14.(목) ▪ 경영평가단 부서장 면담 (방송 부문)

        2. 18.(월) ▪ 경영평가단 부서장 면담 (기술/뉴미디어 부문)

        2. 20.(수) ▪ 경영평가단 부서장 면담 (경영/회계 부문)

        2. 21.(목) ▪ 경영평가단 부서장 면담 (경영/회계, 기술/뉴미디어 부문)

        3. 1∼4주차 ▪ 경영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4. 2주차 ▪ 경영평가보고서 초안 관련부서 피드백

        4. 3∼4주차 ▪ 경영평가보고서 초안 피드백 반영 등 수정보완

        4. 22.(월) ▪ 경영평가단 이사진 면담

        4. 30.(화) ▪ 경영평가단 부문별 조율 회의

        4. 30.(화) ▪ 경영평가단 (임원 면담)

        5. 1∼4주차 ▪ 경영평가보고서(안) 및 社告방송문(안) 완성, 이사회 제출

        5. 29.(수) ▪ 경영평가 결과 이사회 심의･의결

        5. 31.(금) ▪ 경영평가 결과 자체방송 실시 (1TV, 1R)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Korean Broadcasting System

02
경영개황

1. 2018년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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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경영개황

1. 2018년 경영목표 : 

 경영목표 핵심사업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 고 서
2018

중장기 정책방향 핵심사업 및 성과지표

3대 전략 9대 과제 핵심사업 (13개) 성과지표

1

세계를

열광

시키는

콘텐츠

[1]

보도 

공정성

강화

➊ 뉴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

조사기관별 신뢰도 조사 1위 달성

타사대비 시청률 1위

KBS뉴스 홈페이지 일평균PV 90만 달성

[2]

콘텐츠 

경쟁력

제고

➋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시청률 1위

➌ 킬러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 PIE-TV 성공 킬러콘텐츠 23개 이상 제작

➍ 라디오 채널 점유청취율 제고 점유청취율 1.1%p 증대

[3]

한류 확산 

주도

➎ KBS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

뮤직뱅크 월드투어 공연 실시

KBS World SNS 구독자 1,200만명 달성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2개 이상 참여

2

TV를

넘어선

플랫폼

[4]

스마트 

플랫폼

강화

➏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제고 푹(pooq) 유료가입자 100만명 달성

[5]

지상파 

플랫폼 

재도약

➐ 지상파 서비스 운용 효율화
제작인프라 보유･운용 기준 수립

중계소 효율화 추진

[6]

UHDTV

방송 선도

➑ UHD 방송 기반 강화 의무편성 비율 및 권역별 추진일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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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정책방향 핵심사업 및 성과지표

3대 전략 9대 과제 핵심사업 (13개) 성과지표

3

직무/

고객/

시장

중심의 

경영

[7]

시청자로

부터

신뢰 회복

➒ 수신료 현실화 및 수신료 관련 법제 

개선 추진
경영진평가 (업무 추진 실적)

➓ 재난방송의 질적 강화
재난방송 관련 인프라 개선 및 교육･훈련 

실시

[8]

인사/

조직

구조 변화

11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콘텐츠 중심조직 

지향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경력, 수시채용 확대

[9]

경영 

효율화

12  수익구조 다변화 및 수입 목표 달성 목표 달성

13  경영관리시스템 정착 경영진평가 (업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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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 본 사 |

(2018.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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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2018. 12. 31. 기준)

3. 인원현황

(2018. 12. 31.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여성) 대 비

집

행

기

관

사 장 1 1

감 사 1 1

부 사 장 2 1 △1

본 부 장 8 6 △2

집행기관 계 12 9 △3

직

원

일 반 직 5,516 4,508 (945) △1,008

촉 탁 직 32 19 (5) △13

직원 계 5,548 4,527 (950) △1,021

합 계 5,560 4,536 (95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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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현황

가. TV 방송현황

공영방송 KBS는 2개의 TV 채널과 1개의 위성방송 채널을 운영하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제1TV (한국인의 중심 채널)

한국을 대표하는 기간 채널로서 보도, 시사정보, 교양, 다큐,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

한다. 공정, 정확, 신속한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론형

성에 힘쓴다. 아울러 최고 품질의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방송문화를 선도하고 문화강국의 위상

을 드높인다. 모든 시청자에게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성’을 편성철학으로 삼아 공영방

송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사회통합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한다. 재난상황 시 신속･정확한 보도와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TV (젊은 글로벌 채널)

세련된 감각의 젊고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프

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가족문화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

보 프로그램, 건강한 웃음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 완성도 높은 고품격 드라마를 통해 채널 경

쟁력을 강화하고, 한류 및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채널의 위상을 확립한다.

 KBS World TV (국제위성방송)

국제위성을 이용해 드라마와 예능 등 KBS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한다. 경쟁력 

있는 지상파 콘텐츠와 SNS를 양대 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한류의 중심 채널로서 자

리매김하였다.

- 편성시간 : 24시간

- 사용언어 :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말레이시아어 자막 방송(일부)

- 채널편성 : 종합 편성 (KBS 1,2TV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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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디오 방송현황

KBS는 7개 라디오 채널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품격 높은 교양 프로그

램과 대중성을 살린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시사 교양 채널)

‘한국인의 중심채널 1라디오’로서 시사교양 채널의 주요 책무인 가치 있는 정보와 뉴스, 전

문가에 의해 정선된 교양 콘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강화

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

편 스마트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년 대상, 음악 채널)

청취자들이 선호하는 편안한 대중음악 중심의 종합채널을 지향한다. 다양한 콘서트와 이벤트를 

개최해 청취자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 / 사회적 약자 / 다문화 가정 대상 채널)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소외계층을 위한 국내 유일의 지상파 복지･정보 채널로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청취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

적 약자를 위한 여론 조성과 의제 설정 등 공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클래식 / 국악 전문 채널)

국내 유일의 서양 고전음악과 국악 전문 채널인 1FM은 클래식 애호층 확산에 더욱 주력해 

누구나 쉽게 클래식 음악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무

료 음악회를 개최해 청취자와 소통함과 동시에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유망 음악인을 발굴하는 등 클래식 음악 중심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0대 이하 대상, 음악 / 예능 채널)

최고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KBS 대표 라디오 음악예능 채널로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된 콘텐츠를 활성화해 젊은 청취층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건전한 대중문화의 보급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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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대중음악과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전문 / 한민족 중심 채널)

북한 주민과 북방동포를 포함한 75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

취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한 정세와 북방 및 재외동포와 관련된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및 해외를 아우르는 평화통일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방송)

국제친선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유일한 다국어 국제방송 전문 채널로서 국

제방송계에서의 경쟁력 확보,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류의 지속적 확산 등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역별･언어별로 특화된 매체를 통해 신

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해외 청취 

층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다. DMB 방송현황

세계 최초의 지상파 이동방송 <U KBS>는 모바일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송매체로 1TV와 2TV의 고품질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MB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스마트 기능을 결합하고 채널별로 수용

자 확대를 고려한 편성방향을 차별화해 스마트 멀티플랫폼 시대를 선도하고 이동 멀티미디어 

시청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유 케이비에스 스타)

KBS 1TV에 기반을 둔 한국인의 이동방송 중심 채널로서 KBS 1TV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이동방송 시장에까지 확대하여 KBS DMB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유 케이비에스 하트)

KBS 2TV에 기반을 둔 가족 문화 채널로서 KBS의 우수 콘텐츠를 젊은 감각과 모바일 환경

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재가공하여 KBS DMB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이동

방송 시장의 형성 및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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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케이비에스 뮤직)

음악 전문 채널로서 디지털 방송에 특화된 내용의 신규 프로그램 제작과 기존 지상파 아날

로그 음악 라디오의 재전송을 교차 편성하여 향후 FM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유 케이비에스 클로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개인 매체인 DMB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데이터 채

널로서 실시간 교통･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TPEG 서비스를 실시하여 운전자와 여행자에게 편

익을 제공하고 있다.

라. 매체별 방송시간

(2018. 1. 1. ∼ 12. 31.)

구 분 방송시간 (1일 평균)

T

V

제 1 T V 23시간 20분

제 2 T V 21시간

라

디

오

제 1 라디오 24시간

제 2 라디오 22시간

제 3 라디오(사랑의 소리방송) 21시간

제 1 F M 24시간

제 2 F M 24시간

한민족방송
20시간

(제1방송 기준)

KBS World Radio
65시간 39분

(27개 주파수 합산)

D

M

B

U-KBS 스타★(V) 23시간 20분

U-KBS 하트♥(V) 21시간 28분

U-KBS 뮤직♬(A) 24시간

U-KBS 클로버♣(D) 24시간



▶
경
영
개
황

제2편

19 

Korean Broadcasting System

마. 매체별 편성비율

(2018. 1. 1. ~ 12. 31.)

 지상파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계(주간)

TV
제1TV 29.2 57.1 13.7  9,805분

제2TV 8.4 42.5 49.1  8,820분

Radio

제1라디오 45 50.6 4.3 10,080분

제2라디오 0.7 63.4 35.8  9,240분

제3라디오 12.9 73.3 13.7  8,820분

 FM음악방송

구 분 국악(%) 서양(%) 가요(%) 팝(%) 계(주간)

제1FM (고전음악) 8.3 91.7 - - 10,080분

제2FM (대중음악) - - 75 25 10,080분

 국책방송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계(주간)

한민족방송 12.2 57.7 30  8,400분

KBS World Radio 21.5 35.5 43 27,573분

* 한민족방송은 제1방송 기준

 DMB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계(주간)

U-KBS 스타★(V) 29.2 57.1 13.7 9,805분

U-KBS 하트♥(V) 7.0 44.4 48.6 9,020분

U-KBS 뮤직♬(A) 10,080분

U-KBS 클로버♣(D) 10,0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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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외주편성 비율

구 분 1TV 2TV 평 균

외주비율 29.6% 46.7% 38.2%

주시청시간대 외주비율 23.5% 52.3% 37.9%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비율 95.8% 98.4% 97.1%

5. 방송시설

가. 방송국 (2018. 12. 31. 기준)

 본사 : 1개소(경인센터 별도)

 지역 : 18개소(지역총국 9, 지역국 9)

나. 주요시설

 본사

구 분 시설수 시 설 개 요

TV 64
TV부조 15(스튜디오 21), 뉴스/중계부조 5(스튜디오 5), 종합편집실 17, 홀 1

주조정실 5(경인, UHD주조 포함), 음향시설 10, 기타 111)

라디오 43 스튜디오 29(녹음 28, 뉴스 1), R센터 10, 주조정실 1, 공개홀 1, 기타 22)

DMB  4 주조정실 1, 편집실 3

1) 기타 : 신관 CDR, IOR, 보도MCR, 본관 CAR, NPS 3(예능/교양, 드라마, 장기기획), MNC, 디지털뉴스룸(KDNS), 비디오아카이브(KDAS), 

위성지구국

2) 기타 : 라디오 CDR, 라디오 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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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 분 방송국 기간국 간이시설 계

방송국 19 - -  19

송출
TV/FM/DMB - 34 311 345

중･단파 - 28 -  28

합계 19 62 311 392

다. 매체 현황

 TV 2개 매체 : 1TV, 2TV

 위성 1개 매체 : KBS World TV

 RADIO 7개 매체 : 1R(표준FM), 2R(2R FM), 3R(3R FM), 1FM, 2FM,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DMB 4개 매체 : U-KBS [스타(V)･하트(V) / 뮤직(A) / 클로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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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무현황

가. 요약비교재무상태표

 제46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45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 원)

과 목 2018년 2017년
전년 대비 구성비율(%)

증감액 증감률(%) 2018년 2017년

Ⅰ. 유동자산 270,422 358,511 △88,089 -24.6% 21.9% 27.1%

  1. 당좌자산 264,601 352,796 △88,915 -25.0% 21.4% 26.7%

  2. 재고자산 5,821  5,715 106 1.9% 0.5% 0.4%

Ⅱ. 비유동자산 961,581 962,507 △926 -0.1% 78.1% 72.9%

  1. 투자자산 337,655 346,420 △8,765 -2.5% 27.4% 26.2%

  2. 유형자산 563,113 560,856 2,257 0.4% 45.7% 42.5%

  3. 무형자산 1,166  1,208 △42 -3.5% 0.1% 0.1%

  4. 기타비유동자산 59,647  54,023 5,624 10.4% 4.9% 4.1%

자산합계 1,232,003 1,321,018 △89,015 -6.7%

Ⅰ. 유동부채 143,312 193,818 △50,506 -26.1% 25.7% 32.0%

Ⅱ. 비유동부채 413,925 411,629 2,296 0.6% 74.3% 68.0%

부채합계 557,237  605,447 △48,210 -8.0%

Ⅰ. 자 본 금 206,192  206,192 - 0.0% 30.6% 28.8%

Ⅱ. 자본조정 △1,300  △1,300 - 0.0% -0.2% -0.2%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40  △6,053 △4,087 67.5% -1.5% -0.8%

Ⅳ. 이익잉여금 480,014  516,732 △36,718 -7.1% 71.1% 72.2%

자본합계 674,766  715,571 △40,805 -5.7%

부채와자본총계 1,232,003  1,321,018  △89,01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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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약비교손익계산서

 제46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5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 원)

과 목
2018년

(제46기)

2017년

(제45기)

전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Ⅰ. 매 출 액  1,435,150  1,432,598  2,552 0.18%

Ⅱ. 매출원가  1,270,275  1,179,270  91,005 7.72%

Ⅲ. 사업총이익  164,875  253,328  △88,453 -34.92%

Ⅳ. 판매비와 관리비  223,341  233,168  △9,827 -4.21%

Ⅴ. 사업이익  △58,466  20,160  △78,626 -390.01%

Ⅵ. 사업외수입  40,593  61,254  △20,661 -33.73%

Ⅶ. 사업외비용  14,238  15,896  △1,658 -10.43%

Ⅷ. 법인세전순이익 △32,111  65,518  △97,629 -149.01%

Ⅸ. 법인세비용  24  9,091  △9,067 -99.74%

Ⅹ. 당기순이익 △32,135  56,427  △88,562 -1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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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총평

제1장. 방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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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영･회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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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경영평가 총평

제1장╻방송 부문

가. KBS의 2018년을 돌아보며

1) KBS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교체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이며, 사회적으로 공영방송 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KBS)는 2018년 전임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신임 양승동 사장 체제로 지배구조(거버넌스) 전

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진 교체 및 사내 파업을 비롯한 조직 질서의 변화와 격랑의 파

고를 거쳤다. 아울러 국내 방송시장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1인 채널

(MCN) 신설이 본격화되고, 종합편성 채널과 IPTV등 유료방송의 방송시장 확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새 집행부의 탄생과 함께 KBS 조직과 체

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

던 전대미문의 방송시장 구조개편이라는 상황에도 도전하며 다중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2) 패러다임의 변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승동 사장 체제로 전환된 것은 공영방송 KBS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

미한다. KBS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사, 사장, 임원들이 교체되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비

교적 젊은 기자, PD 출신들이 전면에 부상함으로써 세대교체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된다. 아

울러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출연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 고 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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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승동 사장 체제의 과제

양승동 체제 출범과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첫째 정치적 병행주의(political parallelism)의 반복과 재연 문제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KBS 사장 및 이사 교체 등 안정적인 지배구조 교체 및 변화 문제는 방송정책상 검토해 보아

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둘째 KBS 조직 내부의 갈등과 안정화 문제이다. 시청자들의 눈에 비

쳐진 KBS의 이미지는 비유컨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승동 사장 출범과 함께 진행된 조직과 인사개편으로 전국언

론노동조합 KBS본부 출신들의 전면 부상하면서 비주류의 주류화와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프

로그램과 출연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개혁의 의미도 있지만, 정권교체와 사장 취임에 따른 지속적인 조직 내부 권력구조 및 인사개

편은 조직 성원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승진, 진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그

램 제작에 몰두하는 조직 문화보다는 정치적 지형에 민감한 조직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하는 장인정신보다는 이념적 성향에 투철한 

저널리스트의 투쟁정신이 우선시될 수도 있다.

4) 2018 경영평가의 의미

양승동 사장 체제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KBS는 좋은 방송’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변모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KBS의 존속 발전에 대한 확고한 경영 토대

를 구축해야 한다. 2018년 KBS 경영평가 보고서는 2018년 1년 동안 KBS의 궤적에 대한 팩

트 체킹(fact checking)이며 동시에 방송 민주화와 신방송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아울러 이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KBS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나. 경영 목표

1) 목표 설정의 타당성

KBS가 설정한 2018년 경영목표는 ‘변화를 통한 국민감동’이었다. KBS는 2016년에서 2018

년 중장기 계획을 설정했으며, 3대 전략과 9대 과제, 13개의 핵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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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는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라는 대 전략 하에 ‘보도 공정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한류 확산 주도’를 3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방송 부문 외의 대 전략으로는 ‘TV를 넘어

선 플랫폼’, ‘직무/고객/시장 중심의 경영’을 설정하였고, 이 아래에 6개의 과제와 8개의 핵심 

사업을 전개하였다.

2) 중점 과제 수행 평가

가) 과제 #1 보도 공정성 강화

‘뉴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 사업을 위해 설정한 목표 중 하나였던 ‘신뢰도 1위 달성’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때 잃었던 시청자들의 신뢰를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KBS 뉴스9>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이후 JTBC에 신뢰도 1위를 내주었다. 미디어미래

연구소가 언론학자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언론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

문조사 결과, KBS는 2016년과 2017년에는 신뢰성과 공정성 부문에서 모두 순위에 들지 못했

지만 2018년에는 신뢰성 부문에서 2위, 공정성 부문에서 4위를 기록하며 순위권에 재진입했

다. <미디어 어워즈> 2017년에는 순위에도 없었던 KBS가 2018년에는 2위로 재진입하는 등 

신뢰도를 회복해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다. KBS의 ‘불

신도’ 역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최근 2년간 특정 경쟁사 (JTBC)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KBS 보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던 2018년이었다.

나) 과제 #2 콘텐츠 경쟁력 제고

다양한 시도와 지속적인 노력은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2TV의 <황금빛 내 인생>이 거의 천만에 가

까운 평균 시청자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리긴 했으나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고, 

그나마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면 소위 킬러 콘텐츠라 불릴 드라마가 거의 없었다. 비드라마 부

문에서도 코코파이 지수 상위 100개 프로그램 가운데 56개를 차지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성공

적인 듯 보이지만 상위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노년층 고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정리하자면 ‘킬러 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라는 핵심 사

업은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공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고정적 시청자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었고 신선한 기획의 결과물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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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새 프로그램들이 다수 시작된 것은 고무

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자리를 잡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킬러 콘텐츠라 불리기 위해서는 판매량(시청률)도 높

아야겠지만 관심(화제성)도 높아야 한다. 23개의 고만고만한 장수 인기 프로그램들을 킬러 콘

텐츠로 지칭해서 자족하기보다는 서너 개의 진정한 킬러 콘텐츠를 새로이 기획하고 생산하고 

성공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 과제 #3 한류 확산 주도

세 번째 과제의 핵심 사업은 ‘KBS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였다. <뮤직뱅크 월드

투어>는 2011년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케이팝(K-POP)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

는 성공적인 공연을 펼쳐 글로벌 KBS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

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8년에도 두 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KBS World SNS 구독

자 수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5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류의 성장과 팽창이 구독자 수의 증

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KBS의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도 한 요인이었다. 동시에 급격하게 늘

어난 KBS World SNS 구독자들은 다시 한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 편성 부문

1) 방송 기본 방향 평가

가) 2018년 방송기본방향 총평

KBS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책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화, 정보화(인터넷, 모바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송매체의 차원을 넘어서서(beyond broadcasting) 이

른바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 전환해야 하는 사명을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패러다임 전환은 모바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

기 위해 멀티플랫폼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국 대표방송으로서 한국 문화와 콘텐츠

를 세계에 확산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TV 주 시

청층인 노년층뿐만 아니라 유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2018년 KBS 방송지표는 양승동 사장이 취임 이후 줄곧 제안해 왔던 ‘공영미디어’를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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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017년 연말에 발표된 방송지표를 2018년 

4월 새 사장 취임 이후 다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공

영미디어야말로 2018년 KBS가 지향해야 했던 방송의 포괄적 계획이자 실천적 지침이었다.

2018년 KBS의 경영목표와 방송지표는 ‘변화를 통한 감동’과 ‘희망과 감동, KBS와 함께 합

니다’였다. 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취임 후 ‘KBS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

고, 뉴스 신뢰도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등 세부 목표를 별도로 설

정했다.

이처럼 KBS는 ‘공영미디어’, ‘봉사와 헌신’, ‘방송을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등 뚜렷한 목

표지향적 방송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는 확실한 방송지표 제

시와 함께 전환기 공영방송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과 표어, 그리고 로고를 제시해야 

한다.

나) 2018년 방송기본방향 각론별 평가

KBS는 2018년 방송지표인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공정한 뉴스’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얻

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보와 뉴스의 홍수 시대,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곧 보도 프로그램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8년 KBS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심층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도 및 시사 프로

그램의 신뢰도를 높였다. 뉴스 외에도 고전적인 문제의식을 신선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의미 

있는 시사 분야의 기획들이 이루어졌다. 예능 및 교양 분야에서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장르

를 개발하고 시도하였다.

둘째,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공영방송으로서 소임’ 완수를 지향했다. <추적 60분>

과 <시사기획 창>은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잘못을 파헤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고, 신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올

바른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토론쇼 시민의회>도 신선한 기획이

었다.

셋째, 국가적 행사 및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의 충실한 중계 및 보도를 과제로 삼았는데, 

KBS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3대 스포츠 이벤트(평창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32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를 충실하게 보도하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방송했다. 다양한 형식의 선거방송을 

시도했고 개표방송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젊은 시청자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응

을 받은 것은 KBS 선거방송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스포츠 이벤트 보도는 공영방송의 소임 

완수를 위해 비인기 게임이나 종목의 방송에도 신경을 썼고, UHD 시대의 개막을 테스트할 

수도 있었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2018년은 북핵 위기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

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 해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한반

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놓고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간 이념 갈등도 불거졌다. KBS

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분석 및 전망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했다. KBS는 사회와 산업 전반

에 걸친 혁신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변화를 시청자에게 충실히 알리고자 했다. <명

견만리>는 과학 기술과 신사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선보여서 많은 시청자의 호응을 얻

었고 <KBS스페셜>, <월요기획>, <다큐 세상> 등에서 스마트 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신사

업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임업 등 전통적인 1차 산업의 변신과 발전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여섯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

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던 한 해였다. KBS는 사회 각계각층의 열망

과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권력층의 갑질 행태와 각종 채용 

비리와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

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려 했다. 새로운 접근과 감성으로 사회의 문제를 다룬 <거

리의 만찬>을 신설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일곱째,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노년층의 인지기능 

장애를 다룬 특별 기획들이 좋은 반향을 낳았고 교육 구조 재개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법

을 모색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신선한 육아와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이 기획

되었다. 2018년 KBS 기본방향에 충실한 기획들이었다.

여덟째는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였는데, 2018년은 초대형 재난사고는 없었던 해였지만 KBS

는 재난재해 주관방송사로서 기본 책무를 수행하였다. 태풍 솔릭과 콩레이가 한반도에 진입했

을 때 적절한 속보 및 특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재난방송 지연사례가 발생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 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질병, 화재, 미세

먼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보도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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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과제는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의 역할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민족 대화합이

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이슈가 부각된 한 해인 만큼 KBS는 시의성 있

는 보도와 기획 특집 등을 연달아 다루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뮤직뱅크 월드투어’ 프로젝트 

등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2018년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의 주관방송사 역할도 무리 없이 완수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방송기술과 콘텐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 K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 시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라디오 전용 앱 KBS Kong, 

KBS WORLD 등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확장을 진행한 한 해였다. UHD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증강현실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크로스미디어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도 했다. 미디어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2) 매체별 운영전략 평가

가) TV

KBS는 공영방송의 소임에 충실하되 상업방송과는 다른 고품격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별

로 차별화된 목표 시청층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전략 편성해 중장기적으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TV는 충성도 높은 고령층을 기반으로 하되 3059세대를 목표 시

청층으로 설정하여 시청층 저변을 확대하는 정체성 강화 전략을, 2TV는 2049세대를 목표 시

청층으로 설정하면서도 20대 이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 편성 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KBS의 주요 시청층은 점점 더 노화되고 있다. 시청자 평균 연령을 보면 1TV의 경우 

2014년 55세에서 2018년에는 오히려 58세로 높아졌고, 2049를 타깃으로 삼는다는 2TV의 

시청자 평균 연령도 드디어 50세가 넘었다. 수명의 연장과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으로 인해 

TV 시청자의 평균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게 보다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목표는 전혀 

이루지 못한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젊은 층이 외면한다면 KBS의 미래는 암담하다. 1TV 시청

자의 평균 연령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공영방송다운 품격과 미학을 지키되, 2TV는 

SBS나 JTBC를 경쟁 채널로 설정해 시청자 평균 연령을 더 낮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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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디오

2018년 KBS 라디오 7개 채널은 각각 차별적인 목표와 운영 전략을 세우고 시행했다. 1라

디오는 뉴스･시사 전문 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했는데 아쉽게도 수 년 전에 비해 점유청취율은 

다소 하락했다. 하지만 1TV와 마찬가지로 1라디오 정도는 청취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리고 품격 있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방송하면 청취자들 역시 천천히나마 돌아올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간판 음악･예능 채

널인 2FM 역시 청취율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014년 11.5 

~13.7%였던 점유청취율은 2018년 9.1~11.8%로 떨어졌다. 다행인 것은 2018년의 분기별 조

사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다는 점이다.

7개의 채널을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는 KBS 라디오는 경쟁 방송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공 

책무를 요구받고 있어서 경쟁력 면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적 정책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KBS라는 큰 틀에서 비전과 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라디오 제작 파트와 편성 조직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 밑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

는 게 바람직하지만, 라디오 센터와 별도로 ‘라디오 사업국’이 방송본부 산하에 소속됨으로써 

일관된 정책 및 운영에 한계를 보였다. 다행히 2018년 4월 새로운 사장 및 집행부 취임 이후

에는 조직체계의 문제를 공감하고 현실적 시정방안을 모색했다. 2019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라. 외부 기관의 KBS 평가 결과

1) 정량 평가

방송 시청률과 방송시장 점유율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시청률

과 시장점유율 하락추세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에 대한 적신호임은 분명하다. 또한 여론형

성 매체로서 뉴스 시청률의 하락 또한 언론매체의 역할과 기능 약화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락추세는 JTBC를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과 CJ(tvN) 등 민영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진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KBS 내부의 파업과 갈등, 우수한 인력의 유출 등 KBS 내부 경쟁

력 약화도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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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 평가

2018년 KBS는 2016, 2017년과 비교해 정성 평가에서는 순위가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보

여주고 있다. 우선 신뢰도 부문에서는 JTBC에 이어 2위를 확고히 회복했다. 다수의 언론 및 

평가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공정성, 유용성, 영향력, 즐겨보는 채널 평가 

순위도 상당히 회복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정성 평가라 할 수 있는 미디어 어워즈(교수 중심 

평가)와 한국기자협회 조사(언론인 중심 평가)에서 공히 순위권을 회복했다. 반면 JTBC는 실

제 뉴스 시청률과 방송시장 점유율(영향력)은 KB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신뢰도, 영향력, 

공정성, 유용성, 즐겨보는 채널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다.

3) 종합 평가

2018년 KBS는 채널 시청률, 뉴스 시청률, 영향력(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한국 대표방송 및 

언론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른바 정량평가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전체 채널 시청률, 뉴스 시청률, 영향력(시장점유율) 등 정량평가의 하락세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그 존재가 위축되고 있다. 반면 정성 평가 측면에서 

신뢰도 2위를 회복한 것과 공정성, 유용성, 영향력, 즐겨보는 채널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

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이다. 2018년 KBS는 정량평가에서는 하락세를, 정성 평가에서는 상승

세를 보여주었다.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량평가의 하락세의 원인으로 첫째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한 자체 경쟁력 약화, 둘째 JTBC를 비롯한 종편과 CJ 등 민영사업자의 부상, 셋째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넷째 우수 인력 유출과 경쟁사의 (손석희 

등) 스타 앵커/출연진 부상, 다섯째 모바일, 인터넷 등 멀티플랫폼으로 시청인구 분산, 여섯째 

유아,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TV 외면 현상, 일곱째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인 하락세보다 더 큰 고민은 장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BS 구성원들도 

장기전략 부재를 현 집행부에 대한 불만 사항(KBS본부 노보 223호. 2018년 10월 8일)으로 

지적하고 있다. 방송계에 불어오고 있는 광풍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KBS의 대혁신과 광폭 행

보가 요청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한 양승동 사장 체제는 작금의 위기를 돌파할 때에

만 현 집행부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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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도시사 부문

1) 보도시사의 정확성･신뢰성 평가

KBS는 보도시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정확성

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노력은 사실 여부의 확인에 있다. ‘가짜 뉴

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확립을 시도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쟁점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탓인 경우가 많다. 근거 없는 유

언비어가 SNS를 통해 퍼지거나 군소 뉴스 매체에 실려 비생산적인 논쟁을 가져오기도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KBS 뉴스는 모두 54회의 팩트 체크 기사를 생산했다. 언론학회와 언론정

보학회 등에서도 KBS 팩트 체크 기사에 대해 아이템 선정에 중립성을 기하고, 팩트 체크 기사

의 규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때로는 매우 진지한 가끔은 호

기심 넘치는 소소한 팩트 체크를 통해 KBS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한다.

그러나 취재･보도과정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중 하나는 정정보도에 대한 인색함이다. 

우리나라 언론 문화에서 기자가 정정보도를 하는 것을 패배나 수치로 받아들여 시정의 기회

를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잦은 문제가 있다. 보도과정에서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정확성을 제

고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쩌다 작은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 또한 일상에서 체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인은 피로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는 피로한 한국사회를 치유해 주는 생활

밀착형 여론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갈등사회를 통합시키는 용광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 거대담론만 존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일상들을 치유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치열한 경쟁구조는 공동체의 복원을 어렵게 하

고 있다. 공영방송은 대립되는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사회 통합 기

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을 수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다양성과 통합의 원리가 방송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며 

방송의 공익적 사명이자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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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시사의 심층성･전문성 평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도 늘 

해오던 계량 자료를 재활용한 기사를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 심층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숫자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 취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KBS의 ‘2012

년 여야 대선캠프 여론조작’ 시리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층 보도의 좋은 예이다. 2018년 

KBS는 모두 10개 시리즈의 데이터 분석 기사를 발표했고 그 결과 외부로부터 많은 수상을 하

기도 했다. KBS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뉴스를 제작하는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육

성해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KBS 뉴스는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1분 20초 분량의 나열식 뉴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심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3분 이상 5분에 이르는 심층 보도

를 자주 시도했다. 단독 보도와 연속 보도, 후속 보도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경주했다. 이 밖에 

‘뉴스 따라잡기’나 ‘앵커&리포트’ 코너를 운영했다.

3) 보도시사의 공정성･독립성 평가

가) 보도위원회 및 국장 임명동의제 실시

KBS는 보도시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위원회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보

도위원회는 KBS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렵게 만든 제도이지만 지난 정

권 하에서는 파행 운영되고 있었다. KBS 방송편성규약 제7조와 제11조에 근거하여 보도위원

회는 월 1회 개최되었다. 한편 방송의 공정성을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통합뉴스룸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였다. 2018년 5월 통합뉴스룸 국장 임명

동의 투표에서 김태선 국장의 임명동의안이 투표대상자 352명 중 282명이 투표해 찬성 239

명으로 가결되었다.

나)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위의 발전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KBS 내부의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기자와 PD, 기술직과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들이 공존하고 저널리스트의 정치적 지향성

이 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의 확보가 요청된다. <KBS 지배구조 개편>, <옴부즈맨 등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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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도>, <공정성 보장 장치>, <편집권 제도 강화 방안>, <노사 및 직군별 협력 방안>, <안정

적인 인사제도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과도한 내부 갈등과 대립을 중화

하고 화합과 협력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 집행부는 탕평과 전문성을 기조로 한 인사정책을 통해 직군 간, 이념적 벽을 넘어 

조직 성원 전체가 결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화합적

이고 시청자에게 봉사와 헌신하는 KBS의 모습이 개혁 청사진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출연진 문제

해직 언론인들 혹은 연예인 등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그들의 솔직 담백한 

직설적 화법을 통해 정치 뉴스와 보도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 그동안 방송의 진출이 드물었던 일부 언론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출연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첫째, 이들의 프로그램 출연빈도와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둘째, 현직 보도부 기자들의 

위축 현상과 기회 박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직설화법이나 솔직담백한 어법은 방송

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넷째, 출연진 이미지가 뚜렷함으로 출연진

의 균형적인 배치가 요청된다. 다섯째, 외부 스타성 인사의 출연은 경영위기에 시달리는 지상

파 방송에게 재정압박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있다.

일일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앵커를 외주화하기보다는 본사 언론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만 뉴스의 연성화도 시대적 요청인 만큼 출연진의 장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사 언론인은 주로 진행을 담당하고 출연진을 균형 있게 출연시키면 프로그램의 공

정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옴부즈맨 제도의 제안

최근 수년간 KBS 내부에서 발생했던 공정성 시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세 가지 범주 중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였다. 첫째 이승만, 정율성, 친일 훈장 서훈자 등 역사적 인물이나 광주 민

주화 항쟁, 천안함 및 세월호 사건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 둘째 G20, 4대강 등 특정 

정부의 국책과제, 셋째 이명박, 박근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등 유명 정치인 관련 보도이

다. 이 세 범주에 관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은 종종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할 때에는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옴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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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신뢰받는 원로 언론인과 학자, 법조인 등이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방송사 내부의 경영진과 저널리스트,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의 견해 차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시비를 불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KBS의 

경우 여야 추천 이사들이 합의하는 인물들로 옴부즈맨 및 프로그램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마) 사례 분석 : <오늘밤 김제동> 평가

2018년 KBS 시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늘밤 김제동>은 심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이나 시청자들의 반향 면에서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의 평

가도 엇갈렸다.

<오늘밤 김제동>은 친근한 공감형 방송인 김제동씨가 MC를 맡아 어렵고 딱딱한 시사가 아

닌 편안하고 쉬우면서도 핵심을 짚어주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

그램은 젠더 이슈에 대한 꾸준한 취재와 아이템을 개발했으며 소수 계층을 위한 방송 및 사회

적 공론 형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2018년 12월 4일 46회에서 방송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에 대한 인터뷰는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며 논란이 점화됨에 따라 이들

의 주장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짚어볼 필요가 대두되었다. 2019년 1월 21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오늘밤 김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심의한 결과 

언론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원칙에 따라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

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국민적 화합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공적 책임(방송법 5조 

2 : 국민화합, 계층 간 갈등금지 등)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문 기업은 주관적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었다면, 방송매체는 공적 책임(공익)과 객관적 자

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매체차별론을 전제로 한다면 2018년 

12월 4일(46회)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답방 환영 인터뷰’ 부분, 특히 김정은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발언 내용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쉽게 납득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맞이 환영단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이 정치인의 입장 표

명을 통해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소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다수의 견해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내용 중립적 규제로서 시간, 장소, 방법도 적절해

야 한다. 첫째,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답방 환영 인터뷰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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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에서 개최될 지도 모르는 시기였기에 정치적 휘발성과 민감성이 상당히 높은 의제였다. 

따라서 아이템을 다루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둘째, 공영방송 KBS는 유튜

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방송과는 그 매체의 역할과 비중 그리고 품격이 다른 매체

이다. KBS1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상 자유로운 개방성을 요구하기

에는 그 내재적 한계를 지닌 채널(장소)이다. 셋째, 방법상의 문제이다. 시사 프로그램 중간에 

최신 음악이 흐르고, 뉴스 비중과 상관없이 사회자와 출연자의 조크가 일상화된 가운데 종편 

채널이나 1인 매체에서나 볼 수 있는 지나친 가벼움이 발견된다. 우리 현실에서 북한 문제는 

개방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다룰 주제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다

루어야 했다.

이외에도 2018년에 방영된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은 2018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쟁점

이었다고 볼 수 있는 최저 임금제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 문제를 사회적 관심에 비해 

드물게 다루었다. 21회의 ‘도시난민 희성씨’편에서는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재개발 과정의 폭

력성을 부각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성동구청이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영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포맷을 통해 시사 프로그램의 대

중화, 오락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그램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색다르지만 

가볍기도 한 포맷은 KBS1의 일일 시사프로그램으로 다루기에는 KBS 1채널의 비중이 높다.

아이템 선정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47회부터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미디어오늘

의 기자가 고정 출연하고 있다. KBS 기자들의 출연 사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도시사의 품질 평가

보도시사의 품질은 정확성이나 공정성과는 달리 내용과 형식의 품위와 품격, 그리고 가치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자극적인 화면으로 시청자를 모으는 선정적 뉴스 보도나 사회적･문화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잔재미만을 지향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 시청자들은 수준이 낮은 것

으로 평가한다. 2018년 KBS는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2018년 4월 

KBS는 탐사보도부를 다시 구성했다. 명목상의 기능만 남아있던 기존의 탐사보도 조직을 해체

하고 부장과 팀장을 포함한 기자 10명과 촬영기자, 데이터 분석가, 리서처 등을 대거 충원해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이후 타사의 탐사보도 조직과 차별화되는 장기기획성 시사 고발 아이템

을 발굴하는데 주력해 36건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KBS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

도록 기여하였다.



▶
경

영
평

가
 총

평

제3편

제
1
장

-
방

송
 부

문

41 

Korean Broadcasting System

뉴스 생산의 물적 조건이 되는 스튜디오 공간의 개선은 보도시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

는 데에 간접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KBS 뉴스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뉴스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노후한 사무공간을 개조한 장소를 30년 넘게 뉴스 스튜디오로 사용해 왔

다. 2018년 조명 교체 등의 스튜디오 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뉴스 품질의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본격적인 보완을 추진하진 못했다. 사실상 신사옥이 건설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간 문제는 중장기적인 KBS

의 중대 과제라 할 수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성과는 각종 지표의 개선과 외부 수상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

다. 최근 5년간 지상파 채널 메인 뉴스의 품질평가 지수 측정 결과를 보면 <KBS 뉴스9>가 압

도적인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점수가 다소 하락

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MBC와 SBS의 메인 뉴스와의 

점수 차이가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KBS가 보도한 여러 뉴스 아

이템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다양한 수상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대부분 오랜 기간 취

재해서 만들어낸 탐사 보도 결과물이거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궈낸 의미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이었다. 이 밖에도 다수의 단독보도를 만들어 내는 등 2018년은 

KBS 뉴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5) 보도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보도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BS의 노력은 크게 콘텐츠의 강화 측면과 기술적 

개선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KBS는 2019년 1월 1일 뉴스 대개편을 목표로 2018년 보

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을 중심으로 뉴스개선 TF를 꾸려 향후 KBS 뉴스의 나아갈 방향을 논

의하였다. 그 결과 7시 뉴스는 ‘한 시간 빠른 종합뉴스’, 9시 뉴스는 ‘품격 높은 심층 뉴스’로 

만들어가자는 큰 방향을 설정하였다. 당일 주요 발생 사안은 가급적 7시 뉴스에 반영하고 9시 

뉴스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간 심층 보도로 시청자의 다양한 뉴스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MNG 및 현장중계를 강화했다. 드론과 스테디캠, 하이퍼랩스, 수중촬영 교

육을 활성화하고 헬리캠과 액션캠 등 특수 촬영 장비 등을 활용하였다.

경쟁력은 곧 시청률로 드러난다. <KBS 뉴스9>은 2018년에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하지

만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1위라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지속적인 하락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종편 4사의 시청률은 상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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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쉽게 알 수 있다. KBS 뉴스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뉴스가 아니라 많은 뉴스 중 하나

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6) 시사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2018년 시사 제작 분야에서 KBS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TV프로그램을 보완해 노후된 이미지의 KBS 1TV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미디

어 토크쇼인 <저널리즘 토크쇼 J>를 편성해 사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고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사사건건>은 새롭게 기획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고 파격적인 정치 토크

쇼 형식을 도입하면서 평일 오후 4시대 정통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청률이 떨어

지던 <시사기획 창>은 2018년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시청률 상승과 각종 프로그램 

수상실적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제작본부가 기획, 편성한 <추적60분>, <거리의 만찬>, <오늘

밤 김제동> 역시 시사 프로그램의 기능을 담당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각종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연령별 시청자 구성에서 노령화 추세를 뒤

집지는 못했다. 2018년 주력 시청층은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시청자 평균 연령과 나이 중간

값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제고하고 의제 설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0~59세의 중장년층에서 충성 시청층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바. 제작 부문

1) 교양/오락/드라마 일반

최근 10년 이상 동안 KBS TV의 시청률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 2007년 각각 7.51%와 

5.85%였던 1TV와 2TV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은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하

락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각각 4.8%와 3.7%를 기록했다. 시청률 하락 추세 요인은 두 가

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 문화적 측면이다.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로 인

해 시청자들이 TV 밖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10대∼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 이상이며 

60대의 경우에도 70%를 넘어 고연령대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 중이다. 화제성 중심, 비실

시간 시청 패턴이 정착되며 플랫폼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독점 환

경에서 강점이던 실시간 시청이 오히려 약점된 시대가 됐다. 다음으로 산업･환경적 측면이다. 

전 세계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시장은 OTT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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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흐름이 광고 산업에 기반을 둔 방송시장뿐만 아니라 유료서비스 중심의 과금시장까지 

다양하게 확대됐다. 다양한 정부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PP는 기존 형식을 벗어난 파격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지만 지

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평가, 편성비율, 방송심의 등 여러 법적 제약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

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콘텐츠 제작 경쟁이 심화된 상황도 중요하다. 지상파 방송사의 주력 광고 매출 분야인 드라

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 지상파에서만 볼 수 있던 고품질의 콘텐

츠를 이제는 종편과 PP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지상파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

다는 인식이 이미 시청자들 사이에서 확산돼 있다. 유능한 지상파 제작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

고 있고 그 결과 질적 차별성은 더욱 옅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BS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콘텐츠 경쟁력이라 판단하고 이를 구현

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 왔다. 반년 주기로 시행되던 정규 개편 대신 콘텐츠의 경쟁상황에 따

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시조정으로 전환해 시장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다. 주요 장르에서 

핵심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KBS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예산을 증액해 집행하였다. 정규 

프로그램 기본제작비를 일부 정상화하기 위해 53.7억 원을 추가했고 탐사보도 경쟁력 강화에 

12.9억 원, 대형 예능 킬러 콘텐츠 개발에 16.9억 원, 타깃 중심 킬러 콘텐츠 개발에 83.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정책 평가

가) 콘텐츠 경쟁력 강화

KBS는 KBS만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핵심 사업을 추진했다.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공영

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나아가고자 하는 핵심 과제로 KBS는 이를 위해 제작역량을 집중해 타 

방송과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를 다양한 장르에서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KBS는 

2018년 한 해 동안 7번의 수시조정을 단행하고 30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018년 상반기 

장기간의 파업 여파와 인력 유출에도 불구하고 신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

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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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텐츠 공모 및 파일럿 제작

2018년 KBS는 제안공모를 활성화해 유행을 선도하는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2049세대가 

공감하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노령화되고 있는 공중파 시청층을 젊은 층

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11월에 실시

한 2019년 신규 예능 프로그램 제안공모에서는 16편의 예능 신규 기획안이 접수됐고 이중에

서 최종 선정된 4편은 2019년 방송 및 제작 단계에 있다. 이 밖에도 2019년 3.1운동 및 대한

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제안공모를 

2018년 5월 실시한 결과, 84편의 기획안 중 6편을 선정해 공영방송인 KBS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역사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KBS는 실험적인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14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하였다. 이 중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전국이장회의>, <옥탑방의 문제아

들> 등 4편이 정규 편성됐다. 파일럿 제작을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규 프로그

램으로 편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노령 시청자를 위한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2017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노령 시청자를 위한 고품격 프로그램’, ‘건강한 미디

어비평 프로그램 재개’, ‘KBS 고유의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제작’,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전략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노인층을 위한 기획 성과를 보면, 노령층의 주 관심

사인 건강 주제는 물론 노후문제, 사회적 존재감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전 장르에 걸쳐 함께 고민해 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8월 방영한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여러 수상 실적으로 올렸고, 해외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모님의 

인생 2막 응원기를 관찰 예능으로 풀어낸 <볼빨간 당신>과 전국 이장들이 모여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전국이장회의>, 농촌 노인들의 해외여행 도전기 <헬로 시스터

즈>, 어머니의 소중한 레시피를 기록하고 배워보는 <어머니와 고등어>, 냉면집을 둘러싼 부자

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추석 특집극 <옥란면옥> 등 교양, 예능, 드라마 전 장르에 걸쳐 특집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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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품질 평가

TV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품질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수용자의 

취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취향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KBS는 공영

방송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받곤 한다. 공영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고품격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대중적 콘

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KBS는 이 두 모순적인 당위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고품격’ 콘텐츠를 만들어 낸

다는 책임감을 가지되 다양한 연령과 지역과 취향의 국민들 모두를 진지한 잠재 시청자로 고

려하면서 ‘모두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은 부득이하게 외부의 평가 결과, 특히 수상 실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단골 수상 프로그램인 <KBS스페셜>은 2018년에도 ‘플라스틱 지

구’ 2부작과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 ‘길 위의 뉴요커’ 등이 다양한 상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의 ‘순례’ 4부작만한 압도적인 대작이 나오지는 못했다. <KBS스페셜>이 지나치게 수상 

실적을 염두에 둔 기획을 한다는 세평도 있는 만큼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똑같은 열정의 결

과물인 다수의 소품들을 압도하고 덮어버리는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

나 대형 프로젝트의 명암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을 대표할 만한 ‘대표적’ 다큐멘터리가 등장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드라마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수상 실적이 쌓였지만 교양 및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수상과

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 콘텐츠의 성격상 해외 영화제나 페스티벌의 수상은 

그 이전 해에 이미 방영을 마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이전 해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2017년에는 

여러 상을 휩쓸면서 시청률과 화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던 <쌈, 마이웨이>와 <마녀의 법정>

이 있었으나 2018년에는 그런 대표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방영 훨씬 이전부터 

치밀한 기획과 준비, 촬영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2017년 9월부터 시작됐던 KBS 

총파업이 다음 해 1월까지 142일 간 이어졌고, 그 여파가 2018년 드라마의 상대적 침체로 나

타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정상적인 기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2019년의 드라마는 보다 개선

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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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방송의 다양성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함께 포괄한다. 하나는 장르적 다양성이다. 얼마나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심각한 탐사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유쾌한 코미디도 있어야 하고, 3대가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도 만들어야 하지만 실험정신 투철한 심리 스릴러 드라마도 필요한 것이 

KBS이다. 다른 하나는 시청자의 다양성이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KBS로서는 시청자의 성, 연령, 계층을 아우르는 기획을 해

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KBS의 실험정신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KBS는 

관습적, JTBC나 tvN은 혁신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공고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고착화된 것은 아니다. KBS 내부적으

로는 신인 작가들을 활용한 과감하고도 참신한 작품 적극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기획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이며,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상파 역차별

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건 탓만 하는 대신 작

더라도 실질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막극과 연작 드라마는 폭넓은 소재와 형

식을 경험시켜주는 다양성 구현의 핵심이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제작진의 뜻대로 제

작되진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TFT를 구성해서라도 이 터널을 빠져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편,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우리 사회의 성적, 연령적, 계층적,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서로 다른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펼치고자 노력

했다. 교양 프로그램인 <이웃집 찰스>와 특집 <모두 하우스>는 외국인들의 좌충우돌 국내 정

착기를 다뤘으며, 예능 프로그램 <삼청동 외할머니>는 국적이 다른 여섯 명의 할머니들을 보

여주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예멘 난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따

돌림 등 다문화 관련 첨예한 이슈가 생산됐던 2018년, <이웃집 찰스>는 주인공들의 휴먼 스토

리를 통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편성, 노년 

시청층을 위한 편성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꾸준한 취재와 아이템 발

굴이 이어졌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

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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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측정하는 현실적 잣대가 수상 실적과 전문가들의 비평이라면, 경쟁력의 

측정 도구는 불가피하게 시청률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시청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관련 

척도와 지수들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

고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드라마 장르의 시청률을 보면 뉴스를 제외하곤 2018년 시청률 상위 10위 안에 포함

된 KBS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전국노

래자랑>이 10.0%로 12위를 기록했다. 코코파이-TV 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박2일>이 4

위,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6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시청률 조사와 대동소이하다. 화제성

이 많이 반영되는 코코파이-nonTV 지수 조사결과는 더 나쁘다. 코코파이-nonTV 지수가 아

무래도 젊은 시청자들의 기호가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결과

이다. 사실 33위에 오른 <댄싱하이>의 시청률은 1~2% 수준에 머물렀지만 화제성은 높았고, 

시청률이 높았던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는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TV와 2TV를 합해서 50위 이내에 든 프로그램이 단 네 개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

다. 10위 안에 MBC의 프로그램이 5개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달랐다. 시청률 8위까지의 드라마 가운데 단 한 편을 제외

하곤 모두 KBS 드라마였다. <황금빛 내 인생>이 40% 가까운 시청률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

롯해서, <같이 살래요>와 <하나뿐인 내 편>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코코파이-TV 지수의 

결과도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높은 시청률은 매일 ‘버릇처럼’ KBS

를 틀어놓는 충성심 강한 시청자의 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젊은 시청자들을 불러 모

으는 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2018년 방영된 KBS의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은 대체로 제한된 경쟁력을 

보여줬다. 교양 및 오락은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그리고 드라마는 화제성에서 경쟁사들

에게 밀리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물론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

에서 공영성 시비도 별로 없었던 것은 분명 높게 평가해야 할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

의연하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공영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혁신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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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가기간방송 부문

1) 국가기간방송 일반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타 매체나 타 채널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기 꺼려하는 많은 임

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신료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KBS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

다. 예를 들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른 채널보다 KBS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습관이 체화되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BBC나 일본

의 NHK가 그 정도의 사회적 신뢰를 얻기까지 긴 역사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KBS는 지

금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족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대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도 KBS는 국가기간방송의 

지난하고 조명도 못 받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방송지표 달성을 위한 10가

지 기본방향 가운데 ‘국제 스포츠 행사에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것’,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하

는 것’, ‘재난방송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특히나 국가기간

방송이기에 당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이었다.

KBS가 수행해야 하는 수많은 임무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보다 중요한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KBS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

해 최선을 다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재난재해 주관방송

국내에 하나뿐인 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는 KBS 재난방송센터는 기상청 등 18

개 기관에서 재난정보 70여 종을 실시간으로 받아 빠르고 정확한 기상 분석을 제공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 연결된 전국 각지의 CCTV 4천 대를 이용해 실시간 태풍의 상황을 보여주고 

서귀포, 목포, 군산, 태안 등 태풍의 경로에 배치된 8대의 중계차를 활용해 강풍과 폭우, 해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보도했다. 예비중계차 4대와 이동식 

MNG(LTE 모바일 중계시스템)를 동원해 피해지역이나 피해예상지역의 소식도 전했다. 이 과

정에서 KBS는 CCTV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CCTV 수신률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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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을 KBS 재난포털과 인터넷 기사에 재활용해 TV 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

비스에서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3) 국가적 행사 국가기간방송 역할 완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2월 9일의 개막식을 보름 앞둔 시점까지 이어졌던 파업으로 

인해 올림픽 방송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는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힘쓰고 차별

화된 중계방송 전략을 펼쳤다. 2017년 28편의 특집 프로그램에 이어 2018년 약 20여 편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가적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다. 대회 기

간 동안에는 1,2TV 채널 간 차별화된 종목을 편성하여 국민들의 시청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

민들에게 고품질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 기회를 제공했다. 1･2TV 교차편성을 통해 KBS는 

지상파 중 가장 많은 양의 중계를 편성했고, 차별화된 경기 중계와 소구력 있는 캐스터와 해

설자 구성을 위해 애썼다. 전사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위(21.4%), 

폐막식(17.3%)과 경기 중계(6.8%)는 지상파 중 2위를 기록했다. 올림픽에 이어 6월에는 러시

아 월드컵이, 8월에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최됐고 KBS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

해 성공적인 중계 및 특집 방송을 진행했다.

KBS는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가장 빠른 개표방송 시작과 가장 많은 편성시간(1,015

분)으로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에 전달하며 선거에 따른 정계 방향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데 기

여했다. 개표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출구조사 발표도 모든 채널 대비 1위를 차지했다. 정규 프

로그램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편성을 다수 시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힘썼다.

4) KBS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KBS WORLD 텔레비전, KBS WORLD 라디오 등 해외 네트워

크를 통한 프로그램 유통에 노력을 기울이며 한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적극적

으로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의 소식을 안방으로 전달하여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KBS는 KBS WORLD 채널을 통해 120

개국 1억281만 가구에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홀드백을 단축해 뮤직뱅크는 실시

간 방송, 미니시리즈는 24시간,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7일 후 방송을 실시해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영어 자막을 기본으로 일본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말레이어, 인도네



50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멀티자막 송출을 통해 현지화를 확대했다.

2018년의 글로벌 전략과 성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었으나 해외 콘텐츠 시장에 내놓을 만한 대형 기획이나 킬러 콘

텐츠는 많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2019년 이후를 겨냥한 대형 기획을 공모하거나 다양

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제도를 통해 킬러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KBS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10월의 2018 PBI(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점도 중요한 성과였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열린 PBI 총회의 호스트로서 KBS는 글로벌 공영방송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역

대 최다 국가와 인원인 34개 국 63개 방송기관에서 총 288명이 참석했고 이 중 150명이 해외 

참가자였다. PBI 서울총회는 KBS의 저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KBS가 공영방송의 책임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가 되어 KBS의 국제 네트워크 외연을 더욱 확장시

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5) 지역방송 활성화

가) 지역방송 프로그램 평가

지역방송 활성화의 딜레마는 지역방송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적 확장과 지역

민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지만, 지

역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로부터 발생

한다. 따라서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송시간을 확보하면서 지역민

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송의 품질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8년은 KBS가 지역방송의 바람직한 공영적 모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KBS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 프로그램 공모는 지역총국장의 편성권 확대를 비롯한 지역

방송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정착됐고 제작비 부담에서 벗어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2018년에도 KBS는 우수한 지역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 지역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 결과 17편의 기획안 가운데 3편을 선정했다.

지역방송이 보다 확장된 자기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지역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역 편성제작회의의 전결권을 지역에 부여해 제작 결정권을 갖도록 했고 

1TV 핵심시간대 지역 편성 시간대를 확장해 보다 많은 지역 시청자가 지역 프로그램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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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 개편이 아닌 상시 수시조정체제를 통해 지역 편성의 유연성 확

보에도 노력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KBS의 노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와 문화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KBS 지역방송의 과도한 분산구조는 지역방송사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수용과정에 큰 걸림

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도 심각히 제기될 수 있다. 광역화된 지역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능력을 제고하고, 중앙집중화된 공영방송의 권력구조를 중앙/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독일의 공영방송 ARD는 재정과 인력 등을 고

려한 비율의 원칙에 따라 전국 프로그램을 분담 제작한다. 예를 들면 경상도 방송국은 지역 

인구, 지역 경제(광고비 추산), 방송국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프로그램의 20%를 제작하

고, 충청도 방송국은 재정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13%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특성화 원칙을 고

려할 필요도 있다. 독일 지역방송국은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전국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예를 

들면 대전 방송국은 과학 정보 프로그램을, 강원도 방송국은 자연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

는 방식이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TV와의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케이블 TV는 현재 지역 채널은 1채널뿐이며 제작 인원 및 능력의 부족으로 시청률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밀착한 서비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KBS 지역방송

(총)국은 제작 능력과 인원은 있으나 채널 및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제한된 전체 방송 시간의 

10% 정도만 지역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

이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 간의 전략적 제휴는 상호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케이블 TV의 경우 지역 채널이 6-7개 정도이며 미국의 케이블 TV도 다양한 생활밀착

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기존 방송 채널에서 편성하지 않고 있는 지역 연고성 및 동네 스

포츠(예를 들어 <우리 동네 예체능> 스타일) 게임을 지역 제작진이 중계하고 케이블 채널로 

송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및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재난재해, 행정,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게 문화적 

혜택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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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케이블 TV처럼 이사, 가사도우미, 방문세탁, 가정교사 소개, 동네장터(벼룩시장 스타

일; 중고품 염가판매), 독거 및 치매노인 돌보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구직-구인 프로그램 

등 용역 위주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아. 라디오/뉴미디어 부문

1) 라디오 채널 및 프로그램 평가

2018년 라디오는 채널 정체성을 뉴스시사 전문 채널로 다시 설정하고 2016년 5월부터 보도

본부 관리 하에 제작하던 일부 시사 프로그램을 라디오센터로 이관해 직접 제작하는 한편 퇴근

시간과 늦은 저녁 시간의 생방송 시사를 강화해 주요 속보와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가기간방송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뉴스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정

확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여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적 재난상황과 자연재해에 대

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생방송을 강화하는 등 속보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2018년은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과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

담 등 한반도 관련 중대한 이슈가 많았다. 이에 각종 특별 중계방송이 제작되었다. 정규 프로

그램의 제작 과정에서는 미투 운동이나 갑질 문제, 노동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다양한 기획을 시도했다. 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해 여론을 수

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1라디오는 이외에도 달라진 시대 환경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뉴스･시사영역 뿐 아니라 다양

한 분야의 지식과 관심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과 생활경제, 인물 인터

뷰, 국제뉴스, 건강, 빅데이터와 IT 정보, 지역소식, 스포츠 등 다양한 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종합채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2라디오는 대중음악채널의 정체성을 강화

했다. 4050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음악이 좋은 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대중음악채

널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는 지난 몇 년 간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반전하기 위해 채널 재설계 

TF를 가동시킨 결과였다. 1FM은 개국 이래 40년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채널이

다.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고전 음악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 역할의 기획

물, 청취자 초청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왔고 

국악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보호와 전승에도 기여했다. 시의성 및 화제성 높은 연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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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하면서 채널 이미지도 제고되었다. 2FM은 KBS 대표 라디오 음악예능채널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6월에 걸쳐 대규모 조정을 단행하였다. 큰 폭의 진행자 교체가 있었

고 신규 프로그램도 다수 시작했는데 그 지향은 음악과 예능이 어우러지는 채널이었다. 아직 

4~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하락 경향을 반전시킨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2)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 방향

KBS 라디오는 7개 채널을 운영 중이지만 청취율과 매출액 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 라

디오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진행자의 지명도와 유명세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의 기준은 자의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잦다. 프로

그램 진행자 선정은 채널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되 청취자의 여론조사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KBS 라디오 채널별로 프로그램 수가 과도하게 많다. 프로그램을 대형화하고 긴 편성으로 

개편할 것을 제언한다.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형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한편 

프로그램 수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비유컨대 ‘반찬 가지 수가 많은 것보다는 먹음직한 소

수 음식’ 위주로 식단(편성,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 프로그램 간의 M&A와 대형화, 선

택과 집중이 요청된다. 

특정 채널을 이른바 2049 즉 청소년층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채널

로 개편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집중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TV 매체의 시청층이 고

령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라디오 채널의 주 청취자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개편하는 매체별 

역할분담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디오, TV, KBS 미디어, KBS N 등 KBS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 간 협력과 상호교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포맷이나 콘텐츠는 TV 매체로 이동하여 그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KBS TV와 라디오 채널에서 소규모 신문이나 잡지의 기자들이 주요 

출연진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매체 간, 채널 별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협력 체제

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KBS 라디오는 한민족방송이나 제3라디오 채널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이른

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미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만, 정부 부처나 시청

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매우 부족하다. KBS는 이 같은 공익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영국 

BBC처럼 국가보조금 지원(전체 재정의 5%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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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 평가

2018년 KBS는 디지털미디어/모바일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채널 다각화 등의 다양

한 전략들을 시도해서 전년 대비 이용지표가 상승하는 등 일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이용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유통상의 

구조적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별 서비스 앱을 개선하거나 제한적인 혁신을 시

도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 KBS는 유튜브 등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으나, 외부 콘텐츠 제공업체 또는 디지털 플랫폼과의 제휴나 협력

방안을 회사의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서비스 부서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다. KBS 모바일 라디오 플랫폼 Kong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모색했고 KBS가 자체 보유 중인 코미디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운영한 유튜브 전용 채널 <크큭

TV>는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 자료의 재구성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미 있는 수익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창출하지는 못했으나, 이 같은 기획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 부문에서도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TV 뉴스가 가지는 선형적, 일방적 정

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BS 보도본부는 대형 이슈 및 사회적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한 

다수의 디지털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제작했으며 이를 IT기술을 활용한 페이지로 구성하고 정

보를 시각화해 이용자들에게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데이터 저널리즘의 

다양한 기법이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저널리즘 등 BBC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디지

털 저널리즘 프로젝트가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방송은 디지털과 모바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에 빠른 속도로 적응해야 한다. 직접 진출하

거나, 협업하거나, 최소한 큰 흐름을 TV와 라디오라는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KBS는 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하지만 

눈에 띄는 돋보이는 성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별도의 평가 부

문이 필요 없을 만큼 이제는 방송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가 되었고, 매체 자체가 과거만한 의미

가 없어진 시대이다. 디지털 퍼스트라고 해서 드라마를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나중에 TV로 방

영하자는 것이 아니다. TV 수상기에서도, 컴퓨터에서도,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도 항상 

KBS가 전면에 나오는 상황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KBS는 TV 채널이니 스마

트폰에서는 다른 콘텐츠를 즐긴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KBS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방송의 디지털 퍼스트를 소홀히 하다가는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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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청자/청취자 부문

1) 제도 및 운영내역 평가

KBS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다.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규정에 관해 제시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반영해 시청

자의 고충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8년 

6월 28일 이사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시청자위원을 선발하는 데 투명성･

공정성･다양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역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개정된 규정에 명문화

해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국 안건까지도 수렴하면서 전국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KBS는 2018년 7월, ‘무지개 시청자위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청자위원을 공모했다. 최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다양한 직군과 세대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과에도 의지가 반영되었다. 남녀 비율이 8:7이 되었고, 세대별 균형도 개선되

었다. 20대 1명, 30대 다섯 명이 포함되는 등 평균 연령이 직전 위원회 48.6세에서 5살 젊어

진 43.8세가 됐다.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SNS와 my K 등을 통해 생중계

하기로 한 결정도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시청자들이 직접 시청자위원회 회의내

용을 시청하며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해 외부 시민단체의 환영 및 격려

성명이 이어지기도 했다. 모두가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회의도 훨씬 진지하고 생산적이 되

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시청자 청원과 시청자권익센터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터넷 시청자 원 스톱 서비스로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청자 제안과 의견들이 소통되는 창구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작진은 시청자 청원을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해 뉴스와 프로그

램 제작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원사이트를 통해 표출되는 시청자의 여러 불만 사

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 해명과 설명을 하며 소통하고 있다. 

2) 시청자 서비스 평가

KBS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데스크>를 제작･방송하고 있다. 옴부즈맨 프

로그램으로서 방송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시청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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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52회가 방영되었다. 더불어 지역 시청자의 요

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취재해 방송에 반영했다. 방송법 제89

조에 의해 운영하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자 평가원 제도를 통합하고, 시청자평

가소위원회를 시청자위원회와 연계해 시청자 의견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시청자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의 공적 접근권을 높이기 위하여 KBS는 <열린 채널>을 운영해 왔다. 2018년에는 5명

의 시청자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참여 신청을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심사하고 제작 

지원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2018년에는 특히 비수도권의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길

이를 다양화했으며,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 다양성을 홍보해 시청자 참여 기회를 높였

다.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월간 100분 이상 방송 기준을 훨씬 넘겼고 방송 후에는 <열린 채

널> 홈페이지에 영상물을 게시해 접근성도 높였다. <열린 채널>은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즉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익성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

명감을 갖고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KBS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 목적은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의 접근권을 적극 보장하고 KBS 경영의 투

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취지에 맞게 정보가 가능한 한 공개되도

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한 결과, 2018년 48건을 접수받아 56%인 27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차. 방송심의 부문

2018년 KBS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윤리 강화를 위한 구성원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였

다. 저널리즘 동향과 취재윤리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기자의 취재역량을 향상시켰고 

KBS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 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저널리즘 스쿨을 12회 진행했다. 공사 프로그

램의 공적 책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심의지적평정위원회와 방송언어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

며 방송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해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KBS의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는 모두 6건으로 MBC 본사의 8건, 

SBS의 7건보다 적었다. KBS의 제재건수는 TV채널 2개, 라디오채널 5개, 지역총국 9개 등을 

포함한 결과이므로 MBC, SBS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

서 방송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사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했으며 또 방송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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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 가요심의위원회 등에서 다각도로 콘텐츠를 검증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 사례와 중점심의 내용 등을 신속하게 제작진

에게 공지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제작진을 대상으로 심의포럼을 열어 심의에 관한 제작진의 궁

금증을 해소해 심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품질관리에 기여했다.

카. 대표 공영방송 KBS의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KBS가 좋은 보도를 하고 양질의 오락을 제공하며 국가기간방송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는 KBS의 공적 책임을 명시한 방송

법 제44조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2018년 방송문화연구소와 조사평가부는 시청자 분석

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정보 취합 등 연구개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먼저 편성 전략 수립을 위한 시청자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TV시청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20~50대를 중심으로 세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관심사 및 소비 관심사를 분석해 시청

자의 채널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 성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KBS의 가장 충실한 시청

자 군을 형성하는 노년층에 대한 심층 연구가 부족한 점은 여러모로 아쉽다. TV 시청 외에 

마땅한 여가를 찾지 못하는 노년층에게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명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 KBS의 주 시청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8 TV콘텐츠 트렌드 FGI 조사도 실시했다. 2년만의 심층 면접조사였다. 지난 2년간의 

시장 변화 양상과 TV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고, 흥미로운 결과

가 다수 발견되었다. 문제는 이 결과들을 실제 미래의 기획과 제작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내 

연구기관 및 부서는 연구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도 조사해서 발전의 재료로 삼

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KBS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프로그램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한 

것이다.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 TV와 온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이용 통합지수 코코파

이 지표를 개발했고 이와 맞물려 내부 정보시스템인 통합시청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코코파

이 지수 개발은 TV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평가를 시청률을 넘어 보다 다차원적이며 과학적으

로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공영방송 KBS가 프로그램을 매개로 시청자들과 좀 더 가

까워지는 근간이 될 것이다. 아직 코코파이 지수가 완벽하게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하고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KBS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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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코코파이 지수와 통합 시청지표 시스템 

개발은 KBS가 보다 적극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상징한다. 

시청자들에게 좀 더 다채롭고 창의적인 TV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중요한 과학적 토대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타. KBS 발전을 위한 제언

1)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단기 제안

2018년은 분명한 목표의식 아래 체계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서 뚜렷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애초의 경영 목표나 과제를 추구하는 작업과 구체제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19년

은 분명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시기이다. 이 같은 현실 인식과 2018년의 경영평가 결과

를 근거로 몇 가지 단기적 제안을 제시한다.

편성 부문에서는 첫째 1TV는 시청자 평균 연령을 의식하지 말고 공영방송다운 품격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오히려 노인층을 타깃으로 하는 유익하고 흥미 있

는 프로그램을 더 기획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2TV는 젊은 시청자를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트랜스 미디어 전

략의 현실성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라디오의 경우 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협력의 균형이 필요하다. 분명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7개 채널이 자율성을 갖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보도 부문에서는 첫째 저널리즘 본질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가 넘치고 소위 ‘가짜 

뉴스’가 폭넓게 유통되는 현실에서, 공영방송 KBS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따옴표 

저널리즘이나 양비론적 보도는 지양하되 팩트 체크와 긴 호흡의 심층 보도는 확대되어야 한

다. 뉴스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시청자를 유혹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장르와 미디어를 교차하고 관통하는 

신선한 기획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쟁점들을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자재

와 기술, 그리고 시설의 보완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기간방송사라고 말하기엔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제작 부문에서는 첫째 고정 시청자에 안주하지 않는 공격적인 기획을 제안한다. 특히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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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드라마의 경우 보다 실험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단막극의 활성화를 통해 능력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과감하게 주말에 배치하는 시도를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시도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이 상

시적으로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KBS

의 자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은 한 해를 

대표할 만한 대형 다큐멘터리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해였다. 대형 기획

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의 방송 환경은 특단의 구조개편과 방송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

와 넷플릭스가 국내 방송시장을 점령하고 유튜브의 모회사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의 한국 

내 총 매출액이 6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콘텐츠 투자비가 8조 원으로 추

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산업과 시장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지배구조 교체와 수신료 인상’과 같은 확실한 방송 민주화와 재정정책, ‘공영미디어로 전환

과 방송법 개정’과 같은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역할과 기능 재조정, ‘글로벌 플랫폼 및 4차 산

업혁명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국가미디어 정책의 전환 등 파격적이며 광폭적인 개혁과정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2) KBS 지배구조 교체와 수신료 인상

정부의 교체는 늘 KBS 전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내부 갈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사장선임방식 개편

은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이 제안했던 ‘이사회 7:6 구조 개편’과 ‘특별다수

제’를 수용하고, 여기에 부응하여 자유한국당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신료 인상

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이다. 이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일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존속 발전을 위한 보장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다양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장의 인사에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장의 주요 결정에 아무런 

사내 구성원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이외에도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구조개편

을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되어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초국적 글로벌 미디어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0년 가까이 동결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영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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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준인 수신료를 현실화 하지 않고서는 공영방송 KBS는 존속 발전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일괄적인 수신료 인상이 어렵다면 단말기별로 소액의 수신료 인상정책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수신료 징수방식을 조세 및 준조세 형태로 개편하

면 한전 방식의 징수체계를 벗어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KBS는 경영효

율화와 같은 결단을 통해 시청자와 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시청자들은 가구당 월 20

만 원 가량을 통신요금으로 지불하면서도 월 2,500원인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청자와 시민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3) 공영미디어로 전환과 방송법 개정

가)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공영미디어(PSM : Public Service Media)란 공영방송이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생

매체의 개발 및 육성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 강화론 및 경영확대론을 의

미한다.

나) 다채널･대형화 및 멀티플랫폼의 공영미디어

영국 BBC는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인 Freeview 전략으로 당초 2개 채널에서 현재는 8개 채

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종합편성 채널(NHK G)과 교육 채널(NHK Ｅテ

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본 NHK는 80년대부터 세계 최초로 위성방송사업을 실시하여 큰 성

공을 거두고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기존 방송법제를 대폭 개편하여 공영방송

의 일대 개혁을 추진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다수 공영방송사(TF2, TF3, TF4, TF5)들을 단

일 지주회사로 통합했다. KBS의 경우 역시 다채널 운영 및 대형화의 수준과 범위는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송정책상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 멀티 플랫폼으로서 공영미디어

KBS는 지상파 방송의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1차 단

계로 인터넷 및 모바일 동영상(OTT, MCN)을 비롯,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프랑스 공영방송처럼 게임, 가상현실, 영화제작 등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방송

법상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무조항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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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60여년 만에 대폭적인 방송법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방송사업이나 통신사업 구분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 멀티미디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지

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 휴지(休止)시간에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임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NHK의 UHD TV는 위성 채널로 중계하고 있다. KBS도 UHD TV를 위성으로 중계하

고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BS 대 국민 서비스로 무료 와이파이 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신료 인상 카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KBS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 통신사업

자, 케이블TV사업자,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700MHz 대역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

하거나 인터넷 동영상(OTT) 서비스 진입에 참여할 수 있다.

멀티플랫폼 서비스는 이와 같이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다양한 사업주체(대기업, 뉴미

디어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와 전략적 제휴 및 협업이 요청된다. 또한 지금의 수신료 체

계와는 달리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료 및 재정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상업화로서 공영미디어

독일은 헌법재판소 6차 방송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을 위해 출판사업을 비롯한 

모든 신기술 서비스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영국 BBC는 이미 1990년대부터 칙허장과 협정서

에서 상업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KBS가 추진할 수 있는 상업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제안한 KBS 지역방송과 

케이블 TV가 상호 제휴하는 지역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MCN 

사업자들은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방송규제 당국에서는 한국의 

MCN 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기대하고 있다. KBS가 MCN 포털로서 이들 프로그램의 질

적 기능 및 심의 기능을 인증해 주고 공동으로 중국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에서는 TV 가이드 등 연예 및 오락 관련 출판물들은 청소년들에게 상당

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류와 K-POP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출판물 발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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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새로운 시장 및 콘텐츠 패러다임

영국 BBC는 디지털 전환 이후 전체 8개 채널 중 3개 채널을 유아, 청소년 채널로 활용할 만

큼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KBS는 현재 KBS 1TV의 평균 시청연령이 58세, 

KBS 2TV가 51세일 정도로 노인매체로 전락하고 있는 바 유아, 청소년 콘텐츠 제작에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EBS와 전략적 제휴 및 지주회사제를 통한 결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유아, 청소년 채널을 온라인, 모바일 채널을 대상으로 신설할 필요성

이 있다. KBS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바) 글로벌화로서 공영미디어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은 한류 물결을 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아프리카, 러시아 및 동유럽 등 신흥국 시장을 개척

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개별 방송사별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도 부

합하지 않고 전략적 효율성에도 적합하지 않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국내 방송, 통신, 포털 등 미디어 사업자뿐만 아니라 토종 글로벌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의 예비단계로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4) 글로벌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구글의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은 미디어 산업에만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전 산업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4차 산업혁

명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글로벌 플랫폼의 관련성

4차 산업혁명을 단순화하면 독일식 인공지능 전략과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략은 미국과 독일 모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드웨어 전략

이다. 문제는 미국만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 전략, 즉 소프트웨어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구글이 유튜브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동영상 시장

을 선점하고 가입자를 포획한 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 분야로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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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아마존 또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식료품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유튜브 정보상품을 팔고 향후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인자동

차와 식료품 판매사업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 미국식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유튜브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초토화한다면 다음 단계는 무인자동차가 될 지, 식료품 분야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글로벌 가전업체나 5G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체

의 문제는 미디어 플랫폼 기반이 전무하거나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유튜브

와 넷플릭스, 아마존 콘텐츠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으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산

업과 미디어 사업의 존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시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 산업을 인터

넷이라는 이유로 전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

방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사업자의 콘텐츠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유통되는 국가가 한국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사례에서 보듯이 OTT에 대한 

완전개방은 국내 미디어 산업은 물론 문화종속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폐해를 줄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대응전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대응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전략을 비롯한 하드웨어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 진출 전략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방송의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다. 국내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짜여진 경쟁법(공정거래법), 방송법 등은 글로벌 질서로 재편되어야 한

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디어 시장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제조업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지금 KBS의 구조개편과 재도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로

벌 메가 플랫폼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국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

며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는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방송법 개정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KBS의 존속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송법 개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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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 국가기간방송 규정 및 지배구조 개편

현행 방송법상 KBS는 공영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재난 및 재해방송 주무기관

으로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의 정의와 개념, 그 법적 지

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 및 강화해야 그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재난 및 재해 

방송 주무 언론기관(국내 신문, 지상파, 뉴미디어, 인터넷 언론 등을 총괄)의 지위 및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전쟁과 통일에 대비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대표 언론

기관의 지위, 역할 및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진, 환경, 의료, 원전사고, 금융보안, 테

러, 전염병, 식품사고, 경제시스템 붕괴, 유괴/납치,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등 高위험

사회 증후군에 대비한 방송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대표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 1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특화된 국가기간방송 채널은 국가기

간방송으로서 KBS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는 측면과 함께 현실적으로 채널의 경쟁력을 확

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KBS 국가기간방송본부 신설도 제안한다. 국가기간방송 규

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지배구조 교체를 명확히 하고 수신료 제도에 대한 방송법 규정(수신

료산정위원회, 물가연동제, 다양한 단말기 부착)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2단계 : 공영미디어법 제정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하고 공영미디어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한다. 즉, 글로벌화, 상업화, 멀티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체계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미디어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국 미디어 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서는 민간 미디어와 KBS의 공생과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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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기술･뉴미디어 부문

가. 2018년 경영목표 설정

지상파방송이 직면한 기술적 위기는 방송요소기술의 기능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

니다. 이것은 방송프로그램의 생산･유통･소비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사슬의 구조이자 생태계

인 플랫폼의 구조적 위기이다. 지상파방송은 방송규제를 통해 타 사업자의 진입이 차단되는 

제한경쟁 시장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일관된 가치사슬을 구현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을 통해 형성된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수평적이고 완전경쟁에 가까운 새로

운 기술 환경은 방송경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플랫폼은 다면 네트워크 시장, 즉 다양한 시장주체들간의 거래와 가치교환이 일

어나는 디지털플랫폼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파에 기반을 둔 방송은 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스템과 유사한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가치사슬구조

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양면시장(광고와 수용자 주목의 교환)만을 형성한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은 마치 장터처럼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

제활동을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가 형성된 것이다. 플랫폼경

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양

한 네트워크(이용자 시장, 광고주 시장, 콘텐츠 시장, 서비스 용역시장 등)들이 상호호환을 위

해 연결과 확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결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런 맥락에서 지상파방송은 기술의 개념을 보다 확장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혁신을 시

도해야 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기술을 제작･전송과 같은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기술 자체가 플랫폼으로 기능해지는 생태적 접근을 간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경영지표에서 나타나듯이 KBS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인터넷 콘텐츠 시장과 같은 방송

시장 외부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송기술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방송이 운영되고 규율되는 기축원리는 전파의 특성으로부터 나왔으며 지금도 다르

지는 않다. 지상파 방송은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단방향으로 광범위하게 공급하는 것에 최

적화된 시스템으로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높다. 아날로그에서, HD로, 그리고 UHD로 이어진 

방송기술의 진화는 화면의 정세도 관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양식

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지상파 방송의 기술 환경은 4차산업혁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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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불리는 커뮤니케이션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전파와 같은 공급중심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초연결, 지능화, 빅데이

터로 대변되는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적

인 산업영역이자 기술영역이었던 방송이 디지털기술에 융합된 요소기술로 재편되고 있다. 새

로운 기술 환경은 IP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으로 그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은 실시간에서 비실시간으로, 단일 매체 수용에서 다중매

체 수용으로, 그리고 패키지형 방송프로그램에서 해체되고 분할된 콘텐츠 형태로 생산되고 소

비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산업에서 ‘기술’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KBS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시청형태 변화에 따른 지상파의 콘텐츠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콘텐츠의 산업적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

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활동은 신기술의 적용과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구현된다. 이처럼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2차적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구

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KBS가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기술과 그

것을 통해 달성되는 공영방송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2018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N스크린 수용 환경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던 중요성

이 모바일기기로 이동하고 있다. 둘째는 전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콘텐츠 소비경로가 변화

하는 가운데, OTT1)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약진했다. 즉, 실시간 기반의 지상파방송의 지위

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셋째는 OTT서비스의 확대로 콘텐츠 소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영국 BBC의 경우(2018.4, BBC ANNUAL PLAN 2018/19)에 따르면 영국의 16∼34세 연령대

는 BBC와 영국의 또 다른 방송사인 ITV, 넷플릭스를 각각 1주일에 2시간가량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모든 미디어 분야

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인적자원과 경영적 

경험이 부재하다. 다섯째는 지상파방송의 주요한 기술수단인 전파를 활용하는 데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방송주파수 

활용에 대한 정부의 높은 수준의 규제는 지상파방송의 창의적 서비스 진화를 제약시키고 있

1) OTT는 Over The Top의 약어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TT의 Top은 과거에는 TV의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을 의미했어나 현재에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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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파방송다채널서비스(MMS)2)의 허가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접산

업영역의 견제와 규제에 의해 전파자원의 활용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콘텐츠 이용방식을 살펴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가 빠르게 확

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지상파를 포함한 매체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VOD 시청층 증가로 인해 실시간 

광고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디어복합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증가세

와 거대 대자본의 대형 제작스튜디오 출현은 KBS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18년도 KBS 기술･뉴미디어 부문의 ‘스마

트 플랫폼 강화 제고’, ‘지상파 서비스 운용 효율화’, ‘UHD 방송 기반 강화’와 같은 경영목표 

핵심사업의 방향성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스마트 플랫폼 강화

2018년 경영목표 핵심사업에 푹(pooq) 유료가입자 100만 명 달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경영목표 설정 당시 선언적인 목표였던 푹 유료가입자 100만 명 달성은 해외 OTT(넷

플릭스, 유튜브)의 국내 시장 침투 등의 사유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당초 푹은 지

상파방송프로그램을 배타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플랫폼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력을 잃

고 있었다. 플랫폼의 성공여부는 참여자의 수, 거래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 참여도

구와 규칙 등을 통한 기회요소의 크기 등인데, 지상파콘텐츠에 한정되는 서비스제공범위가 이

용자의 선택범위를 줄이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장하는데에도 어려움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푹은 국내 유일의 흑자 OTT로서 2018년 말 기준 총가입자 383만 명, 매출 

651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근간인 유료가입자가 전년 63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제고 부문은 2018년에 넷

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서비스와 경쟁이 가속화되었으며, 글로벌 OTT 서비스의 적극

적인 국내 시장 공략으로 국내 OTT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로 과거 국내 

OTT 시장은 통신사 vs 지상파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국내 OTT vs 해외 OTT간의 경쟁 관계로 

2) 지상파방송다채널서비스(MMS, Multi-Mode Service)는 데이터 압축기술의 발달로 기존 6㎒ 대역폭 안에서 HD 1개 채널 외에 추가적인 

영상채널, 오디오, 데이터채널 등을 전송하는 다중모드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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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다.

‘푹’을 운영하는 지상파3사는 생존 방안 마련을 위해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 출자해 ‘푹’ 서

비스를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사업 조직을 통합해 신설 법인

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

추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합병

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외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확보된 재원을 명품 콘텐츠 제

작과 투자에 우선 활용되어,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 사

업자와 활발한 제휴 협력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년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해 지상파 3사가 KCP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드라마

와 예능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인 ‘KOCOWA’(Korea Content 

Wave)를 론칭해서, 미주지역(북미, 중미, 남미)에서 서비스 중이다. 2017년 7월 17일에 미주지

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인 2018년 12월말 현재 총 가입자 74만 명, 유료

가입자 12만 명까지 늘렸고 미국 최대 유료방송사인 컴캐스트와의 제휴하는 등 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개척이 OTT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으로 판단된다. 다만, 플랫폼경제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KOCOWA가 제

휴 등을 통한 콘텐츠 확장이나 OTT서비스간 전략적 제휴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래사업본부(디지털서비스국)에서 추진한 2018년 핵심사업인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제

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내용으로는 모

바일 오디오 콘텐츠 유통 다각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전략의 수립 

및 시행, KBS 모바일 플랫폼 콩의 차별화 전략 모색, 외부 플랫폼의 오디오 콘텐츠 유통 확대 

추진 및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과 웹 드라마와 웹 예능 등 스낵 콘텐츠의 심층 분석 및 기획, 제작 등에 대하여 

노력하였다. 제시된 사업계획들이 기술과 시장의 변화방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실행성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KBS의 뉴미디어 전략은 거시

적 방향성 측면에서는 목표가 개념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지만 실천의 영역에서는 취약함을 

보인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관련 전문가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일 수 있

다.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지상파방송과 다르게 완전경쟁에 가까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실

패에 대한 책임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혁신실험이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KBS는 디

지털 혁신실험의 성공여부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새롭게 시

도할 수 있는 도전적인 조직문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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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UHD 의무편성 비율 준수를 위한 UHD 방송 시설 구축은 UHD방송 허가조건에 따라 UHD 

의무편성 비율인 2018년 10%, 2019년 15%를 충족하기 위해 ‘본사 UHD부조정실 구축 사업’

을 통해 TS-2, TS-12시설을 UHD 방송 제작이 가능한 부조정실 및 스튜디오로 구축하였다. 

UHD 부조정실 및 스튜디오 시설 구축 이후 2018년 7월부터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

요’ 등의 데일리 프로그램을 UHD로 제작하여 송출함으로써 UHD 의무편성 비율 준수와 함께 

UHD 방송선도를 통한 UHD 방송 기반 강화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UHD 제

작･송출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투자국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본사 UHD

부조정실 구축 사업’ 시행을 통해 UHD 방송 제작의 기반 시설인 부조정실과 스튜디오를 구축

하였다. 이에 고화질 UHD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

고 공적책무를 실행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또한, IP기반의 UHD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속, 발

전 가능한 IP방송제작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UHD 편성비율 증가에 대비, 복수의 스튜디오를 제어하는 멀티 부조정

실 콘셉트를 적용, TS-2와 TS-12를 UHD 부조정실로 구축하여 TS-1, 3, 13의 리소스까지 사

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대규모 구축 사업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세계 최초로 UHD IP기반의 풀파일 워크플로우를 적

용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한 효율적 리소스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도입, 주요 장비 및 시

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존 시설의 UHD 전환

에 따른 부조정실 및 기계실 등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P기술을 적용하여 효율

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7년까지 UHD 전환 완료를 목표로 시설 투자

와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HD 주조에서 전송되는 베이스밴드 및 IP 신호를 5대 광역시권(부산총국, 대구총국, 광주

총국, 대전총국, 울산국)의 안정적인 분배를 위하여 네트워크 스위치 및 Quad 3G-SDI 분배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UHD 부조의 방송신호를 TV CDR(TV Central Distribution 

Room)을 거쳐 UHD 주조의 마스터 스위처와 APC를 연동함으로써 UHD 생방 송출이 가능하

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다. 광역권 UHD방송을 위해 UHD주조 송출시스템을 보강하여 

UHD 방송서비스 권역을 확장하고 시청자들에게 무료 보편적 초고화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UHD 편성비율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 투자를 통한 IP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축하고 UHD 방송신호를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기능도 구축하였다. 또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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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주관방송사(HBS)에서 전 경기를 UHD로 제작하고, HDR영상 기술을 적용하고 방송3사

가 UHD 피드를 전송받아 중계방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형이벤트에서 채널경쟁력 확

보와 UHD HDR 신규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관련 장비 업그레이드 및 APC 적격화를 통한 기

능개선을 통하여 HDR 송출운행적용을 하였다. 또한, UHD / DTV 동시방송에 따른 송출매체

의 종합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로 송신시설 운용 안정화 및 방송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시스템은 UHD 입력신호용 IP 디코더, ATSC 3.03) RF Demodulator, 멀티뷰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로서 매체별, 입출력 신호 일괄감시를 통한 직관적인 상태파악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신뢰도가 향상하였다. 또한, 감시 기능의 다양화로 방송장애 판단의 정확성이 확보되고, 

방송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멀티뷰어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화로 유지보수 용이 및 

시스템 확장, 공간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KBS는 UHD 방송기반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되나 UHD 방송의 활성

화와 고품질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바일 수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DMB사업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바일 서비스를 차별적인 채널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UHD 지상파방송과 더불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신서비스를 만드는 채널로서 경쟁력 있는 고화질 모바일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사와 정부, 플랫폼,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법적 제

도적 보완과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안을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라. 디지털 워크플로우 고도화

사내 디지털워크플로우 정책 방향성이 단순 파일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정책과 플랜이 부재하였고 기존의 제작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개선에 대한 

정책확산 및 실행의 전사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디지털 스마트 워크플로우 TF를 전사적으로 운영하였고 TF 밑에 TV, 

보도, 라디오, 지역국, 인프라 등 총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워크플로우의 문제점 파악 

및 현안 공유를 통해 2018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디지털 스마

트 워크플로우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9년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에 

3) ATSC 3.0(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은 미국의 디지털TV 방송 표준 규격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해 빠른 속

도로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다채널 방송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며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 사용하

는 DVB-T와 일본이 개발한 ISDB 방식과 비교해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ATSC 3.0은 2016년 7월 국내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 규격으로 채택됐으며, 2017년 5월 이를 활용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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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가능하여졌고 제작워크플로우 개선으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하였다. 또한, 광

고 워크플로우 개선을 통해 개별광고 송출이 가능해져 광고 편성 변경 시 별도 병합작업 등이 

없어지는 워크플로우 개선효과로 광고수입증대 효과와 프로그램 제작 프로세스가 개선될 것

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콘텐츠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용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후된 제작 NLE 및 스토리지를 교체하였으며, 컨

버팅 시스템을 개발 및 도입하여 파일 제작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편집 전 대기 시간을 단축

하였다. 기타 기술지원이 종료된 서버 장비 등도 교체를 병행하여 장애 발생 시 대처가 용이

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워크플로우 개선작업이 시스템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져서 전체 제작 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디지털워크플로우는 직무와 직능의 변화가 병행되어

야 한다. 제작기술의 변화에 따라 통합 또는 분화되는 직무 및 직능 부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다. KBS의 디지털 제작프로세스를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의 관리 차원에서 개선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마. 콘텐츠 제작기술 역량 강화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멀티 플랫폼 환경 구축에 대한 니즈

를 적극 반영하고 TV/모바일 동시 제작 및 송출이 가능한 다양한 방송 포맷을 지원하는 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2TV <꿀잼 퀴

즈방>에서 처음으로 생방 참여형 N-Screen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TV제작기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외부세미나, 자율연구회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자체 직무교육 등은 

<프라운호퍼 MPEG-H 연수 및 메타데이터 제작>, <음반 마스터링의 이해와 실제>, <UHD 조

명 및 UHD 네트워크 구축>, <Audio Restoration 연구> 등이 있으며, 해외 연수는 <HDR 컬

러리스트 전문가 양성과정>, <UHD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실감형 MPEG-H 3D Audio 

제작 전문가 과정 연수>, <VSM(Virtual Studio Manager)교육 참가>등이 있다. 자체 직무교육 

실시로 다양한 제작경험을 공유하고 차세대 제작기술 연구 및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제작역

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기관 연수 참여로 외부 기술동향 파악 및 사내 적용을 통해 제작기

술 선도하였으며, 자율연구회 운영을 통해 미래 제작기술과 현재 주요 이슈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로 결과를 사내 공유하였다. 또한, UHD 제작에서 영상, 음향, 조명, 특영, 후반제작 

등 각 직무별 제작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UHD 콘텐츠제작의 선도적 역할 수행하였다. 한편, 



72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세계 최초 UHD IP방식 M:N 스튜디오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용을 통하여 UHD방송기술

을 선도하였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녀들의 여유만만, 

바둑, 씨름 등을 UHD로 제작하였다. 또한, UHD 제작기술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제

작역량을 강화하였다. 뉴스제작, 라디오제작, 중계차제작 및 송출분야에서는 UHD 콘텐츠의 

품질향상과 제작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뉴스제작, 라디오제작, 중계차제작 및 송출분야

에서도 UHD 콘텐츠의 완성도 있는 품질향상과 제작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UHD 드라마 

콘텐츠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비투자와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드라마는 UHD 화질로 촬영을 하고 있으나, 제작 워크플로우 관리 부재 및 저

장 시스템의 부족으로 UHD 촬영 원본을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의 촬영 원본을 보관

할 저장시스템과 적정 인력이 보강되면 UHD 원본 화질의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므

로, 예산을 들여 HD의 리마스터링으로 UHD제작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송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월 1개 아이템을 선정하여 매주 세부사항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베이스밴드, 헤드앤드, APC, 송출운행, CMS 시스템 교육을 통해 응급

조치 능력을 향상하였다. 교육을 통한 시스템의 폭넓은 이해로 방송을 안정적으로 송출하였

다. 라디오송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라디오의 개요 및 기술 표준 등 3회 교육하였고, 

송출 시스템 교육으로 라디오송출 운용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다. 또한, 차세대 미래방송 기술

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4K UHD 카메라 기능의 연속성 유지로 프로그

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방송장비 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

증･시험･기술자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 활용하여 인증센터의 공신력과 신뢰

성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디오 부문에서 생방센터의 오디오 믹서의 운용한계 

도달로 인해 방송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여 생방

송 제작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라디오 채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보이는 라디오’등 영상 서비스 품질향상을 추진하

였고 스튜디오 건축도 음향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바. 재난재해 방송 및 속보 방송

지역(총)국에서 로컬 프로그램 송출 시간대에 재난재해가 발생 할 경우 긴급 자막속보가 지

역에 고지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역(총)국 6개소에 지진 등 대형 재난재해 발령 시 긴

급 자막속보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로컬 프로그램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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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간대에 본사와 별도로 재난재해 자막속보 정보를 수신하여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것이

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재해 발령 시 KBS 각 지역(총)국에서 제작/송출되는 프로그

램 화면에 실시간 긴급 자막 고지를 통하여 재난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진, 해일, 대설, 호우경보 등을 포함한 모든 재난 속보의 실시간 자

동 송출로 재난 고지 누락현상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뉴스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방송 참여가 가능

해 졌다. KBS가 설치 운용하는 재난재해 방송시스템은 독도, 연평도, 백령도, 서울광장, 한강, 

롯데월드타워 등 위성/MW/IP를 이용하여 파노라마 카메라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KBS는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

고, 특히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관부

서와의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 방송외적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자 

참여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온라인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난 정보에 대처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사. 보편적 지상파 서비스 안정화

지상파 UHD는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SFN4)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송신망을 구성할 

수 있어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된다. 미래기술연구소는 난시청 해

소 및 UHD 직접수신 강화를 위해 `17년부터 관련 정부지원 국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

를 통해 지상파 UHD 단일주파수(SFN) 송수신망 설계 기술 개발(3차년), 전파환경 분석기술을 

연구개발(3차년), UHD 공시청장비 시설구축(3차년), 고품질 방송을 위한 동일 채널 중계기술 

개발 과제(신규)를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또한, 2018년 말부터 UHD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UHD 직접 수

신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별 수신 상태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는 1개의 

RF채널에서 2개 이상의 HD/UHD 콘텐츠를 서로 다른 전송모드로 송신하여 수신환경이 열악

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HD 콘텐츠만 수신하고 수신 환경이 우수한 고정 환경에서는 UHD콘텐

츠를 수신하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국내 환경에 

4) SFN(Single Frequency Network)은 방송 서비스 구역 내 여러 송신소가 동일한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송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망이다. 인접 지역에서도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고, 방송권역별 또는 전국망의 송신소들

이 하나의 주파수를 공유하여 한 개의 방송 채널로 넓은 지역에 서비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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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전송모드의 도출을 위해 본방송용 서비스가 가능한 전송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다양

한 매체의 등장과 수신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

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직접수신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이 IPTV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아날로그 케이블TV가 8VSB

로 전환되고 있어 직접수신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수신률 문제가 기술적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상파 플랫폼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

사적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지상파 직수율 하락은 KBS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의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로 기존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기술 지원 외에 시청자들이 KBS를 찾아

보도록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 정보시스템 부문

디지털 스마트워크플로우에 따른 광고소재 분리송출 등 사내 디지털워크플로우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디지털편성제작정보시스템, 광고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의 사업계획 수립이 필

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보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사고분석･복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2018년 

주요 추진내역은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가상환경 기반 분석 솔루션 및 분석용 장비도입,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수립 검토 등이다. 이로써 정보보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방지가 가

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다국적 기업인 오라클社가 2012년도 공사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룸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2017년 7월에 라이선스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오라클社는 공

사가 사용하는 DBMS 라이선스 수량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약 25

억 원을 요구하였고, 경영정보국은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납품업체가 2012년도 디지털뉴스룸 구축 용역과 관련한 

오라클 DBMS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는 DB를 적정 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

하여 공사, 오라클社, 구축업체 3자간 원만한 합의로 2018년 7월 라이선스 이슈를 종결시켰

다. 위 사례에서 보듯 IT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발달 트렌트를 고려하여 전문영

역별로 그 수요를 조사하여 새로운 기술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기술에 투자하기 위

한 확장적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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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래 방송기술 연구개발

미래기술연구소는 시청자 참여 서비스인 티벗의 개선 요구사항을 일선 제작진으로부터 수

렴하여 다음과 같이 티벗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내용으로는 맞춤법자동검사기 도입, 

다지 선다 투표 송출 기능 확대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티벗은 아침마

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명견만리, 배틀트립, 안녕하세요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중소업체들과 협업을 

통하여 공동연구, 용역연구, 국책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발전과 관

련 중소업체들의 시장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기술연구소는 

이동통신과 차별화되는 지상파 방송 고유의 공익 및 수익 서비스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UHD 

방송기술인 ATSC 3.0 도입에 따른 긴급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 긴급재난방송 국가표준 개

정작업 참여, 긴급재난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수립 및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참여, 긴급재난방

송 다매체 서비스 개발 국책과제 참여 등이 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관련 기술을 선

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미래기술연구소는 연간 2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기초적인 연구

도 수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도 지

적된 내용이다. KBS는 재허가 심사에서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부끄러운 낙제점

을 받았다. 방통위는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방송법 제44

조에 공적책무를 위해 방송기술 연구 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정관 제30조는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예산총액 1%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방송기술연구 개발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KBS가 연구개발해야 할 기술영역의 폭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IP기반 서비스 기술을 방송

에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대규모 국책연구를 수주할 수 있

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종합평가 및 제언

2018년 KBS 기술･뉴미디어 부문은 ‘TV를 넘어선 플랫폼’이라는 전략과 ‘스마트 플랫폼 강

화’, ‘지상파 플랫폼 재도약’, ‘UHD 방송 선도‘라는 3대 과제에 따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KBS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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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역할 강화

 재난재해 주관방송사로서 시스템강화 필요

KBS는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과 훈련이 필요하다. 방송시스템 이외에 시청자의 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의 정보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 개선 필요

지상파방송의 직수율 하락은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채널서비

스 및 모바일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아날로그의 8VSB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환경 변화에 예견됨에 따라 이런 변화가 지상파 방송 

직수율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미디어 전략 강화

◦ OTT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반 디지털플랫폼이 방송프로그램 유통에 차지하는 영향

력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가치설계와 이에 부합하는 멀

티 플랫포밍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 영역에서 KBS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책무와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구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 KBS의 디지털 전략은 잦은 조직개편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리는 등의 이유로 기존에 

검토된 중장기 전략이 실행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

고 있어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전파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기술의 개념범위를 확장해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기술, 지

능정보기술, 빅데이터의 활용 등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생산 프로세스 개편과 직능의 조정 등 내부적 혁신전략

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있는 성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모바일 전송 및 수신기술의 가치를 높이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 노

력이 필요하다.

◦ DMB 방송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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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기술연구 활성화

KBS 미래기술연구소가 방송기술의 원천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와 예

산지원이 필요하며,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기술 개발 분야를 설정하고 투자하여 

이를 수익화하는 비즈니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지역방송국 활성화

지역총국과 지역국에 대해 지상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국 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국 특성에 맞게 보도, 편성, 기술 등 리소스를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신청사 건축

뉴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고 UHD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KBS 미래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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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경영･회계 부문

1. 경영개념과 경영플랫폼의 평가방법

가. 경영과 경영플랫폼의 개념

근대적 경영학은 자본가의 이익추구 행위를 돕기 위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경영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착취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한반도에 이식했다. 조직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로 만들어 최상층부의 지배자가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절대 권력을 갖도록 했고, 상위계급은 하위계급을 명령･통제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광복 이후에도 이런 조직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군사독재시대를 거치

면서 이것이 마치 인사조직(人事組織)의 철칙(鐵則)처럼 우리사회에 각인되었다. 이것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식 경영은 군국주의 시대에 쓰

던 억압과 착취의 인사조직이론을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구시대의 군국주의적 인사조직이론은 20세기 후반에는 완전

히 폐기되었고, 새로운 인간중심형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

스트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독일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나치즘과의 결별

을 선언하고 새로운 경영학,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사조직이론을 세워 새

로운 경제기적을 일으켰고 오늘날 독일산업계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를 조직운영방

식의 게르만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인본주의 경영학 시대가 열리면서 서부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

하여 지구촌 정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월스트리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미

국 서부에 정착한 초기의 벤처기업들은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자본가들이 요구하던 지

배와 통제의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영방식을 고집함으

로써 오늘날 미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로 성장한 것이다. FAANG(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이라고 불리는 이들 신생기업들의 경영방식은 지난 수백 년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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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던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인 억압과 착취의 인사조직이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인사조직이론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이로 인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

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제강점기에 심어놓은 군국주의 시대의 인사조직이론, 즉 지

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 억압과 착취의 비합리적 이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다. 군사독재시대를 끝내기 위한 민주화의 열풍이 불던 시기에 불합

리한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 이보다 큰 이슈인 독재정치의 권력구조

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군사독재시절을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

지만, 인사제도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성찰도 없었다. 그렇게 개혁의 기회를 놓치자 김영삼 

정부의 끄트머리엔 결국 국가부도의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군국주의 시

대에나 적합했던 낡은 인사조직이론의 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

건의 근본원인에 대해 반성할 새도 없이 국가는 IMF의 관리체제로 넘어가고 말았다.

인본주의 경영,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은 다른 어떤 경영방식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새로운 이

데올로기도 아니고 특정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도 아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보다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과정에서 발

전한 경영학이다. 그 중에서도 인본주의 인사조직이론은 그런 경영학적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

을 뿐이다. 다만,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직구성원의 성숙도,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유된 가치관에 달려있다. 새로운 인사조직이론으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스스로 만들고, 누구나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함

으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KBS에서 이러한 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경영학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사조직이론(人事

組織理論)은 경영플랫폼(management platform)을 구성함으로써 조직구성원 누구라도 독립

된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개념을 만들어주는 학문

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영플랫폼이란 조직구성원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토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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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평가방법론

경영플랫폼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조직의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영개

념의 이해와 그 모델이 필요하다.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비전(vision), 전략(strategy), 조

직(organization), 성과(performance), 역량(competency), 인사(personnel)라는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어

느 수준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① 경영플랫폼 개념은 조직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한다. 매력적인 비전(compelling vision)은 

구성원들의 가슴에 열정과 도전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성

과창출에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② 이러한 매력적인 비전은 반드시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

을 실행하려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업과는 전혀 다른 전략(strategy)을 활용해야 한다.

③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organization)이 비전과 전략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스템설계보다 구조설계가 더 중요하다. 구조란 역할

과 책임이 가장 큰 직무와 그렇지 않은 다양한 직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피라미드형 수직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형 수

평구조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④ 직무담당자는 자신의 직무에 고유한 성과책임과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스스로 성과목

표(objectives)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직무의 역할이 더 큰 상위직으로부터 지원 또는 보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⑤ 직무에 부합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competency)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

량이란 일반적인 능력개념과는 다른 높은 성취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내적 속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역량을 진단하기도 개발하기도 어렵

다. 따라서 사내에 역량진단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⑥ 인사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책임의 크기가 큰 직무담당자의 코칭과 피드백이다. 코칭

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일은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인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코칭과 피드백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료

나 부하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은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급여보상제도는 경영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기본급에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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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덧붙여서 보상하는 것은 급여보상이 주는 경영철학적 의미를 퇴색시킨다. 능력급

이나 성과급은 직원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협력을 강조하는 네트워크형 수평구

조에는 적합하지 않다. 급여보상제도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 성과와 역량이 반영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

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결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조직운영에서 구성원

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여섯 개의 경영개념을 촉발시키는 것은 

리더십이다. 올바른 리더십은 전체 구성원들과 조직의 생동감을 일으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리더십의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 구성원들에게 직업인으로서 삶의 실존적 의미를 명

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2. 경영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목표와 성과

우선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시절에 KBS가 권력자들에 휘둘리는 바람에 공영방송사로서 

정체성이 훼손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는 내부 구성원들

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사가 홍역을 치러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병폐를 치유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방송사

인 JTBC 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는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떠나 공영방송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

의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KBS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에 수렴될 수 있

도록, 그리고 정치권이 스스로 구조적 혁신을 실천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

되지 않은 현실은 안타깝지만, KBS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나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8 사업연도를 맡은 신임 경영진은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자. 2015년에 마련된 비전(TV를 넘어! 세계를 감동시킨다!)을 실현하



82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기 위한 3대 전략(①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 ② TV를 넘어선 플랫폼, ③ 직무/고객/시장중

심의 경영)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는 비전은 누가 보더

라도 매력적이다. 이런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는 치밀한 전략과 그 실행에 달려있다.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 전략은 태양의 후예, 다큐멘터리 순례, 뮤직뱅크 월드투어 등과 

같은 작품은 세계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콘텐츠 경쟁력과 한류확산에 기여했다. 어려운 

제작여건 속에서도 세계인들에게 공감하는 다수의 콘텐츠를 발표할 수 있었다. 2018년도 이

전의 보도부문에서는 상업방송보다 못한 신뢰도의 추락 상태에서 2018년도부터 신뢰도부문

에서 그나마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다행이다. ‘TV를 넘어선 플랫폼’ 전략은 KBS World 

TV(Youtube)가 938만 명(2019년 3월말 현재)의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PSM(Public Service 

Media)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운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직무/고객/시장중심의 경영’ 전

략은 전사적 직무분석과 ‘리더십역량진단 및 역량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당초의 경영전략을 

실행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2018 사업연도는 <2016∼2018 KBS 중장기 정책방향>의 마지막 해인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재정적 어려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새로운 경영진 교체 등과 

같은 온갖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3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행과 믿음이 있

다. 이것이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은 의사표현도, 의사결정도 

할 수 없다. 토론하고, 협력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다. 전략실행의 주체인 특정인을 정하고 조직의 명운을 그에게 맡긴 후, 

그가 맡은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배분해야 한다.

3. 조직관리

KBS의 지배구조는 정치권의 당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 비합리성을 내포

하고 있다.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치지형에 

따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의사가 그 비례에 따라 국회의

석으로 표현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국회구성방식이 여전하고, 다수를 확보한 정치세력이 방송

사를 장악하려는 유인이 상존하는 마당에 국회구성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송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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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시비는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KBS 경영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

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최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KBS지배구조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사회의 표결로 다수 이사의 의사에 따라 사장을 지명하는 손쉬운 길을 택할 수

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성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주춧돌 하나를 더 

얻는 것이었다. 누가 사장이 되느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런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수신료와 관련된 이

슈인데, 수신료를 정상화해야만 KBS가 정상화된다. 물론 그 역도도 성립한다. KBS의 지배구

조가 정상화되어야 수신료도 정상화된다. 이는 국회구성이 합리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경

영평가위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이슈들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비롯

된 것이다. 비합리적인 국회구성 관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시 바삐 국

회구성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충

해보려고 공영방송에서 광고수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

이어서 안쓰럽기까지 하다. 

KBS는 우리 사회가 간직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자 가장 

막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KBS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KBS의 재정 정상화는 지금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준다.

KBS는 1960년대 초 군사독재시절 국영방송국으로 출발한 관용방송이었다. 앞에서도 언급

했다시피, 이는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적 명령과 통제의 경영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공공부문이든 사기업이든 아직도 이 체계에서 벗어

나지 못했듯이 KBS 역시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을 마치 원죄처럼 떠안고 있다.

물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정치세력에 의한 경영진 교체로 과거와 현재의 갈등이 아직 남아 있고, 보도부서, 제작부서, 

기술부서, 경영부서 등과 같은 부서별 집단이기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노조 간의 갈

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것이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가

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조직정치(organizational politics)의 부정적 행태를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서 



84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설명한 경영플랫폼을 설계하여 경영의 플라이휠(flywheel)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와있다.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사

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혁명의 파고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까지 우리

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다. 이 

변화는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신체구조, 취향, 신념, 가치, 재능, 욕망 등을 반영하는 개별맞춤

형 사회(personalized society)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체들의 개별맞춤형 생산

(personalized production)과 유통업체들의 개별맞춤형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 나아

가 기술업체들에 의한 개별맞춤형 거래(personalized transaction)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삶

의 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선 개별맞춤형 이동수단의 이용객이 기

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것

보다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세 가

지 키워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생산공장의 모든 부품과 설비

들이 마치 고도의 사고력을 가진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자율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완제

품이 되어 공장을 벗어난다. 이것은 완벽한 개별맞춤형 주문생산공정이다. 100년 이상의 전통

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컨베이어벨트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제조공정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

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완제품이 고객에게 배달되는 과정 역시 개별맞춤형 배달서비스

가 실현되고 있다. 생산과 서비스방식이 바뀌기 이전에 이미 모든 구성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수평구조, 즉 새로운 경영플랫폼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둘째, 자율성(autonomy)은 중앙통제시스템이 사라지고 모든 노드(node)들이 자기 스스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분권화된 구조에서 반드

시 따라오는 특성이다.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 없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을 수행하도록 완벽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

고 보호하는 인본주의 경영학이 추구하는 핵심이 모든 구성원에게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영사상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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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네트워크(network)형 수평구조란 분권화되고 자율성을 가진 노드(node)들이 서로 협

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역할

을 스스로 조정해 나아가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노드들의 건강하고 튼튼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만 조직의 경쟁력이 생긴다.

조직의 경쟁력이 구성원들의 경쟁을 통해서 생긴다는 통념은 잘못된 신화에 불과하다. 경쟁

은 오히려 네트워크를 훼손하고 조직의 건강성, 생산성, 창의성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조직 내

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제거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연대(solidarity)와 보충(subsidiarity)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경

영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영진이 훌륭한 인품과 유연한 사고력을 발휘하여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누가 되든 상관

없이 명령과 통제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

론 과거의 경영진이 무시했던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경영진 교체와 상

관없이 반드시 합의제 민주주의가 조직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합의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계급질서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는 첫걸음이 바

로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실현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분권화를 통해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법률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굳어진 조직문화인

데, 이런 조직운영방식의 합리성, 생산성, 창의성은 우리의 계층화된 계급질서로 운영되는 조

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앞서 언

급했듯이, KBS가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시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권력집단으로 독립하여 KBS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명실상부하

게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86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4. 성과관리

KB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객관화한다는 명목으로 성과지

표를 구체화･정량화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두고, 그것을 합산하여 서열화하거나 상대적 강제

배분 비율에 따라 등급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의 성과평가를 포함한 현행의 인사

제도 자체가,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 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지금

까지 내려오던 것인데, 지표별 배분비율과 등급화의 경향을 아무리 조정해 봐야 결국에는 인

사고과자의 주관적 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사고과자에게는 함께 일하고 

있는 평가대상자들에 대한 평가결과와 그 순위가 이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을 개인평가시스템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뿐이다. 이런 전통적인 평가방식은 그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 세계적인 추세는 전통적인 서열화･등급화를 위한 인사고과 자체를 폐기하거나 

코칭과 피드백을 통한 성과창출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조직이란 실제로 일하는 개별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개념적 실체일 뿐 구체적으로 존재하

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직은 말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일을 해서 성

과를 내는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인류는 고대 로마제국 

시대부터 조직이 일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조직중심형 사회로부터 점차 인간중심형 사회로 발

전해왔다. 앞서 경영개념에서 설명했듯이,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인간중심형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조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구성원 개개인

이 일하는 것으로 경영플랫폼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직이란 직무담당자들이 자신

의 성과책임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팀의 경계(team boundary)에 가상의 테두리를 만

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부서를 평가하는 것은 허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평가과정을 계량화하거나 등급화하는 상대평가방식은 평가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

성(reliability)이 낮아 선진기업의 대부분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다.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을 높이는 방법으로 STAIRS(Situation, Task, Action, Intention, Result, new Situation을 

줄여서 사용한 용어)의 기술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칭과 피드백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Situation)에서 어떤 과업(Task)을 맡았는데,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행

동(Action)을 했고, 그 행동의 의도(Intention)는 무엇이었으며, 그 행동의 결과(Result)가 초

기의 상황을 어떤 상황(new Situation)으로 바꾸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다. 여

기에는 어떤 지표도 특별한 양식도 없지만, 어떤 이벤트에서 직무담당자의 업무활동을 관찰하

면서 특징적인 사실을 기록해 두면 된다. 이런 기록은 직무담당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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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할 수도 있다. 누가 기록하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며, 어떠한 평가나 판단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기록이 몇 년 동안 쌓이면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인사고과방법은 대개 숫자와 등급을 표시한 서류여서 아무리 오

랜 기간 모아도 나중에 그 숫자와 등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STAIRS가 쌓

이면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과거기록이 쌓여 있어야 제대로 된 

역량진단(competency assessment)이 가능하다. 과거의 행태를 알아야 역량을 진단할 수 있

고, 역량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역량관리

역량관리의 출발점은 역량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국내에 수입된 역량개념은 미국의 행동

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역량을 행동패턴과 행동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즉, 가짜행동(fake behavior)을 만들

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면의 의도와 달리 위장된 행동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을 가진 상사(인사고과자) 앞에서 부하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

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행동은 사회생활을 통해 터득한 요령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행동을 역량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 예측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하

기 곤란하다.

역량이란 행동(behavior)도 아니고 능력(ability)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가능케 

하는 내면의 속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을 말한다. 인간의 타고난 내면적 속성이란 잘 

바뀌지 않는다. 인사조직이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타고난 내면의 속성인 역량이며, 상황과 개

인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인간의 내적 속성인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일관된 행동패턴과 사회적 성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조직 담당

자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량진단은 전문적인 분야다. 역량진단 전문가(competency assessor)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훈련받은 경험이 없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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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하의 역량을 진단･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편향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S와 같

은 거대조직은 사내에서 역량개념과 역량진단방법론을 터득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마땅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역량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이동, 승진, 퇴출 등과 같은 경력경로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역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주 단순하다.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구성원들

의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코칭과 피드백을 실행한다. 둘째, 당

사자가 참여했던 업무추진과정에서 STAIRS를 기록하고 직상위자 또는 동료들이 확인한다. 사

실상 이벤트에 참여했던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작성하고 함께 확인하는 단순한 일이다. 

셋째, 그 기록이 충분히 누적된 경우 역량진단을 거쳐 인사이동, 승진, 퇴출 등의 선발에 활용

한다. 이때의 역량진단은 훈련받은 전문적인 역량진단 전문가(competency assessor)의 도움

을 받으면 된다.

관리는 단순하지만 그 STAIRS를 기록하는 하는 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워낙 그 개

념이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주어진 상황과 과업, 실제로 실행한 행동과 의도, 나타

난 결과와 새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물론 초기에는 업무진행과정을 기록하

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

면 이보다 더 쉽고 간편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일

한 동료들도 언급되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협동심도 증가하는 등의 효과도 가능하다.

6. 인사관리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설치하여 외부 개방형 공모제도를 통해 전문가를 임명하

고, 사내 성폭력 성차별 관련 신고 및 접수처리, 피해자 보호와 직원상담 그리고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 업무를 수

행토록 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남녀평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수평적인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간의 계급의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구성원들

이 코칭과 피드백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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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중요한 직무를 맡은 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래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조직문화는 말이나 구호로 실현되지 않는다.

KBS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반에 대한 세간의 평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평균 이

상의 지성인들이 모인 언론계가 행동이 거칠거나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평판이 있

기 때문이다. 진실을 정직하게 분명히 말하더라도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인들의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친 취재 현장이나 시청률 경쟁과 

같은 거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인사관리담당자들은 이런 점에 유념하여 임직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수준

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방송계를 선도해야 할 KBS의 의무일 것이다.

인사관리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

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 존엄성이란 코칭과 피드백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과 이해, 존중과 희망을 담아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층적 지배구

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술을 전혀 익히지 못했다.

물론 우리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우리 사법부조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오락가

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릿하다. KBS의 경영진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직 내의 모든 환경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서 소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즉 불합리한 것에 

반대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는 상황에서 반대할 의무(obligation to dissent)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현상은 계급질서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는 나타나지 않으며,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만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창의성이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인사관리는 앞서 설명한 몇몇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채용, 이동, 보상, 승진, 퇴출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원리가 

잘 실현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권화는 구성원 각자에게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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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역할과 책임이 큰 직무, 즉 무거운 성과책임을 가진 직무담당자들에게 서로 협력하

는 연대(solidarity)와 보충(subsidiarity)의 원리를 잘 실행하도록 하고, 그들이 더 가벼운 직

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권화의 핵심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경영플랫폼 운영을 위한 리더십과 그 조직적 역동성

취재･제작의 자율성 제고에서부터 시청자 권익 보호조치까지의 2018년도 핵심사업과 성과

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업들과 대내외 소통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조직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역동성은 철저히 경영진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한 사람의 카리

스마와 그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려는 민주적

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앞서 거듭 강조한 경영플랫폼을 확립해

야 한다.

8. 예산편성과 운용

가. 중장기 계획 및 경영목표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2018년 예산은 ‘변화를 통한 국민감동’이란 2018년 경영목표와 2016년∼2018년 중장기 정

책방향(3대전략, 9대과제)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내실화 추구’로 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 예산을 편성하였다. 수입예산 측면에서는 미디어 산업 

재편으로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수신료 수입과 콘텐츠 판매수입 성장세 역시 둔화

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스포츠이벤트 관련 중계권판매수입, 협찬수입 등 적극적인 수입목표

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손익 21억 원의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영내실화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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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장기 정책방향 내 3대 전략에 따른 9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사업 13개에 비

용예산 1,373억 원, 자본예산 235억 원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여, 중장기 계획 및 경영목표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확대하였다. 핵심사업의 비용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목표사업의 자본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므로 충분한 자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 예산편성의 목적 적합성과 적정성

수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526억 원을 증액한 15,714억 원을 편성하였고, 비용예산의 경우 

자구노력의 반영으로 2017년도의 긴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등 스포

츠이벤트 실시로 인하여 전년 대비 533억 원이 증가된 15,693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업타당

성 검토를 강화하여, 정규, 특집 등 핵심 제작 경쟁력의 강화, 유지를 위한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후 긴축하였으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

속하였으므로, 수지관리를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경쟁력 강화 및 수입확대를 위한 탄

력적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

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비용예산은 총 예산 15,693억 원 대비 15,079억 원을 집행하여 96.2%의 집행률을 기록하

였다. 비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첫째, 예산운영기준 시행 및 월 단위 예산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연초 예산운영기준을 전사적으로 시행하였다. 둘째,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였다. 셋째, 사전검토 기능 및 예산통제를 강화하였다. 넷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자본예산의 집행률이 39.9%로 전년대비 7%정도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현실화와 정부의 미

납자본금 납입을 간곡하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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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관리의 유효성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예산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예산통제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효율적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관리하였으며, 일상경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

표 중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등 예산집행과 성과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내부감사제도의 유효성

2018년 감사실에서는 효과적인 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

기감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사의 주요사업 전반

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사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사로 근무기장을 확립하기 위해 

사이버감사실을 통한 제보 접수 활성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감사 16건에서 70,115천 

원을 회수하고, 특정감사 1건, 복무감사 20건, 일상감사 2,175건을 실시하여 78건에서 

167,486천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다.

9. 재무와 회계

가. 경영실적과 재무상태

2018년 총 수입은 1조 4,758억 원으로 2017년 1조 4,938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하였

고, 총 비용은 1조 5,079억 원으로 2017년 1조 4,374억 원 대비 705억 원이 감소하여 585억 

원의 사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수년 간 계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18년에 손실을 기록한 이

유는 지상파 광고시장의 축소로 인한 광고수입의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제작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주 수입원인 수신료수입은 더 

이상 증가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자본투자를 늘려 콘텐츠 판

매 수입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광고수입이 전년대비 338

억 원 감소하였으나, 수신료수입이 133억 원 증가하고 콘텐츠 판매수입이 250억 원 증가하여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성과이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긴축을 실시하여 불요불

급한 사업경비 192억 원을 절감하였으나 방송사업비의 증가로 585억 원의 사업손실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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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비용절감이라는 소극적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안정화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수입원의 확보와 

정부의 미납자본금의 납입을 통한 자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말 현재 KBS의 자산은 1조 2,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90억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5,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6,748억 원으로 전년 대

비 408억 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말 여유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4,714억 원과 

단기투자자산 600억 원 합계 1,071억 원으로 2017년 말보다 139억 원이 감소되었다. 현재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아서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자산의 감소

폭이 유동부채의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유동성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

의 감소 추세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말 임직원의 퇴직급

여충당부채가 4,234억 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해 외부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한 퇴직보험예치

금은 83억 원에 불과하여 대규모 퇴직 시에는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재무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유동비율은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져서 유동성과 안정성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긴축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만으로 적

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에 수입증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278억 원을 재투자하여 콘텐츠부문 수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자본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수신료 현실화 등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경영이 안정화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나. 수익창출 활동의 목적 적합성 및 효과성

성과보상제를 도입하여 1인당 발굴실적을 증진하고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제고하

기 위해 현장요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기 등록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정용보다

는 일반용 수상기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수신료수입은 전년대비 133억 원, 목표대비 53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광고주의 광고 집행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높은 광고효과가 예상되는 광고노출 위치를 개발

하여 판매하고,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고 판매단가와 상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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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채널 통합 광고상품 판매와 마케팅을 통해 광고주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지상파 광고

시장의 축소 속에서도 3대 스포츠 이벤트 광고목표 초과 달성, 간접/가상광고 실적 전년 대비 

10% 성장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출은 전년 대비 338억 원이 감소

한 3,328억 원을 달성하였다.

기타매출수입에서는 콘텐츠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성과이다. 적극

적인 한류마케팅으로 KBS World SNS가입자가 2015년 말 5,718,556명에서 2018년 말 

15,322,818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미래의 콘텐츠 판매수입의 증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

다. 비용 및 원가관리의 효율성

2018년 KBS가 지출한 총비용은 1조 5,079억 원으로 예산대비 601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년도 총비용 1조 4,374억 원보다 705억 원이 증가하였다. 사업경비는 대형스포츠 중계에 

따른 방송제작비 증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수시로 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을 강화한 결과 예산대비 601억 원을 절감하였다.

방송제작비는 전년대비 83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략기획실의 예산통제와 감사실의 검토

를 거쳐 최종 집행되고 관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대형스포츠 제작비의 발생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시설운영비는 1,0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판매관리

비는 1,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감소하였다. 인건비는 5,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가하였다. 

2019년 조직개편 후 경영관리 시스템 운영 정책 확정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지만 관리회계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운

영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8년에는 세밀하고 다각적인 가격조사와 사업부서의 적기발주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극

대화하여 적정가격 낙찰을 유도한 결과 2018년도에 총 661억 원의 구매예산대비 84.1%인 

556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05억 원의 계약차액을 달성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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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작비 및 장비시설 관리의 효율성

프로그램 제작비는 편성운영부가 연간 제작비 예산규모를 감안하고, 기본제작비에 근거한 

제작비를 배정하고 매월 제작비 집행 실적과 불방 현황을 점검하여 제작비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외주제작비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외주제작

비 지급기준>, <외주제작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책정하되, 신규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KBS편

성제작회의에 기획안을 상신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외주제작비 적정 규모를 결정한다.

신관에 소재한 기존 HD 풀파일 종편실(종합편집실) 3개소의 기능을 보강 후 1TV, 2TV에 

신규 편성된 데일리 UHD 프로그램들의 종편실로 활용하고, 또한 신관 색보정실로 운영되던 

시설 1개소는 UHD 종편실로도 겸용하여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투자 요소를 최

소화하였고, PE-11, PE-12, PE-13의 신관 종편실 3개소와 신관 색보정실(DI-11) 1개소 등 

시설 4개소는 데일리 프로그램 외에 위클리 UHD 프로그램, 본사 UHD 특집 및 지역국 UHD 

특집 후반작업에 투입하여 시설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마. 계열사관리 및 성과의 적절성과 경영 효율화

KBS는 9개의 주요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열사들은 크게 콘텐츠 계열사와 위탁 

계열사로 구분할 수 있다. KBS미디어, KBS N, KBS America, KBS Japan, 몬스터유니온 등 

5개사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콘텐츠 계열사이며, KBS비즈니스, KBS아트비전, 

KBS시큐리티, KBS미디어텍 등 4개사가 시설관리 또는 전문분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위탁 

계열사이다.

2018년 계열사 경영계약은 다음의 기본방향 하에 체결하였다. 경영계약 내용을 명확화하

여, 기존의 KBS사장과 계열사 사장간의 계약 형태를 본사 및 계열사 기관 대 기관 방식으로 

계약 형식을 변경하였고, 사장･임원･기관 평가가 경영계약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조

항을 추가하였다. 임원(감사 포함) 성과급 지급 대상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고, 성과급 지급 대

상 임원의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1일에서 ‘평가대상 회계연도 9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영기여도를 고려해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이사회 또는 주총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였다. 콘텐츠계열사는 저작권료 배점을 45점으로 유지하는 한편, 위탁계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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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 평가(고객만족도) 배점을 35점에서 45점으로 확대하여 위탁계열사의 본연의 업무

인 서비스품질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콘텐츠계열사 저작권료 배점 비중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계열사의 경영내실화 유도를 위해 위탁계열사 배당금 평가 10점 배점을 삭제하

고 위탁계열사, 콘텐츠계열사 모두 영업이익 항목을 20점 배점으로 편성해 재무성과 측정지

표를 영업이익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2017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위

탁계열사 외부매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2018년 주요계열사의 매출 총액은 약 6,018억 원으로 그 중에서 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약 

1,517억 원(25.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아트비전, 시큐리티 및 미디어텍은 공사

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들은 매출거래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열사들의 본사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저작권료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

다.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한 계열회사의 공사에 대한 기여도가 회복되고 있

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회복되고 있는 저작권료의 수입증대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자산관리의 효율성

KBS는 2018년에 충주(송), 청송(중) 등 기타 부지 매각을 통해 총 81억 원의 유형자산처분

익을 달성하였다. 그간 KBS에서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부지, 

중파 효율화 차원으로 폐소된 중계소, 그리고 기능조정된 지역국 일부 등을 지속적으로 매각

하였다. 현재 미매각 불용부동산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통해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경영수지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KBS는 39년간 동결된 수신료, 급감하는 광고수익, 한계상황에 이른 콘텐츠판매 수입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제작 시설을 확보하고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4의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KBS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현재 방송법시행령에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자산을 활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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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신료 이외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궁극

적으로 시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

원을 확보하는 것은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데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며, 정부나 공

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도 재정 건전성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

음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 재정 건전화 방안의 적절성

KBS의 2018년 현금흐름을 보면 사업활동에 따른 현금은 292억 원이 창출되었고 유형자산 

구입 등 연간 투자활동에 984억 원, 배당금 지급에 따른 재무활동에 46억 원이 소요되었다. 

전기보다 현금이 738억 원이 감소하여 기말 현재 보유현금이 471억 원으로 유동성이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중에 단기금융상품구입액 600억 원이 포함되

어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은 1,071억 원으로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증가

해 오던 현금보유액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므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BS는 일일 자금시재를 최소 규모로 유지하고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상

품을 선정하고 잉여자금을 운용하였다. MMT, 정기예금 및 특정금전신탁 등 잉여자금의 성격

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운용한 결과 2017년 MMT만으로 운용한 이자수익 8.1억 원 대비 7.6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다.

10. KBS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언

가. 수신료의 현실화

방송법 제56조에서는 국가 기간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경

비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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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는 KBS가 본연의 공적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수입이 수신료

수입으로 충당해야하며, 일부의 수입을 다른 수입으로 충당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 방송인 KBS가 상업광고방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 볼 문

제이다. 대부분의 수입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39년째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의 현실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부의 납입자본금 추가출자 요청

수신료의 현실화와 더불어 KBS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미납 출자금에 대

한 납입 요청을 할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 요청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방송법 제43조 제⑤항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자본금 출자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2,062억 원인데 그 구성을 보면, 현금출자 345억 원, 현물출자 411

억 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1,3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출자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현물출자 중에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무상 기증한 

문화방송 주식 26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부의 출자액은 489억 원에 불과하

다. 반면에 정부가 EBS에는 889억 원의 자본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한 바가 있으므로 추가

출자를 요구할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방송법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제56조에서 “공사의 경비는 제64조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

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수신료의 현실화

가 가장 주요한 과제이다. 수신료 현실화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학교법인 등 대부

분의 비영리법인들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강좌개

설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유부동산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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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부문별 평가

제1장╻방송 부문

1. 서언 : KBS의 2018년을 돌아보며

가. KBS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교체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이며, 사회적으로 공영방송 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KBS)는 2018년 전임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신임 양승동 사장 체제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

제 전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진 교체 및 사내 파업을 비롯한 조직 질서의 변화와 격랑

의 파고를 거쳤다. 아울러 국내 방송시장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1인 

채널(MCN, 다중채널네트워크) 신설이 본격화되고, 종합편성 채널과 IPTV등 유료방송의 방송

시장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으로써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KBS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도 본질적으로 복잡계(複雜系)이다. 공영방송은 방송

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사회, 국회 및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시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이 각축하는 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여론정치에 있다

면 시청률이나 사회적 영향력,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은 그 시대의 최대 여론광장으

로서 또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

송인 KBS는 2018년 새 집행부의 탄생과 함께 KBS 조직과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방송시장 구조개편

이라는 상황에도 도전하며 다중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배구조 체제 개편, 그리고 새로

운 방송환경과 질서의 변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KBS를 비롯한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과제이기도 했다.

2018년 KBS는 방송 민주화와 방송 산업화라는 시대적 부응에 대응할 만한 큰 그림을 그려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 고 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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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못했으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1년 동안 사장 교체와 함께 대행체제로의 전환, 

2번의 사장 선출, 그리고 과거 청산이라는 현실적 과제 때문에 방송개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와중에 2018년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외생변수가 국내 미디어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나. 패러다임의 변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고대영 전임 사장 임기 말기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를 중심

으로 사장 퇴임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후 양승동 사장 체제가 출범하기까지 KBS는 내부적으

로 지배구조 교체에 따른 진통과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월 22일 KBS 22대 고대영 사장(2015.11.24.∼2018.1.23.)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

에서 가결되고 1월 24일 정부인사발령으로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었다. 1월 26일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사임하였다. 이사장 및 일부 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이사회

의 여야 추천 이사 구성이 7:4로 전환되었다. 몇 달간의 사장 대행 체제를 거친 후, 새로 구성

된 이사회는 시민자문단 평가를 반영해 제23대 양승동 사장을 선출하였다. 제23대 양승동 사

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6일부터 사장 임기를 시작하여 고대영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8년 12월 9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동년 12월 10일부터 3년 임기의 제24대 KBS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KBS는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고대영 사장 체제, 1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는 대행 체제,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양승동 사장 체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승동 사장 체제로의 전환은 공영방송 KBS의 새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 양승동 사장은 정연주 사장 퇴임에 저항했던 노동조직 ‘사원행동’의 대표였으

며, 보수정권 내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으로서 KBS 언론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상징적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다.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임원 및 간부들 

또한 대부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주축 저널리스트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KBS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사, 사장, 임원들이 교체되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젊은 기자, PD 

출신들이 전면 부상함으로써 세대교체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램 편성과 제

작, 출연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이다.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사도 실질

적 소유권, 인사권 등의 지배구조는 집권 정당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현실의 규범력’을 인정한

다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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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승동 사장 체제의 과제

양승동 체제 출범과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첫째, 정치적 병행주의(political parallelism)의 반복과 재연 문제이다. 정치적 병행주의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언론의 지배구조, 지배질서 등이 병행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후

견주의라고도 명명된다. 2000년대부터 정권교체와 KBS 지배구조 교체를 함께 분석해 보면 

정치적 병행주의가 반복, 재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KBS 역사를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KBS 사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도 

사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13대 박권상 사장(2000.5.23.∼2003.3.11.)

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서동구 사장(2003.3.25.∼

2003.4.4.)으로 교체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제17대 정연주 사장(2006.11.24.∼

2008.8.11.)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보수정권에

서 임명된 고대영 사장(2015.11.24.∼2018.1.23.) 또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에도 KBS는 이병순 18대 사장(2008.8.26.∼2009.11.23.; 17대 잔여임기), 

김인규 19대 사장(2009.11.24.∼2012.11.23.), 길환영 20대 사장(2012.11.24.∼2014.6.10.), 

조대현 21대 사장(2014.7.11.∼2015.11.23.; 20대 잔여 임기), 고대영 22대 사장(2015.11.24.

∼2018.1.23.) 체제를 거치는 동안 김인규 사장을 제외하고는 3년 임기를 채우는 사장이 없었

고 조직 내부는 심각한 갈등과 내홍을 겪었다.

최근 정치권의 블랙리스트 또는 체크리스트 논쟁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수장의 임기와 교체

는 역대 정권 때마다 겪어 왔던 정치적 쟁점이었으며 향후에도 KBS에서는 경험칙상 이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따른 KBS 사장 및 이사 교체 등 안정적

인 지배구조 교체와 변화 문제는 방송정책상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둘째, KBS 조직 내부의 갈등과 안정화 문제이다. 시청자들의 눈에 비쳐진 KBS의 이미지는 

비유컨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

고 있다. 과거에는 KBS 외부의 저명 언론인들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19대 이병순 사장 이후부터는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KBS 출신들이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도 이러한 관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KBS 출신 사장 시절이 외부 언론인 출신 시절보다 과거 조직의 동료 및 선후배 관계, 

이념적 성향 등에 얽혀 조직 질서의 변화와 인사개편의 폭이 더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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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조직은 이른바 관료제에 입각한 서열주의 전통이 강하다.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과 함께 진행된 조직과 인사개편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출신들이 전

면에 부상하면서 비주류의 주류화와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프로그램과 출연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개혁의 의미도 있지만, 정권

교체와 사장 취임에 따른 지속적인 조직 내부 권력구조 변화 및 인사개편은 조직 성원들의 심

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승진, 진급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하는 조

직 문화보다는 정치적 지형에 민감한 조직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평범한 직장인

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하는 장인정신보다는 이념적 성향에 투철한 저널리스트의 투쟁

정신이 우선시될 수도 있다.

라. 2018 경영평가의 의미

양승동 사장 체제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는 좋은 방송’이라는 시청자의 믿음과 신

뢰를 확보하는 한편 변모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KBS의 존속 발전에 대한 확고한 경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평가를 통해 “2018년 KBS가 전환기 한국 방송의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갔는가?”에 대한 엄정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본 경영평가 보고서는 

2018년 1년 동안 KBS의 궤적에 대한 팩트 체킹(fact checking)이며 동시에 방송 민주화와 신

방송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아울러 이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KBS의 새

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BS 국외자인 소수의 경영평가위원들이 제한된 시간에 그 복잡다단했던 2018년 KBS 1년

을 정확하게 설명, 해석, 평가하는 것은 용이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2018년 경영평가 보고

서는 완벽한 평가 결과서가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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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목표

가. 목표 설정의 타당성

KBS가 설정한 2018년 경영목표는 ‘변화를 통한 국민감동’이었다. KBS는 2016년에서 2018

년 중장기 계획을 설정했으며, 3대 전략과 9대 과제, 13개의 핵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 

부문에서는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라는 대 전략 하에 ‘보도 공정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한류 확산 주도’를 3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방송 부문 외의 대 전략으로는 ‘TV를 넘어

선 플랫폼’, ‘직무/고객/시장 중심의 경영’을 설정하였고, 이 아래에 6개의 과제와 8개의 핵심 

사업을 전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논의의 범주를 방송 부문의 전략과 (3대) 과제, (5개의) 사업

에 대한 평가로 제한하고자 한다.

 2018년 KBS 경영목표 핵심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핵심사업 및 성과지표

3대 전략 9대 과제 핵심사업 (13개) 성과지표

1

세계를

열광

시키는

콘텐츠

[1]

보도 

공정성

강화

➊ 뉴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

조사기관별 신뢰도 조사 1위 달성

타사대비 시청률 1위

KBS뉴스 홈페이지 일평균PV 90만 달성

[2]

콘텐츠 

경쟁력

제고

➋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시청률 1위

➌ 킬러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 PIE-TV 성공 킬러콘텐츠 23개 이상 제작

➍ 라디오 채널 점유청취율 제고 점유청취율 1.1%p 증대

[3]

한류 확산 

주도

➎ KBS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

뮤직뱅크 월드투어 공연 실시

KBS World SNS 구독자 1,200만명 달성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2개 이상 참여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다섯 가지를 설정해 추진했다. 먼저 ‘보

도 공정성 강화’ 과제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뉴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를 설정했다.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업이었다. 급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로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도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사회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뉴스의 심층성을 강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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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뉴스 제작의 기반을 확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

라의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기간방송 KBS의 ‘신뢰도’ 

강화 노력은 국가 전체의 신뢰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공정성’ 개념은 정의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는 더더욱 까다롭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정

성’을 위한 사업이 ‘신뢰도’와 ‘영향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서로 

다른 차원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전문가 대상의 

미디어 평가조사를 할 때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가장 공정한 미디어’, ‘가장 유용한 미디어’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실시한다. 신뢰도와 영향력이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과제의 ‘공정성’은 방송사 보도 전체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해석도 가능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안에 정확성이나 신속성, 객관성, 다양성 등 신뢰성만큼이나 중요

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어지는 장에서 논의할 보도･시사 부문에

서는 정확성･신뢰성, 심층성･전문성, 그리고 공정성･독립성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각종 조사기관의 언론･방송 신뢰도 조

사결과, 시청률, 홈페이지 접속량을 설정하였다. 양적 지표만으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을 지

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들고,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홈페이지 PV(페이지 뷰)가 중

요 지표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책 과제가 ‘공정성 강화’이니만큼, 실제로 공정성 제고

를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가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콘텐츠 경쟁력 제고’ 과제를 위한 핵심 사업은 첫째,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 

둘째, ‘킬러 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 셋째, ‘라디오 채널 청취점유율 제고’였다. 특히 

2018년은 3대 스포츠 이벤트인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해였다. 국가기간

방송으로 국가적 행사의 차질 없는 중계 및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당연했다. 킬

러 콘텐츠 제작과 라디오 강화 역시 다매체 환경에서 역시 KBS가 지향해야 할 옳은 방향이었

다. 단, 성공의 기준을 PIE-TV 시청자 수로 설정한 것은 다소 관습적인 기획이었다. 킬러 콘

텐츠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제성이 높고 호의적인 비평을 

받는 콘텐츠를 뜻하기도 한다. 수신료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청률 

이외에 어떤 평가 기준이 ‘콘텐츠 경쟁력’의 바람직한 측정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디오 경쟁력을 청취점유율에서만 찾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류 확산 주도’ 과제를 위한 핵심 사업은 KBS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였다. 뮤

직뱅크 월드투어 공연이나 국제 공동제작 등을 통해 국제 방송시장에서 KBS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은 3년 중장기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적절하게 진행된 결과였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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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사업 설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공영방송의 위기 속에 KBS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재도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나. 중점 과제 수행 평가

1) 과제 #1 보도 공정성 강화

‘뉴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 사업을 위해 설정한 목표 중 하나였던 ‘신뢰도 1위 달성’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때 잃었던 시청자들의 신뢰를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KBS 뉴스9>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이후 JTBC에 신뢰도 1위를 내주었다. 미디어미래

연구소가 언론학자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언론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

문조사 결과, KBS는 2016년과 2017년에는 신뢰성과 공정성 부문에서 모두 순위에 들지 못했

지만 2018년에는 신뢰성 부문에서 2위, 공정성 부문에서 4위를 기록하며 순위권에 재진입했

다. 신뢰도를 회복해 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시사IN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실시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에서도 

KBS는 9.6%로 JTBC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를 통틀어 가장 신뢰하는 

매체와 불신하는 매체를 각각 두 개만 꼽아달라고 물었을 때의 결과치였다. 1위 JTBC와의 격

차는 13.9%p로 전년도 18.6%p보다 좁혀졌다. 시사저널이 언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KBS는 3년 연속으로 JTBC에 이어 신뢰도 2위를 유지하였다. 마찬가지로 2017년 

37.8%p까지 크게 벌어졌던 차이가 29.9%p 차로 좁혀졌다.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자협회의 언론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KBS는 2017년 3위(6.0%)에서 2018년 2위(7.5%)로 한 

계단 상승하였다. 비록 1위 탈환이라는 산술적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여러 지표들이 

KBS 보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 어워즈> 조사 언론조사결과

(단위 : 점)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JTBC 3.584 KBS 3.278 한겨레 3.277 경향 3.231 YTN 3.214

2017 JTBC 3.754 한겨레 3.279 경향 3.247 YTN 3.214 SBS 3.131

2016 JTBC 3.957 한겨레 3.489 경향 3.380 YTN 3.108 KBS 3.101

2015 JTBC 3.539 한겨레 3.410 경향 3.338 YTN 3.298 KBS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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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척도 조사)

[표 1-2] 시사IN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단위 : %)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JTBC 23.5 KBS 9.6 네이버 6.8 구글 4.2 조선 4.2

2017 JTBC 30.8 KBS 12.2 네이버 8.4 조선 5.1 MBC 4.7

2016 KBS 15.5 네이버 11.7 JTBC 11.6 한겨레 5.4 조선 4.8

2015 KBS 21.5 JTBC 11.3 네이버 8.6 조선 7.3 한겨레 7.0

2014 KBS 16.4 JTBC 8.8 한겨레 8.4 조선 8.1 네이버 7.5

[표 1-3]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

(단위 : %)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 JTBC 43.9 KBS 14.0 한겨레 13.1 경향 10.4 네이버 7.4

2017 JTBC 55.8 KBS 18.0 한겨레 13.2 네이버 10.5 조선 9.0

2016 JTBC 34.4 KBS 26.6 한겨레 24.0 경향 18.8 조선 14.1

2015 KBS 26.7 한겨레 24.8 JTBC 23.6 경향 16.1 조선 12.3

2014 한겨레 27.5 KBS 25.8 JTBC 20.5 경향 19.6 조선 15.0

(※ 복수응답)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다. 앞에 언급한 시사IN 조사의 결과 중 KBS의 ‘불신도’ 

역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KBS의 불신도는 6.1%로, 조선일보(20.5%), MBC(7.6%)에 이어 

세 번째였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KBS를 지목한 비율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저널 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물었을 때

의 응답으로 KBS를 지목한 비율도 2016년의 26.6%에서 18.0%(2017년), 14.0%(2018년)로 계

속 하락했다. 물론 KBS 뉴스의 내적 변화보다는 JTBC의 급격한 부상 때문이긴 하지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다. 시사저널 조사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묻는 문항도 있었

는데, KBS라고 답한 비율은 2016년의 45.9%에서 2018년 27.7%로 하락했다. 등수로는 계속 2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 JTBC 3.385 한겨레 3.352 YTN 3.277 경향 3.270 KBS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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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지했다. JTBC가 50.4%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 두 방송사 간의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기록해 둘 가치가 있다. 요약하면 최근 2년간 특정 경쟁사(JTBC)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KBS 보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던 한 해가 2018년이었다.

시청률 면에서는 ‘타사 대비 시청률 1위 고수’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신뢰도 조사 결

과와는 거꾸로, 1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KBS 뉴스의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이

다. 특히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게이트 국면 이후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2017년 9월 파업 

이후에도 하락세는 제어되지 못했다. 다매체 환경, 모바일 중심으로 매체 이용성향 변화와 뉴

스에 대한 불신 경향 등을 고려할 때 <KBS 뉴스9>의 시청률 하락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기

도 하다. 실제로 경쟁 지상파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의 시청률도 일제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MBC의 메인 뉴스 평균 시청률은 2016년 6.2%에서 2017년 5.2%, 2018년 4.0%로 하락했고 

SBS도 최근 3년간 7.4%, 6.3%, 6.6%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KBS는 2016년 16.6%에서 다음 

해 14.4%, 그리고 2018년에는 12.0%를 기록, 하락 폭이 훨씬 컸다. 도달률을 봐도 최근 3년 

동안 MBC가 16.5%, 13.1%, 12.4%를, SBS가 19.1%, 16.3%, 16.9%를 기록하는 동안 KBS는 

35.4%에서 30.3%로, 그리고 2018년에는 26.8%를 기록했다.

[표 1-4] 2016년~2018년 지상파 3사, 종편채널 메인뉴스 연간 평균 시청률

(단위 : %)

방송사

연도
KBS1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2016년 16.6 6.2 7.4 1.9 3.5 2.1 1.3

2017년 14.4 5.2 6.3 1.5 6.0 2.7 1.3 

2018년 12.0 4.0 6.6 1.8 5.6 3.0 2.0 

[표 1-5] 2016년~2018년 지상파 3사, 종편채널 메인뉴스 도달률

(단위 : %)

방송사

연도
KBS1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2016년 35.4 16.5 19.1 5.9 10.5 7.7 6.3 

2017년 30.3 13.1 16.3 6.5 14.3 8.9 6.3

2018년 26.8 12.4 16.9 6.4 14.5 9.3 7.4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도달률 : 1일 1분 이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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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만 해도 MBC, SBS 및 종편 4개 채널의 뉴스 시청률 총합이 KBS의 시청률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정도였는데(2014년 기준, KBS는 17.2%, 나머지 6개 채널의 합은 20.9%), 

점차 KBS도 ‘많은 뉴스 매체 중 하나’ 정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는 분위기이다. 텔레비전 수상

기를 직접 시청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종편 채널들의 시청률 추이를 

보면 미디어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JTBC의 메인 뉴스의 경우 최근 3년 동

안 각각 3.5%, 6.0%, 5.6%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세 개 채널(채널A, MBN, TV조선)

의 메인 뉴스는 2016년 2%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다가 2018년에는 1.8%∼3.0%까지 보합세 

내지 상승세를 기록했다. 즉 4개 종편 채널 메인 뉴스 시청률의 합이 최근 3년 동안 8.8%, 

11.5%, 12.4%로 상승한 것이다.

<KBS 뉴스9> 시청률 및 도달률 1위는 어려운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한 KBS 종사자들의 노

고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위 수치들이 증명하듯 ‘고정 KBS 시청자’들에게 의존해서 언제까

지 시청률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이어지는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이나 젊은 시청자들 유인책의 개발 등이 시급하

게 요구된다.

시청률과는 별도로, KBS 뉴스 콘텐츠의 연간 총 페이지 뷰(PV)는 2017년의 8억6천만여 건

에서 2018년 12억4천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홈페이지, 모바일 포털 PV를 합할 경우 전년 대

비 45% 증가한 수치이다. 디지털 저널리즘을 강화하려는 보도본부의 노력의 결과이다.

2) 과제 #2 콘텐츠 경쟁력 제고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청자가 두루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

간방송으로서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고려하면서 방송의 세계화를 달성하고, 동시에 시청

률이나 광고 수입 등으로 수치화되는 인기와 수익성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KBS의 임무는 사

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다양한 목표와 임무 간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 목표지점

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콘텐츠 개발이다.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론칭하는가가 KBS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경쟁력 제고는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나아가고자 하는 KBS가 반드시 갖추어

야 할 전제조건으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빅뱅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시청자들이 파편화되고 분화되는 환경, 콘텐츠가 범람하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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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콘텐츠를 접하는 방송 환경은 KBS의 영향력을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채널 영향력보다 콘텐츠 자체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KBS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 과

제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KBS는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 ‘킬러 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 ‘라디오 채널 청취점유율 제고’라는 세 개의 핵심 사업을 설정했다. 평

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등 3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6.13 지방선거 등 국가적 행사에서 국가기간채널로서 핵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상업방송

과 차별화되면서도 온 가족이 즐겨볼 수 있는 혁신적인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

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타당한 사업이었다.

먼저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 사업의 달성도를 평가하자면, 계량적인 결과치는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

해 1TV와 2TV는 도합 17,000분의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를 편성했다. 이는 타사 대비 60% 

이상 많은 편성 시간이다. 그러나 시청률 면에서는 SBS에 뒤졌고(SBS 7.9%, KBS2 6.8%), 동 

기간 중 KBS1, 2TV의 평균 시청률은 각각 5.8%와 5.2%로 MBC(4.6%)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SBS(6.7%)보다는 낮았다. 한편 <러시아 월드컵>의 본선 64경기 가운데 51경기를 생중계했다. 

시청률 면에서는 2TV(4.3%)가 1위를, 1TV(4.0%)가 3위를 기록했다. 타 채널들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진 않았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기간의 시청률도 KBS1(5.1%) - SBS(4.5%) 

- KBS2(4.2%) - MBC(3.6%)의 순서로 나타나 타 방송사들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려

웠다. 경기 중계의 시청률은 1TV가 6.8%, 2TV가 5.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3대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통한 광고 판매액도 340억에 달했다. SBS(382억)이나 MBC(343억)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전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KBS의 목표가 시청률 제고에 머물 수만은 없다. 국가적 행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

는 공영방송의 책무는 인기나 관심 이상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KBS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중계하면서 e스포츠 등 비인기 종목을 폭넓게 중계했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는 44경기를 UHD HDR로 중계하면서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올림픽 등의 국

제적 종합 스포츠 행사에서는 시청률이나 광고 수입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비인기 종목을 시

청자들에게 소개하거나 낯선 국가의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기획을 시도

하는 것이 KBS가 해야 할 일이다. 2018년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는 KBS의 자세는 

이러한 의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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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의 시청률은 높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7회 지방선거 개표방송이나 3차에 걸

친 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적 대형 행사 관련 보도에서는 KBS가 타 방송사를 압도하는 시청률

을 보여줬다. 정치 및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

기간방송 KBS를 더 신뢰하고 참고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KBS는 

평균 가구 시청률 7.5%로 1위를 차지했다(MBC 5.3%, SBS 4.4%, JTBC 3.3%). 카카오 채널 

내 개표방송에서도 누적 재생 754만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KBS1의 일평균 시청률은 7.0%로 2위였던 SBS(4.3%)보다 훨씬 높았고, 북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경쟁 채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과는 별개로, 국가적 행사

에 대한 KBS의 보도 및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역시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언론계는 남북 언론교류에 

힘을 쏟고 있는데, KBS는 타 방송사보다 한 발 앞서 실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8월 국제유소

년 축구대회 취재를 위해 방북한 KBS는 일부 서울-평양 이원 생방송을 성사시킨 바 있다. 타 

방송사의 항의로 일부 방송은 송출되지 못했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KB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준 일화였다고 본다.

‘콘텐츠 경쟁력 제고’ 과제를 위한 두 번째 사업으로 설정했던 ‘킬러 콘텐츠 제작으로 경쟁

력 제고’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PIE-TV의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N스크린

의 발달과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할 때, 텔레비전 시청률만으로 특정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성공 및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KBS는 닐슨 코리아, 굿데이 코퍼레이션과 함께 콘텐츠 이용 통합지수인 ‘코코파이(Korea 

Content Program Index for Evaluation, KOCO PIE)’를 개발했다. 코코파이는 두 가지 지표

로 구성된다. PIE-TV는 TV 내 통합 시청자수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본방송, 재방송, 유통

채널, TV-VOD의 시청자수를 1:1:1:1로 합산한 것이다. PIE-nonTV는 온라인 뉴스와 커뮤니

티, SNS, 동영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시청자 반응을 취합해 ‘화제성’을 측정한 지표이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KBS는 PIE-TV 기준으로 성공적인 킬러 콘텐츠를 23개 이상 제작하겠

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성공’의 기준은 드라마의 경우 주말 500만 명, 미니 300만 명, 

일일 400만 명, 아침 200만 명이고, 주말 예능 프로그램은 250만 명, 평일 예능 프로그램은 

150만 명, 그리고 교양･시사 프로그램은 120만 명이다.

KBS는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사, 교양, 예능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시청자들의 

기호와 시대적 유행을 반영하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1TV는 영향력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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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는 공론의 장으로서 저널리즘을 복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2TV는 킬러 콘텐츠 생산 

및 다양성과 실험적 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1TV는 6번, 2TV는 4번

의 수시 조정을 시행하여 30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TV는 <거리의 만찬>, <저널리

즘 토크쇼 J>, <오늘밤 김제동>, <2018 TV는 사랑을 싣고>,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전국이

장회의>, <명견만리 시즌3>, <야생여정> 등 시사, 휴먼, 인문, 자연다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편성했다. 2TV는 <대화의 희열>, <회사가기 싫어>, <은밀하고 위대한 동

물의 사생활>, <볼빨간 당신>, <댄싱하이>, <삼청동 외할머니>, <잠시만 빌리지>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다. 이는 2TV가 가족문화채널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류 드라마의 기반이 되는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10편을 제작 방송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꿀잼 퀴즈방>, <파리

로 가는 길>, <도시전설>과 같은 멀티플랫폼 콘텐츠를 생산해 크로스미디어 전략을 추진하기

도 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장르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들도 있었다. ‘2018년 하반기 1, 2TV 타깃 

프로그램 제안 공모’, ‘신규 예능 프로그램 제안 공모’, ‘외주 제안 공모’ 등 제안 공모를 다변

화하여 킬러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콘텐츠 스터디 그룹 운용을 통해 신규 프

로그램 기획안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육성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14편의 파일럿 프로

그램을 제작･편성하였다. (1TV 5개 : <토론쇼 시민의회>, <거리의 만찬> 2부작, <김영철의 동

네 한 바퀴> 2부작, <헬로 시스터즈>, <전국이장회의> 2부작, 2TV 9개 : <투 제니>, <도시전

설> 2부작, <어머니와 고등어> 2부작, <쌤의 전쟁>,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작, <보이스 어벤

저스>, <모두하우스> 3부작, <셀럽피디>, <오늘의 셜록>)

다양한 시도와 지속적인 노력은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8년 코코파이-TV 시청자 수가 200만을 상회한 드라마는 

26편이었고, 그 중 KBS 드라마는 12편이었다. 특히 KBS 2TV의 <황금빛 내 인생>은 거의 천

만에 가까운 평균 시청자 수를 기록해서, 가히 ‘킬러’ 콘텐츠라 불릴 만했다. 하지만 과연 시청

률이 높고 코코파이 지수가 높다고 해서 ‘콘텐츠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황

금빛 내 인생>은 방영 내내 상식과 거리가 먼 스토리 전개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소위 ‘막장’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흔히 고정적인 KBS 주말 드라마 팬으로 꼽히는 중･노년 시

청자의 취향만을 고려한 퇴행적 기획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코코파이-nonTV 지수로는 드

라마 부문에서 8위에 그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같이 살래요>, <하

나뿐인 내 편>도 마찬가지이다. 600만 이상의 평균 시청자 수를 기록해서 코코파이-TV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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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 3위를 차지했지만 코코파이-nonTV 지수는 각각 64위와 60위였다. 높은 시청률로 인해 

2TV의 주말 드라마 광고 판매액은 800억을 상회했다. 월화나 수목, 저녁 일일 드라마 등의 

광고 판매액이 모두 150억 안팎이라는 사실을 볼 때 주말 드라마의 재정적 기여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라는 과실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새로운 

시청자 층을 유혹할 수 있는 공격적인 기획이 없다면 결국 시청률과 광고 수입도 하락할 것이

다. 2017년에 제작, 방영되었던 <쌈, 마이웨이>는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며 시청률과 화제

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획이었다. 2018년에는 그에 준하는 드라마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비드라마 부문의 킬러 콘텐츠도 다수 제작되었다. 상위 100개 프로그램 가운데 56개가 

KBS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었다.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1박2일>이 300만을 넘기며 전체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인간극장> 등이 15위 이내에 든 프로

그램들인 바, 2TV의 주말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주요 시청자가 중･노년층일 것으로 추측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코코파이-nonTV 지수 상위권 프로그램들은 <프로듀스

48>(Mnet), <설 특집 2018아육대>(MBC) 등 대부분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물론 이들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우수하다거나 문화적 의의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위 ‘킬러 콘텐츠’가 예외 없이 중･노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코코파이-nonTV 지수 20위 안에 든 KBS의 비드라마는 <아이돌 재부팅 프로젝

트 더 유닛>이 유일했다.

광고 판매액으로는 ‘1박2일’이 포함된 <해피 선데이>가 400억 가까운 실적을 올려 KBS의 

비드라마 프로그램 가운데 단연 1위였다. 이어 <불후의 명곡>이 약 150억의 광고수익을 올렸

으나 그 외에는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프로그램이 없었다.

[표 1-6] 2018년 KBS 예능 장르 광고판매 상위 10개 프로그램

(단위 : 억 원)

프로그램 계 일반광고 간접광고 가상광고

해피 선데이 391.6 376.4 15.2

불후의 명곡 153.0 143.7 2.9 6.4

해피 투게더 71.5 70.3 1.2

배틀트립 61.0 58.9 1.3 0.8

개그 콘서트 58.9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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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를 증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상파 방

송 연합 플랫폼인 푹(pooq)은 2018년 말 기준 총 가입자 383만 명, 매출 651억 원을 달성했

으며, 특히 사업의 근간인 유료가입자가 전년 63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다.

TV VOD의 사업 수익도 증대했다. KBS 월정액 가입자 수와 지상파 3사 월정액 가입자 수

는 감소했으나, 2018년 5월부터 KBS 월정액 요금인상(6,000원에서 8,000원으로)과 service 

VOD 매출 증가에 힘입어 TV VOD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표 1-7] TV VOD 시청가입자 추이 (2016~2018)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전체 가입자 2125만명 2280만명 2420만명

KBS월정액 가입자 7만명 10만명 8만명

지상파3사월정액 가입자 119만명 118만명 108만명

정리하자면, ‘킬러 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라는 핵심 사업은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공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고정적 시청자를 가지

고 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었고, 신선한 기획의 결과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

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새 프로그램들이 다수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자리

를 잡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다. 시장에서 킬러 콘텐츠라 불리기 위해서는 판매량(시청률)도 높아야겠지만 관심(화제성)도 

높아야 한다. 23개의 고만고만한 장수 인기 프로그램들을 ‘킬러’ 콘텐츠로 지칭해서 자족하기

보다는 서너 개의 진정한 킬러 콘텐츠를 새로이 기획하고 생산해 성공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콘텐츠 경쟁력 제고’ 과제를 위한 세 번째 사업으로 설정했던 ‘라디오 채널 청취점유율 제

프로그램 계 일반광고 간접광고 가상광고

영화가 좋다 42.5 40.9 1.6

살림하는 남자들 27.8 25.8 2.0

안녕하세요 20.6 20.6

더 유닛 12.8 4.6 5.0 3.2

거기가 어딘데 10.1 8.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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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해, KBS는 먼저 모바일 오디오 콘텐츠의 유통경로 다변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청

취자와 만나는 접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콘텐츠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

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기존의 듣는 콘텐츠에서 청취자와 같이 보고, 소통하는 콘텐츠

로 변화를 이끌었다. 1FM <KBS음악실>, 1R <열린토론> 등 정규/특집 프로그램 소셜라이브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KBS 모바일 플랫폼인 콩(Kong)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했다. 2018년 8월 

디지털 서비스 대개편의 일환으로 UI/UX를 개편한 결과, MAU(월간 순방문자수)가 연초 대비 

16% 증가했고 자체 최대치(609,108명)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바일 Kong의 수익도 전

년 대비 18.2% 증가해 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등 외부 팟캐스트 플랫

폼과 협업하여 오디오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확장했으며, my K,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플

랫폼을 확장해 라디오 콘텐츠를 유통하고, SK텔레콤과 제휴해 DMB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

는 등의 노력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했다.

3) 과제 #3 한류 확산 주도

세 번째 과제의 핵심 사업은 ‘KBS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였다. 성과 지표로는 

<뮤직뱅크 월드투어> 공연 실시, KBS World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구독자 1,200만 명 달

성,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2개 이상 참여 등을 내걸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뮤직뱅크 월드투어>는 그동안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중국 홍콩, 칠

레 산티아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터키 이스탄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세계 곳곳에

서 케이팝(K-POP)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공연을 펼쳐 글로벌 KBS의 브랜드 위

상을 공고히 하고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두 번의 공연이 

있었다. 첫 번째로 2018년 3월 23일 산티아고 모비스타 아레나에서 열린 <뮤직뱅크 인 칠레> 

공연에는 박보검, 태민(샤이니), B.A.P, 빅스(VIXX), 트와이스(TWICE), SF9, 워너원(WANNA 

ONE) 등이 출연했으며, 1만3천 석을 가득 메운 칠레 현지 K-POP 팬들의 열광적인 호평이 

있었다. 이를 통해 K-POP의 인기가 남미에서 재점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

연 개런티와 방송권 판매,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6억8천6백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공연비

용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등 공사 재정 안정에도 기여했다. 두 번째로 2018년 9월 15일 베를

린 막스 슈멜링 할레에서 열린 <뮤직뱅크 인 베를린> 공연에는 박보검, EXO, 워너원, 소미, 

샤이니, 태민, Stray Kids 등이 출연하였다. 파리 공연 이후 6년 만의 유럽 공연이었지만, 티

켓 판매 두 시간 반 만에 1만 석이 매진되는 등 K-POP의 열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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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어본 독일 현지인들에게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

하고 모두가 원하는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 중계수수료와 방송권 판매, 해외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6

억여 원의 수입을 올려 공연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했다.

<뮤직뱅크 월드투어>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사업자가 기획하는 

해외 공연과는 달리, 대한민국 공영방송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알

찰뿐더러 해외 팬들에게도 높은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의 K-POP 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엔터테이너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의 전 세계적인 

K-POP의 인기는 개별 엔터테이너들과 기획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겠으나, 

KBS의 <뮤직뱅크 월드투어>도 적지 않은 몫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KBS World SNS 구독자 수는 목표했던 1,200만 명을 넘어 1,500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 

말 800만 명을 약간 상회했던 것에 비하면 2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트위터, 페

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구독자 수가 모두 급성장하였다. 한류의 성장과 

팽창이 구독자 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KBS의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도 한 요인이었

다. 동시에, 급격하게 늘어난 KBS World SNS 구독자들은 다시 한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1-8] 2014~2018년 KBS World 유튜브 구독자 및 누적 뷰

연 도 구독자 (명) 증감률 조회수 (회)

2014년 1,635,014 -   898,559,004

2015년 2,352,312 43.9% 2,053,772,280

2016년 3,339,251 42.0% 4,151,778,221

2017년 4,967,921 48.8% 7,399,856,086

2018년 8,557,505 72.3% 12,021,122,360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CARE 8, Green Warriors>를 비롯해 7개 프로젝트가 진행됐

다. 한국의 KBS를 비롯해서 일본(NHK), 중국(CCTV) 등 13개국의 13개 방송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인 ‘CARE 8’은 <농사는 처음이라서>라는 제목으로 2018년 11월 18일 

방송되었고, <Korea: Never-Ending War(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가 진행 중이다. 이 밖

에도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함께 하는 공동제작에 KBS는 적극 참여하여 위상 제고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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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을 성취했다.

요약하자면, ‘한류 확산 주도’라는 과제는 충실하게 진행됐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아쉬운 면도 있다. 핵심 사업이 ‘KBS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면 사업의 무게

는 KBS에 실려야 한다. 즉 기존의 K-POP 스타들을 동원하는 방식의 월드투어도 의미가 있지

만, 정작 KBS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제고하고 그 생산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2018년 경영목표의 3대 전략 중 하나가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이다. 

그 콘텐츠는 KBS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무엇보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의 경

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스스로 묻고 준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의 핵심이 되

어야 한다.

3. 편성 부문

가. 방송 기본 방향 평가

KBS는 2018년 방송지표인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공정한 뉴스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얻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에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넷째,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

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갈등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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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겠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송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째,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 방송기술과 콘텐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공영방

송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정한 방송의 기본 방향은 KBS 정관 제3조에 명시된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과 

취지, 즉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

과 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 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대한 기여를 지향하고 있다. 

이 ‘방송 기본 방향’에 대한 평가에 앞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 기본전제 :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 <공영미디어>의 사명과 역할

KBS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책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화, 정보화(인터넷, 모바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의 차원을 넘어서서(beyond broadcasting) 이

른바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 전환해야 하는 사명을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KBS는 방송법상 재난재해 방송 주무기관으로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100% 출자한 방송기관이며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을 임면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

실을 전제한다면 국가기간방송의 의미는 재난재해 등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방, 통일, 환경(미세먼지 등), 질병(메르스 등),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국가적 

이벤트(올림픽, 월드컵 등)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보호하고 국

가적 과제(national agenda)를 수행해야 하는 보다 광범위하며 다의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적 여론형성기관으로서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의 기본 이념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지역성, 다양성, 공정성, 소수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제기되지만, 핵심 이념은 다양성 특히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viewpoint 

diversity)’ 보장에 있다. 방송의 다원주의 또는 다양성의 개념은 개개의 의견이나 정보가 각각 

유리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은 국가 전체에 대한 통합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통합의 개념은 통제 등의 용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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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대립하는 견해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다원적인 가

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가치들의 이성적 조정을 도모하면서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합의

를 도출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변증법적인 생활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프로그램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상호의 이성적인 이해와 대화를 추구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은 사기업인 신

문매체와 달리 정치적 자유보다 오히려 정치, 이익집단의 이념과 견해를 공정하게, 다양성 있

게 보장하는 공적 책임 기능이 강조되는 것이다.

세계 공영방송 포럼에서 영국 BBC, 일본 NHK, 그리고 양승동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기

한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모바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하기 위해 멀티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국 대표방송으로서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세계에 확산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TV 

주 시청층인 노년층뿐만 아니라 유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2) 2018년 방송지표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

앞서 전제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KBS 방송지표는 새 사장이 취임 이후 줄곧 제안해 왔던 

‘공영미디어’를 핵심어로 설정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017년 연말에 발표

된 방송지표를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다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공영미디어야말로 2018년 KBS가 지향해야 했던 방송의 포괄적 계

획이자 실천적 지침이었다. 

2018년 KBS의 경영목표와 방송지표는 ‘변화를 통한 감동’과 ‘희망과 감동, KBS와 함께 합

니다’였다. 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취임 후 ‘KBS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

고, 뉴스 신뢰도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등 세부 목표를 별도로 설

정했다. 

이처럼 KBS는 ‘공영미디어’, ‘봉사와 헌신’, ‘방송을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등 뚜렷한 목

표지향적 방송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는 확실한 방송지표 제

시와 함께 전환기 공영방송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과 표어, 그리고 로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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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방송기본방향 총평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남북 화해 무드를 통해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고, 차별 없이 

공정하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명실상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KBS는 2018년 방송지표를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로 정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공영방송의 역

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나열했던 10개 항목의 2018년 KBS 방송기본방

향을 통해 그 정신을 구현하였는데, 이를 기능별로 재분류하면 ‘국가기간방송’의 방향성과 ‘공

영방송’의 방향성, 그리고 ‘공영미디어’의 방향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기간방송’의 방향을 보면, ‘재난방송 시스템의 강화’, ‘국가적 행사나 국제 스포

츠 경기의 전달’, ‘한반도 평화와 안정 추구’,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교육 문제를 위한 

노력’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둘째, ‘공영방송’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뉴스, 유익한 프로그램의 제작, 민주주의 발전에 기

여, 그리고 갈등의 해소 및 사회 통합항목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셋째, ‘공영미디어’의 기본방향은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술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여기서는 4차 산업

혁명, 과학기술, 글로벌화, 한류, 디지털, 멀티플랫폼 등이 핵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의 2018년 방송기본방향은 KBS의 이념과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보완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방송기본방향을 제시할 때 ‘국가기간방송’, ‘공

영방송’, ‘공영미디어’로 개념을 재분류하여 동류의 개념끼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

다. 둘째, 기본전제에서 제시한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 공영미디어의 하위개념들을 더 포함

시켰다면 더욱 확실한 방송지표가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와 청년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국가기간방송 측면에서 보완했다면 완전성이 제고되었을 것이다. 공영

방송 부문의 사회통합 부분에서 지역성과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영미디어 측면에서는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제시했어야 했다. 세

계 유수의 공영방송은 TV 시청층의 고령화 현상을 방지하고 TV를 외면하고 있는 유아, 청소

년들을 견인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BBC는 8개 채널 중 3개 채널을 

유아, 청소년 채널로 할당하고 있다. 또한 공영미디어로서 KBS가 글로벌 플랫폼 시대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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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했다. 셋째, 2018년의 경영목표와 방송지표가 사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했어야 했다. 영국 BBC에서 2018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공익

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만들고 동시에 ‘경제성 심사(value 

for money)’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 심사를 위해서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화제성, 도

달률 등 정량적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신뢰성, 지역성, 다양성, 공정성 등 정성적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개발해야 한다. 경제성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

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시청자에게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설명책임’이 있다.

4) 2018년 방송기본방향 각론별 평가

10개의 방송기본방향 각각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한 뉴스와 유익한 프로그램

‘공정한 뉴스’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얻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보와 뉴스의 홍수 시대,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드

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곧 보도 프로그램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과 매체 간 치열한 프로그램 경쟁 속에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수신료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영방송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공영방송은 과

도한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KBS는 이 같은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를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

하였다.

우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심층성을 강화함으로써 뉴스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2018년 <KBS 뉴스9>는 주요 현안과 이슈별로 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블록 뉴스’를 강화했으

며, 끈질긴K, 팩트 체크K, 현장K 등 ‘K시리즈’를 통해 심층성을 강화하고 탐사 기획을 확대했

다. 또 오후 시간대 일일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을 개편해 채널 경쟁력을 높이고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보도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였다.

<저널리즘 토크쇼 J>를 새롭게 선보이며 공영방송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부활을 알리

기도 했다.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들의 신랄한 토크를 통해 사회 부조리와 그 안에 깔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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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KBS를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이 되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분명 고전적인 문제의식을 신선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그

러나 일부 언론의 다소 부당한 비판을 받으며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자사의 

흠결도 감추지 않는 자성적 태도, 시청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모습은 좋은 평가를 받았

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및 언론보도를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언론비판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성격상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

는 부분이다. 이 밖에 <토론쇼 시민의회>, <거리의 만찬>, <대화의 희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등 차별화된 공영적 콘텐츠도 시청자들과 비평가들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와 신

뢰를 얻었다.

예능 및 교양 분야에서는 <거기가 어딘데>, <회사가기 싫어> 등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장르를 

발굴했다. 또한 ‘2018년 하반기 1, 2TV 타깃 프로그램 제안 공모’, ‘2019년 신규 예능 프로그

램 제안 공모’ 등 제안 공모를 활성화해 킬러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콘텐츠 스

터디 그룹을 운용해 신규 프로그램 기획안을 개발하는 등의 프로그램 육성 지원도 강화했다.

한편 2018년 1라디오는 뉴스시사 전문 채널의 복원이라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개편을 단

행했다. <최강시사>,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기자의 눈>, <김용민 라이브> 등을 신설했고, 

<KBS 공감토론>은 원래의 타이틀인 <KBS 열린토론>으로 제목을 바꿨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루려 노력하였다.

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공영방송의 소임

1987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민주주의 열풍은 사회 전반에 쌓인 폐단을 걷어내야 한다는 엄

중한 시민의 요구로 이어졌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 경제, 의료, 언론 분야에 

이르기까지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은 탈법적인 권력 행사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걸맞

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적폐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KBS는 이러한 시청자

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다양한 정규와 특집 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

다. KBS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시사기획 창>은 재벌, 법관, 정치인, 의

료인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

다. 뿐만 아니라 ‘제 4부’로 불리는 언론 권력 역시 감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발맞춰 <저널리

즘 토크쇼 J>를 신설해 KBS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올

바른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토론쇼 시민의회>를 



124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기획해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사회문제인 소년범죄와 낙태죄를 주제로 전문가와 국회의원

이 200명의 ‘시민 의원’ 앞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KBS 뉴스9>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연속 보도(2.17∼),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연속 단

독 보도(3.26∼), 국회의원 피감기관 후원 외유출장 전수조사 연속 보도(5.4∼),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연속보도(10.5∼), 청와대 특감반원 관련 연속 보도(11.28∼) 등을 통해 적폐를 드러내고 

반성과 대안 모색을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2018년 

들어 다시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시사기획 창>에서도 ‘여론 조작과 기무비록’(3.6) 

‘MB의혹, 법 앞에 서다’(3.13), ‘적십자와 붉은 황금’(8.7). ‘대통령의 표적이 된 사람들’(9.11), 

‘우리는 왜 그들의 먹잇감이 됐나’(11.27) 등의 의미 있는 화제작들을 제작, 방영하였다.

다) 국가적 행사 및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해였다. 지방의회 의원부터 광역 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직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토론회, 연설, 경력 설명 등 다양한 형식의 

선거방송을 제작했다. 선거방송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기본적인 정보 제공에 주안점을 두

면서도 이전 선거방송에 비해 새롭고 세련된 구성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문가가 개표 동향

을 설명하는 ‘K포럼’,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심층 출구조사’, 야외무대를 활용한 증강현실 

그래픽, ‘전국득표자랑’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 선거 당일 1TV 정규 뉴스를 확대 

편성하고 종일 특보 체제를 유지하며 16시부터 개표방송에 들어가 10시간 동안 개표방송을 

제작해 지방선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KBS 개표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 유통 실적이다. 양대 포털(네이버, 다

음)과 계약을 통해 KBS 개표방송의 우선 노출을 확보함으로써 타사 대비 10배 이상의 유통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방송사로서는 유일하게 수도권 빅3 광역단체장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으며, 이재명-김부선 논란이 확

산되는 등 화제성과 관심도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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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개표방송 시청지표 (6월 13일 17시~25시; 닐슨코리아 조사)

시청자수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PP

계
KBS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TV

평균

시청자수(만명)
141 123 106 78 34 20 19 20 14 556

가구 시청률 7.5% 5.3% 4.4% 3.3% 1.8% 1.2% 1.0% 1.1% 0.9% 26.5%

개표방송 시청률에서 1TV가 가구 시청률과 시청자수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3059 시청률

에서는 타사에 밀리며 향후 KBS 선거방송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박빙 지역의 

개표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고, 화제의 인물에 대한 인터뷰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 또한 

선거방송단이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전문가 섭외 등에서 실기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KBS는 3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한 올림픽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국 방송권자

(Rights Holder)이자 대표 공영방송사의 소임을 다해 국민통합과 남북한 평화 회복 무드의 긍

정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출전한 러시아 월드컵도 한

국 경기뿐만 아니라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방송했으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적절히 편성하면서 국민 체육 진흥이라는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UHD 시대를 맞아 KBS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의 개･폐막식을 포함해 2TV 생중계 모두를 UHD로 방송했으며 특히 러시아 월드컵은 UHD 

생방송 사상 최초로 HDR(High Dynamic Range)기능의 UHD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UHD 방

송의 미래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3대 스포츠 이벤트 모두 KBS는 공동 중계권자인 

타사에 비해 가장 많은 편성량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갔으며, 시청률도 타사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거둬 ‘스포츠는 KBS’라는 명성을 유지했다.

라디오 역시 1라디오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등 국가적 이벤트와 국제 스포츠 행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 특히 8월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

안 게임에서는 MNG를 활용한 모바일 방송 및 팟캐스트 방식의 개폐회식 오프튜브(off-tube) 

중계 등 새로운 포맷을 실험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방송을 추구하였다.

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2018년은 북핵 위기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 해였다. 남

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놓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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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보수 진보 간 이념 갈등도 불거졌다. KBS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했다.

KBS는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주관 방송사로 역사적인 남

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며 공영방송의 위상을 높였다. 판문점 정상회담 관련 <특집대담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을 말한다>을 통해 회담의 의미와 영향, 향후 전망을 분석했으며, 

<특집 2018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를 위한 미중일의 전략>을 통해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관

련국의 움직임을 집중 분석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했다.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특집대담 평화, 그 담대한 여정>, <특집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 <기획대담 평화 그리고 미

래> 등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3일 연속 편성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방안과 한반도 미래를 심

층적으로 진단했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KBS는 보도 제작 역량을 총동원했다. 싱가포르 현지에 

대규모 취재진을 보내 세기의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히 전했으며 <특집대담 세기의 북미회담, 

한반도 평화시대 열리나>, <기획대담 평화를 위한 대장정> 등을 통해 북미 회담의 의미와 향

후 전망,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했다.

특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담과 토론, 시사 관련 정규 프로그램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했다. <일요진단>, <엄경철의 심야토론>, 

<생방송 심야토론>, <KBS스페셜>, <시사기획 창> 등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아이템을 모두 27

차례 방송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교류를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또한 주말 

<KBS 뉴스9>에 ‘인사이드 북한’ 코너를 신설해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고, 

<남북의 창>은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상황을 가감 없이 전하며 시청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실 남북한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에 방송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북

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대부분의 서독 방송이 동독을 포함한 전체 독일 국

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언론 부문의 남북한 교류 

로드맵이 없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가 통일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갖는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종사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평양지국 설

치 등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열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현재 법률체계 안에서는 KBS가 남

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선도할 명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이 통일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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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에 이바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남북 정

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방영한 <남북의 창>과 <시사기획 창>은 그 결과물이다.

한민족방송 라디오는 북한 주민과 북방동포를 포함한 75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는 방송의 책무를 수행하

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는 특히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했다.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 정상회담 특별기획 3부작>을 편성했고, 남북 정상회

담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어린이날 특집 다큐멘터리 

<날아라 평화야, 달려라 통일아>는 KBS 우수 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제작

2018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주역은 K-POP 등의 대중문화산업, 그리고 IT 관련 산업이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KBS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변화를 시청자에게 충실히 알리고자 

했다. 특히 <명견만리>는 블록체인 등 과학 기술과 신사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선보였

고, 전문가의 탁견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탐색하여 많은 시청자의 호응을 얻었다.

KBS는 정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집과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국민 경제 성장

의 단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KBS스페셜>과 <월요기획>, <다큐세상> 등에서 

스마트 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신사업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임업 등 전통적인 1차 산

업의 변신과 발전까지 폭넓게 방송 소재를 다뤘다.

하반기에 방송한 <KBS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美쳤어요>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

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일자리 관련 방송이 박람

회 식의 일회성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2018년에 방송한 새로운 기획은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며 화제가 됐다.

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던 한 해였

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기존의 악습과 폐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국민 모두

가 ‘주인’으로서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형성됐다. 이에 KBS는 사회 각계각층의 열

망과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는데, 특히 돋보였던 것은 권력층의 갑질 행태, 각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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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시사 프로그램이었다. <시사기획 창>은 

‘재벌 갑질 청산 프로젝트 2부작’, ‘일자리는 정의로운가’, ‘땅은 정의로운가’를 통해, <추적 60

분>은 ‘갑질 잔혹사 2부작’, ‘대한민국 채용비리 보고서’, <KBS스페셜>은 ‘아파트 과연 불패인

가’ 등을 통해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

는 기획도 충실하게 준비했다. 예컨대 <명견만리>는 ‘공존을 향한 새로운 상상, 기본소득’편과 

‘집은 권리다’,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회복하라’ 등을 방송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른바 ‘미투 운동’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의 부조리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

다. 성폭력에 대한 당당한 저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은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연대와 공감의 근원지로 자리잡았다. KBS는 이러한 사회변혁의 흐름을 주시하

고 <KBS스페셜–여성 거리에서 외치다>, <명견만리–미투 운동, 성차별 대한민국에 던진 질문> 

등을 방송하며 소통의 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는 매우 다층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

도 있다. KBS는 사회의 폐부에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데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파일럿으로 시작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거리의 만찬>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과는 달리 <거리의 만찬>은 새로운 접근과 

감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건립, 낙태에 관한 논란, 홈리

스와 하청노동자들의 힘든 시간에 얽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때로는 낙천적으로, 그리고 필

요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풀어나갔다. <거리의 만찬>은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평

을 받으며 KBS의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사)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

대한민국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잡았

다. 과거에는 육체적 건강이 주된 관심사였던 반면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특히 치매라 불리는 노년층의 인지기능 장애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

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KBS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월요기획> ‘치매 어떻게 극

복할 것인가’, <시사기획 창> ‘존엄한 노후’ 등을 방송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 특

히 문제 제기 일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방송한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은 인지기능 장애를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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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노인이 사회가 배척하거나 모른 척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며 더불어 살아가

야 할 존재임을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려 각계각층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나아가 중국 

에 포맷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KBS는 노년층의 건강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제작했다. KBS 예능 

프로덕션이 제작한 <볼빨간 당신>은 성공한 자식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님의 꿈을 

응원하고, 인생 2막에도 즐거움과 희망이 있다는 내용을 재밌으면서도 가볍지 않게 그려냈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다.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KBS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큐 세상> ‘위기의 대학, 그 해법은’ 2부작 / 

‘대학, 국경의 벽을 넘다’, <미래기획 2030> ‘전에 없던 대학교육’ 3부작 등을 방송하며 교육 

구조 재개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형식

의 프로그램을 통해 풀어내보고자 노력한 부분도 눈에 띈다. <우리들의 공교시 시즌2>, <사랑 

받는 선생님, 행복한 제자>, <2018 유아교육 특집 놀이의 발견>과 같은 색다른 육아, 교육 프

로그램이 방송됐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시청자가 환기할 수 있었다.

아)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2018년은 지진과 태풍, 미세먼지의 습격 등 각종 재난재해가 위협했던 한 해였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협이 다시금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이어져, 지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었다. 또한 세 차례나 찾아온 태풍과 시시

각각 변하는 대기질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해졌다. 이에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뉴스 특보 및 특집 프로그

램을 제작하였다.

KBS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시청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소식을 전달하고자 힘썼다. 특히 태풍 

솔릭이 강타했을 때에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된 제주부터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 충남권까

지 3일에 걸쳐 중계차를 연결해 태풍의 북상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한 강풍 피해 예방 

요령과 해안가 해일 피해 대비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제보 영상을 소개했으며, 초중등학교 휴교 상황 등 정부 대

책과 피해 상황에 대해 적절한 보도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태풍 콩레이의 북상 때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지역에 별도로 태풍 특보를 방송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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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 최적화된 보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재난방송 지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재난방송 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뉴스특보 연속편성을 

통해 양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각 지역의 밀도 있는 중계보도를 통해 질적으로 가치 있는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KBS는 속보 이외에도 심층 기획 특집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하는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진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회복 프로젝트 도시 재생으로 

부활하라>(포항국), <포항지진 1년 특별기획 살 수 있는 집>(대구총국), <월요기획 2부작 지진

의 경고>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전염성 질병에 대해 다룬 <특집다큐 질병X, 바이러스를 

방어하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 <KBS청주 보도특집 제천 참사 1년, 한국은 안전

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질에 대한 심층다큐 <KBS스페셜 소리 없는 공포, 중국 초미세

먼지와의 전쟁>, <미래기획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 등을 방송해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재난 시에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매체로 꼽히는 것이 라디오이다. KBS 라디오는 2018년

에도 재난방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태풍이나 지진은 

물론, 대형 사고 발생 시 정규 방송에서 긴급재난방송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

과 미세먼지가 있었던 2018년에는 관련 토론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작, 방송해 청취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안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의 역할

2018년 한 해는 남북미 3자 간의 대대적인 만남과 협상이 숨 가쁘게 이어진 외교적 격변기

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민족 대화합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이슈가 

부각된 한 해인 만큼 KBS는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과 <시사기획 창>, <KBS스페셜> 등에

서 시의성 있는 보도와 기획 특집을 연달아 다뤘다.

K-POP의 세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뮤직뱅크 월드투어’ 프로젝트 역시 계속됐다. 

특히 2018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남미와 유럽에서 각각 <뮤직뱅크 인 칠레>, <뮤직뱅크 인 베

를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쳐, K-POP의 열기를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18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전 세계의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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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을 초대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또 2018년 ABU 총회 개최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서 열린 <2018 ABU TV송 페스티벌 in 투르크메니스탄>에 KBS가 EP(Executive Producer) 

자격으로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KBS는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다수 제작해 뛰어난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으로 

주목을 받았다. <플라스틱 지구>, <인간과 습지>, <라이징 인디아>, <유라시아>, <철의 나라 가

야>, <마지막 신화의 땅>, <순례 프리퀄, 고난의 길>, <신라금관 8000km의 여정>, <백제 의자

왕> 등의 다큐멘터리는 세계로 수출해도 손색이 없는 KBS의 글로벌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더

불어 KBS는 ‘2018년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의 주관방송사로서 <2018 세계공영방송 서울총

회 개막식> 및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 특별토론>을 지상파 UHD로 생중계했다. 세계 

공영방송 총회 사상 최초의 UHD 생중계일 뿐만 아니라 KBS WORLD를 통해 120개국은 물

론 모바일 플랫폼 my K에서도 생중계를 진행하여, 방송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다.

KBS의 세계화와 시청자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과 <글로벌24>이다. 전자는 전 세계 사건사고를 1분에 정리하는 ‘위클리 브리핑’, KBS 국제 

전문기자의 ‘핫이슈’, 국제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인 ‘이슈 인사이드’, KBS 특파원들의 현장 

취재로 이뤄지는 ‘현장과 글로벌 리포트’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건들의 

현장과 전지구적 쟁점들을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글로벌24>는 최

신 국제뉴스와 속보 등을 전하는 ‘글로벌 주요뉴스’, 국제부 기자가 엄선한 국제 이슈인 ‘글로

벌 현장’, 기자의 시선으로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오늘의 픽’ 등 전 세계 주요 뉴스와 온 오프

라인을 망라한 국제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생방송 국제 뉴스 프로그램

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시청률이나 화제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공영방송으로서 마

땅히 지향해야 하는 종류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차) 방송기술과 콘텐츠산업 발전 선도

KBS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 K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 시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타사 MBC, SBS와 달리 회원가입 없이도 생방송 시청이 가능한 점에서 이용자들

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KBS는 my K를 통해 한국 선수가 출전하

지 않는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 등을 중계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면모를 보였으며, 이는 평창 동

계 패럴림픽 및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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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을 해설하면서 해당 중계 시간대에 시청자 유입이 폭증해 

my K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외에도 KBS는 라디오 전

용 앱 Kong 및 해외 시청자들을 위한 앱 KBS WORLD 등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다.

KBS는 2017년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개시한 이래로 꾸준히 UHD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 IP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상파 UHD TV 스튜디오와 

부조정실을 신설해 소수의 부조정실로 다수의 TV 스튜디오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모

든 부조정실과 TV 스튜디오가 1:1로 묶여 있던 것과 달리 단 2개의 부조정실만으로 5개의 스

튜디오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구축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됐다. 이를 기반으로 정규 

프로그램의 UHD 전환이 본격화됐다. KBS 대표 교양프로그램인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그녀들의 여유만만> 등이 2018년 7월부터 기존 HD 방송에서 UHD로 전환되었다. 

또 UHD의 장점인 고화질과 색 재현력을 십분 살린 특집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되었다. UHD 

다큐멘터리 <한식의 마음> 시리즈, <우리 민화 이야기>,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문명기획 

마지막 신화의 땅 1, 2>,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 <원효, 돌아보다> 등 문명과 자연, 

휴먼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KBS지역방송(총)국에서도 UHD 장비와 기술을 속속 도입하여 자체 제작에 나섰다. <뮤지컬 

드라마 조선미인열전>(전주총국), <특집 다큐 엄마의 땅>(대구총국), <특집 다큐 물의 정거장>

(창원총국), <1945 이키섬, 부서진 기억이 데려가는 곳>(청주총국), <특집 다큐 색, 다른 섬>

(제주총국)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호평을 받았다.

UHD 방송 직접 제작과 더불어 고도의 리마스터링 기법도 적극 활용하여 HD 프로그램을 

UHD급 화질로 재제작하여 방송했다. KBS의 주력 프로그램인 월화 및 수목 미니시리즈 드라

마와 주말의 대표 쇼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고품격 예술 공연 프로그램 <KBS 중계석>을 

비롯해 1, 2TV의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관심사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UHD로 

송출하였다. 이처럼 KBS는 UHD 방송을 위한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콘텐츠 공급

에도 앞장서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KBS는 2018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영상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했다. 먼저 지

난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KBS의 개표 방송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

리의 미래>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출구조사 결과 및 실시간 개표 데이터를 참신하

게 시각화해 전달하였다. 또한 개표 방송 이후에도 AR 시스템을 활용, 뉴스 보도 등에 가상 

그래픽을 적용해 실감나는 뉴스를 제작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 <2018 KBS 가요대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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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AR 기술을 적용한 무대를 선보여 신선하고 재치 넘치는 화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

다. 그런가하면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크로스미디어 프로젝트 <도시전설>은 출연자들

이 녹화 현장에서 체험한 화면을 시청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를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외에 퀴즈쇼 어플리케이션 잼라이브와 협업해 생방송 중에 

다수의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퀴즈를 푸는 <꿀잼 퀴즈방>도 제작했다.

나. 매체별 운영전략 평가

1) TV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유료 채

널의 성장과 콘텐츠 소비형태 변화로 지상파 콘텐츠의 프리미엄은 축소되고 무한 경쟁 시대

에 돌입한 이후 KBS1, 2TV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모바일 기기를 주로 이용

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함께 TV로 유입하는 것은 이제 지상파 매

체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의 공통 과제가 되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킬러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 2TV의 정체성은 최대한 살리되 상업방송과는 다른 고품격 콘텐츠를 제작

하고 채널별 차별화된 목표 시청층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전략 편성해 중장기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TV는 충성도 높은 고령층을 기반으로 

하되 3059세대를 목표 시청층으로 설정해 시청층 저변을 확대하는 정체성 강화 전략을, 2TV

는 2049세대를 목표 시청층으로 설정하면서도 20대 이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 

편성 전략을 추진했다.

1TV는 목표 시청층인 3059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시사적인 쟁점

을 딱딱하고 무겁게 다루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여성 MC 3명이 시사 현장을 찾아가 쟁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의 만찬>, 토크쇼 형식을 가미한 <저널리즘 토크

쇼 J>, 시사 뒷얘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오늘밤 김제동>, 시청자들의 참여를 높인 <엄경철의 

심야토론>, <토론쇼 시민의회> 등을 편성함으로써 3059세대의 점증하는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각과 형식을 가진 시사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

다. 4∼50대 이상 시청층이 주 타깃인 1TV 평일 및 주말 저녁 주요 시간대의 경쟁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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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프로그램 신설에도 힘을 기울였다. 파일럿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후 정

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와 <전국이장회의>, 복고 프로그램의 부활로 

중장년층 시청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18 TV는 사랑을 싣고> 등을 신설해 전 세대를 아우

를 수 있는 흡입력 높은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PIE-TV 본방송 성공기준(교양시사, 120만)을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교양 프로그램의 명가 KBS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2TV는 주 시청층인 2049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실험적인 형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신규 및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했다. 프로그램 기획안을 연중 상시공모해 신규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주중 및 주말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기획의 다

양화를 통해 화제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유입을 유도했다. 젊은 시청층에게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예능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킬러 콘텐츠를 넘어선 힐러 콘텐츠

(Healer Contents) 제작의 선두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콘텐츠는 2049세대 주변의 위, 

아래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켜 확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의 

유행하는 관찰 예능뿐만 아니라 기존 KBS의 독보적 영역인 다큐 영역과 협업하는 새로운 포

맷과 주제로 KBS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렸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KBS의 주요 시청자 층은 점점 더 노화되고 있다. 시

청자 평균 연령을 보면, 1TV의 경우 2014년의 55세에서 2018년에는 오히려 58세로 높아졌

고, 2049세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2TV의 시청자 평균 연령도 드디어 50세가 넘었다. 이 현상

은 두 가지 다른 사실을 반영한다. 첫째, 수명 연장과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으로 인해 TV 시

청자의 평균 연령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가장 젊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tvN도 시

청자 평균 연령이 4년 만에 41세에서 44세로 올랐다. KBS 시청자들이 점점 노화되는 사실이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둘째, 젊은 층에게 보다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

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목표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노년층이 주요 시청자 층이

라 알려진 보수적 종편 채널들은 지난 4년간 거의 변함없이 55~57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가 잘못됐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TV 시청이 가

장 중요한 여가활동 중 하나인 노년층을 배제한 채널 편성 전략은 공영방송답지 못하지만, 최

소한 1TV와 2TV의 차별적 전략 시행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젊은 층이 외면한다면 

KBS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1TV 시청자의 평균 연령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공영방송다운 품격과 미학을 지키되, 2TV는 SBS나 JTBC를 경쟁 채널로 설정해 시청자 평균 

연령을 더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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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2014년∼2018년 주요 방송 채널별 평균 연령 (수도권 기준; 06시~25시 평균)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tvN 전체 TV

2014년 55 45 46 45 55 48 55 57 41 47

2015년 56 46 47 45 56 45 54 56 41 47

2016년 56 46 47 45 55 45 54 56 41 47

2017년 58 49 50 48 55 46 55 57 43 49

2018년 58 51 50 49 54 47 55 57 44 50

2TV의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주말 드라마이다. 드라마 시청률이 10%를 넘기 어려운 상

황 속에서도 30~40%를 넘나드는 국민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주말 드

라마는 2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청률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 <황금빛 내 

인생>, <같이 살래요>, <하나뿐인 내편>은 PIE-TV 본방송 성공기준(주말드라마, 600만)을 모두 

크게 상회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존재 이

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49세대를 지향한다는 2TV의 간판 프로그램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부한 소재의 형식의 드라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어떤 작품을 걸어도 25%가 보장

되는 2TV의 주말드라마’라는 우스개가 회자될 정도로 안정적인 시청자 층이 있는 시간대라면, 

좀 더 공영방송에 걸맞은 작품성과 문제의식이 충만한 드라마를 기획하는 공격적 자세가 필요

하다. 반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지상파 유일의 단막극 시리즈인 <2018 드라마 스페셜>, 거제

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성장 드라마 <땐뽀걸즈>, 웰메이드 뮤직드라마 <투 제니>는 시

청률과는 무관하게 신선한 내용과 형식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TV는 다큐와 예능을 결합한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10대 청소년들의 꿈을 다

룬 <댄싱 하이>, 부모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자식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볼빨간 당

신>, 글로벌 할머니들의 집밥 레시피 <삼청동 외할머니> 등을 새롭게 시작해 자극적인 방송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오랜 시간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1박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불후의 명곡>, <살림하는 남자들 2>, <배틀 트립> 등 건강한 오락 프로그램에 대

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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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TV 채널별 목표 시청층 평균 및 주요시간대 시청률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채널별 

목표 시청층 시청률
1.3 1.1 1.1 1.4 0.2 0.7 0.3 0.2

주요

시간대

평일 8.2 5.6 4.9 7.0 1.6 3.7 2.2 1.8 

주말 5.0 11.3 6.7 8.7 1.1 3.1 2.0 1.4 

※ KBS1 목표 시청층은 3059, 나머지 채널의 목표 시청층은 2049

※ 주요 시간대 : 평일 19:00~24:00, 주말 18:00~24:00

2) 라디오

2018년 KBS 라디오 7개 채널은 각각 차별적인 목표와 운영 전략을 세워 시행했다. 1라디

오는 뉴스･시사 전문 채널이라는 방향성을 세우고 신뢰받는 시사채널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

했고, 2라디오는 전면적인 채널 개편을 단행, 중장년층 대상 음악 중심 채널의 정체성을 강화

했다. 3라디오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했고, 국내 유일의 클래식 

전문 채널인 1FM은 서양 고전음악과 국악 전문 채널의 고품격 기획을 추구했다. 2FM은 음악 

예능 채널의 위상을 강화하고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활성화해 젊은 청취

자 저변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밖에 북한 주민과 북방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민족방송, 전 

세계에 한국적 가치와 시각을 소구력 있게 전달하는 KBS월드라디오도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라는 2018 방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설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2018년 KBS 라디오의 운영전략을 평가하자면, 먼저 1라디오

는 <최강시사>,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기자의 눈>, <김용민 라이브> 등을 신설해 뉴스･시사 

전문 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했는데, 아쉽게도 수 년 전에 비해 점유청취율은 다소 하락했다. 

연 4회 실시하는 청취율 조사에서 2014년 3.6%, 4.0%, 5.0%, 4.8%를 기록했던 1라디오의 점

유청취율은 2018년에는 3.8%~3.9% 정도에 머물렀다. KBS 대표 라디오 채널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청취율이다. 하지만 1TV와 마찬가지로 1라디오 정도는 청취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

하고 신뢰받는, 그리고 품격있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방송하면 청취자들 역시 천천히나마 돌아올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간판 음악･

예능 채널인 2FM 역시 청취율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014년 

11.5~13.7%였던 점유청취율은 2018년 9.1~11.8%로 떨어졌다. <문희준의 뮤직쇼>, <김승우, 

장항준의 미스터라디오>, <악동뮤지션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 <키스더라디오 곽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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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등 채널의 오락적 음악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진행자들을 신규 

투입하였으나 과거 수준의 점유청취율을 회복하지는 못했다(진행자 가운데 김승우는 11월에 

김진수로, 곽진언은 12월에 박원으로 교체되었다). 다행인 것은 2018년 분기별 조사에서 뚜

렷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다는 점이다. 1월 9.1%에서 시작해 4월과 7월 9.7%와 10.0%를 거쳐 

10월에는 11.8%까지 점유청취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2014년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했고, 꾸준하게 점유청취율 22% 이상을 기록하는 SBS FM과의 격차도 아직 적지 않다.

7개의 채널을 유지, 운영해야 하는 KBS는 경쟁 방송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공 책무를 요

구받고 있어서 경쟁력 면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음악, 오락 중심 채널과 프로그램이 청취

점유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2FM과 2라디오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

자할 수는 없다. 상업방송사들과 차별화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기간방송인 

1라디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라디오,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가깝게 전달

해야 하는 1FM, 북방동포와 해외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민족방송과 국제방송 등 그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S 라디오는 경쟁력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왔고 각종 수상실적에서 가시적 성과

도 이뤘다.

2019년 조직 개편 이전까지, 라디오 채널의 운영구조는 6개 프로덕션과 제작기획부 등 7개 

팀이 라디오센터 하에 포진된 형태였다. 한민족방송과 3라디오가 하나의 프로덕션으로, 나머

지 채널(1라디오, 2라디오, 1FM, 2FM, 국제방송)은 각각의 프로덕션으로 존재했다. 하나의 채

널이 그 자체로서 완결된 편성을 이루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프로덕션이 상

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라디오의 7개 채널이 KBS라는 큰 

틀에서 비전과 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라디오 제작 파트와 편성 조직이 하나의 컨트롤 타

워 밑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 센터와 별도

로 ‘라디오 사업국’이 방송본부 산하에 소속됨으로써 일관된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한계

를 보였다. 다행히 2018년 4월 새로운 사장 및 집행부 취임 이후에는 조직체계의 문제를 공감

하고 현실적 시정방안을 모색했다. 사업국의 일부 업무를 라디오센터 안으로 흡수하는 한편 

라디오센터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한 결과, 라디오센터와 라디오 사업국이 채널 간 

공동 제작 및 교차 편성, 디지털 콘텐츠 전략 수립과 제작 등을 위한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바, 2019년도 조

직개편에서는 라디오센터 내에 편성부가 들어오고 디지털 제작 전담조직이 생겨 이러한 문제

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138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다. 채널별 편성방침 평가

1) 1TV

2018년은 급변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따라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가장 큰 한 해였다. 

1TV는 특보 및 특집 편성 시간(총 6,195분)과 각 특보 평균 시청률에서 모두 타사를 선도하며 

1위를 기록해 국가기간방송이자 한국인의 중심채널로 채널 영향력을 지켜나갔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 타 채널 대비 압도적인 편성량과 특집 프로그램 전략 편성

을 통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주관방송사의 면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4.27) 종일 특보 및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1,650분 편성해 

당일 일평균 시청률 1위(8.0%)를 기록했고, 특집 프로그램 <특집좌담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오

는가?>, <KBS스페셜 종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다>, <특집 남북 정상회담 동북아의 새로운 

지형 찾기>, <시사기획 창 판문점의 봄>, <명견만리 한반도 평화 오딧세이> 등 7편을 편성했

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5.26)은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돼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는 않았으나 당일 오전에 특보 90분을 편성하고 <KBS 뉴스9>를 특집으로 편성했다. <특집 

KBS 뉴스9>는 타사 뉴스를 모두 압도하는 높은 시청률(12.5%)을 기록했다.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때도 3,425분의 특보와 관련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한편 6월 북미 정상회담 때도 종

일 특보체제를 가동, 950분을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했고, 이 날 당일 일평균 시청률은 6.3%

로 1위를 기록했다.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은 가장 먼저(오후 4시) 방송을 시작했고, 가장 많은 편성시간

(1,015분) 동안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에 전달하며 선거에 따른 정계 방향을 올바르게 예측하

는 데 기여했다. 전 언론사 중 유일하게 수도권 빅3 단체장 후보(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

장)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공영방송으로서 의제 설정을 선도하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

고자 했으며, 또한 모든 지역총국에 초청 토론회 개최를 유도해 지역 유권자들에도 양질의 후

보자 정보를 제공했다. 선거 당일 타사보다 먼저 개표방송을 시작해 우위를 선점했으며 개표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출구조사 발표도 모든 채널 대비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출구조사 발표

(9.7%) 및 개표방송(7.5%)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국제행사에서도 2018년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가 동시에 열린 해였다.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5월 러시아 월드컵, 9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편성 시 타 채널과 차별화된 전

략 편성을 하고 비인기 종목을 중계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스테이션 이미지를 

제고했다. 개, 폐막식을 비롯해 해당 기간 일평균 시청률 1위를 다수 기록했다. 특히 평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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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올림픽에서는 타 채널 대비 전략적 종목 중계를 편성했다. 2TV를 고려하여 비광고 경기를 

1TV에 다수 편성해 국가기간방송의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결코 낮지 않은 시청률 5.5%(3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1TV의 올림픽 경기 중계 및 관련 프로그램은 8,105분 편성됐고, 개막식

(21.4%; 1위)과 폐막식(7.3%; 2위)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

시안게임에서도 최다 종목에 걸쳐 최대 중계를 편성했다. 5,025분을 편성했고, 개막식(7.2%; 

1위)과 폐막식(5.8%; 1위) 중계에서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1TV는 2018년 방송지표인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열어가며 사회 갈등과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신규 프로그

램을 편성하고 안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거리의 만찬>, <저널리즘 토크쇼 J>, <엄경철의 

심야토론>, <추적 60분>, <토론쇼 시민의회>, <사사건건> 등 6편의 신규 프로그램을 주시간대

에 편성하고 티저와 버그를 집중 운행해 화제성과 공영성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했다. 2018년 1TV는 AGB닐슨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2017년 대비 0.5%p 상승한 시

청률(6.6%)로 종편 포함 전체 채널 중 일평균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유지했다(KBS 

조사평가부가 자체 조사한 수도권 가구별 채널 시청률 기준으로는 5.0%에서 4.8%로 미세하

게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적 현안 관련 특집 및 특보의 집중 편성과 지방선

거 및 국민 관심행사, 재난재해 방송 등 1TV의 공영적 편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면서 달성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다양한 계기성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편성의 다

양성과 채널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전략 편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12] 2018년 채널 일평균 시청률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

연도 1TV 2TV MBC SBS

2018년 6.59% (△0.45) 4.77% (▽0.25) 3.56% (▽1.1) 4.12% (▽1.11)

2017년 6.14% 5.02% 4.66% 5.23%

※ 평일 : 06:00~11:00, 17:00~24:00 / 주말 : 06:00~25:00

더불어 2018년 한 해 1TV는 2017년 대비 시간으로는 24%, 편수로는 38% 증가한 6,320분, 

130편의 지역제작 특집 프로그램을 전국 편성해 지역(총)국의 제작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채

널의 다양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춘천총국), <제주 

4.3 70주년 특집다큐 그날>, <제주 4.3 70주년 특집 설민석의 역사특강>(이상 제주총국), 

<6.25특집 부산-평양 525km 프로젝트>(부산총국), <광복절 특집 독립의 노래 그곳에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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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안동국), <여순사건 70년 특집다큐 낙인>(순천국) 등 국가적 대형 행사와 주요 계기 

편성에 지역국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제작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2) 2TV

2018년 2TV는 드라마와 예능･교양･다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범주와 인식의 틀

을 뛰어넘는 새로운 장르와 형식을 실험함으로써 주요 시간대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2TV 채널의 화제성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형 신규 프로그램들을 발굴 편성해 가족문화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거기가 어딘데>,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옥탑방의 문제아들>, <댄싱하이>, <건

반위의 하이에나>, <하룻밤만 재워줘>, <삼청동 외할머니>, <나물 캐는 아저씨>, <1%의 우정>, 

<셀럽피디>, <모두 하우스>, <오늘의 셜록> 등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세련

된 감각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요 시간대에 정규 편성했고, 미니 시리즈 <슈

츠>, <우리가 만난 기적>, <추리의 여왕2>, <최고의 이혼>, <흑기사>, <너도 인간이니?> 등 완

성도 높은 드라마를 편성해 화제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아직 젊은 시청자

들을 2TV 앞으로 끌어모으는 데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2TV 시청

자의 평균 연령은 2014년 45세에서 2018년에는 오히려 51세로 올랐고, 목표 시청자로 삼았

던 2049세대의 시청률도 2014년 1.8%에서 1.1%로 하락했다. 시청률도 AGB닐슨코리아의 조

사 결과 기준 5.02%로, 2017년의 4.77% 대비 0.25%p 하락했다(KBS 조사평가부가 자체 조사

한 수도권 가구별 채널 시청률 기준으로는 4.1%에서 3.7%로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매체의 전반적인 노쇠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1TV와는 달리 광고 방송

을 하며 어느 정도의 상업성과 화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채널의 특성상 2018년의 편성 전략은 

과히 성공적이라 결론내기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험적인 장르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팟캐스트나 모바일 미디어 등과 융합하는 프로

그램을 다수 기획했다. 팟캐스트와 TV플랫폼의 융합 <김생민의 영수증>, 모큐멘터리 <회사가

기 싫어>, 모바일 기반 <꿀잼 퀴즈방>, 뮤직드라마 <투 제니> 등 트랜스미디어 기획과 장르 융

합형 기획이 돋보였다. 시청률 면에서 부진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되어

야 하며, 종사자들이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2018년은 유독 대형 스포츠 행사가 많았던 해였고 2TV는 1TV와 마찬가지로 품위와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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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1TV는 상징성이 큰 개/폐막식, 비인기 종목 등 

다양한 경기를 중계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했고, 2TV는 주요경기를 우선 편성해 채널 경쟁력

을 강화하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는 역시 KBS’라는 채널 이미지를 더욱 

고양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응원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시아 두 번째 개최, 

남북단일팀 참가, 동계올림픽 최초 UHD 방송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평창 동계올

림픽>에서는 6.8%의 시청률(지상파 2위)을 기록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시청률보다 나은 결

과를 만들어 냈다. 6월의 <러시아 월드컵> 시청률은 4.3%로 지상파 1위를 기록했다. 첫 예선전

이었던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의 경우 15.9%의 높은 시청률로 SBS(13.4%), MBC(11.9%)를 크게 

따돌렸다.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은 1TV에선 비인기종목과 제 3국 경기를, 

2TV에선 축구, 야구, 배구 등 인기 구기 종목과 펜싱, 수영 등 메달 경기, 그리고 남북단일팀 

여자농구 등을 전략적으로 편성해 시청자의 시청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중계 시청률 5.4%를 기

록했다. 역시 지상파 3사 중 1위였다.

2TV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2TV

에서 방영된 다수의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되었고, 해외 공연을 통해 K-POP의 세계화에도 기

여하였다. 즉 한류 콘텐츠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와 

정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제시장을 겨냥한 다

양한 콘텐츠 개발을 시도했다. 미니시리즈 <슈츠>, <너도 인간이니>, <흑기사>, <러블리 호러

블리>가 일본, 미국 등에 수출돼 K-Drama 열풍을 이어갔으며, 전 세계 108개국에 송출되는 

KBS월드 채널을 통해 방송된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1박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뮤

직뱅크> 등 2TV의 각종 예능 드라마 콘텐츠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각광을 받았다. 또한 <뮤

직뱅크 해외 공연>이 칠레와 베를린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등 2TV가 한류문화 생산 및 확

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라디오

KBS 라디오 7개 채널은 각각 차별적인 편성 전략으로 2018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

다. 국가기간방송의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는 1라디오, 4050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해 ‘음악

이 좋은 방송’을 기치로 내건 2라디오, 장애인과 노인, 100만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한 3라디오, 품격 있는 클래식과 국악 전문 채널로 자리잡은 1FM, ‘라디오 음악예능 채

널’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향하는 2FM, 그리고 북한 전문 방송의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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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방송, 한국 사회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제방송(KBS월드

라디오) 등 라디오 채널의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제언은 8절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

루기로 한다.

4. 외부 기관의 KBS 평가 결과

1, 2절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KBS의 공익성 심사와 경제성 심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2018년 KBS 경영평가를 정확한 지수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언론기관 및 평가

기관의 자료는 2018년 KBS를 평가하는 데 입수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적합하고 객관적인 평가자

료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언론기관이나 평가기관이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나마 2018년 KBS를 평가하고자 한다. 비유컨대 종합병원의 일목요연한 체계적 진단표가 아니

라 여러 개인병원의 진단표를 종합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 분석이다. 편의상 시청률, 시청점유

율 등 계량적 자료는 정량평가, 신뢰도 등의 외부기관의 평가는 정성 평가로 분류했다.

가. 정량 평가

시청률, 시청점유율(매체영향력), 뉴스 시청률은 1위를 기록했으나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이

고 있고, 공영방송의 존재 증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

1) 방송 시청률 : 1TV 가구 시청률 1위, 2TV 가구 시청률 3위

KBS1은 2018년 시청률(닐슨 코리아 서울수도권 기준, 월∼일 6시∼25시) 순위에서 1위를, 

KBS2는 3위를 차지했다. KBS1(4.8%), SBS(4.1%), KBS2(3.7%), MBC(3.2%), JTBC(1.9%), 

tvN(0.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49세대 시청률은 KBS2(1.1%)가 2위를 차지했다(SBS(1.4%), 

MBC(1.1%), tvN(0.8%), KBS1(0.7%), JTBC(0.7%).

2018년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 채널 평균 시청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시청률은 KBS1이 2017년 대비 0.2%p, KBS2는 2017년 대비 0.4%p가 하락했다. MBC의 하

락률은 KBS 보다 더 컸으며, SBS 또한 시청률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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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TV 가구별 채널 시청률 (전일)

연도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tvN Total TV
지상파 

4개 채널

2017 5.0 4.1 3.8 4.4 1.2 2.0 1.7 1.0 1.3 39.1 17.3

2018 4.8 3.7 3.2 4.1 1.1 1.9 1.5 1.3 1.6 38.7 15.8

증감 -0.2 -0.4 -0.6 -0.3 -0.1 -0.1 -0.2 0.3 0.3 -0.4 -1.5

※ 닐슨코리아 서울수도권기준, 06시∼25시

2) 영향력(시장점유율) : 하락 추세

방송시장점유율은 시청자의 전체 방송시청 시간 중에서 단위 언론사 또는 방송사가 차지하

는 백분율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방송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방

송통신위원회 방송통계 포털에서 제공한 자료를 연도별로 재가공한 것이다. 매체별 방송시장

점유율은 KBS의 경우 자회사까지 포함한 계열사 전체의 방송시청 시간을 합산했다.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신문사의 구독시간을 방송매체 시간으로 환산해 그 수치를 합산했다.

[표 1-14] 매체별 방송시장 점유율

채널

연도
KBS MBC SBS CJ JTBC TV조선 MBN 채널A

2012 36.163 16.022 11.408 9.384 7.878 8.785 3.310 5.874

2013 31.985 16.778 9.673 8.881 7.810 9.026 3.825 5.350

2014 31.210 15.633 9.108 8.713 7.490 9.440 4.572 5.776

2015 27.776 16.573 9.099 10.605 7.267 9.940 5.510 6.678

2016 27.583 14.982 8.669 10.982 7.727 9.829 5.447 6.624

2017 26.889 12.465 8.661 11.000 9.945 8.886 5.215 6.056

이 통계 추세를 볼 때 KBS는 현재까지 다른 언론사나 방송매체에 비교해 이른바 매체의 사

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방송시장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경영평가에 최적화된 통계는 아니다. 다만 시

청률 하락추세로 보아 2018년 KBS의 점유율은 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영방송이 한 국가의 지배적 방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존속 발전하고 4차 산

업혁명 시대 공영미디어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40% 선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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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신료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 방송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불과 5~6년 만에 KBS

의 시청점유율과 사회적 영향력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의 공적 책

임이 약화되고 동시에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인 시장점유율 하락은 민영방송이나 유료방송 산

업 간의 M&A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동인도 동시에 약화되기 마련이다. 또한 시장점유율

이 하락하면 공영미디어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재정정책인 수신료 인상도 어렵게 된다. 보지도 

않는 방송 채널에 돈을 더 지불하지 않겠다는 소비자 심리가 강화될 것이다.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은 독일 언론사 및 방송사의 규제방식이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을 제

외한(공영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민영방송사는 시장점유율의 30%까지 다른 

방송사를 인수하고 합병할 수 있다.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때에는 신문의 영향력을 방송시

장점유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사

들은 최근 시장점유율이 하락추세이지만 대체로 40%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U는 글로벌 경쟁시대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공영 2방송체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영방송 체제와 2개의 대형 민영방송 체제

로 구조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진입을 완

전 자유화했고, 프랑스는 다수(4개)의 공영방송사를 통합해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대형화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영방송의 대형화를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공영방송을 ‘기본적 공급’, 민영방송과 뉴미디어를 ‘보양적 공급’으로 명명하고 있

다. 비유컨대 공영방송은 영양가 있는 ‘집 밥(기본적 공급)’이며 민영방송과 뉴미디어는 자기 

취향에 맞는 ‘외식(보양적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외식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면 건강을 해치

게 되기 때문에 서유럽 및 일본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시장점유율 40%, 민영방송 시장점유율 

60%를 이상적인 미디어 시장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KBS 또한 시장점유율 40%대를 확보해

야 공영미디어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3) 뉴스 시청률 : 1위지만 명확한 하락 추세

국내 뉴스 시청률은 KBS가 단연 1위이며 JTBC가 3위이다. 그럼에도 JTBC가 뉴스 시청률

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은 KBS1의 경우 평균 시청연령 인구가 50세 후반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반면 JTBC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화

제성 토픽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KBS1 뉴스 시청률은 2016년부터 하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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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진입하면서 2017년은 전년 대비 2.2%p, 2018년은 전년 대비 2.4%p 하락했으며, 2018

년 연말에도 하락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8년 뉴스 시청률의 하락 폭은 지상파 3사 및 종편

채널 메인뉴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KBS가 가장 크다.

[표 1-15] 2014~2018년 주요 채널 메인뉴스 연간 시청률

KBS1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2014 17.2 6.6 8.1 1.5 1.8 1.5 1.4

2015 16.5 6.9 7.8 1.6 1.7 1.8 1.4

2016 16.6 6.2 7.4 1.9 3.5 2.1 1.3

2017 14.4 5.2 6.3 1.5 6.0 2.7 1.3

2018 평균 12.0 4.0 6.6 1.8 5.6 3.0 2.0

2018.12 11.3 3.8 6.2 1.8 4.8 3.2 2.5

*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4) 정량평가 요약

방송 시청률과 방송시장 점유율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시청률

과 시장점유율 하락추세는 공영방송 존속발전에 대한 적신호임은 분명하다. 또한 여론형성매

체로서 뉴스 시청률 하락 또한 언론매체의 역할과 기능의 약화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하락추세는 JTBC를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과 CJ(tvN) 등 민영방송의 경

쟁력 강화와 함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진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KBS 내부의 파업과 갈등, 우수한 인력의 유출 등 KBS 내부 경쟁

력 약화도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정성 평가

1) 미디어 신뢰도 : JTBC에 이어 2위 회복

2018년 KBS는 국내 언론기관 및 평가기관에서 실시한 6개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모두 

JTBC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조사기관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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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디어미래연구소 :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신문사와 방송사 전체를 조사범위로 하여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JTBC(3.58), KBS(3.28), 한겨레

(3.28)순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ㅇ 미디어오늘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방송사만을 

조사범위로 하여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JTBC(34.1%), KBS(11.7%), TV조선

(10.9%) 순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ㅇ 시사IN :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신뢰도를 조

사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질문했을 때에는 JTBC(37.4%), KBS(18.5%), 

SBS(7.4%), MBC(6.7%) 순으로 나타났고, 신문･방송･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언론 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JTBC (23.5%), KBS(9.6%), 네이버(6.8%) 순으로 나타났다. 

JTBC와의 격차는 13.9%p로, 전년도의 18.6%p보다 감소했다.

ㅇ 시사저널 : 언론인, 법조인 등 10개 전문직업군 10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결과, KBS의 

신뢰도는 14.0%로 JTBC(43.9%)에 이어 2위였다. 2017년에 비해 두 방송사 간의 차이는 

37.8%p에서 29.9%p로 줄었다.

ㅇ 한국기자협회 :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KBS는 2017년 3

위(6.0%)에서 2018년 2위(7.5%)로 한 계단 상승하였다.

2) 미래미디어연구소 <Media Awards> 평가

미래미디어연구소 언론사 평가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국언론학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최종응답자 430명)의 결과이다. 평가대상은 종합뉴스를 제공하

고 있는 5개 방송, 4개 종합편성채널방송, 발행부수 기준 상위 5개 종합일간지, 방문자수 기

준 상위 1개 종합인터넷신문 등 15개 미디어이다. 이 평가는 뉴스매체를 중심으로 신뢰성, 공

정성, 유용성, 영향력 분야 등 4개 부문에서 8대 미디어를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모든 부문의 1위를 휩쓸었던 JTBC는 2018년에도 역시 신뢰성, 공정성, 유용

성, 영향력 1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신뢰성과 공정성 부문에서 모두 순위

에 들지 못했던 KBS는 2018년 신뢰성 2위, 공정성 4위, 유용성 4위, 영향력 2위로 순위권에 

재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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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갤럽의 <즐겨보는 채널> 조사 2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방송사를 조사범위로 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즐겨보는 뉴스 채널>은 JTBC(28%), KBS(20%), YTN(10%) 순으로 나타났다.

4) 정성 평가 요약

2018년 KBS는 2016, 2017년과 비교해 정성 평가에서는 순위가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보

였다. 우선 신뢰도 부문에서는 JTBC에 이어 2위를 확고히 회복했다. 다수의 언론 및 평가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공정성, 유용성, 영향력, 즐겨보는 채널 평가 순위도 상

당히 회복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정성 평가라 할 수 있는 미디어 어워즈(교수 중심 평가)와 한

국기자협회 조사(언론인 중심 평가)에서 공히 순위권을 회복했다. 반면 JTBC는 정량평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뉴스 시청률과 방송시장 점유율(영향력)은 KB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신뢰도, 영향력, 공정성, 유용성, 즐겨보는 채널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다.

다. 종합 평가

2018년 KBS는 채널 시청률, 뉴스 시청률, 영향력(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한국 대표방송 및 

언론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른바 정량평가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KBS의 전체 채널 시청률, 뉴스 시청률, 영향력(시장점유율) 등 정량평가의 하

락세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대표 공영방송의 그 존재가 위축되고 있다. 반면 정성 평가 

측면에서 신뢰도 2위 회복과 공정성, 유용성, 영향력, 즐겨보는 채널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확

보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이다. 2018년 KBS는 정량평가에서는 하락세를, 정성 평가에서는 상

승세를 보여줬다.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량평가의 하락세의 원인으로 첫째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한 자체 경쟁력 약화, 둘째 JTBC를 비롯한 종편과 CJ 등 민영사업자의 부상, 셋째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넷째 우수 인력 유출과 경쟁사의 (손석희 

등) 스타 앵커/출연진 부상, 다섯째 모바일과 인터넷 등 멀티플랫폼으로 시청인구 분산, 여섯

째 유아,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TV 외면 현상, 일곱째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 등

을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인 하락세보다 더 큰 고민은 장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BS 구성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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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략 부재를 현 집행부에 대한 불만 사항(KBS본부 노보 223호. 2018년 10월 8일)으로 

지적하고 있다. 방송계에 불어오고 있는 광풍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KBS의 대혁신과 광폭 행

보가 요청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한 양승동 사장 체제는 작금의 위기를 돌파할 때에

만 현 집행부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 보도시사 부문

2018년은 굵직굵직한 국내외 행사가 많았던 해이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북

미 정상회담,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3대 국제 스포츠 이벤

트가 열렸다. 반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압도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신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적 사건들은 끊이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는 1월의 밀양시 세종병원 화

재, 4월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5월의 라돈침대 사건과 군산 GM공장 폐쇄, 7월의 드루킹 

사건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BMW 리콜 사태, 10월의 PC방 살인사건과 유치원 파동 

등이 있었다. 이 밖에 미투 운동과 젠더 갈등, 기무사 문건 파동, 사법농단 사건, 청와대 특감

반 사건, 장자연 사건, 한진그룹 비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등이 오랜 기간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쟁점이었다.

KBS는 국내외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 방송사 기능을 하면서 대과 없이 주어진 역할을 다했

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보도도 무난하게 마무리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KBS뉴스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청와대 특감반 관련 보도는 한국기

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으로 이어졌고 미투 운동 관련 보도에서 20개 

가까운 단독보도를 통해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수상했다. 본 절에서는 정확성과 신뢰성, 심층

성과 전문성, 공정성, 품질, 독립성, 그리고 경쟁력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KBS 보도시사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가. 보도시사의 정확성･신뢰성 평가

1) 팩트 체크를 위한 노력

KBS는 보도시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정확성

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노력은 사실 여부의 확인에 있다.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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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의 확립을 시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쟁점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탓인 경우가 많다. 근거 없는 유

언비어가 SNS를 통해 퍼지거나 비주류 뉴스매체에 실려 비생산적인 논쟁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후 “제주 여성 변사 사건에 예

멘 난민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아예 “지난 한 달 동안 제주에서 6명의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고 이 사건에 예멘 난민이 연관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돌았다. 주

로 예멘 난민 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유된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KBS는 

추가 취재와 사실 확인을 거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보도했다. 이 같은 팩트 체

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인종에 대한 편

견이나 차별을 강화하는 태도에도 경고를 주는 기능을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팩트 체크 

기사는 모두 54회 생산됐다. 언론학회와 언론정보학회 등에서도 KBS 팩트 체크 기사에 대해 

아이템 선정에 중립성을 기하고 팩트 체크 기사의 규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를 내렸다. 때로는 진지하지만 가끔은 호기심 넘치는 소소한 팩트 체크를 통해 KBS가 정확성

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2) 일상적인 사실 확인 체제 확립

뉴스룸의 각 부서들도 일상적 취재･보도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업무 관행

을 만들어 나간다. 예를 들어 출입처 기자와 선배, 팀장, 부장으로 이어지는 사실 확인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체화하면서 장기

적으로는 KBS 보도의 신뢰성이 든든하게 구축된다. KBS는 시청률이나 온라인 조회 수를 높

이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를 추구했다. 다만 속보성보다 

정확성을 위주로 보도를 하다 보면 취재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경쟁사보다 다소 지체된 시점에 보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치게 늦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멀어지거나 잊혀지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정확성이 오류가 없는 정보의 제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상의 이면을 자세하게 설명하

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과학과 경제 관련 보도에서 종종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보도국 경제부에서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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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 현

상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보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로 예산부터 실행까지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된 해였다. 최저임

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공정 경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경

제도 시도됐다. 하지만 경제 현실과 나타나는 지표는 정부의 의도와 달랐다. 그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가 아닌 정치 쟁점이 됐고 과거와는 다른 통계와 분석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KBS는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나타난 경제 현실과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필요한 경우 경제 정책 최고 담당자인 경제부총리를 출연시켜 뉴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경주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을 시도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도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경제적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

는 데 주력했다. 특히 숫자나 지표의 경우 한 번 더 확인하는 구조를 도입해 보도의 정확성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일상적 취재･보도과정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는 정정보도에 대한 인색함이다. 뉴

욕타임스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한 건수가 한 해 3,700여 건이라는 10여년 전의 조사 결

과도 있다. 뉴욕타임스가 그만큼 오보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사소한 실수도 정

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철자 하나 잘못된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세이다. 기자가 정정보도를 하는 것을 패배나 수치로 

받아들여 시정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가 있다. 보도과정에서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작은 오류라도 발견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일이 체화되기를 기대한다.

3) 장기 기획 취재

마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역 없는 비판과 고발에 매진하는 탐사보도부는 특히나 정확

성에 민감하다. 장기간에 걸쳐 취재하고 정보를 모아 보도를 했는데도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논쟁적인 주제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을 경우 윤리적 비난은 물론 법적 송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점을 명심하며 기획, 취재, 제작 전 단계를 정밀하게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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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8년 탐사보도부가 방송한 뉴스 아이템이나 시사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의 아이템 

가운데 언론중재위에 정정이나 반론 보도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뉴스가 언론중재위나 법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KBS가 

피신청인이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사안은 모두 31건이었고, 이 중 20건은 보도내용

과 관련되었다. 대부분은 신청인이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완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뉴

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조건 혹은 반론보도문을 싣는 조건이 부

가됐다. 조정 성립을 위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방송을 삭제한 경우도 한 건 있

었다. 내용상으로는 기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을 테고 취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신청인의 요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있었음을 

뜻한다. 방송사 입장에서 완벽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 완벽함에 가

까이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장기 기획 취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4) 보도시사의 사회통합기능 확대

지금의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이

른바 갈등중첩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 과제는 고령화와 정보

화 및 기술혁명, 글로벌화, 환경문제 등이다. 고령화, 정보화 및 기술혁명, 글로벌화는 산업구

조의 재편뿐만 아니라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 등 노동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고

령화 사회는 젊은 세대와 노령층간의 대립을 야기했고 정보화와 기술혁명은 카카오택시와 원

격의료 논란에서 보듯 기술과 인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글로벌화는 유튜브와 국내 방송사업

자와의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갈등구조는 북핵문제와 남-남 갈등, OECD 최

고 수준의 빈부격차, 미투 운동으로 나타난 남-녀 갈등, 소수자 문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극

단적인 시각차 등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령의 치매 부모와 실직 가장, 청년실업과 결혼 

못한 자녀들,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과 자살률, 저출산 사회, 천정부지의 집 값, 자식 간의 

부모 부양 분란, 엄청난 교육비 부담 등 가정마다 안고있는 문제들은 수두룩하다. 여기에 정쟁

만 일삼고 민생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는 정치권과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는 재계와 노동계 까

지 한국인은 ‘피로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역할을 해야 한다. 피로한 한국사회를 치유해 주는 생활밀착형 여론 공간이 되

도록 갈등사회를 통합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 거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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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만 존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일상들을 치유할 따뜻한 공동체는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자

본주의 시스템의 치열한 경쟁구조는 공동체의 복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대립되는 

사회적 갈등을 수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대립되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다양성과 통합의 원리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일이 방송법 1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며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라 하겠다.

5) 정확한 우리말 사용

KBS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소속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된 국어자문단을 운영하여 

<KBS 뉴스9>에 사용되는 뉴스 원고와 자막, 소제목까지 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을 거쳐 방송을 

하고 있다. 검토 결과를 내부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기자들이 원고 작성 과정

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밖에도 KBS는 자문단과 별도

로 자체 오탈자 검토 과정을 2중 3중으로 제도화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 보도시사의 심층성･전문성 평가

1) 데이터 저널리즘의 추구

빅데이터의 시대이다. 발로 뛰는 취재만큼이나 도처에 널려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요리해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계량적 데이터만이 아니라 일

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SNS 메시지 수백만 건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보도 자료들을 뽑아낼 수 

있고 구글맵과 각종 동영상 자료들을 엮어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도 있다.

KBS 디지털뉴스부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

작해 KBS 뉴스의 심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

폼을 통해 유통돼 콘텐츠의 다양화에도 기여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10개 시리즈의 분

석 기사를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3회에 걸쳐 보도한 후보자 분석 시리즈, 주거 문제

를 데이터로 해석한 월세의 늪 시리즈 등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흥미 있는 

형식으로 포장하여 제공했다. 외부로부터 많은 수상을 하기도 했다. 대선캠프 여론 조작 시리

즈는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한국조사보도상을 수상했고 2012년 여야 대선캠프 여론조작 시리

즈는 민언련이 주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을 수상했다. 월세의 늪 시리즈 역시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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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자클럽 전문보도부문상을 수상했다.

빅데이터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과거

에도 늘 해오던 계량 자료를 재활용한 기사를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 심

층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숫자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찾

아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 취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12

년 여야 대선캠프 여론조작 시리즈는 심층 보도의 좋은 예이다. 9억 건이 넘는 트위터 데이터

를 전수분석하기 위해 외부 조사분석 전문기관 1곳과 내부 KBS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협업해 

여야의 여론조작 정황을 밝혔고 여야 대선 캠프와의 연관성과 여론조작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드러냈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국내 언론사 어디

도 하지 못한 사례이다. KBS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뉴스 제작 전문인력을 충원하

고 육성해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보도 방식의 채택

<KBS 뉴스9>은 새로운 보도 방식을 추구하는 ‘끈질긴K’ 코너를 신설해 운영했다.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추적 리포트 코너다. 기존의 방식이었던 결과 보여주

기식 고발 리포트에서 탈피해 제보 접수와 취재 과정까지 모두 담아내 내러티브를 살렸다. 보

다 면밀한 현장 취재 과정을 전달해 시청자의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5~10분 가량의 긴 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높았으며 이를 통해 KBS에서 새로운 고

발 리포트 코너를 시작했다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 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제보의 선순

환 효과가 컸다. ‘끈질긴K’ 방송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고 담당 기자에게 제보한다

는 시청자들도 많았다. 지난 10년 동안 파급력 있는 시청자 제보가 JTBC나 SBS로 집중되는 

현상을 다소 완화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BBQ 회장의 자녀 유학비용 횡령 의혹 보

도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착수에 들어갔고 마법의 페이 문제도 공정위에 수사 의뢰가 들

어갔다.

기존의 1분 20초 분량의 나열식 뉴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심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

환이었다. 3~5분에 이르는 심층 보도를 자주 시도했다. 단독 보도와 연속 보도, 후속 보도를 

활성화하는 시도도 강화됐다. 이 밖에 ‘뉴스 따라잡기’나 ‘앵커&리포트’ 코너 등도 운영했다.

최근 뉴스 수용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보도보다는 사안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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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짚어 주는 보도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발생이나 진행 상

황을 중계방송 식으로 전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네이

버 댓글 조작 논란이나 카카오의 카풀 논란, KT 통신구 화재 사건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고 친절한 뉴스를 생산하고자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

계와 BMW 화재 사태 등 전문적인 경제･기술 지식이 필요한 뉴스는 전문가를 활용해 깊이 있

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다.

3) 전문가 활용 및 인력 재교육

기자가 모든 사건이나 사안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에는 무식한 기자로 평가될 수 있고 익숙한 

분야에서도 종종 숨어 있는 재야의 고수들로부터 훈수를 듣기 십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자문을 받거나 기자나 피디 본인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KBS는 보도의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활용과 재교육에 많은 투

자를 했다.

통합뉴스룸 통일외교부에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자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는 등 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그 결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

로 기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해설국에서는 뉴스 

해설의 전문성과 심층성,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오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주

요 쟁점을 놓고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남북문제와 의료, 법률, 재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객원 해설위원을 적극 활용함해 뉴스 해설의 품격과 심

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다. 보도시사의 공정성･독립성 평가

1) 보도위원회 정상화와 국장 임명동의제 실시

KBS는 보도시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보도위원회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보도위

원회는 KBS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렵게 만든 제도이지만 지난 정권 

하에서는 파행 운영되고 있었다. KBS 방송편성규약 제7조와 제11조에 근거해 보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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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개최됐다. 2018년 모두 9차례 개최됐던 보도위원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개최 일자 안 건

2월 2일 평창 올림픽 TF 건

2월 12일
1. 기사 누락 및 특파원 기사 관련

2. 북한 관련 보도 및 기타 현안

3월 7일 1. 대북 특사단 발표 생중계 미편성 관련

4월 30일 1.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에 관한 건

5월 25일 1. 보도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7월 31일 1. 뉴스 및 조직 개선 방안

9월 5일 1. 젠더 이슈 보도 관련

11월 30일

1. KBS 보도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 건

2. 현업 중심 인력 재배치 방안 건

3. 보도정보 공지게시판, 보도게시판 통합 건

12월 30일
1. 기수문화(경력기자 기수부여 문제 포함) 전반적 논의

2. 뉴스모니터 익명게시판 시범 운영 논의

보도의 공정성은 결코 보도책임자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담보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KBS는 공정성을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통합

뉴스룸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였다. 2018년 5월 실시된 투표에서 투표대상자 352

명 중 282명이 투표해 찬성 239명으로 김태선 국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또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의실의 

기능을 활성화했다.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컨설팅 심의’를 목표로 설정하고 면밀한 

사전･사후심의를 통해 품격 있는 콘텐츠 생산에 기여했다. ‘컨설팅 심의’ 개념을 도입해 심의

위원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멘토로 탈바꿈됐다. 심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심의 관련 

민원에 대해 수시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컨설팅 심가 정착되도록 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통해 오보와 정정보도 등의 경우 엄중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대

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해 보도･시사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 사례와 중점심의 내용을 신속하게 공지해 오류를 최소화 하는 

데도 기여했다. 심의 지적 평정위원회에서 6명의 보도 심의위원과 1명의 심의요원, 뉴스 전문 

모니터 4명을 운용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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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타사 뉴스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KBS 뉴스의 완성와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 진실과 미래위원회

2018년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제는 <진실과 미래위

원회(이하 진미위)> 관련 사항일 것이다. 진미위는 위원장 1인과 내부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설립 목적과 취지를 공사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 진상을 규명하고 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주요 계획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침해사항 조사와 부

당인사, 부당노동행위, 부정청탁 등 공적 책임 훼손 사항 조사가 설정됐다.

진미위의 핵심 의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첫째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 등 인사권 남용사

례 조사, 둘째 친일파 훈장 프로그램의 불방과 2012년 파업관련 징계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와 관련된 조사, 셋째 특정 출연자 배제와 간부의 직권남용 등에 관한 조사이다. 진미위 설립

과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공영노동조합에서 사측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미위의 발전적인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KBS 내부의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영방송은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이 각축하는 정치적 공

간이다. 사시(社是)와 소유주의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저널리즘의 방향이 결정되는 신문매체

와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갈등의 안정적 관리 즉 갈등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기자와 

PD, 기술직과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들이 공존하고 저널리스트의 정치적 지향성이 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의 확보가 요청된다. KBS 지배구조 개편, 옴부즈맨 등의 중재제도, 공정성 

보장장치, 편집권 제도 강화 방안, 노사 및 직군별 협력방안, 안정적인 인사제도 방안 등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과도한 내부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화합과 협력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시청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둘째 새 집행부는 탕평과 전문성을 기조로 한 인사정책을 통해 직군 간, 이념적 벽을 넘어 

조직 성원 전체가 결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며 화합적

이고 시청자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KBS 조직의 모습이 개혁 청사진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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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출연진 문제

일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직 언론인들 혹은 연

예인이 출연하는 문제는 솔직 담백한 직설적 화법을 통해 정치 관련 보도의 대중화를 선도하

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방송의 진출이 드물었던 일부 언론인들이나 연

예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출연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들의 프로그램 출연빈도와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TV와 라디오에서 중요한 시

간대에 그것도 주로 일일 프로그램에 이들이 배정되고 있다, 특정인들은 지상파방송 채널을 

교대해 가며 2개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현직 언론인들이 앵커나 프

로그램 진행의 중요한 역할은 맡지 못하고 이들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주변 역할로 전락할 위

험이 있다. 셋째 방송의 채널 이미지 문제이다. 직설화법이나 솔직담백한 어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영방송의 채널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고 방송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문

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출연진 이미지가 뚜렷해져 출연진의 균형적인 배치가 더욱 요청

된다. 다섯째 외부 스타성 인사의 출연은 경영위기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에 재정압박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일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앵커를 외

주화하기보다는 본사 언론인에게 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뉴스의 연성화와 오락화

도 시대적 요청인 만큼 김구라가 출연하는 <썰전>이나 종편의 <강적들>, <내부자>처럼 특집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출연진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사 언론인은 

주로 사회 및 진행을 담당하고 출연진을 균형 있게 출연시키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다양성

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4) 옴부즈맨 제도의 제안

2018년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KBS의 지배구조도 바뀜에 따라 보도의 지향점과 목표 달성의 

방식 등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진미위의 사례에서 보듯 한 시대의 취재와 보도 관례가 다음 

시대에서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수년간 KBS 내부에서 

발생했던 공정성 시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됐다. 첫째 이승만, 

정율성, 친일 훈장 서훈자 등 역사적 인물이나 광주민주화항쟁과 천안함 및 세월호 사건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 둘째 G20, 4대강 등 특정 정부의 국책과제, 셋째 이명박,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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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등 유명 정치인 관련 보도이다. 이 세 범주에 관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은 종종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보도시사 프로그

램을 편성하고 제작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KBS 뉴스 프로그램은 <KBS 뉴스9>의 시청률이 입증하듯 사회적 신뢰도가 높으며 공정성

과 품격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쟁점들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사내 갈등과 맞물리면서 KBS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하는 경우들이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할 때에는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옴부

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KBS도 몇 년 전 뉴스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 운영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당시 옴부즈맨의 역할은 뉴스를 사후 평가하여 제안을 하는 정도로 

제한된 데다 보도본부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바람직한 옴부즈맨 제도는 사전 심의와 사후 중재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영

국과 캐나다 공영방송에서는 방송사 외부의 권위 있는 저널리스트와 법조인, 교수들이 옴부즈

맨으로 참여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

서도 신뢰받는 원로 언론인과 학자, 법조인이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방송사 내부의 경영진과 

저널리스트,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의 견해 차이를 조정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시비를 불

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KBS의 경우 여야 추천 이사들이 합의하는 인물들로 옴부즈

맨과 프로그램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적 휘발성과 민감성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사전 심

의기구를 만들거나 또는 사후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성규약을 명확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사례 분석 : <오늘밤 김제동> 평가

2018년 KBS 시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늘밤 김제동>은 심의 측면에서는 물론 정치권이

나 시청자들의 반향 면에서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

렸다. <오늘밤 김제동>은 친근한 공감형 방송인 김제동씨가 MC를 맡아 어렵고 딱딱한 시사가 

아닌 편안하고 쉬우면서도 핵심을 짚어주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유튜브, 페이스북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 본방에 반영되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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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을 극복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젠더 이슈에 대한 꾸준한 취재와 아이템

을 개발했으며 소수 계층을 위한 방송 및 사회적 공론 형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새로

운 시도라는 미덕과 함께 일부 논란도 불러일으킨 이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사례 분석을 제

시하고자 한다.

가) 2018년 12월 4일(46회) 김정은 답방 환영 인터뷰 평가

 프로그램의 취지 및 논란

이 프로그램은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환영단 등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들

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논란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위인맞이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산당이 좋아요”같은 구호를 외쳤고, 이 모습이 

일부 종편에서 직접 방송되어 여러 매체에 인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사회적 공론

의 장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영방송 KBS의 시사프로

그램인 <오늘밤 김제동>에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는 토론 주제였다. 이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젊은 보수와 진보를 상징하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

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출연했다. 위 방송은 2019년 1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

차를 통해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9년 1월21일 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를 인터뷰해 방송에 내보낸 KBS 1TV 시사프

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밤 김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

본질서 조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심의한 결과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특정인의 편도 들지 않았고 이를 확대재생

산하지도 않았다”며 “국가보안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아울러 “언

론의 자유와 제작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데일리(2019.1.22.)와 미디어

오늘(2019.1.22.) 참조). 요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원칙을 강조했고 국가보안법과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국민적 화합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공적 책임(방송법 5조 

2: 국민화합, 계층간 갈등금지 등)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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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공적 책임

신문의 설립과 발행은 자유이고 타 법익의 침해가 없는 한 내용규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다. 미디어 시장에 대한 허가 및 진입이 자유롭고, 다수의 매체가 존재하고 있는 신문

매체는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입각해 언론사의 사시와 경향성(언론의 주관적 자유)에 

따라 정치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규범으로 정착돼 왔다. 신문매체

의 과도한 언론 표현의 자유가 문제시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던 시대적 상황에서 

출범했던 방송매체는 주파수의 유한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객관적 자유 이른바 공적 책임(공익)이 강조되어 왔다. 신문 기업은 주관적 표현의 자

유가 중시되었다면, 방송매체는 공적 책임과 객관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매체차별론을 전제로 한다면 2018년 12월 4일

(46회)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답방 환영 인터뷰 부분은 공적 책임(방송법 5조 2: 국민화

합, 계층간 갈등금지 등)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전체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김정은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발언 내용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쉽게 납득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이

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팬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과 실력이 있다”, “(김정은 위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시진평과 박근혜도 세습인데 김정은 세습만 비판하

는가?” 등의 진술은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이다. “정은씨가 서울 오면 정

말 보러 갑니다”라는 댓글이 화면에 달리기도 하였다. 둘째, 김정은 맞이 환영단에 대한 비판

과 반대 의견이 정치인의 입장 표명을 통해 단편적인 내용(비중)으로만 소개됐다. 나경원 자유

한국당 의원(“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했으니 북으로 보내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백두수호대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김정은은 살인마, 살인마를 안방까지 불러들이나?”) 등의 멘트가 소

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의견은 소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권의 견해는 한 패널(신지예 녹색

당 공동위원장)에 의해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촌스럽고 개방되지 않은 편협된 인

식”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많은데 보수정당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존재가치를 부각해서는 안 된다”며 “빨갱이 타령은 촌스러운 것”이고, “환영맞이단은 금기를 

깨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신지혜 위원장은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러한 견해는 기존 체제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괴리가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공과를 같이 평가해야 하며,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균형을 확보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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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인

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함으로써 시청자 다수의 견해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중립적 규제상의 문제 : 시간, 장소, 방법의 문제

언론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 중립적 규제로서 시간, 장소, 방법도 적절해

야 한다.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답방 환영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시간상의 문제이다. 프로그램이 방송될 시점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남측에서 개최될 

지도 모르는 시기였고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전 절차 문제를 두고 국내 여론이 분분

한 상황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김정은 답방문제는 시청자와 국민들의 정치적 이

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국론분열이 예상되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당시 전반적

인 상황 상 정치적 휘발성과 민감성이 상당히 높은 의제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던 

시점이었다. 둘째 한국의 대표방송이자 공영방송 KBS는 유튜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라디

오 방송과는 그 매체의 역할과 비중 그리고 품격이 다른 매체이다. KBS1은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를 전제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

과 성격상 자유로운 개방성을 요구하기에는 그 내재적 한계를 지닌 채널(장소)이다. 셋째 방법

상의 문제이다. 시사 프로그램 중간에 최신 음악이 흐르고, 뉴스 비중과 상관없이 사회자와 

출연자의 조크가 일상화된 가운데 종편 채널이나 1인 미디어에서나 볼 수 있는 지나친 가벼움

이 발견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국민화합이 요청되는 우리 현실에

서 북한 문제는 개방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다룰 주제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나) 기타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평가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균형감 부족 사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균형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최저 임금제

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 문제를 사회적 관심에 비해 드물게 다루었다. 둘째 21회 ‘도

시난민 희성씨’ 편에서는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재개발 과정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자세한 설

명도 없이 “성동구청이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는 자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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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한) 포맷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썰전>, <강적들>, <내부자>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사회자

로 등장하면서 정치 프로그램의 오락화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밤 김제동>

은 바로 이러한 신생매체의 저널리즘 문법과 유사하다. <오늘밤 김제동>은 시청자 참여(댓글, 

제목달기), 음악, 연예인 사회, 라이브 방송, 역사 해설, 조크식 멘트의 일상화 등 기존의 공영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포맷을 통해 시사 프로그램의 대중화, 오락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그램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색다르지만 가볍기도 한 포맷은 KBS1의 

일일 시사프로그램으로 다루기에는 KBS 1채널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이템 선정의 문제

‘오늘밤을 지킨 사람들’, ‘버스 안내원’과 같은 휴먼 스토리와 미니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기

도 한다. 어느 회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거진 프로그램의 가십 에피소드에 가까운 경우

도 있다. 아이템 선정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방영되는 아이템 역시 반드시 생방송을 

해야 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경우가 있다. 생방송으로 하다보니 게이트키핑 과정도 생략되고 있

는 것 같다.

한편 출연자의 문제도 있다. 47회부터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미디어오늘의 기자가 고정 

출연하는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KBS 기자들의 출연 사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보도시사의 품질 평가

보도시사의 품질은 정확성이나 공정성과는 달리 내용과 형식의 품격 그리고 가치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자극적인 화면으로 시청자를 모으는 선정적 뉴스나 사회적･문화적 가치와는 무

관하게 흥미를 추구하는 시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수준이 낮은 걸로 평가될 수 있다. 

2018년 KBS는 이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먼저 품질 향상을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을 요약하고 이어 노력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1)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

2018년 KBS는 보도시사의 품격을 높이고 차별화된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탐사보

도부를 다시 구성했다. 4월까지는 기자 2명으로 구성돼 명목상 기능만 남아있던 탐사보도 조

직을 해체하고 부･팀장을 포함한 기자 10명과 촬영기자, 데이터 분석가, 리서처 등을 대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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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 새 출발을 했다. 모든 방송 아이템을 단독으로 발굴하거나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채우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는 모두 6가지 연속기획 시리즈(‘교도소 교정 행정 비리 추적’, ‘영포문

건 단독 입수’, ‘문재인 2기 내각 인사검증 보도’, ‘국회의원 연구단체 보도’, ‘2012년 대선 여

야캠프 SNS 여론조작’, ‘4대강 민간인 사찰 국정원 문건 단독 입수’, ‘국회의원 피감기관 후원 

외유출장 전수조사’)를 통해 36건의 뉴스를 보도했다. 타사 탐사보도 조직과 차별화되는 장기 

기획성 시사 고발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 KBS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품격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사 보도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인사이드 북한’ 코너를 

<KBS 뉴스9>에서 방송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을 보유한 부장이 직접 

출연하거나 외교부 장관 등을 인터뷰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뉴스가 전달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내부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비평 시청자데스크>는 대북 관련 보도가 실질적인 성과

를 보이고 정보 중심으로 변화해 국민적 이해를 넓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영상편집부는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초상권과 지적 재산권 관련 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했고 뉴스영상 편집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교육했다. 무분별한 효과 편집을 자제하

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어 본사와 미디어텍, 지역총국 편집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스포츠는 자칫하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빠지거나 선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도 분야

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뉴스를 보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

는 취재나 보도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스포츠에서도 다큐멘터리 등 고품격 프로그램의 제작도 중요한 임무이다. KBS 스포츠제작

부는 <서울올림픽 30주년 특집 88/18>을 제작해 방영했다. KBS의 방대한 영상자료를 꼼꼼히 

찾아내고 적절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 8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현실감 있고 균

형감 있게 전달하였다. 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자료화면과 인터뷰만으로 구성해 설득력 있

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에 유산으로 남아있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반향을 일으켰으며 참신하고 입체적인 연출의 고품질 다

큐멘터리로서 제작 역량을 인정받으며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였다.

뉴스 생산의 물적 조건이 되는 스튜디오 공간의 개선은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KBS 뉴스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뉴스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1983년에 준공된 노후한 건물의 내부를 30년 넘게 뉴스 스튜디

오로 사용해 왔다. 타 방송사에 비해 대단히 낙후된 스튜디오 환경에서 방송이 진행됐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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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신사옥의 건설 논의마저 중단되면서 새 스

튜디오 건설은 또 다시 요원해진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 

지금보다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하고 8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뉴스 

스튜디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뉴스 형식을 소화하면서 카메라 등 장비 활용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KBS 뉴스9> 메인 스튜디오를 전면 개선했고 스튜디오 조명 270대 

가운데 노후 조명 110대를 교체해 인물과 세트의 선명도를 높였다. 다만 오래된 건물의 낮은 

층고와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스튜디오 개선공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사옥이 건

설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MBC, SBS, YTN, JTBC 등 경쟁 방송사들은 

이미 수년 전에 신사옥을 건설해 품격 높은 세트와 그래픽 소스를 활용해 뉴스를 방송하고 있

지만 KBS는 대내외적인 여러 여건으로 인해 기존 스튜디오 공간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2) 품질 향상 노력의 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성과는 각종 지표의 개선과 외부 단체로부터의 수상 실적에 의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지상파 채널 메인 뉴스의 품질평가 지수 측정 결과를 보

면 <KBS 뉴스9>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점수가 다소 하락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BC와 SBS

의 메인 뉴스와의 점수 차이가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표 1-16]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사 메인 뉴스의 프로그램 품질평가(PSI) 측정 결과

 구 분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2014년
상반기 77.3점 69.7점 71.7점

하반기 77.0점 69.7점 71.2점

2015년
상반기 76.5점 70.3점 70.0점

하반기 73.4점 66.6점 67.5점

2016년
상반기 72.6점 66.9점 66.8점

하반기 69.3점 63.3점 65.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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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 평가해 발표하는 시청자평가지수 역시 KBS가 꾸준히 1위를 지

키고 있다. 시청자평가지수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질적 평가 결과를 결합

한 지수지만 보도시사의 품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돼 자료로 제시한다.

[표 1-17] 최근 4년간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시청자 평가지수(KI) 측정 결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월 5월 8월 11월 2월 5월 8월 11월 2월 5월 8월 11월 2월 5월 8월 11월

KBS1 7.44 7.49 7.51 7.44 7.37 7.44 7.37 7.15 7.26 7.36 7.37 7.35 7.41 6.99 7.36 7.32

KBS2 7.16 7.13 7.11 7.13 7.25 7.11 7.15 7.05 7.11 7.16 7.05 7.17 7.15 6.92 7.11 7.05

MBC 7.02 7.01 7.04 7.01 7.03 7.14 7.19 7.06 7.06 7.22 7.05 7.04 7.23 6.90 7.20 7.16

SBS 7.08 7.11 7.11 7.07 7.19 7.14 7.19 7.19 7.27 7.30 7.20 7.26 7.21 7.01 7.22 7.20

KBS가 방송한 여러 뉴스 제작물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다양한 수상실적을 올리기

도 했다. 대부분 오랜 기간 취재해서 만들어낸 탐사 보도의 결과물이거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

를 분석해서 일궈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이었다. 목록과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2017년

1분기 71.7점 68.7점 69.9점

2분기 73.3점 67.8점 66.8점

3분기 73.4점 67.0점 68.5점

4분기 71.7점 67.3점 68.6점

2018년

1분기 73.0점 67.9점 68.7점

2분기 73.4점 68.0점 69.2점

하반기 73.6점 69.0점 69.3점

보도 아이템 수상 내역

교도소 교정 행정 비리 추적 시리즈
방송기자연합회 제12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1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국회의원 연구단체 보도 한국기자협회 8월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2012년 대선 여야캠프 민주언론시민연합 8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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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수의 단독보도를 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연속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캐비닛 문건 가운데 공개 분류

된 문건 1,000여 건을 단독 입수해 주요 내용을 연속 보도했다. 1,000여 건의 문건 제목과 내

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천안함 성금 모금 MB 청와대 주

도, MB정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 등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고 

방송은 물론 포털 등 온라인에서도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무사 문건 연속보도도 KBS 

뉴스의 품질 향상을 이끈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마. 보도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보도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BS의 노력은 크게 콘텐츠 강화 측면과 기술적 

개선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KBS는 2019년 1월 1일 뉴스 대개편을 목표로 2018년 보

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을 중심으로 뉴스개선 TF를 꾸려 향후 KBS 뉴스의 나아갈 방향을 논

의하였다. 그 결과 7시 뉴스는 ‘한 시간 빠른 종합뉴스’, 9시 뉴스는 ‘품격 높은 심층 뉴스’로 

만들어가자는 큰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뉴스제작 1부장을 팀장으로 9시 

뉴스 TF를 꾸려 대대적인 9시 뉴스 개편 논의에 착수해 뉴스 앵커와 스튜디오, 타이틀, 음악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당일의 주요 발생 사안은 가급적 7시 뉴스에 반영

하고 9시 뉴스에서는 한발 더 들어간 심층 보도로 시청자의 다양한 뉴스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장중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비보강에 나섰다. 현재 MNG 6대를 운용해 

중요 사건 발생 때 현장 중계에 투입하고 있지만 뉴스 제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대를 추가

로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ENG 카메라로 직접 송출이 가능한 듀얼 링크 스트리밍 기능도 

보도 아이템 수상 내역

SNS 여론조작 시리즈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조사보도상

방송기자연합회 11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3분기 BJC 보도상 뉴스부문

제1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탐사부문

4대강 민간인 사찰 국정원 문건/

영포 문건 단독 입수 시리즈
민주언론시민연합 7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상 

국회의원 피감기관 후원 외유출장

전수조사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제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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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추진 중이다. 특수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과 스테디캠, 하이퍼랩스, 수중촬

영 등의 교육을 활성화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영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헬리캠과 C300, 

액션캠 등 특수 촬영 장비를 활용했다. 특히 스포츠 뉴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대회 

때 MNG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실시했다. 역동적인 영상으로 취재해 스포츠 뉴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장비를 활용해 회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쟁력은 곧 시청률로 드러난다. <KBS 뉴스9>은 2018년에도 예외 없이 시청률 1위를 기록

했다. 본사 조사평가부의 조사 결과 <KBS 뉴스9>의 시청률은 12.0%로, 2위 JTBC 메인 뉴스

의 시청률 5.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1위라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지속적인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의 시청

률은 계속 떨어지는 한편 종편 4사의 시청률은 상승하고 있다. KBS의 뉴스가 명실상부한 국

내 최고의 뉴스가 아니라 많은 뉴스 중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직접 시청하는 인

구가 급속하게 떨어진 탓도 있지만 종편의 시청률 상승 추이를 보면 미디어 환경 탓으로만 돌

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표 1-18] 지난 5년간 지상파3사 및 종편채널 메인뉴스 시청률

KBS1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2014년 17.2% 6.6% 8.1% 1.5% 1.8% 1.5% 1.4%

2015년 16.5% 6.9% 7.8% 1.6% 1.7% 1.8% 1.4%

2016년 16.6% 6.2% 7.4% 1.9% 3.5% 2.1% 1.3%

2017년 14.4% 5.2% 6.3% 1.5% 6.0% 2.7% 1.3% 

2018년 12.0% 4.0% 6.6% 1.8% 5.6% 3.0% 2.0% 

(닐슨코리아 서울수도권 가구시청률 기준)

바. 시사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2018년 시사 제작 분야에서 KBS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기존 

TV프로그램을 보완해 노후된 이미지의 KBS1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먼저 일요일 밤 

시사 프로그램 <취재파일K>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토크쇼인 <저널리즘 토크쇼 J>

를 6월 17일부터 편성해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기레기･가짜뉴

스 퇴치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BS가 폐지 2년여 만에 내놓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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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18년 4월 취임한 KBS 새 경영진은 무너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을 저널리

즘의 부활로 보고, 폐지됐던 미디어 비평을 되살렸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2018년 6월 17일 첫 방송 이후 사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었

다. KBS시청자위원회 7월 정기회의에서 정민영 시청자위원은 “2018. 6. 17. 첫 방송을 내보

낸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요즈음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간 위

축되어 있던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새롭게 출발하였다는 점, 첫 회부터 자사(自社)의 

보도 및 프로그램을 포함해 저널리즘 영역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을 예고하였다는 점 등

에 사람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재미와 정보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패널 구성 역시 눈

길을 끌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신설한 KBS 혁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2018년 한 해 25회 방송됐으며 이 가운

데 1회 ‘한국 저널리즘, 이것이 고질병’과 2회 ‘믿거나 말거나, 북한보도’, 13회 ‘JTBC는 어떻

게 신뢰도 1위가 됐나’ 등에서 KBS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시청 지표에서 1분 이상 시청한 도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는 주목할 만하다. 시간이 갈수록 <저널리즘 토크쇼 J>에 관심을 보이는 시청자들이 많아지

고 있어 앞으로 충성 시청자가 급증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저널리즘 토크

쇼 J>에 대한 시청자 호평은 각종 수상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8년 10월말 민주언론시민

연합이 매달 지상파와 종편을 평가해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시사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더불

어 KBS 사내 2018년 올해의 보도상(창의 혁신 부분)과 우수 프로그램상, 이달의 보도상 등을 

수상했다.

<사사건건>은 지난 2년 넘게 방송된 <4시뉴스집중>를 폐지하고 시사 토크 성격을 강화해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고 파격적인 정치 토크쇼 형식을 도입하면서 평일 오후 4

시대 정통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출연진을 재구성해 가장 뜨거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평일 오후 시간대 TV 시청자 

수가 적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사건건>은 유튜브 전용 채널을 마련해 TV와 동시에 생방

송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본방송 이후에는 당일 방송에서 화제가 된 내용을 텍스트나 짧은 동

영상 클립으로 제작해 즉시 올려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용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 화제성을 평가하는 코코파이 지수에서 2018년 12월 <사사건건>은 전체 순위에서 43

위, 지상파/종편 전체 시사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6년 방송을 시작한 <시사기획 창>은 지난 12년 동안 시청률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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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시사기획 창>의 평균 가구 시청률은 2017년과 동

일한 5.1%로 2년 전과 대비해 0.2%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최근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시

청률이 대체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락세가 멈춘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시청자 수는 지난 2016년 대비 20만 명 이상 늘어나 103만 명 이상이 본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이 <시사기획 창>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특종을 발굴하고 뜨거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결과로 보인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사기획 창>은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조명하고 공존과 평화의 길을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특집을 6차례 방송하면서 시청

자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8년 3월 6일 방송된 여론 조작과 기무 비록은 기무사가 조직적

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댓글 조작의 증거와 핵심 증언을 담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18년 7월 2부작으로 방송된 재벌 갑질 청산 프로젝트는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사기획 창>이 발굴하고 심층 취재한 이슈는 각종 프로그램 수상 실적으로 이어졌다. 

2018년 7월 3일 방송된 기술분쟁 잃어버린 시간은 한국의 기술 인력과 특허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실태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는 현실을 고발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5월 8일 방송된 나는 결백하다 편은 KBS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시사기획 창>은 2018년 전체 평균 시청률의 하락세를 잡아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연령별 시청자 구성에서는 노령화되는 추세를 뒤집지 

못했다. 2018년 주력 시청층은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평균 연령과 나이 중간 값은 해마다 높

아지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이 화제성을 제고하고 의제 설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0∼

59세의 중장년층에서 충성 시청자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사기획 창>

도 중장년 시청자에게 보다 많이 도달하기 위해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

텐츠를 유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제작본부가 방송한 <추적60분>, <거리의 만찬>, <오늘밤 김제동> 역시 시사 프로그

램의 기능을 일부 담당했다. 라디오도 뉴스시사 전문채널인 1라디오 개편으로 시사 프로그램

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출퇴근 시간대 킬러 프로그램을 편성해 동시간대 청취

율을 올리고 이를 통해 주변 시간대의 청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론드리 폴(laundry pole) 

전략을 세워 아침 시간에는 <김경래의 최강 시사> 저녁 시간에는 <김용민 라이브>에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청취율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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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작 부문

가. 교양/오락/드라마 일반

최근 10년 이상 동안 KBS TV의 시청률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조

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 각각 7.51%와 5.85%였던 1TV와 2TV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은 이

후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각각 4.8%와 3.7%를 

기록했다. 물론 KBS만의 문제는 아니며 레거시 미디어 텔레비전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방송 3사의 4개 채널 시청률의 합은 2014년 26.14%에서 2018년 

19.7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KBS가 자체 조사한 수도권의 가구별 시청률을 보면 최근 5년

간 1TV는 6.4%에서 5.9%, 6.0%, 5.0%, 그리고 2018년의 4.8%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2TV는 

5.4%, 4.6%, 4.8%, 4.1%, 3.7%로 떨어졌다.

KBS 시청률 하락 추세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로 인해 시청자들이 TV 밖으로 대거 이동했다. 

10대~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 이상이며 60대의 경우에도 70%를 넘어 고연령대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 중이다.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GSMA)가 발표하는 글로벌 모바일 

참여지수(GMEI)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화제성 중심, 비실시간 시청 패턴이 정

착되면서 플랫폼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독점 환경에서 강점이던 실

시간 시청이 오히려 약점이 된 시대가 됐다. 다음으로 산업･환경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전 세

계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시장은 OTT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의 

흐름이 광고 산업에 기반을 둔 방송시장뿐만 아니라 유료서비스 중심의 과금시장까지 다양하

게 확대됐다. 다매체 다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시청자의 선택지가 폭증했고 전통적인 지상

파 채널 사업자 외에도 국내외 OTT업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 다수의 동영상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고 있다. 방통위의 관

리감독 밖에서 파격적인 틀과 형식을 추구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는 1030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 플랫폼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PP는 기존 형식을 벗어난 파격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방

송평가, 편성비율, 방송심의 등 여러 법적 제약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

이다. 이미 새로움을 경험한 시청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부 규제가 지상파 제작진의 창의력에 한계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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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경쟁이 심화된 상황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콘텐츠에 대

한 품질의 차별화가 약화되면서 방송사의 주력 광고 매출 분야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지상파에서만 볼 수 있던 고품질의 콘텐츠를 이제는 종편과 PP

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지상파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인식이 이미 시청

자들 사이에서 확산돼 있다. A급 출연자들 역시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구분하지 않고 출연하면

서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차별성은 더욱 희미해졌고 그 결과 지상파의 평균 시청률을 월등

히 뛰어넘는 비지상파 프로그램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경쟁 상황은 유능한 지상

파 제작 인력의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상파에서 이탈한 제작 인력이 히트작을 만들어 내

면서 그 위협 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11년 이후 예능 부문에서는 26명, 드라마 부문에서는 20명의 KBS PD가 소속을 옮겼다. 

타방송사에 비해 KBS 연출자들이 대거 유출되었는데 그 원인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신

생 방송사(JTBC, tvN)의 공격적인 스카우트 전략, 둘째 기획 기간이나 지원, 제작비, 미술비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제작환경 제공, 셋째 이적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이

다. 몇 년 전 KBS에서 tvN으로 이적해 활동 중인 KBS 출신 PD들이 2018년 20억~30억대 상

여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KBS에 소속되어 지금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PD들에게 사기가 오를 만한 뉴스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BS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콘텐츠 경쟁력이라 판단하고 이를 구현

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 왔다. 반년 주기로 시행되던 정규개편을 콘텐츠의 경쟁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시조정으로 전환해 시장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7회의 수시조정을 시행했고 30편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재정운영 방향도 주요 

장르에서 핵심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KBS 콘텐츠 경쟁력 강화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했

다. 정규 프로그램 기본제작비를 일부 정상화하기 위해 53.7억 원을 추가했고 탐사보도 경쟁

력 강화에 12.9억 원, 대형 예능 킬러 콘텐츠 개발에 16.9억 원, 타깃중심 킬러 콘텐츠 개발에 

83.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다. 새로움과 유행을 만날 수 있는 제안공모 절차도 상명하달식의 기존방식을 개선

했다. 기획안 심사과정에 젊은 심사위원진이 참여하고 제안공모 초기 단계를 제작본부 주도로 

실시해 기획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최종 단계에서 방송본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를 통해 모두 14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제작됐고 그 가운데 5편이 정규 편성됐다.

현재의 콘텐츠 경쟁시장은 경쟁상대가 너무 많고 KBS의 자본은 역부족 상태다. 외부적으로

는 창의성을 억제하는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다양한 대체재와 경쟁이 가능해진다.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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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콘텐츠와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비선형 

시청행태에 맞출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KBS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정책 평가

1) 콘텐츠 경쟁력 강화

KBS는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기지로 KBS만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차별

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핵심 사업을 추진했다.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나아가고자 하는 핵심 과제로 KBS는 이

를 위해 제작역량을 집중해 타 방송과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를 다양한 장르에서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킬러 콘텐츠 개발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지

속적인 수시조정을 통한 전략적인 편성과 제안공모의 다변화를 통한 파일럿 및 신규 프로그

램 개발에 힘을 쓰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2018년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KBS는 모두 7번의 수시조정을 단행했고 30개의 프로그

램을 신설했다. 2018년 상반기 장기간의 파업 여파와 인력 유출에도 불구하고 신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된다.

1TV는 타 방송에서는 선보일 수 없는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 합니다’를 방송 지표로 설

정한 만큼 <저널리즘 토크쇼 J>, <사사건건>, <엄경철의 심야토론>, <거리의 만찬> 등을 신설

하여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사회가 직면한 쟁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마련했다. <오늘밤 김제동>, <2018 TV는 사랑을 싣고>, <야

생여정> 등 역사, 시사, 교양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편성했다. 

특히 경증치매 노인들이 식당 서빙에 도전한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은 경증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다큐멘터리

의 화법을 깬 신선한 시도로 시청자들의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토론쇼 시민의회>, <헬로 시스터즈>,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전국이장회의> 등을 새롭게 선보였고, 이 가운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김영철

의 동네 한 바퀴>와 <전국이장회의>는 11월 5일 수시조정과 12월 3일 수시조정으로 정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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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돼 방송 중이다.

2TV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2049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

력했다. 우선 저녁시간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기가 어딘데>, <하룻밤만 재워

줘>, <엄마 아빠는 외계인>, <볼빨간 당신>, <댄싱하이>, <옥탑방의 문제아들>, <잠시만 빌리

지> 등 건강한 웃음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 정보와 재미를 겸비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도전도 시도했다. 스타

가 감독이 되어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내는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초대손님과 

깊이 있는 대화로 기존 예능 토크쇼의 경계를 허문 <대화의 희열>, 직장인의 에피소드를 소재

로 드라마와 다큐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화제가 된 <회사가기 싫어> 등은 장르의 지

평을 넓힌 실험적 콘텐츠로 채널 경쟁력을 높였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담아낼 수 있도록 플랫폼

을 넘어선 콘텐츠 발굴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TV와 모바일로 동시 퀴즈 참여가 가

능한 <꿀잼 퀴즈방>, VR 게임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킨 <도시전설> 등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파일럿 프로그램 <모두 하우스>, <쌤의 전쟁>, <셀럽피디> 등 온가족이 둘러 앉아 볼 수 있는 

세대공감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한류 드라마의 기반이 되는 단막극 <2018 드라마 스페셜> 10편을 제작 방송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르 융복합 드라마로 음악과 드라마가 결합된 <뮤직드라마 투 

제니>, 다큐를 드라마화한 <땐뽀걸즈> 같은 드라마를 기획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만난 기

적>, <추리의 여왕>, <당신의 하우스헬퍼>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나뿐인 내 편>, <차달래 부인

의 사랑>, <죽어도 좋아>, <오늘의 탐정> 등 고품격 드라마를 방송해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

서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선도했다.

2) 콘텐츠 공모 및 파일럿 제작

2018년 KBS는 제안공모를 활성화해 유행을 선도하는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2049세대가 

공감하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노령화되고 있는 공중파 시청층을 젊은 층으

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 하반기 1, 2TV 타깃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해 67편의 응모작 가운데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프로그램인 <외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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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은 11월 5일 수시조정을 통해 2TV에 편성돼 11월 24일부터 핵심 시간대인 매주 토요

일 밤 10시 50분 <삼청동 외할머니>란 제목으로 이듬해 초까지 12부작으로 방송됐다. 또 다른 

선정작인 <덕화TV>는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6부작으로 2TV 저녁 9시대에 방송됐다.

타사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장르 중 하나인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11월에 실시한 2019년 신규 예능 프로그램 제안공모에서는 16편의 예능 신규 기획안

이 접수됐고 이 중에서 최종 선정된 4편은 2019년 방송 예정이다. 2TV 주요 시간대의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안 공모를 활성화한 것은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

당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및 대한민

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제안공모를 2018년 5월에 실시해 84편의 기획안 중 6편을 선정해 

공영방송인 KBS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역사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KBS의 장기 중 하나인 고품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부터 석 달 간 2020~21년 KBS 대형기획 제안공모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과 공영방송으로서 KBS

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접근 전략으로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8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제안공모가 완성된 기획안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면 자칫 사장되기 쉬운 작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콘텐츠 스터디 그룹 공모이다. 1명의 아이디어

에서 시작됐더라도 팀을 이뤄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보강하고 기획안을 다듬고 숙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응모한 27개의 팀 중에서 새로움과 독창성을 기준으로 17개 팀을 선

발해 두 달 동안 지원했다. 이 중 킬러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획안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했거나 제작 준비중에 있다.

KBS는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두 14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편

성하였다. 참고로 2017년 파일럿 프로그램 수는 20개였다. 이 중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전국이장회의>,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4편이 정규 편성됐다. 파일럿 제작을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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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2018년 방영된 KBS의 파일럿 프로그램

1TV (5개)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전국이장회의>

<토론쇼 시민의회>

<헬로 시스터즈>

2TV (9개)

<투 제니(To Jenny)>

<모두하우스> 3부작

<오늘의 셜록> 2부작

<셀럽피디> 3부작

<쌤의 전쟁>

<어머니와 고등어> 2부작

<보이스 어벤저스>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작

<도시전설> 2부작

3) ‘한류 확산 주도’를 위한 사업

KBS는 한류 확산과 문화 수출을 위한 핵심 채널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기획도 놓치지 않

았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K-POP을 가교 삼아 <명견만리 시즌 2> ‘방탄소년단과 K-POP

의 미래’, <뮤직뱅크 인 베를린>, <다큐멘터리 3일-뮤직뱅크 인 베를린 72시간>, <2018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을 기획해 국내 시청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KBS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다시 한 번 각인해

서 한류 콘텐츠가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해 나갔다.

4) 노령 시청자를 위한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2017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노령 시청자를 위한 고품격 프로그램’, ‘건강한 미디

어비평 프로그램 재개’, ‘KBS 고유의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제작’,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전략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 가운데 노인층을 위한 기획 성과를 보면, 2018년 KBS

는 노령층의 주 관심사인 건강 주제는 물론 노후문제, 사회적 존재감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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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전 장르에 걸쳐 함께 고민해 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8월 방영한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70~80세의 경증 치매 

노인들이 식당 서빙에 도전한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편견

을 불식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다큐멘터리 화법을 벗어

난 신선한 시도를 해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방송 이후 2018 

방송 제작지원작 우수 콘텐츠 대상과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했으며 해외 다수 방

송 채널에서 프로그램 포맷과 제작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반향

을 일으키고 있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장르에서 기획･개발했다. 

부모님의 인생 2막 응원기를 관찰 예능으로 풀어낸 <볼빨간 당신>과 전국의 이장들이 모여 사

회 전반의 쟁점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전국이장회의>는 파일럿 방송 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

성돼 방송 중이다. 또 농촌 노인들의 해외여행 도전기 <헬로 시스터즈>와 어머니의 소중한 레

시피를 기록하고 배워보는 <어머니와 고등어>, 냉면집을 둘러싼 부자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추

석 특집극 <옥란면옥> 등 교양-예능-드라마 전 장르에 걸쳐 특집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졌다.

노령 시청자에게 유익한 아이템과 주제를 심도 있는 취재와 다각적인 분석으로 제공한 수

준 높은 정규 프로그램도 제작했다. 타사 건강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문가 취재를 통해 정확하

고 신뢰 가는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대국민 프로젝트 <치매타파>, <월요기획-국민 보고서 치

매>, <미래기획 2030 미래를 위한 선택, 건강할 권리>, <생로병사의 비밀 장수의 조건, 근육테

크>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또한 <명견만리 외로움, 사회를 아프게 하다>, 가정의 달 특집 

<신노년시대>, <다큐세상 연금개혁,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등은 노년층의 사회적 존재

감과 노후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고 노령 사회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돌아보

는 계기를 만들었다.

5) 외주제작사 상생 노력

2018년 KBS는 독립제작사 및 독립제작자와 상생을 위해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

였다. 4개월 간 8차례에 걸친 유관부서 TF회의에서 상생안을 마련했으며 그동안 관행으로 용

인됐던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독립제작사와 제작인력, 독립PD들과 상생 

협력의 관계를 마련해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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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제작비 현실화 - 2018년 최저임금 준수 위한 기본제작비 3.5% 증액

특집 협찬 제작지원금 증대 - 현행 75% → 80%로 증대

정규 협찬제작지원비

배분비율 개선

- 15% 협찬제작지원비 배분비율 상향 + 5% 제작사 인센티브 지원

- 독립제작사의 재무 건정성 확보와 제작 재원으로 활용

저작권 수익배분 확대

-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수익배분 확대

(현행 표준계약서는 대부분의 권리를 KBS가 소유해 제작사의, 수익 배분

이 없지만, 변경 후 공연권, 전시권, 복제･배포권, OST음반 제작･판매, 기

타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수익 배분을 5:5로 개정)

촬영원본 사용 수익사업 지원 -촬영원본 사용한 사업 승인(게티 이미지 건) 및 신규저작물 유통 지원

창작지원 사업 실행

-年 10억 규모의 창작지원 기금 운영

- 다큐영화 10~15편 투자 참여를 통한 제작 활성화 기여

- 신규 프로그램 콘텐츠 2편 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제작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fair@kbs.co.kr) 운영

독립제작사 포상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기회 확대

- 독립제작사 우수프로그램상, 제작사상, 올해의 프로그램상 선정

- 독립제작사 대상 기획안 공모 상시화 및 신규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한편 외주제작사와 협업하는 프로그램 기획안 제안공모도 활발히 실시했다. 76건의 1TV 

제안공모 응모작 중 <전국이장회의>, <모두 하우스> 두 편의 기획안을 선정해 파일럿 프로그

램으로 제작했으며 <전국이장회의>(1TV 수 19:40)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외주 제안

공모는 독립제작사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KBS와 협업 파트너십을 높인 것으로 평

가된다.

6) KBS의 정체성과 지향성

KBS는 1954년부터 제작한 국내 유일의 어린이 동요프로그램 <누가누가 잘하나>를 지속적

으로 제작해 전 연령대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영방송 

고유의 공적 책무를 수행했다. 또한 1989년부터 시작한 <KBS 창작동요대회>를 어린이날 특

집으로 마련했고 전통 명절인 추석에는 <2018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악창

작동요를 보급하는데 힘썼다.

KBS 드라마는 단막극, 연작 시리즈, 미니 시리즈, 주말 드라마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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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공영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

로 설정하면서도 한류 핵심 콘텐츠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완성도를 제고

하는 데 힘썼다.

1TV 저녁 일일극은 점차 그 의미와 존재가 퇴색해가는 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와 함께 세대 간의 화합과 이해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았고, 2TV 저녁 일일극은 극적인 

소재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추구해 동 시간대 채널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아침에 방송되는 

TV소설은 척박한 환경을 딛고 사랑과 성공을 위해 매진했던 인물들을 통해 반세기 전의 향수

를 담은 시대극의 원형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현대물로 새롭게 접근한 아침 드라마는 자극적

이지 않은 밝고 경쾌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아침을 열고자 노력했다.

주말 연속극은 자극적인 소재가 범람하는 드라마 홍수 속에 모든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새로

운 가족을 만들거나 해체된 가족을 복원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가족애와 사랑이 무

엇인지를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구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드

라마 속에 녹여서 화제성을 높이고자 했다.

미니 시리즈(월화/수목 드라마)는 킬러 콘텐츠의 경쟁력과 화제성은 물론 높은 완성도와 품

격을 갖춘 다양한 작품으로 라인업을 시도했다. 한정된 소재(멜로)와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계층과 연령층에 소구할 수 있는 폭넓은 전략을 구사했다. 또 역량 있는 신

인 연출자와 신인 작가의 산실이자 다양성과 실험성의 장(場)으로 그 가치를 발휘해 온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은 물론 새로운 소재와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8부작 드라마를 기획해 공영방

송만이 가능한 의미 있는 도전을 계속 이어나갔다.

다.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품질 평가

TV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품질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수용자의 

취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취향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KBS는 공영방

송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받곤 한다. 공영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고품격 콘텐츠를 만

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소위 막장 드라마는 공영방송이 제작해선 안 된다고도 말한다. 반면 

공영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

구도 있다. 소위 막장 드라마도 국민 대다수가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다면 충분한 의의가 있

다고도 말한다. 결국 KBS는 이 두 모순적인 당위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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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교양/오락/드라마를 난해한 실험 영상이나 클래식 음악으로 도배하

면서 이 높은 예술성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며 시청률 지

상주의가 되어 진부한 싸구려 오락물만 공장에서 물건 만들 듯 찍어내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접근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고품격 콘텐츠를 만든다는 책임감을 가지되 다양한 연

령과 지역과 취향의 국민 모두를 진지한 잠재 시청자로 고려하면서 ‘모두를 위한’ 콘텐츠 제작

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KBS의 노력은 기획의 차원에서 어떤 지향

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측면과 제작의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

할 수 있다. 즉 품질 향상을 위한 편성 전략의 측면과 품질 향상 노력의 성과 평가 측면이다.

1)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

2018년 KBS는 교양/오락/드라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했다. 먼저 

UHD 콘텐츠 제작을 들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의 개･폐막식을 포함해 

2TV 생중계 모두를 UHD로 방송했으며 러시아 월드컵은 UHD 생방송 사상 최초로 

HDR(High Dynamic Range) 기능의 방송을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UHD 방송의 미래를 선보

였다. 또한 2018년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의 주관방송사로서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

회 개막식>와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 특별토론>을 지상파 UHD로 생중계했다. 더불어 

고품격 영상미를 구현한 UHD 다큐멘터리 <한식의 마음> 시리즈, <우리 민화 이야기>, <우리

가 노래하는 이유>, <문명기획–마지막 신화의 땅 1, 2>, <색, 다른 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의 비밀>, <원효, 돌아보다> 등을 UHD로 제작하는 등 콘텐츠 품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방송 제작도 시도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방

송에서 KBS는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출구조사 결과와 실시간 개표 데이터를 참신하게 시각화해 방송했다. 또 연말 특집 프

로그램 <2018 KBS 가요대축제>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무대를 선보여 신선하고 재치 

넘치는 화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크로스미디어 프로젝트 

<도시전설>은 출연자들이 녹화 현장에서 체험한 화면을 시청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가상현

실 콘텐츠를 웹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새로움을 시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퀴즈쇼 어

플리케이션 잼라이브와 협업해 생방송 중에 다수의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퀴즈를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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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꿀잼 퀴즈방>도 제작하였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은 시청자와 공감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능･오

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품질은 유행을 선도하는 고품질 콘텐츠의 개발을 지향했다. 2018년

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던 한 해였다. KBS는 사회 각계각층의 

열망과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해 문제점을 파고드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시사기획 

창>의 ‘재벌 갑질 청산 프로젝트 2부작’, ‘일자리는 정의로운가’, ‘땅은 정의로운가’, <추적 60

분>의 ‘갑질 잔혹사 2부작’, ‘대한민국 채용비리 보고서’, <KBS스페셜>의 ‘아파트 과연 불패인

가’, <명견만리>의 ‘공존을 향한 새로운 상상, 기본소득’ 편과 ‘집은 권리다’, ‘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회복하라’ 등은 저널리즘의 본질에 접근했다. 파일럿으로 시작하여 정규 프로그

램으로 자리 잡은 <거리의 만찬>은 새로운 접근과 감성으로 사회 문제를 다뤘다. 이런 접근법

은 사실의 나열을 넘어 진실로 접근하는 새로운 길을 시청자에게 제시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최근 대세인 관찰 예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맷과 주제로 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명품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과 예능의 컬래버레이션인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10

대들의 꿈과 열정을 다룬 <댄싱하이>, 부모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자식과 부모들의 이야기

를 담은 <볼빨간 당신>, 글로벌 할머니들이 집밥 레시피 <삼청동 외할머니> 등을 개발하며 우

리 사회의 새로운 유행을 읽는 고품질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한편 드라마의 품질 향상

을 위해 스타 작가와 연기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며, 극본공모를 통한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에 힘썼고, 재능 있는 연출자 육성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더불어 드라마 제작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기획안을 선점했고 소재 개발 및 

원작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라마 부문의 장르별 품질 향상 전략을 요약하면, 우선 월화/수목 미니 

시리즈는 필력을 검증받은 작가, 기획력을 갖춘 제작사와의 협력 관계 강화와 자체 기획력 확

보를 위한 내부 기획안 개발 및 극본 공모 실시를 꼽을 수 있고, 일일/주말 연속극은 희소성이 

높아진 연속극 집필 가능 작가에 대한 중점 관리, 재능 있는 신인작가들 육성 시도. 진부한 

가족극에서 탈피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극으로 진보하기 위한 소재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막극과 연작 드라마에서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 공영

방송만이 구현 가능한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와 주제 선택, 젊은 연출자와 작가를 육성하여 차

세대 드라마의 성장 동력 마련, 각종 해외 TV페스티벌 및 영화제 출품을 통한 한국 드라마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했다. 이 같은 목표와 지향이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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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향상 노력의 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성과는 부득이하게 외부의 평가 결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밖

에 없다. 2018년 KBS 프로그램의 국내외 수상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단골 수상 프로그

램인 <KBS스페셜>을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에도 ‘플라스틱 지구’ 2부작이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 YMCA 좋은 프로그램상 (생명 부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7월)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은 2018 Media Awards 콘텐츠상, 2018 방송프로그

램 제작지원작 대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8월) 최우수상을, ‘길 위의 뉴요커’는 아시안TV

어워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2017년의 ‘순례’ 4부작만한 압도적인 대작

이 나오지는 못했다. 이 작품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

해서 백상예술대상, 한국 가톨릭매스컴 대상, 한국방송대상, 뉴욕 TV & Film 페스티벌, 휴스

턴 국제영화제, 광저우 국제다큐제 등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해 2018년에도 재방송

을 하기도 했다. <KBS스페셜>이 지나치게 수상 실적을 염두에 둔 기획을 한다는 세평도 있는 

만큼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똑같은 열정의 결과물인 다수의 소품들을 압도하고 덮어버리는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대형 프로젝트의 명암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을 

대표할 만한 ‘대표적’ 다큐멘터리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BS스페셜> 이외에도 많은 제작본부 프로그램들이 크고 작은 수상 실적을 올렸다. 대표적

인 사례 몇 가지만 들자면, <거리의 만찬> ‘그녀들은 용감했다’ 편이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과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상 우수상, 그리고 YWCA 좋은 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고, 

<추적60분> ‘은폐의혹 10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이

달의 좋은 시사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KBS시청자위원회 최우수상을, 

<어린이 날 특집 골든벨>은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안녕하세요>는 2018 한

국비평학회 선정 예능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드라마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수상 실적이 쌓였지만 교양/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수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콘텐츠의 성격상 해외 영화제나 페스티벌의 수상은 그 

이전 해에 이미 방영을 마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뉴욕 TV & Film 페스티벌에서 오락특집(드라마) 부문 은메달을 수상한 <국

시집 여자>는 KBS가 <드라마스페셜>을 통해 2016년에 방영했던 단막극이다. 2018년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드라마 및 미니시리즈 부문의 각종 상을 받은 드라마들 역시 2017년 방영

작들이다. <드라마스페셜> ‘만나게 해주오’, 주말 연속극 <아버지가 이상해>, 수목 드라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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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월화 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가 각각 의미있는 수상 실적을 올렸다. 이같이 시기상

의 편차로 인해 2018년 KBS 드라마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정확하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

럼에도 이전 해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2017년에는 여러 

상을 휩쓸면서 시청률과 화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던 <쌈, 마이웨이>와 <마녀의 법정>이 있

었으나 2018년에는 그런 대표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옥란면옥> 정도만이 외부의 가시적 호평을 받은 경우이다. 

드라마는 방영 훨씬 이전부터 치밀한 기획과 준비, 촬영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2017년 9월부터 시작됐던 KBS 총파업이 다음 해 1월까지 142일 간 이어졌고 그 여파가 

2018년 드라마의 상대적 침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정상적인 기획과 준비가 이루

어지는 2019년의 드라마는 보다 개선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총 3회에 걸쳐 지상파 채널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TV와 2TV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MBC와 SBS를 압도했다.

[표 1-20] 2018년 지상파 채널 평가 결과

 구분 KBS1 KBS2 MBC SBS

2018년

1분기 76.4점 70.2점 69.0점 69.1점

2분기 76.7점 70.7점 67.8점 68.9점

하반기 76.4점 71.0점 67.9점 67.8점

세 번의 조사 결과, 2018년 1분기에는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85.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2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KBS1의 프로그램이었고, 2분기에도 역시 1TV 프

로그램이 1위부터 8위까지 차지했다. 하반기에는 MBC 프로그램 하나가 5위를, KBS2의 <영

상앨범 산>이 10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1TV 작품이었다. 1년 내내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으로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생로병사의 비밀>, <역사저널 그날>, <팔도 밥상>, 

<우리말 겨루기> 등이 있다.

라.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방송의 다양성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함께 포괄한다. 하나는 장르적 다양성이다. 얼마나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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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각한 탐사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유쾌한 코미디도 있어야 하고, 3대가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도 만들어야 하지만 실험정신 투철한 심리 스릴러 드라마도 필요한 것이 

KBS이다. 다른 하나는 시청자의 다양성이다. 특히 특정 대상을 상대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

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KBS로서는 시청자의 성, 연령, 계층을 아우르는 기획

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40대 중년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 장르 다양성

2018년 KBS는 예능에 시사를 접목하거나 드라마에 예능을 접목하는 등 장르 융복합 콘텐

츠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기존의 딱딱하고 재미없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아닌 미디

어 비평에 압축 토크쇼 형식을 접목한 <저널리즘 토크쇼 J>는 패널들의 날선 비평과 예능식 

편집, 자막으로 재미와 의미 모두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

식점’ 2부작은 치매라는 무거운 사회 문제를 다큐멘터리 작법으로 풀어내지 않고 경증 치매 

환자들이 레스토랑 서빙에 도전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제작해 신선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2018 방송 제작지원

작 우수 콘텐츠 대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했고 중국에 포맷을 수출하는 등 좋

은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회사원들의 애환을 다룬 <회사가기 싫어>는 다큐멘터리와 드라

마 장르를 넘나드는 참신한 구성으로 시청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TV와 모바일로 동

시에 참여 가능한 <꿀잼 퀴즈방>과 VR게임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킨 <도시전설> 2부작 등 새로

운 포맷의 프로그램도 제작됐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상호 이질적인 장르를 결합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

기 위해 노력했다. 연예인들의 오지 탐험기 <거기가 어딘데>는 극한 탐험을 다루는 다큐멘터

리와 예능 버라이어티 요소를 결합했고,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은 자연 다큐멘터리

와 예능 버라이어티를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틀을 깼다는 평을 받았

다. 음악과 버라이어티의 융합도 이루어졌다. <건반위의 하이에나>는 TV 프로그램이 음원을 

직접 창작해서 시중에 유통하는 방법을 최초로 시도한 결과 음원 수입만으로 제작비를 회수

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은 드라마에서도 이어졌다. 온 오프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투 제니>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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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드라마가 결합된 형태의 뮤직드라마 장르를 개척하였고, 다큐멘터리를 드라마화한 <땐뽀

걸즈>도 장르 다양성을 구현한 결과물이다. 다만 드라마의 특수성 때문에 교양이나 예능 장르

에 비해 장르 융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양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의 실험정신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다. 

‘KBS는 관습적, JTBC나 tvN은 혁신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공고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고착화된 것은 아니다. 고정

관념이 부분적으로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종

편 채널과 신흥 케이블 채널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작사들에게 유

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들은 조건이 좋은 종편과 케

이블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KBS는 이들에게 점점 리소스마저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파격적인 형식과 장르의 예능 및 드라마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으로 구사함으로써 

다소 규격화된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 피로가 쌓인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때문에 

KBS 내부적으로는 신인 작가들을 활용한 과감하고도 참신한 작품 적극 개발하면서 한편으로

는 대형기획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이며,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상파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JTBC나 

tvN에서 방영하여 큰 인기를 모았던 여러 드라마들이 사실은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먼저 

편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건 탓만 하는 대신 작더라도 

실질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막극과 연작 드라마는 폭넓은 소재와 형식을 

경험시켜 주는 다양성 구현의 핵심이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제작진의 뜻대로 제작

되진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TFT를 구성해서라도 이 터널을 빠져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수용자 다양성

공영방송 KBS는 우리 사회의 성적, 연령적, 계층적,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서로 다른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펼치고자 노력했다. 교양 프로

그램인 <이웃집 찰스>와 특집 <모두 하우스>는 외국인들의 좌충우돌 국내 정착기를 다뤘으며, 

예능 프로그램 <삼청동 외할머니>는 국적이 다른 여섯 명의 할머니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예멘 난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집단 따돌림 등 다문화 

관련 첨예한 이슈가 생산됐던 2018년, <이웃집 찰스>는 주인공들의 휴먼 스토리를 통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6월 19일 145회 방송분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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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남으려는 두 인도 형제의 애환과 노력을 생생하게 담아내 KBS 우

수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편성, 노년 시청층을 위한 편성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어린이들의 동요 대잔치 <누가누가 잘하나>, <창작 

동요제>, 노년층을 위한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TV쇼 진품명품> 등 전 연령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안배했다.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꾸준한 취재와 아이템 발굴이 이어졌다. <KBS스페셜>에서는 ‘2018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 ‘우리반 15등 김유진’ 등 우리 사회 젠더 이슈를 함께 생각해보는 기

획을 방송했다. <추적60분>에서도 ‘악마가 된 연인-데이트 폭력’, ‘나는 당신의 야동이 아닙니

다-디지털 성범죄’, ‘안희정 1심 무죄-위력(威力)의 게’, ‘유흥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위험한 길들이기-그루밍 아동, 청소년 성범죄’ 등 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템을 다수 제작했다. <오늘밤 김제동>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꾸준한 취재와 아이

템을 발굴했다. ‘성범죄, 왜 강력 처벌 못하나’와 ‘불법 동영상 카르텔’을 방영했다. 미투 운동, 

탈코르셋, 혜화역 시위, 정치하는 엄마들 등 2018년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였던 페미니즘의 현

장을 취재하면서 여성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8년 신설된 <거리의 만찬>은 KTX 해고승무원, 가스점검원, 

홈리스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추석특집극 <옥란면옥>은 국내에 정

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녹여내 호평을 받았다. 특집 다큐멘터리 <내가 태어난 

곳>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인 여명학교를 1년간 밀착 취재해 북한 출신 청소년들

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와 고민들을 가감 없이 담아내면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젊은 시청층은 물론 노령의 시청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였다. 안정적인 지상파 드라마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참

신한 소재를 개발하고 포맷을 다양화해 노년층에게는 믿고 보는 KBS 드라마, 젊은 층에게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KBS 드라마로 각인되고자 했다. 소시민들의 애환과 가족애를 다룬 1TV 

일일 연속극,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젊은 남녀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2TV 일일 

연속극, 향수를 자극하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주인공의 삶을 그려내는 TV소설, 모든 세대

가 공감할 수 있는 주말 연속극 등 각 프로그램 별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전형적인 

틀 안에서도 그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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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전략

2018년 경영목표인 ‘변화를 위한 국민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KBS는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시청자 신뢰 회복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수시조정을 실시했다. 1TV의 

수시조정은 영향력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시대정신을 담는 공론의 장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고 기존 충성도 높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3059세대로 시청층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지

속해 왔다. 2TV는 킬러 콘텐츠 생산 및 다양성과 실험적 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TV는 6번, 2TV는 4번의 수시조정을 시행했으며 모두 30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

보이는 등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장르를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2018년 

하반기 1,2TV 타깃 프로그램 제안공모, 신규 예능 프로그램 제안공모, 외주 제안공모 등 제안 

공모를 다변화해 킬러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콘텐츠 스터디 그룹을 운용해 신

규 프로그램 기획안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14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편성(1TV 5개, 2TV 9개)했다.

수시조정과 신규/파일럿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예산을 증액해 선택과 집중의 제작비 투자를 시행했다.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그동안 긴축 집행했던 정규 프로그램의 기본제작비 일부를 정상화하고 국민적 신

뢰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탐사보도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상파를 넘어서는 핵심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형 예능 킬러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1TV는 3059세대, 2TV는 2049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신규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주말 

드라마/미니시리즈의 인센티브 강화 등 약 217억 원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30편(1TV 17편, 2TV 13편)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14편을 제작

했다. 장르별로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6시 내고향>에는 ‘고향노포’, ‘고향밥상’, ‘전국고향자랑’, ‘내

고향 닥터’ 등 신규 코너를 신설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였다. <TV 유치원>은 개편을 맞아 

유명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를 MC로 영입했고 <텔레토비>, <토마스와 친구들>, <정글비트> 등 

검증된 해외 어린이 콘텐츠를 수급해 제작했다. 특히 어린이 콘텐츠의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

해 50억의 제작비 투자를 유치해 재정 안정에 기여했으며 온라인 유통도 강화해 누적 조회수 

5,500만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도전 골든벨>은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대하고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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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특집을 제작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특

집 골든벨>, 20~30대의 젊은 소방관이 출연한 <소방의 날 특집, 소방 골든벨>,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만학도들이 출연한 <추석특집 만학도 골든벨> 등 다양한 연령대와 학생을 포함한 기성 

직업군 등의 출연자들이 출연해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대했다. 또 역사, 

한글, 무역, 반부패 등 다양한 부문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KBS의 대표적인 오락 프로그램인 <해피 선데이>는 10년째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이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일요일 저녁이라는 치열한 경쟁시간에 편성돼 한시

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해피 선데이 1박2일>은 연간 2차례의 자체 내용특집(‘판문

점’, ‘외국인 시청자투어’)을 제작해서 장수 프로그램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식상함을 방지하

고자 했다. 그 결과 2018년 줄곧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하며 대한민국 대표 프로그램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살림하는 남자들>은 최근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시청자 총량

(HUT)이 많지 않은 평일 저녁 9시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7~8%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은 KBS 주말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2018년에도 타사 프로그램과 경쟁 속에서도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켰다. 

국내외 전설적 유명가수(조용필, 윤복희, 웨스트라이프 등)를 섭외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

개하고 음악과 예능을 접목한 다수의 계기성 특집을 기획했고 2018년 자체 최고 시청률은 

14.0%를 기록했다. <개그콘서트>는 경쟁 채널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

블TV의 대형 드라마와 경쟁을 펼쳤고, 유튜브를 비롯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등 달라진 미

디어 환경 속에서 치열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젠더 감수성, 연령, 계층, 인종 등 사회적 문제

가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가학과 혐오, 선정적이라는 지적 없이 지상파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다. 김준호, 김원효, 강유미, 신봉선 등 여러 버라이어티 프로

그램에 진출했던 개그콘서트 출신 유명 개그맨을 다시 불러들였고, 2년 만에 신인 개그맨을 

선발하였다. 신구 개그맨들의 조화 속에 40여 개의 신규 코너를 개발해 새롭게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지역과 연령을 초월해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모두 49회에 걸친 전국 시, 군, 구 녹화에서 지역민들이 뜨겁게 

호응하고 참여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또한 추석특집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는 세계 9개국 재외 동포들이 참여해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평균 10%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동시간대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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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열린 음악회>는 정통성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잘 지켜 왔다. 제헌 70

주년 특집음악회,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음악회, 세월호 추모음악회를 여는 등 음악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해피 투게더>는 장수 프로그램의 한계인 노후 이미지와 토크쇼라는 장르의 하락세 속에서 

프로그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49중심의 콘셉트로 섭외를 하고 그래픽 등 유행을 반영

한 제작 방식을 시도했다. 7편의 예능과 2편의 드라마가 경쟁하는 목요일 밤 11시대, 매일 새

로운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와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피 투게

더>는 10월 11일부터 시즌4 찾아가는 토크쇼로 개편을 단행했다. 한지민, 유해진, 조진웅, 워

너원 등 화제성 높은 게스트 섭외에 주력하고 12월에는 조윤희를 새 MC로 투입한 결과, 인터

넷 화제성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 3일>은 만 11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장수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 3일>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의성과 시사성 있는 아이

템을 적극 발굴하고 방송해 이 시대 사회상의 명암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미니 다큐 3일’ 등 실험적 시도를 거듭한 결과 3분기를 기점으로 정량적 시청지표 측면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전의 경쟁력을 회복했다. 그 밖에 <UHD 공사창립특집 2부작 인

간과 습지>, <특별기획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 <시그널, 사라져 가는 소리> 등 탁월한 

영상미와 완성도를 갖춘 자연 다큐멘터리를 다수 제작해 공영방송 KBS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했다.

KBS 드라마의 경쟁력은 공영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룰 때 생겨난다. 2018년 KBS드라마

는 1, 2TV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는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 사회적 가치와 가족(이웃)의 소중

함을 일깨움으로써 공익적 요소를 극대화하였다. 주말 연속극은 그 독보적 위치를 바탕으로 

학원 폭력, 직장생활의 애환, 사회 정의, 휴머니즘의 회복 등의 사회적 의제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공영성 확보에 일조하였다. 

다음으로 대중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스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를 통해 

젊은 시청자에게 소구하는 한편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기여했다. 또 킬러 콘텐츠인 미니

시리즈 소재를 확대해 오피스물, 추리물, 판타지, 공포물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현함으로써 시

청자들의 욕구에 부응했다. 미래지향적인 드라마 제작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쏟았다. 인터넷이

나 모바일 등 뉴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제작에도 힘썼으며 극본 공모와 오디션 등을 통해 지속

적으로 신인 작가와 신인 배우를 발굴･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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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

프로그램의 품질을 측정하는 현실적 잣대가 수상 실적과 전문가들의 비평이라면, 경쟁력의 

측정 도구는 불가피하게 시청률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시청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관련 

척도와 지수들에 의존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드라마 장르의 시청률을 보면 뉴스를 제외하곤 2018년 시청률 상위 10위 안에 포함

된 KBS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전국노

래자랑>이 10.0%로 12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가요무대>, <인간극장>, 

<한국인의 밥상> 등이 그나마 20위 안에 들었다.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코파이

-TV 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박2일>이 4위,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6위에 오른 것을 제

외하면 시청률 조사와 대동소이하다. 화제성이 많이 반영되는 코코파이-nonTV 지수 조사결

과는 더 나쁘다.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이 16위, <해피 투게더>가 24위, <슈퍼맨

이 돌아왔다>가 27위, <댄싱하이>가 33위에 오른 것이 고작이다. KBS 채널의 다섯 번째 프로

그램은 56위의 <오늘밤 김제동>이었다. 코코파이-nonTV 지수가 젊은 시청자들의 기호가 많

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결과이다. 코코파이-nonTV 지수 33위

에 오른 <댄싱하이>의 시청률은 1~2% 수준에 머물렀지만 화제성은 높았다. 반면 시청률이 높

았던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는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1TV와 2TV를 합해서 50위 

이내에 단 4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10위 안에 MBC의 프로그램이 5개

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발성 특집 프로그램을 빼더라도 MBC의 <무

한도전>, <이불 밖은 위험해>,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발칙한 동거>, <라디오스타> 등이 

모두 24위 안에 들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달랐다. 시청률 8위까지의 드라마 가운데 단 한 편을 제외

하곤 모두 KBS 드라마였다. <황금빛 내 인생>이 40% 가까운 시청률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

롯해서, <같이 살래요>, <하나뿐인 내 편>이 2, 3위를 차지했다. 코코파이-TV 지수의 결과도 

거의 유사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청률 15위까지 무려 10편이 포함된 KBS 드라마 가운

데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가 아닌 경우는 단 하나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점이다. 매일 ‘버릇처럼’ KBS를 틀어놓는 충성심 강한 시청자의 힘이 컸다는 점을 보여준다. 

드라마 전략에 따르면 ‘기획력을 갖춘 제작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체 기획력 확보를 

위한 내부 기획안 개발 및 극본 공모 실시’를 통해 월화/수목 드라마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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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으나 여전히 젊은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는 

코코파이-nonTV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nonTV 지수는 <황금

빛 내 인생>을 제외하고는 10위 안에 든 KBS 드라마가 없었다. 그나마 <황금빛 내 인생>이 

긍정적 의미로 ‘화제’에 올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상위 등수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tvN이나 

JTBC의 드라마들이 채웠고 KBS 프로그램 중에서는 <흑기사>(16위), <우리가 만난 기적>(22

위)만이 30위 안에 들었다.

요약하자면 2018년 방영된 KBS의 교양/오락/드라마 프로그램은 대체로 제한된 경쟁력을 

보여줬다. 교양 및 오락은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그리고 드라마는 화제성에서 경쟁사들

에게 밀리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물론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

에서 공영성 시비도 별로 없었던 것은 분명 높게 평가해야 할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

의연하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공영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혁신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7. 국가기간방송 부문

가. 국가기간방송 일반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타 매체나 타 채널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기 꺼려하는 많은 임무

를 수행해야 한다. 수신료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KBS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른 채널보다 KBS를 통해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습관이 체화돼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가 그 정도의 사회적 신뢰를 얻기까지 긴 역사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KBS는 지금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족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대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도 KBS는 국가기간방송이

라는 지난하고 조명도 못 받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방송지표 달성을 위한 

10가지 기본방향 가운데 ‘국제 스포츠 행사에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것’,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에 기

여하는 것’, ‘재난방송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특히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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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방송이기에 당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이었다.

2018년 KBS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나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KBS는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주관

방송사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며 공영방송의 위상을 높였다. 남북 정상회담 기

간 종일 특보 체제를 가동하며 남북 정상의 움직임과 회담 내용 등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 판

문점 정상회담 관련 <특집대담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을 말한다>은 회담의 의미와 

영향, 향후 전망을 분석했으며 <특집 2018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를 위한 미중일의 전략>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관련국의 움직임을 집중 분석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했다. 평

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특집대담 평화, 그 담대한 여정>, <특집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 

<기획대담 평화 그리고 미래> 등 3일 연속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

안과 한반도 미래를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KBS는 보도 제작 역량을 총동원했다. 싱가포르 현지에 대규모 취

재진을 보내 세기의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히 전했으며 <특집대담 세기의 북미회담, 한반도 평

화시대 열리나>와 <기획대담 평화를 위한 대장정>을 방송해 북미 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특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담과 

토론, 시사 관련 정규 프로그램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공론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일요진단>, <엄경철의 심야토론>, <생방송 심야토론>, <KBS스페

셜>, <시사기획 창> 등의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아이템을 모두 27차례 방송하며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교류를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통일 방송의 역할은 라디오에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한민족방송은 그 어느 해보다도 남

북 협력과 통일 방송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우선 남북 화해의 시발점이 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1라디오와 공동 기획해 17일 동안 평창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각종 경기소식들을 

매일 생생하게 방송했다. 또한 4.27과 5.26 그리고 9월 평양의 정상회담 등 세 차례에 걸친 남

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회담과 관련한 특집 방송과 내용 기획

을 제작해 정상회담이 가져올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 교류 협력 강화에 대비해 5월에는 남북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의료 협력을 통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통일백세>를 신설했고 <경제

로 통일로>의 방송 시간도 30분에서 55분으로 확대해 남북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통일 방송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KBS가 수행해야 하는 수많은 임무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반도에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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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보다 중요한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KBS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

해 최선을 다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조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듯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도의 신뢰성은 JTBC

가 KBS에 앞서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오락성은 tvN 등 CJ 계열 채널들이 KBS보다 우월

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KBS는 국가기간방송사이다. 타 채널이나 타 매체가 

못 만드는 혹은 안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방송사가 되어야 한다. 세대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대표적 차

별성으로 삼아야 한다. 2018년 KBS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방송을 벗어나 전국의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주요 시간대에 전

국을 순회하며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국노래자랑>과 <열린 음악회>을 편성해 공

영방송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KBS를 대표하는 이 두 인기 프로그램은 각각 39년과 

26년 동안 장수하고 있다. 가장 KBS다운 프로그램이 킬러 콘텐츠 역할을 하는 사실이 시사하

는 바는 크다. 국가기간방송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을 억지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현대에 계승하는 역할 역시 국가기간방송의 큰 역할 중 

하나이다. 다양한 전통 문화 가운데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잘 드러낼 수 있

는 전통 음악으로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KBS는 시청자 유입이 많은 주

말 낮 시간대에 국악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편성해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디오 1FM도 국악을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로 제작해 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KBS는 다른 어떤 지상파･종편 채널도 방송하지 않는 국악의 진흥과 홍보를 

자임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문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또한 KBS에게 부여된 중

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지상파 유일의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은 장애인의 삶을 

진솔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전 골든벨>을 오랜 시간 정규 편성해오고 있는데 이는 동 

시간대 타 지상파 방송사가 오락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청률 확보를 추구하는 것

과 상반된다. 450만 장애인과 노인, 100만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3라디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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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특집 다큐멘터리 <여기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 현장입니

다>는 사내 최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을 10월 새롭게 시작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 KBS의 위상과 역할

KBS는 방송법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해 국가기간방송의 위상과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KBS는 국내외 방송의 실시와 방송 문화의 보급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 문화의 창

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 협력의 증진에 기여(KBS 정관 제3조) 등 여러 방면에서 공적 책

무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제공하는 방송을 실시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의무가 있다. 저출산･고

령화 극복, 청년 실업 해소, 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을 진

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

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언어･문화･역사의 계승 및 발전, 시민 권익의 

보호, 농어촌의 균형 발전, 어린이･청소년 교육, 노장년층 여가 및 한류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공영방송의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 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

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방송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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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

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 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

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KBS 정관 관련 규정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KBS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담,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3대 스포츠 대형 이벤트(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치뤘고 모두 44차례의 특보

를 진행해 국가기간방송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

고와 탐사 기능 확대, 완성도 높은 공익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등을 지향했고 재난 방송의 강

화를 추진했으며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였다.

KBS의 부단한 노력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기간방

송사 KBS의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전문가들이 KBS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언론 관련 학자와 연구자로 구성된 한국언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KBS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뢰받는 미디어 항목

에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적(2위)을 받았다. 특히 2017년에는 아예 발표 순위(8위까지)

에도 들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KBS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

성과 유용성에서도 최근 3년간은 순위 안에 없다가 2018년에는 각각 4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정성 평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처음으로 3.0점의 평점을 넘겼다(5점 척도). 국가기간방송

사로서 모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대신 최

근 10년 정도를 통틀어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다. 재난재해 주관방송

2018년은 예년에 비해 대형 재난과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한 해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2018년 한 해 발생한 크고 작은 재난을 신속하게 보도했으며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예방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재난방송은 전체 470건으

로 모두 8,425분 방송됐으며 재난 예방 스폿은 전체 1,708건 2,839분 방송됐다.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던 내용은 화재(380건, 약 715분)였고 미세먼지 및 황사 관련 방송도 큰 비중을 차

지했다(301건, 약 500분). 전사적 재난방송 교육과 훈련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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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솔릭(8월)과 콩레이(10월)가 북상할 때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종일 특보 체제로 전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의 진행경로

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요령을 전했다. 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해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든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새벽 5시부터 한반

도를 관통해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24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32시간동안 연속 생방송

을 진행했다. 솔릭의 북상 상황을 속보로 전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고 

속보 이외에도 <포항 지진 회복 프로젝트-도시 재생으로 부활하라>(포항국) 등 심층 기획 특

집을 통해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닥쳤을 때 다양한 폭염 관련 보도와 특집을 편성하고 폭염 대비 스폿과 행동 요령에 대한 스

크롤 자막을 수시로 송출해 국민 스스로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열차 탈선과 대형 화재, 온수관 파열 

등 다양한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방송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지

진 자동 자막 시스템을 4월부터 적용했으며 지진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을 요청하

는 모든 재난에 대해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 송출하는 재난 자막 자동송출 시스템을 12월부

터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재난정보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신되는 재난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시

청자에게 전달하는 가장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LIVE 자막 시스템과 동영상 재생 시

스템을 도입해 재난 상황에서 고품질의 특보를 실현했으며 재난 특보 방송중 시청자들이 보

내온 제보 동영상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실시간 시청자 제보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스캔 컨

버터 시스템을 도입한 제보 코너는 SNS 화면을 즉시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재난 방송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태풍특보는 방송시간으로나 

시청률로나 타사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었다.

국내에 하나뿐인 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는 KBS 재난방송센터는 기상청 등 18

개 기관에서 재난정보 70여 종을 실시간으로 받아 빠르고 정확한 기상 분석을 제공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 연결된 전국 각지의 CCTV 4천 대를 이용해 실시간 태풍의 상황을 보여주고 

서귀포, 목포, 군산, 태안 등 태풍의 경로에 배치된 8대의 중계차를 활용해 강풍과 폭우, 해일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보도했다. 예비중계차 4대와 이

동식 MNG(LTE 모바일 중계시스템)를 동원해 피해지역이나 피해예상지역의 소식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KBS는 CCTV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CCTV 수신률을 대폭 향상시켰다. 

2018년 상반기에는 잦은 고장과 회선 문제로 CCTV 수신률이 70∼80%였지만 201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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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시 95% 수준까지 향상됐다. 또한 CCTV 영상을 KBS 재난포털과 인터넷 기사에 재활

용해 TV 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재해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

각도 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재난재해 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방송됐다. 대표적으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탓인가?(10.09)’,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현장(11.12)’, ‘중국 모래폭풍, 한

반도 덮쳤나?(11.27)’ 등 세 차례에 걸쳐 재난재해 발생을 방송으로 전달했다.

재난안전 전문 프로그램인 <KBS 재난방송센터>가 제작되기도 했다. 미세먼지와 태풍, 산불 

등 대형 재난재해뿐 아니라 생활 안전 현안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전문 프로그램으

로 최신의 재난재해 소재를 다뤘다. ‘재난･안전 인사이드’ 코너는 해당 시기의 재난 특성과 대

비요령, 생활 안전 등의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실증적인 방식으로 심층 전달했다.

라. 국가적 행사 국가기간방송 역할 완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2월 9일 개막식을 보름 앞둔 시점까지 이어졌던 파업으로 인

해 올림픽 방송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차별

화된 중계방송 전략을 펼쳐 나갔다. 2018년 가장 큰 국제 행사이자 국민적 관심도 특히 높았

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1TV는 2015년 G-1000을 시작으로 사전 준비를 해왔

으며 2017년 28편의 특집 프로그램에 이어 2018년 약 20여 편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국

가적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다. 더불어 중계 편성시 타 채널과 차별

화된 전략 편성과 비인기 종목 중계로 국민들의 다양한 시청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KBS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1･2TV 채널 간 종목을 차별

화해 편성하여 국민들의 시청 선택권을 보장했고 국민들에게 고품질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청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폐막식 방송에 연출가가 직접 출연하여 KBS 올림픽방송에 대한 신

뢰도와 화제성을 높였다. 1･2TV 교차편성을 통해 KBS는 지상파 중 가장 많은 양의 중계를 

편성했고 차별화된 경기 중계와 소구력 있는 캐스터/해설자 구성을 위해 애썼다. 전사적인 노

력과 헌신의 결과 개막식 시청률은 1위(21.4%), 폐막식(17.3%)과 경기 중계(6.8%)는 지상파 

중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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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올림픽 개막 전 방영된 <평창 동계올림픽 G-30 특별 생방송 하나된 

열정 이제는 평창 1, 2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신년음악회>, <평창 동계올림픽 

G-10 특별생방송 하나된 열정 하나된 세계>, <평창 동계올림픽 G-10 오케이 평창, 웰컴 대한

민국>, <특집다큐 스포츠로 하나되는 코리아>, <특집다큐 올림픽 전설과의 대결>, <특집다큐 

고려인, 데니스 텐의 올림픽>, <특집 진격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빠지다>, <특집 2부작 하키드

림 기적의 1승을 향해> 등이 있었고, 사후 특집 프로그램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결산 

특집>과 <특집다큐 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 등 2편이 방송됐다.

KBS는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가장 빠른 개표방송 시작과 가장 많은 편성시간(1,015

분)으로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에 전달하며 선거에 따른 정계 방향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데 기

여했다. 전 언론사 중 유일하게 수도권 빅3 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회(서울시장, 경기지사, 인

천시장)를 편성해 의제 설정을 선도하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했으며 모든 총국에 초청 토론회 

개최를 유도해 지역 유권자들에도 양질의 후보자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선거 당일 타사보다 

빠르게 개표방송을 시작해 우위를 선점했고 개표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출구조사 발표도 모든 

채널 대비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출구조사 발표 시점의 시청률 1위(9.7%), 개표방송 시청률 

1위(7.5%)를 기록했다.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아이템을 다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썼

다. <추적60분>은 ‘생방송 6.13 지방선거, 위기의 보수 vs 진격의 진보’를 방송해 6.13 지방선

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 향후 정계구도 등을 전망했다. 특히 선거 당일 저녁에 생방송

으로 진행하면서 실시간 개표현황과 투표 결과를 방송에 반영했다.

6월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8월에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최됐고 KBS는 철저하

게 사전 준비를 해 성공적인 중계와 특집 방송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9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러시아 월드컵 방송에서 KBS는 ‘모두가 즐기는 월드컵 방송’이라는 제작 콘셉

트로 <볼쇼이영표>, <로드 투 러시아>, <대한민국의 상대는>, <월드컵과 대한민국> 등 사전 분

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월드컵 열기를 고조시켰다. 해설진으로 기존 이영표, 

한준희 라인업에 현역선수인 이근호 선수를 합류시켜 신선함과 화제성을 배가시켰으며 월드

컵 본선 참가팀과 월드스타의 스토리와 경기 데이터 등 사전 아이템을 강화해 시청자들의 흥

미와 재미를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월드컵 종료 후 한 달만에 치러진 탓에 

붐업 프로그램 제작보다는 대회 예고 스폿과 본방송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198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마. KBS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KBS WORLD 텔레비전, KBS WORLD 라디오 등 해외 네트워

크를 통한 프로그램 유통에 노력을 기울이며 한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적극적

으로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의 소식을 안방으로 전달하여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의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KBS는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글

로벌 24>, <지구촌 뉴스> 등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해외 주요 사건을 외신이 아닌 우리의 시각

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KBS스페셜 한반도 피스메이커 대전환의 한 달, 평

화를 위한 첫걸음 북미 정상회담>과 <시사기획 창 2018 판문점의 봄, 트럼프와 김정은 가지 

않은 길> 등 외교적 격변기에 국제적 시각을 제공하는 기획을 연달아 제작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다큐>와 <글로벌 다큐멘터리>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1, 2TV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KBS는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다수 제작해 뛰어난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으로 주목을 받

기도 했다. <플라스틱 지구>, <인간과 습지>, <라이징 인디아>, <유라시아>, <철의 나라 가야>, 

<마지막 신화의 땅>, <순례 프리퀄, 고난의 길>, <신라금관 8000km의 여정>, <백제 의자왕> 

등의 다큐멘터리는 세계로 수출해도 손색이 없는 글로벌 콘텐츠이다.

한류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해외에서는 <뮤직뱅크 인 칠레>, <뮤직뱅크 인 베를린> 

공연을 실시했으며, 국내에서도 <2018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전 세계의 

K-POP팬들을 초대했다. 이번 K-POP 월드 페스티벌은 사상 최대 참가국인 75개국 90개 지

역에서 3월부터 6개월 간 지역 예선을 벌인 뒤 10월 최종 본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류 

확산에 노력했으며 본선의 경우 SNS Live 방송을 실시했고 글로벌 예선 현장과 한류 열풍을 

다룬 다큐멘터리 <2018 Changwon K-POP World Festival Global Audition>과 <K-POP팬

과 함께 세계를 열다>를 제작･방송했다. 또한 인기 아이돌과 함께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한류 

매거진 <K-rush> 시즌3과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도전하는 한국문화 퀴즈 경연대회 <퀴즈 온 

코리아>를 방송해 한류 확산을 이어나갔다.

KBS는 한류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동시에 KBS WORLD 채널을 통해 120개국 1

억281만 가구에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KBS WORLD 채널은 홀드백을 단축해 

뮤직뱅크는 실시간 방송, 미니시리즈는 24시간, 예능 프로그램은 7일 후 방송을 실시해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영어 자막을 기본으로 일본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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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멀티자막을 송출해 현지화를 확대했다.

2018년의 글로벌 전략과 성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 이슈를 다

룬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었으나 해외 콘텐츠 시장에 내놓을 만한 대형 기획이나 킬러 콘텐

츠는 많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2019년 이후를 겨냥한 대형 기획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제도를 통해 킬러 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KBS는 해외 유통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보유한 독일 기술업체를 통해 전 세계 OSP 7.9만개 사이트를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고 불법게시물을 차단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저작

권 침해에 적극으로 대처하고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한 수동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것이었다. 또한 2018년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의 파일 약 11.4만 건, 링크 약 24만 건, 검색

엔진 결과 약 349만 건을 삭제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한 불법 사이트 폐쇄

(Take-down)를 통해 3,918개 사이트 폐쇄에 성공하며 단속 효과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KBS

는 페이스북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 유튜브를 포함한 SNS 저작권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다방면으로 마련하였다. 중국 OSP 불법 차단을 위해 요우쿠･투도우, 아이치

이, 소후, 텅쉰(텐센트) 등과 정기 교류와 상시적인 협의를 하며 저작권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문체부 주관으로 설립된 해외 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인 COA를 통해 글로벌 모니터링, 조사

연구, 교류협력 등의 영역에서 다수의 유관 저작권사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2018년 핵심사업인 KBS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를 위해 KBS는 우선적으로 전

송권 시장을 확대했다. 급격한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송권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메이저 OTT 사업자인 PCCW, iFlix, Netflix 

등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송권 재계약을 성사시켜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해 수출 경로를 다각화시키기도 했다. 드라마 포맷 수출이 대부분이었

던 전년과 달리 2018년에는 4개의 예능포맷을 3개 국가에 수출했다. MIPTV <너도 인간이

니>, MIPCOM <최고의 이혼> 스크리닝, ATF <주문을 잊은 음식점> 발표 등 해외 마켓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면서 KBS 콘텐츠 경쟁력를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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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한류 콘텐츠 수출 관련 통계치 (최근 5년)

구 분
금액($)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합계 49,675,836 48,843,975 62,985,533 61,704,616 51,077,991 

프로그램 제작･방영이나 수출은 아니지만 KBS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2018년 10

월 2018 PBI(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열린 PBI 총회 호스트로서 KBS는 글로벌 공영방송사의 위

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

로 진행되었던 이번 PBI 서울총회는 KBS의 저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KBS가 공영방송의 책

임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가 되어 KBS의 국제 네트워크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최다 참가 국가와 인원인 34개 국 63개 방송기관에서 총 

288명이 참석했고 이 중 150명이 해외 참가자였다. 토니홀 BBC 사장, 우에다 료이치 NHK 

회장, 장 폴 필립포 유럽방송연맹(EBU) 회장 등 공영방송사 주요 CEO들이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등에서 공영방송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는데, KBS, BBC, NHK의 CEO가 국제행사에 동시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6개 세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식

세 션

개막식 :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Media’s Next Big Bang–Strategic Initiatives for Connected Platforms)

제1세션 : 플랫폼 대전환과 미디어 빅뱅, 플랫폼 시대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가?

(Connected Platforms and Media’s Next Big Bang. Platform Era, Should We Get Connected?)

제2세션 : 진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콘텐츠 전략

(Content Strategies for the Evolving Media Ecosystem)

제3세션 : TV의 미래 시청자를 위한 UHD (UHD TV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제4세션 : 연결 플랫폼 시대의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이유

(Connected Platforms and PSM’s Raison D’etre)

제5세션 : 젊은 시청자를 위한 리서치 1.0 (Young Audience Research 1.0)

특 별

세 션

사회통합을 위한 분쟁지역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The role of PSM on Social Integration in Conflic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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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PBI (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소개

- 전 세계 공영방송사 및 방송관련기관 임직원이 참석하는 연례회의

- 1990년 일부 방송사들에 의해(일본 NHK, 캐나다 CBC가 중심) 설립되었고(KBS도 설립회의에 참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모임을 가짐(1991년).

- 이후, 캐나다 CBC, 일본 NHK, 미국 PBS, 말레이시아 RTM, 프랑스 France Television, 영국 BBC, 남아공 

SABC, 아일랜드 RTE, 홍콩 RTHK, 폴란드 TVP 등이 연차총회를 주최

- KBS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8년 PBI 서울총회를 개최하였음

바. 통일 한국의 비전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KBS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

기 위해 북한부를 통일외교부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해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남북 관계

를 개선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는 특보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 내용과 의미를 시청자들

에게 전달했다. 또한 2018년 평양에 대규모 취재진을 파견해 10년 만에 평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KBS 뉴스9>의 주말 코너로 ‘인사이드 북한’을 신설해 북

한 시장과 철도 인프라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뉴스라인>과 KBS 인터

넷 홈페이지에서 ‘북핵 협상, 성공의 조건’ 코너를 개설해 전문가들과 대담 형식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을 짚어보고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등을 짚어보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등 북한에서 진행된 남북 간 주요 교류 사업 등을 취재 보도했으며 

북측 고위급 인사 3인 방남 특종 보도 등 주요 북한 관련 소식을 신속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하

고자 노력했다. 이 밖에도 군 전술지휘체계 납품 비리, 군내 성폭행, 보훈처 적폐 수사 등 외

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KBS 뉴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재 분야의 

비리 척결과 인권 개선에도 기여했다.

라디오를 통한 평화 지향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노

력들을 한민족방송의 핵심 프로그램인 <통일전망대>와 <오늘과 내일>, <통일열차>, <경제로 

통일로> 등에 수시로 반영해 북한주민 및 북방동포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등 통일 한국

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단순 보도에 머물지 않고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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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스페셜>은 남･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대전환과 평화 이슈를 연중 모색했다. 3월의 

<한반도 피스메이커, 대전환의 한 달>, 4월의 <종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다>, 6월의 <세기

의 담판 D-4,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리나>와 <평화를 향한 첫 걸음,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의 <평양 2박 3일, 남북 정상회담 동행기>가 그 결과물들이다. <추적60분>도 한반도 평화

기획 2부작을 제작･방영했고 <오늘밤 김제동>과 <다큐멘터리 3일>도 남북의 평화체제와 경제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특집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였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

그램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북한 특집이었다. ‘걸어서 평양 속으로’라는 부제 하에 국제유

소년축구대회 취재 겸 열흘간의 평양 여행을 통해 보다 가까워진 남북 평화 시대의 일상을 그

렸다.

사. 지역방송 활성화

1) 지역방송 프로그램 평가

지역방송 활성화의 딜레마는 지역방송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적 확장과 지역

민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지만, 지

역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로부터 발생

한다. 따라서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송시간을 확보하면서 지역민

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송의 품질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8년은 KBS가 지역방송의 바람직한 공영적 모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KBS의 지역방송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혁신해

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KBS는 급격한 방송환경의 변

화 속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목표가 단순히 편성량을 늘리고 인적, 물적 지원을 늘려서 달

성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내･외부의 추진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

이디어를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한 지역방송 활성화 시범사업을 연내에 추진하는 

등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KBS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 프로그램 공모는 지역총국장의 편성권 확대를 비롯한 지역

방송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정착됐고 제작비 부담에서 벗어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2018년에도 KBS는 우수한 지역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 지역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했다. 17편의 기획안 가운데 3편(청추총국 <독립투사 연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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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총국 <거북이 늬우스>, 창원총국 <따오기, 우포를 날다>)을 선정했다. 지역 우수프로그램 

공모는 지역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PD들의 제작의욕을 고취해 지역방송이 경쟁

력 있는 채널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역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이 보다 확장된 자기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지역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역 편성제작회의의 전결권을 지역에 부여해 제작 결정권을 갖도록 했고 

1TV 핵심시간대 로컬 편성 시간대를 확장해 보다 많은 지역 시청자가 지역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 개편이 아닌 상시 수시조정체제를 통해 지역 편성의 유연성 확

보에도 노력했다. 지역방송 활성화 시범사업의 로컬방송 강화 부문에 선정된 제주총국의 심층 

시사뉴스쇼 <7 오늘 제주>는 기존의 지역 뉴스 틀에서 벗어나 본사 뉴스 시간대 전체에 편성

해 지역 심층뉴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주총국의 <국악한마당>, 춘천총국의 <올댓뮤직> 등 지역의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집

중 육성해 단순 지역방송국이 아닌 특화 콘텐츠 제작기지로서 지역국의 역할을 부여하는 데

에도 기여하였다. <올댓뮤직>은 일회성 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작여건을 조성해 2018년 

5월 300회 방송을 돌파했는데 이는 중앙에 집중된 문화의 생산과 소비방식을 지역으로 분산

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주 해녀와 제주어를 소재로 만든 제

주총국의 <제주어 드라마 ‘어멍의 바당’ 4부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 소

멸 위기 언어 지정 7주년 시점에 전국 방송한 것 또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편성이라는 

내･외부의 평가를 받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 제작물의 전국편성은 정규 프로그램 416

편 19,145분, 특집 프로그램 130편 6,320분이었다.

아울러 UHD 방송을 선도하는 KBS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역 제작인력이 배제되지 않도

록 대구총국 <엄마의 땅>, 전주총국 <뮤지컬 드라마 조선미인별전 2부작>, 제주총국 <색, 다른 

섬>, 창원총국 <물의 정거장>, 청주총국 <1945, 이키섬> 등을 UHD로 제작･방송해 고품격 콘

텐츠 제작역량을 키우는 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KBS의 노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와 문화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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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진정한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시론적으로나마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광역화’다. 지금의 KBS 지역방송 체제는 과거의 행정구역과 지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출발했지만 교통 통신의 발달과 글로벌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거리 

또한 압축되었기 때문에 현지의 소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총)국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공영방송 KBS 지역방송의 과도한 분산구조는 지역

방송사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수용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의 제1 공영방송 

ARD는 주(州)마다 1개 지역방송사가 존재하며 다수의 지역방송사들이 연합해 전국방송을 구

성한다.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지역방송 연합체다 보니 영국 등 다른 유럽 방송보다 새로운 

방송기술의 수용이 어렵다. 비교컨대 중앙집중형 국가에서는 1대의 HD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분권화된 체제에서는 15대의 HD 카메라와 막대한 제작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적 효

율성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지역방송 광역

화는 행정구역 개편 같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3∼5개 단위로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방송의 광역화=구조조정’이라는 선입견을 극

복해야 한다. 광역화된 지역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능력을 제고하고 중앙집중화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권력구조를 중앙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둘째, 비율의 원칙이다. KBS 지역방송(총)국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역방송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방송으로부터의 차별적 대우를 불평하지만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률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KBS는 본사 차원에서 간부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

는 순환 보직의 개념으로 지역방송 (총)국장 등을 임명하고 있다. 지역방송(총)국에게도 인사

의 자율성과 제작비 및 예산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독일 ARD는 재정과 인력 등을 고려한 비

율의 원칙에 따라 전국 프로그램을 분담 제작한다. 지역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방송

국이 독자적으로 제작한다. 지역제작 전국송출 프로그램의 경우 예를 들면 경상도 방송국은 

지역 인구, 지역 경제(광고비 추산), 방송국 인원 수 등을 고려해 전국 프로그램의 20%를 제작

하고 충청도 방송국은 재정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13%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요약하면 KBS 

지역국의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는 인사, 재정, 프로그램 제작 원칙이 결정되고 여기에 부응해 

지역방송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성화다. 독일의 지역방송국은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전국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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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대전 방송국은 과학, 정보 프로그램을, 강원도 방송은 자연,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는 방식이다. KBS 지역방송(총)국들도 나름의 차별화된 주제와 소재에 장기간 천착하기도 

하지만 대개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제한돼 나타난다. 또한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국 방송을 

전제하지 않고 연출자의 개인적 관심과 열의, 작품욕 등에 의해 추동되어 제작이 이루어지기

도 한다. 기획 단계부터 전국 방송을 전제로 특성화를 시도한다면 지역방송(총)국의 제작능력

은 물론 책임감도 더욱 배가될 것이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전술한 광역화의 원칙, 비율의 원칙, 특성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개편은 오랜 역사적 관행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어려운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송환경 변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경

영진단과 함께 정책적 결단 또한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KBS 지역방송 프로그램 비율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가장 낮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도 그 존재 가치를 주장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인력교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조직 성원 간의 상호 공존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가지 원칙과는 별개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TV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케이블 TV의 근원은 지역성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지역채널은 1채널뿐

이며 제작 인원과 제작 능력의 부족 때문에 시청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에 밀착된 서비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KBS 지역방송(총)국은 제작 능력과 인원은 있으나 

채널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제한된 전체 방송시간의 10% 정도만 지역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

블 TV 간의 전략적 제휴는 상호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케이블 TV의 경우 

지역채널이 6~7개 채널 정도이며 미국의 케이블 TV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케이블 TV와 KBS의 전략적 제휴 방안

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ㅇ 스포츠, 오락, 문화 콘텐츠 : 기존 방송 채널에서 편성하지 않는 지역 연고성 및 동네 스

포츠(예를 들어 <우리 동네 예체능> 스타일) 게임을 지역 제작진이 중계하고 케이블 채널

로 송출한다. 유명가수나 뮤지컬의 지방공연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채널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중계방송이 불가능하다. 지역방송에서 중계하고 지역 케이블 채널로 송출하는 방

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지역 공익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회공헌과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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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재난재해, 행정,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에게 

문화적 혜택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이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먹거리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생활편의 서비스 : 일본 케이블 TV 모델로 이사, 가사도우미, 방문세탁, 가정교사 소개, 

동네장터(벼룩시장 스타일; 중고품 염가판매), 독거 및 치매노인 돌보기, 대학생 아르바

이트 등 구직･구인 프로그램 등 용역 위주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표 1-22] 해외 케이블 TV 서비스 유형

출처 : 종합유선방송협회

아. 소수계층을 위한 방송과 사회적 공론 형성 기능

KBS는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인들의 치매, 행복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KBS스

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 <월요기획 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사기획 창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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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노후>, <다큐세상 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는 치매가 개인만이 아닌 사회가 전

체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임을 집중 조명했으며, <다큐세상 연금개혁, 당신의 노후는 안

녕하십니까>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볼빨간 당신>, <박

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신 노년시대 4부작>를 방송해 고령화 시대 

시니어들의 고민을 공유하면서 노인들이 인생의 2막에서도 즐거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했다. 유쾌한 토크쇼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은 고령자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기며 다른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

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60대 이상의 소외된 노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방송했고 실버세대의 다양한 고민을 얘기하며 장년층, 노년층의 공감을 

얻었다. 신년기획과 가정의 달 특집으로 방송된 <신 노년시대> 4부작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

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문제와 비혼과 가족체제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 위기

에 처한 우리의 현실과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모색했다. 또한 시골 소멸이 도시 소멸로 번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방치된 노인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신 노년시대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방송하는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

함을 일깨웠고 사회적으로 남성의 육아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기여한 공로로 대내외의 호평을 받았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에서 수여하는 

가족사랑 실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하는 <살림하는 남자들>는 

우리 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구현해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보도 부문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제하고 기획･보도했다. 

사회적 갈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 계층 관련 뉴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며 미혼모･노동･

장애인･혐오 표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앞장서 

온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취재해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KBS는 소수계층을 위한 방송과 사회적 공론 형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대표적으로 

<오늘밤 김제동>은 ‘가난한 자에게 안전한 집은 불가능한가’(11.12), ‘세계 인권선언의 날, 모

델 한현민을 만나다’(12.10), ‘양육비 미지급, 진선미 장관에게 묻는다’(11.20), ‘인도적 체류 

3개월, 예멘인들은 지금?’(12.18)을 방송해 소외 계층에 대한 꾸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

을 고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 시작한 <토론쇼 시민의회>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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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민참여형 토론 프로그램으로 소년범 처벌 강화와 낙태죄 폐지 등 첨예한 이슈를 다루기

도 했다.

라디오 부문에서도 소통과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먼저 한민족방송에서는 

3만 탈북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 살림 무

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인들의 고민을 상담

하고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등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공론의 장 역할

을 충실히 수행했다. 더불어 2018년 한 해 3라디오에서는 450만 장애인과 노인, 100만 다문

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폭넓은 기획과 대안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유

일의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채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2018년 14회째였던 <대한민국 

1교시>는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협력해 제작한 양질의 프로그램인데, 전국 5,000

여 초등학교에서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등 장애 인식 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

자. 국가기간방송 부문 종합평가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았고 3대 국

제 스포츠 행사가 열린 해였다. 반면 지진이나 홍수, 대형 사고 같은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

하지는 않은 해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질적 수준을 놓고 타 민영방송사들과 경쟁하

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경쟁 지상파 방송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한 경

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기간방송의 정체성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대형 행사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

상회담,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숨 가쁘게 맞이하면서도 적절한 특보 체제를 가동하

고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대형 재해나 사고는 없었지만 재난방송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설과 기자재를 보완하고 

재난 예방 노력을 전개하고 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사회적 약자

의 대변과 보호,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도 KBS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이다. KBS는 필요한 기능들을 두 개의 TV 채널과 7개의 라디오 채널에 배분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
부

문
별

 평
가

제4편

제
1
장

-
방

송
 부

문

209 

Korean Broadcasting System

8. 라디오/뉴미디어 부문

가. 라디오 채널 및 프로그램 평가

2018년 1라디오는 채널 정체성을 뉴스시사 전문 채널로 다시 설정하고 2016년 5월부터 보

도본부 관리 하에 제작하던 일부 시사 프로그램을 라디오센터로 이관해 직접 제작하는 한편 

퇴근시간과 늦은 저녁 시간의 생방송 시사를 강화해 주요 속보와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신속하

게 전달하는 국가기간방송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뉴스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정확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여론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적 재난상황과 자연재해에 대

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생방송을 강화하는 등 속보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2018년은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과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

담 등 한반도 관련 중대한 이슈가 많았다. 이에 각종 특별 중계방송이 제작되었다. 정규 프로

그램의 제작 과정에서는 미투 운동이나 갑질 문제, 노동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다양한 기획을 시도했다. 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해 여론을 수

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30년 만에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대회 기간 동안 라디오 방송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올림픽의 다채로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한편 북한선수단과 남북단일팀 

출전 소식 등 평화의 대제전인 동계올림픽의 여러 면모를 개･폐막식 중계와 특별 생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었다.

1라디오는 이외에도 달라진 시대 환경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뉴스･시사영역 뿐 아니라 다양

한 분야의 지식과 관심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농･어업과 생활경제, 인물 인터뷰, 국제뉴

스, 건강, 빅데이터와 IT 정보, 지역소식, 스포츠 등 다양한 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을 편성해 종합채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민영방송과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 교양 

채널의 입지도 공고히 하는 데 힘썼다. 또 유튜브의 KBS Kong 채널에 <최강욱의 최강시사>,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열린 토론>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새롭게 론칭하는 등 주요 SNS

와 동영상 서비스에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1라디오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생방송 여기는 평창입니다>는 KBS 우수프로그램

상(2018년 2차) 라디오부문 우수상을, <4.27 남북 정상회담 특별기획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

는 미래’>는 KBS 우수프로그램상(2018년 3차) 최우수상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

송 2018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1~4부)>는 KBS 우수프로그램상(2018년 4차) 라디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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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라디오는 ‘대중음악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4050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음악이 좋

은 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대중음악채널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는 지난 몇 년 간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채널 재설계 TF를 가동시킨 결과였다. TBS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청취층 확대 등 라디오 점유청취율 판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긴 파업의 여파와 최근 2년간 잦은 채널 정체성의 변동으로 인해 2라디오의 청취율은 

반토막이 되었다. 불과 4년 전 4% 이상을 기록하던 점유청취율이 2% 안팎으로 떨어진 것이

다. 이에 2018년 KBS 2라디오는 채널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음악이 좋은 방송이라는 슬

로건에 맞는 새로운 DJ 라인업을 구축해 새로운 점유청취율 경쟁을 시작했다. 조충현, 조규찬, 

임백천, 양파, 이세준, 김원준 등 음악성과 입담을 겸비한 뮤지션 DJ를 대거 기용했다. 또한 

KBS의 다른 채널과 차별성을 분명하고 동시에 효율적이면서 가성비 좋은 채널로 운영하기 위

해 3차례에 걸쳐 부분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체 제작비 9억8천만 원을 감축하기도 했다. 

KBS 2라디오의 연간 전체 광고 수입은 감소 추세이고 이는 타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광고시장 자체가 하락세이지만 2라디오는 청취율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다.

[표 1-23] 라디오 광고 현황 및 추이

(단위 : 억 원)

채널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KBS-2R 56.7 56.1 35.2 -20.9 -36.8%

KBS-2FM 125.3 107.7 75.3 -32.4 -25.9%

KBS 계 182.0 163.8 110.6 -53.3 -29.3%

MBC-AM 626.3 501.3 436.1 -65.2 -10.4%

MBC-FM 324.2 223.3 220.9 -2.4 -0.7%

MBC 계 950.5 724.6 657.0 -67.6 -7.1%

SBS-AM 99.7 101.4 85.9 -15.5 -15.5%

SBS-FM 258.3 292.0 273.3 -18.7 -7.2%

SBS 계 358.0 393.4 359.2 -34.2 -9.5%

CBS-AM 196.8 156.6 123.0 -33.6 -17.1%

CBS-FM 76.4 88.7 110.5 21.8 28.5%

CBS 계 273.3 245.3 233.5 -11.8 -4.3%

지상파 라디오 2,204 1,964 1,751 -213.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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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M은 개국 이래 40년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채널이다. 수준 높은 클래식 음

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전 음악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 역할의 기획물, 청취자 초청 음악

회 개최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왔고 국악 프로그램을 통

해 전통문화 보호와 전승에도 기여했다. 시의성과 화제성 높은 연주자를 섭외하면서 채널 이

미지도 제고되었다. 1FM은 꾸준한 기획공연과 공연 관람문화 교육, 국내외 유명연주가 소개, 

우수한 신인 연주자 육성 발굴, 해외 페스티벌 취재 등을 통해 음악만을 방송하는 수동적인 

채널이 아닌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채널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2018년에는 <김미숙의 가정음악>(5월까지는 진행자 장일범), <KBS음악실>, <생생클래식> 

등 대표 프로그램들을 방송했고, KBS교향악단 등 우리나라 주요 연주단체의 연주회를 연간 

51회에 걸쳐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채널과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여러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우선 청취 플랫폼이 다변화됐다. KBS Kong 외에도 클래식 NOW과 my K 등 다양

한 모바일 앱을 통해 청취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KBS Kong 업데이트 이벤트와 음질 개

선으로 새로운 청취자 유입을 유도했으며 <KBS 음악실> 생방송 중에는 SNS 실시간 라이브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방송 후 동영상 비디오 클립을 제공하며 청취자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전 방송 안내 및 동영상, 방송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젊은 층의 신규 청취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2FM은 KBS 대표 라디오 음악예능채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6월에 걸쳐 

대규모 조정을 단행했다. 큰 폭으로 진행자를 교체했고 신규 프로그램도 다수 론칭했는데 그 

지향은 음악과 예능이 어우러지는 채널이었다. <조승연의 굿모닝 팝스>, <문희준의 뮤직쇼>, 

<장항준 김승우의 미스터라디오>, <악동뮤지션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 <곽진언의 키스 더 라

디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송기철의 심야식당> 등 채널의 오락적･음악적 요소를 강

화할 수 있는 진행자를 신규 투입하면서 채널 점유청취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8년 1

라운드 조사결과 9.1%의 채널 점유청취율이 4라운드에서는 11.8%가 되면서 2.7%p 상승했다. 

아직 꾸준히 12% 이상을 상회하던 4~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으나 하락 경향을 반전시

킨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현재 SBS FM은 꾸준하게 23% 이상의 점유청취율을 기록 중

이며 TBS 교통방송과 CBS FM, 그리고 MBC AM도 대개 1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등의 

불씨를 계속 살려서 하루 빨리 경쟁 채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필요가 있다.

채널 및 프로그램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FM 채널 차원에서 Kong 앱 다운로드 이벤

트 새콩달콩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설 추석 음악특집 <Mix On The 

Road>를 제작하여 명절연휴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중음악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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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한민족방송은 2018년 주당 27개의 정규프로그램과 21개의 특집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제

작했다. 특히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 비롯해 세 차례에 걸

친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외 정세변

화들을 매일의 시사프로그램과 특집 프로그램들을 통해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북한 내부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다루며 북한전문 채널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뿐

만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활동상을 매일의 프로그램 속에 담아내고 10월 <한민족 큰잔

치-우수리스크> 공연과 12월 중국 하얼빈의 <북방동포체험수기 공모 특별방송>도 성공적으

로 마무리하며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남북의 오랜 숙원인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규 프로그램 <나의 살던 고향은 이산가족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산

가족 상봉을 기대하는 특집콘서트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특집방송도 진행하는 등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한민족방송은 뉴욕 라디오 페

스티벌상과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에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 한 해 3라디오는 450만 장애인과 노인, 100만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넓은 기획과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사회적 소외계

층 대상 채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연속낭독>, <라디오여행기>, <소설극장>, <오늘의 

신문1, 2> 등의 낭독 프로그램을 방송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했다.

나.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 방향

KBS 라디오는 7개 채널을 운영 중이지만 청취율과 매출액 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 한

정된 자원을 여러 채널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 탓만 할 수는 없다. 특히 2라디오나 

2FM처럼 대중성을 앞세운 채널은 적극적인 청취율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진행자의 지명도와 유명세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선정 기준은 자의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잦다. 진행자 선정은 채널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되 청취자의 여론조사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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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KBS 라디오 채널별로 프로그램 수가 과도하게 많다. 프로그램을 대형화하고 긴 편성

으로 개편할 것을 제언한다.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형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한편 프로그램 수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비유컨대 ‘반찬 가지 수가 많은 것보다는 먹음직

한 소수 음식’ 위주로 식단(편성,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NHK는 초기 위성방송 시기

에 LA 다저스의 노모 야구선수 중계, 전통씨름, 바둑, 영화 등 긴 편성과 대형 편성을 통해 

일약 세계 제1의 뉴미디어 방송으로 성장했다. 다수 프로그램 간의 M&A와 대형화, 선택과 집

중이 요청된다.

셋째, 특정 채널을 이른바 2049 즉 청소년층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 및 엔터테인먼

트 채널로 개편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집중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TV 매체의 시청

층이 고령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라디오 채널의 주 청취자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개편하는 

매체별 역할분담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라디오, TV, KBS 미디어, KBS N 등 KBS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 간 협력과 상호교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포맷이나 콘텐츠는 TV 매체로 이동하여 그 영

향력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KBS TV 채널과 라디오 채널에서 군소 신문이나 잡지 기자들

이 주요 출연진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매체 간, 채널 별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KBS 라디오는 한민족방송이나 제3라디오와 같이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미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만, 정부 부처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매우 부족하다. KBS는 이 같은 공익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영국 BBC처럼 국가보조금 지원(전체 재정의 5%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다.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 평가

2018년 KBS는 디지털미디어/모바일 콘텐츠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

을 추진했다. 웹드라마 <넘버식스>를 제작해 지상파 3사 연합 OTT 플랫폼 pooq에 오리지널 

콘텐츠로 선공개했다. TV방송 후 온라인 공개의 전형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기획 단계에서부

터 OTT 선공개를 전제로 기획과 캐스팅,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이다. 최초로 시도된 pooq 오

리지널 콘텐츠 <넘버식스>는 유료가입자수 증가를 이끌었으며 유사 콘텐츠 대비 누적 시청자

수와 시청시간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모바일 오디오 부문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해 KBS 디지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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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경쟁력과 영향력의 확대를 추진했다. 1FM <KBS음악실>과 1R <열린 토론> 등 라디오 정

규 및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터넷 소셜 라이브 방송을 실시해 KBS 홈페이지, my 

K,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유통 플랫폼의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또한 KBS 모바일 라디오 

플랫폼 Kong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모색했다. 우선 2018년 8월 

KBS 디지털 서비스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Kong에 대한 UI/UX 디자인을 전사 정책에 맞춰 

전면 수정했으며 팟캐스트 전용 및 지상파 라디오 콘텐츠를 활용한 팟캐스트 콘텐츠 약 35개

를 별도로 제작해 차별적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Kong은 닐슨코리안클릭에서 제공하

는 통계자료 기준으로 2018년 12월 연초 대비 약 9.5%의 월간 순 방문자 수 증가를 기록했으

며 동 기간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약 18.2% 증가한 3.8억 원의 수입 실적을 기록하였다. 

외부 제휴를 통해 웹드라마와 웹 예능 등 스낵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다. 공동제작으로 

디지털 예능 <모모문고> 10편을 제작해 뉴미디어 제작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도 보았다. 큰 비

용 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재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크큭TV>이다. KBS가 보

유하고 있는 코미디 아카이브를 활용한 유튜브 전용 채널이다. 의미 있는 수익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창출하지는 못했으나 이 같은 기획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밤 김제동>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가 하면 <생

로병사의 비밀>을 다매체 다플랫폼 콘텐츠로 제작해 TV에서 전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전달했

다. <ㅋㄷㅋㄷ 코딩TV>는 애초부터 유튜브 친화형 콘텐츠로 제작한 뒤 디지털 미디어에 유통

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사례이다. <TV유치원>은 유명 크리에이터인 헤이지니를 프로그램 진행

자로 섭외해 유튜브 누적 조회 5,000천만 건을 훌쩍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KBS 어린

이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KBS 자체 브랜드 파워를 높일 계획이다.

저널리즘 부문에서도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TV 뉴스가 가지는 선형적이고 일방

적인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BS 보도본부는 대형 이슈와 사회적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한 다수의 디지털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제작했으며 이를 IT기술을 활용한 페이지로 

구성하고 정보를 시각화해 이용자들에게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그 결과 ‘다

문화교실 가보셨습니까’ 특집 디지털 기사는 2018년 12월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미디어 부문

을 수상했다. 한편 기존 뉴스 홈페이지와 my K로만 제공했던 <KBS 24 뉴스>를 2018년 3월

부터 유튜브 공식 계정에 연동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뉴스를 유튜브 이용

자들이 사용하는 기기에 관계 없이 24시간 시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풍과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발생할 때 1TV 뉴스특보와 특집 프로그램을 <KBS 24 뉴스> 편성에 

실시간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 송출함으로써 KBS 뉴스의 멀티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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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률을 제고했다. 그러나 데이터 저널리즘의 다양한 기법이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몰입

형 저널리즘 등 BBC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 저널리즘 프로젝트가 회사 차원에서 체계

적으로 지원되고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방송은 디지털 및 모바일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에 빠른 속도로 적응해야 한다. 직접 진출

하거나 협업하거나 최소한 큰 흐름을 TV와 라디오라는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KBS는 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하

지만 눈에 띄고 돋보이는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크큭TV> 정도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 자료의 재구성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사실 디지

털 미디어에 관한 별도의 평가 부문이 필요 없을 만큼 이제는 방송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가 

되었고 매체 자체가 과거만한 의미가 없어진 시대이다. 2014년 뉴욕타임스의 혁신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러 언론사들이 이미 디지털 퍼스트를 외쳤다. 그 본질은 웹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하자는 것인데 여러 신문사들은 디지털 퍼스트를 종이신문

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기사를 먼저 노출시키는 전략 정도로만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 점에서는 TV와 라디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디지털 퍼스트라고 해서 드라마를 유튜

브에 먼저 올리고 나중에 TV로 방영하자는 것이 아니다. TV 수상기에서도, 컴퓨터에서도, 태

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도 항상 KBS가 전면에 나오는 상황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들에게 ‘KBS는 TV 채널이니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콘텐츠를 즐긴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KBS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방송의 디지털 퍼스트를 소홀히 하다가는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9. 시청자/청취자 부문

가. 제도 및 운영내역 평가

KBS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다.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규정에 관해 제시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반영해 시청

자의 고충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8년 

6월 28일 이사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위원을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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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투명성･공정성･다양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역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개정된 규

정에 명문화해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국 안건까지도 수렴하면서 전국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 1회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

여 방송법 88조(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1항 4호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8.6.28 이사회 의결)

<주요개정 사항>

1. ‘시청자위원회선정위원회’ 규정 신설

- 선정위원회 위원 중 ‘편성위원회’ 참여 사측 및 노측대표 각 3인 필수 참여

- 방통위 권고사항으로 기존 사측대표만 선정위원회 구성되던 관행 타파

- 시청자위원 선임 전 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투명성 확보

2. 성･연령별 균형 조항 포함

- 성별 40% 이상 유지, 20~30대 위원비율 확대로 젊은 시청자들의 권익 보장

3. 시청자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 개편

- 기존 ‘임기 1년 2회 연임가능’ 규정을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개정

4. 지역시청자위원회 운영 조항 명문화

- 본사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KBS는 2018년 7월 ‘무지개 시청자위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청자위원을 공모했다. 최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다양한 직군과 세대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과에도 의지가 반영됐다. 남녀 비율은 8:7이 되었고 세대별 균형도 개선됐다. 

20대 1명과 30대 다섯 명이 시청자위원회에 포함되는 등 평균 연령이 직전 위원회 48.6세에

서 5살 젊어진 43.8세가 됐다.

2018년 KBS는 <시청자 청원>, <시청자상담실>, <시청자위원회>,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열린 채널>, <정보공개>, <고충처리>, <KBS온(견학홀)>, <시청자갤러리> 등 시청자 권익관련 

사이트 9개를 시청자권익센터로 통합 운영해 시청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언론사 가운데 최

초로 시청자 청원제를 도입하고 시행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원 및 청원 동의가 가능하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청자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확대해 시청자 권익을 강화했다.

시청자권익센터 운영 이후 월평균 방문객은 23,579명으로 이는 개별 사이트 운영 시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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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방문객이었던 8,791명과 비교해 2.7배 정도 많은 수치다. 시청자 청원은 모두 248건이 접

수됐으며 성사는 15건, 답변 완료는 10건이 이루어졌다. KBS 보도 및 프로그램, 경영 전반에 

대한 시청자 의견 개진 창구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열린 KBS를 구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한 반복･중복 청원이 다수 게시되고 있

고 특정인의 청원 발의가 집중되거나 ‘좌표 찍기’를 통한 동의 요청 때문에 ‘부실 청원’ 성사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성사 여건 동의수 1,000명 이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반복･중

복 청원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게시자 실명제 전환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KBS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으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을 위해 고충처리인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KBS는 홈페이지의 고충처리 사이트나 상담실을 통해 제기한 불만과 

고충 79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자 중심주의를 솔

선해 수행했다.

시청자 청원과 시청자권익센터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터넷 시청자 원 스톱 서비스로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청자 제안과 의견들이 소통되는 창구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작진은 시청자 청원을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해 뉴스와 프로그

램 제작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원사이트를 통해 표출되는 시청자의 여러 불만 사

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 해명과 설명을 하며 소통하고 있다.

나. 시청자 서비스 평가

1)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및 시청자평가원 활동

KBS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데스크>를 제작･방송하고 있다. 옴부즈맨 프

로그램으로 방송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시청자의 눈, 뉴스비평, 제작 현장 속으로 클로즈업 TV, TV를 말한다 등 

다양한 코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52회가 방영됐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코너의 특성을 살려 KBS 프로그램에 대

한 각계각층의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해 시청자의 참여를 높였다. 더불어 지역 시청자

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취재해 방송에 반영했다. 방송법 

제89조에 의해 운영하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자 평가원 제도를 통합하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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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평가 소위원회를 시청자위원회와 연계해 시청자 의견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는 시청자위원회의 시청자 평가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청자 평

가원 4명이 주 1회 출연하여 KBS가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비평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있

다. 연예오락･드라마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뉴스･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공익성, 

편파성 등을 지적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판단의 

근거와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시청자 시각에서 평가를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는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된다.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의 공적 접근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KBS는 <열린 채널>을 운영해 왔다. 2018년에는 

5명의 시청자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참여 신청을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심사하고 제

작 지원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2018년에는 특히 비수도권의 참여율을 높이고(93편 중 

63편이 지역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프로그램 길이를 다양화했으며(30분물, 20분물, 10분 이

내 등),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 다양성을 홍보해 시청자 참여 기회를 높였다.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월간 100분 이상의 방송 기준을 훨씬 넘겼고 방송 후에는 <열린 채널> 홈페이

지에 영상물을 게시해 시청자의 접근성도 높였다. <열린 채널>은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즉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익성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

명감을 갖고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시청자 권익 강화

KBS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KBS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의 접근권을 적극 보장하고 KBS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취지에 맞게 정보가 가능한 한 공개되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한 결과, 모두 48건을 접수받아 그 중 56%인 27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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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처리 결과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계

18 9 11 10 48

비공개 11건은 법인 영업비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7호에 의한 것이고 기타 10건은 정보 부존재(문서 보존 연한 종료)나 KBS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었다.

4) 시청자 직접 소통 및 네트워크 참여

KBS는 지난 2018년 한 해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my K와 pooq, 카카오 채널은 물론 유튜

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는 듀얼 퍼블리싱을 실시해 큰 성

과를 거두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의 녹화가 끝나고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있는 <J 라이브>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본 방송 예고, 하이라이트, 본 방송 요약 영상, 무삭제 영상 등 다양

한 디지털 전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했으며 그 결과 <저널리즘 토크쇼 J> 유튜브 채널 구

독자 수는 8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는 120만 뷰를 넘어서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이룬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민언련이 수여하는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시사프로그램상을 수상했고 12월에는 KBS 2018년 올해의 보도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해 시청자 고충을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송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시청자 의견을 접수자가 신속정확하게 

접수해 처리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고 책임지는 원 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2018년에는 376,622건의 상담과 의견 수렴이 있었다. 분야 및 내용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24] 시청자 상담 및 의견 수렴 결과 (분야별)

방송 기술 경영 기타

273,712 3,717 45,830 53,363

[표 1-25] 시청자 상담 및 의견 수렴 결과 (내용별)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61,607 314,99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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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시청자 상담 및 의견 수렴 결과 (형태별)

전화 ARS 인터넷 우편･팩스 방문 기타

213,338 152,748 9,906 247 381 2

10. 방송심의 부문

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윤리 강화

2018년 KBS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윤리 강화를 위한 구성원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했다. 

저널리즘 동향과 취재윤리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기자의 취재역량을 향상시켰고 KBS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 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저널리즘 스쿨을 12회 진행했다. 공사 프로그램

의 공적 책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심의지적평정위원회와 방송언어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방송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기여해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일 주요 프로그램 심의 보고를 통해 임원과 직원에게 

알리고 매월 1회 열리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서 운영 기준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심의지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 편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지정해 이해 관

련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지적평정위원회의 제재사안(주의, 경고, 인사위 회부)의 경우 해당 실국별로 부장급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함으로

써 제작자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밖에도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와 가요심의위원회에서 주 시청취층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유해한 가사, 행위, 언어 등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걸러냈다.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을 출연정지 시키는 등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나.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지적사항 및 개선 실적

KBS의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는 모두 6건으로 MBC 본사의 8건, 

SBS의 7건보다 적었다. KBS의 제재건수는 TV채널 2개, 라디오채널 5개, 지역총국 9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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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결과이기 때문에 MBC나 SBS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1-27]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내역

연도별 방송사

법정제재

관계자징계

및 경고

관계자

징계
경 고 주 의 계

2018년

KBS 0 0 2 4 6

MBC본사 0 1 2 5 8

SBS 0 1 3 3 7

2017년

KBS 0 0 0 1 1

MBC본사 0 0 0 2 2

SBS 0 0 1 2 3

2016년

KBS 0 0 1 5 6

MBC본사 0 0 2 4 6

SBS 0 0 1 3 4

2015년

KBS 0 0 3 7 10

MBC본사 0 1 4 6 11

SBS 0 0 5 9 14

2014년

KBS 0 0 0 5 5

MBC본사 2 0 2 4 8

SBS 0 0 2 12 14

이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서 방송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사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했으며 방송언어심의위원회,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 가요심의위원회 등에서 다각도

로 콘텐츠를 검증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 사례와 중점심의 내

용 등을 신속하게 제작진에게 공지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제작진을 대상으로 심의포럼을 열어 

심의에 관한 제작진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심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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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 자체 방송심의 지적사항 및 개선 실적

코믹 오디오 드라마 <와이파이 초한지>가 장르의 특성상 방송언어와 품위유지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이에 제작진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타 프로그램

에서도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방송에서는 보도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의 원고에 대해 자체 사전심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KBS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템 선정과 프로그램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고 품격 

있는 외국어 방송 언어 구사를 바탕으로 방송의 소구성을 높이고 국제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11. 대표 공영방송 KBS의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KBS가 좋은 보도를 하고 양질의 오락을 제공하며 국가기간방송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는 KBS의 공적 책임을 명시한 

방송법 제44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2018년 방송문화연구소와 조사평가부는 시청자 분

석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정보 취합 등 연구개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먼저 편성 전략 수립을 위한 시청자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TV시청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20~50대를 중심으로 세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관심사 및 소비 관심사를 분석해 시청

자의 채널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 성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대별 핵심어는 ‘취업

이 걱정’인 20대, ‘가정을 꿈꾸는’ 30대, ‘인생의 체크포인트’ 40대, ‘나의 노후는?’을 자문하

는 50대로 요약됐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로 향후 젊은 시청자 개발에 간접적으로나마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KBS의 가장 충실한 시청자 군을 형성하는 노년층에 대한 심층 

연구가 부족한 점은 여러모로 아쉽다. 아무리 젊은 TV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TV 시청 외에 마

땅한 여가를 찾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KBS의 주 시청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8 TV콘텐츠 트렌드 FGI 조사도 실시하였다. 2년만의 심층 면접조사였다. 지난 2년간의 

시장 변화 양상과 TV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KBS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축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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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성의 계기로 삼았다. 1TV에 대해서는 ‘볼 게 없다’거나 어르신들의 고정 채널이라는 선

입견이 자주 표출되었고, 2TV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모나지 않고 모험심 없는 ‘공기업 직

원’ 이미지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문제는 이 의견들을 수집하고 반성하는 단계까지는 눈에 보

이지만 실제 미래의 기획과 제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제작진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야겠지만 사내 연구기관과 부서는 

연구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도 조사해서 발전의 재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판

단이다.

이 밖에 신규 및 종영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수시 제작 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등을 통

해 제작진이 프로그램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모니터단을 운영해 젊은 시청자의 꾸밈없는 칭찬과 비평을 전달하기도 했다.

KBS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프로그램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한 

것이다.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 TV와 온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이용 통합지수인 코코

파이 지표를 개발했고 이와 맞물려 내부 정보시스템인 통합시청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코코

파이 지수를 개발한 것은 TV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평가를 시청률을 넘어 보다 다차원적이며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공영방송 KBS가 프로그램을 매개로 시청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코코파이 지수는 TV와 nonTV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코코파이-TV

는 본방송뿐만 아니라 재방송, VOD 등 비실시간 시청 경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코코파이-nonTV는 온라인을 통한 TV 콘텐츠 이용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단순

히 보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되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가

늠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코코파이 지수는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1월 대외 공개

를 시작했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사내 전산망 코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

보시스템인 통합시청지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아직 코코파이 지수가 완벽하게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

면서 개선하고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KBS는 물론 우리나라 방송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코코파이-TV 결과는 ‘시청자 수’로 표시되고, 코코파이

-nonTV는 ‘점수’로 표시되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크다. KBS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non-TV 지수로 2018년 50위 이내에 든 프로그램은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16위)과 <댄싱하이>(33위) 딱 두 편 뿐이다.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은 정작 TV지수에서는 100위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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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지 사이에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음을 뜻

한다. SNS를 주로 사용하는 세대가 TV(특히 KBS)를 적게 보는 젊은 층이라는 사실을 반영하

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두 지수가 과연 현실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타당도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코코파이-TV 지수는 전통적인 시청률 조사가 발전된 버전이

지만 여전히 “그래서 몇 명 정도나 이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코코파이 non-TV 지수는 지나치게 화제성 중심이고 정작 화제의 방향성(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 칭찬인지 비판인지 등)을 포함하지는 못해서 정작 시장의 진짜 모습을 반

영하지는 못하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코코파이 지수와 통합 시청지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KBS가 보다 적극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상징한다. 시청자

들에게 좀 더 다채롭고 창의적인 TV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중요한 과학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KBS 발전을 위한 제언 : 위기와 혁신

가.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단기 제안

KBS가 설정한 2018년 방송 부문의 3대 과제는 ‘보도 공정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한류 확산 주도’였다. ‘보도 공정성 강화’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나 지난 수 년 

간의 추락을 모두 만회하기엔 시간이 짧았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 과제는 절반의 성공만 거뒀

다. ‘한류 확산 주도’는 크게 아쉬운 점은 없으나 그렇다고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은 분명한 목표의식 아래 체계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서 뚜렷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4월에 사장 및 집행부가 교체됨과 동시에 과

거와는 다른 조직 구조와 문화가 이식되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다. 애초의 경영 목표나 과제

를 추구하는 작업과 구체제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나가는 일은 결

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된 조직 체계 아래에서 2019년은 분명한 가시적 성과

를 보여야 할 시기이다. 이 같은 현실 인식과 2018년의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다 나은 

KBS를 위해 몇 가지 단기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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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성 부문의 제언

KBS의 주요 시청층의 노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현상의 이면

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첫째 불가피한 현실이다. 텔레비전이 올드 미디어가 된 오늘날 젊은 

층이 TV를 멀리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

석할 일은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별한 여가 도구가 없는 노인들을 위한 편성

은 공영방송 KBS의 마땅한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

른 노화와 편성 목표를 거스르는 노화 현상은 심각한 우려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청자 연령에 관한 두 방향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1TV는 시청자 평균 

연령을 의식하지 말고 공영방송다운 품격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오

히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더 기획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노령층 시청자들에게 오락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 교양,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꾸준한 제작을 제안한다.

둘째 2TV는 젊은 시청자를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40세 미만의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삼겠다던 2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이 오히려 50세가 넘었

다. 무엇보다도 트랜스 미디어 전략의 현실성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모바일 미디어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과 일인방송 채널을 통해 소비되는 다양한 형식의 실험적 콘텐츠

가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넘나들며 일관된 세계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텔레비전 프로그

램을 편집해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와는 다른 차원의 기획을 말한다. 드라마

의 스핀오프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수도 있고 취재의 뒷 얘기가 짧고 가벼운 클립이 되어 

모바일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 KBS라는 브랜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보니 

KBS의 기획물이더라’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콘텐츠 중심의 기획이어야 한다. 매체

를 넘나들고 장르를 넘나드는 기획을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뉴미디어 기획 전

문가와 제작국 연출가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시사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가가 협

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라디오의 경우 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협력의 균형이 필요하다. 분명한 컨트

롤 타워가 필요하고 7개 채널이 자율성을 갖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라디오

의 매체적 특성상 각 채널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공동 프로젝트의 수행이 용이하지 않고 각 프

로그램도 자율성이 중요하다보니 거시적 기획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임팩트 강한 진행자의 

선정이나 대형 프로그램의 기획에 컨트롤타워(라디오센터장)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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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한다.

2) 보도 부문의 제언

KBS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심층성에 대한 외부 평가가 대폭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KBS 뉴스9>이 여전히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아

직 과거의 황금기와는 거리가 멀고 시청률의 절대 숫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나아

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저널리즘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는 차

고 넘친다. 사람들은 자기 맘에 드는 제한된 이야기만 듣고 보면서 서로 다른 세계를 그린다. 

소위 ‘가짜 뉴스’가 끝없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KBS가 중심을 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얄팍하고 파편적인 따옴표 저널리즘이나 양비론적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팩트 체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긴 호흡의 심층 보도도 계속되어야 한

다. 본문에서 제안했던 뉴스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KBS 보도

의 목표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라도 KBS를 보면 정확한 정보와 다양

하고 왜곡되지 않은 의견들을 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널리즘의 본령을 수호하는 한편 젊은 시청자를 유혹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사 프로그램

도 더 시도되어야 한다. 장르와 미디어를 교차하고 관통하는 신선한 기획을 통해 중요한 정보

들과 쟁점을 다소 가볍게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젊은 시청자들을 위한 기획

은 보도시사 프로그램 부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도시사 부문에서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기자재

와 기술, 그리고 시설 문제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층 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

이다. 적절한 설비와 연구진, 전문 인력 등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금세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스튜디오 신축을 포함한 시설의 보강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국가기간방송사라

고 말하기엔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 제작 부문의 제언

KBS 제작 부문의 상시적인 고민은 공영방송으로서 고품격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

감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공존

한다는 점이다. 이 숙명적 고민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지점이

다.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절대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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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첫째 2TV 주말 드라마의 경우 고정 시청자에 안주하지 않는 공격적인 기획을 

제안한다. 막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40%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한류 대표 드라마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25%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의 다

매체 시대에는 단순 시청률 이상으로 화제성과 국제적 평가도 중요하다. 단막극의 활성화를 

통해 능력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과감하게 주말에 배치하는 

공격성이 요구된다.

둘째 2018년에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시도가 계속 확대되어

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대형 프로그램 하나가 오랜 기간 높은 인기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시청자 군의 취향 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여

건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보수성은 더 이상 공영방송의 미덕이 아니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실험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KBS의 자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

년은 한 해를 대표할 만한 대형 다큐멘터리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해였

다. 대형기획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4) KBS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상 간단하게나마 개선안을 제안했으나 이 같은 미시적 방안만으로는 현재 KBS 경영문제

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의 방송 환경은 특단의 구조개편과 방송개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방송체제는 유튜브의 단순한 PP 수준으로 전락할 수

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디어 

빅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정도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국내 방송시장을 점령하고 유튜브의 모회사인 글로

벌 플랫폼 기업 구글의 한국내 총 매출액이 6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전세계 콘텐

츠 투자비가 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산업과 시장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

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미디어 시

장을 장악하는 것을 주식시장에 비유한다면 외국 거대 투자자본(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국내 

개미군단(1인매체 MCN)이 결합해 국내 기관투자자(지상파 방송 등)를 몰락시키고 있는 형국

이다.



228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역사적으로 비유한다면 제너럴 셔먼호와 같은 외국 군함이 쳐들어오는데 개화파와 위정척

사파와 대립하였던 구한말의 선비들처럼 최근 수년간 KBS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로 세월을 보

내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석기시대(공영방송)에서 철기시대(공영미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아직도 KBS는 석기시대 문법인 활과 칼을 수리해서 쓰

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네이버라는 인터넷 플랫폼 때문에 사양산업의 길을 걸었던 국

내 신문기업들의 전철을 유튜브 시대에 국내 방송사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신문 콘

텐츠의 질만 높이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했던 과거 신문기업들의 주장은 방송 콘

텐츠의 질만 높이면 방송사가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재 방송사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지배구조 교체와 수신료 인상’과 같은 확실한 방송 민주화와 재정정책, ‘공영미디어로 전환

과 방송법 개정’과 같은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역할과 기능 재조정, ‘글로벌 플랫폼 및 4차 산

업혁명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국가미디어 정책의 전환 등 파격적이고 광폭적인 개혁이 요청

되는 시점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시장진출이 본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격적인 수신료 인상 없이는 KBS 체제는 존속 

발전할 수 없다.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의 전환도 수신료 인상과 같은 재정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거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따른 KBS 지배구조 교체 없이는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이어지는 절에서는 ‘지배구조 교체와 수신

료 인상’, ‘공영미디어로 전환과 방송법 개정’, ‘글로벌 플랫폼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등을 KBS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 KBS 지배구조 교체와 수신료 인상

여당은 야당시절 주장했던 특별다수제를 왜 지키지 않는가? 야당은 과거 여당 시절 추진했

던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 침묵하며 오히려 거부운동으로 선회하려고 하는가? 정치권

에서 과거의 주장과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KBS 지배구조 문제와 수신료 인상은 지금이라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KBS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안과 사례

를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수신료 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경영 회계 부

문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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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설정 : 정치적 자유와 독립에서 정치적 균형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적 자유와 독립’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균형의 장’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세계 유수 공영방송도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교과서적 이념형으로는 표방하고 있

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 즉 국내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

송의 공적책임 또는 공익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변증법적 언론공간

이 공영방송이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 언론계, 학계 및 공영방

송 조직 내부의 갈등과 힘에 의한 정치(power politics)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우리 

현실을 볼 때 정치와 언론의 상호침투에 의한 이른바 정치와 언론의 병행주의(parallelism) 때

문에 그 갈등과 대립이 과도한 것이 문제이며 이를 재조정해 유연한 사회적 타협과 공존의 장

을 마련하는 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쟁의 과제일 것이다.

공영방송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공영방송은 그 국가

의 언론계와 방송시장을 주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이기 때문에 정부 또는 국가 

또는 집권세력은 공영방송의 소유권, 인사권, 행정권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KBS

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난재해 주무기관으로서 성격을 넘어서서 한 국가의 가장 큰 시

청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배적 방송사업자(맏형 방송)이자 국가기

간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으로서 전통적 지상파 방송의 패러다임을 넘

어서서 종합미디어 복합체 성격의 공영미디어(PSM: Public Service Media)로서 새로운 시대

적 역할도 부여받으며 KBS는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 지배구

조 논쟁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을 이상향을 추구하기 보다 정치권과 KBS 내부의 정치

적 역학을 인정하면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 KBS 이사회 구성 방식의 재검토

가) 국내 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임명방식 검토

다음은 국내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각 법안들의 특징과 한계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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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 내용 특징 한계

노웅래

의원 안

(2016.7.7.)

- 이사 13인

- 국회추천(여7인, 야6인)

-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한을 

국회가 독점하는 법안

- 정치적 균형성은 유지되나 정

당 간 정파성을 제도화

- 정치분야에 의한 독립성 훼손

의 가능성이 높음

- 공영방송 내 과도한 정치화와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는 위

험 상존

박홍근

의원 안

(2016.7.21.)

- 이사 13인

- 국회추천(여7, 야6)

- 사장추천위원회

- 특별다수제

- 이사회 및 사장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재구성

-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권한을 

국회가 독점하는 법안

- 정치적 균형성은 유지되나 정

당 간 정파성을 제도화

- 정치분야에 의한 독립성 훼손

의 가능성이 높음

- 공영방송 내 과도한 정치화와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는 위

험상존

-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

가 사추위를 구성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강효상

의원 안

(2017.11.10.)

- 이사 13인

- 시도지사협의회 4인, 대한변

협 등 9개 단체 각 1인 추천

- 사장추천위원회

- 특별다수제

- 이사회는 3개월 내 재구성

- 지역 및 전문분야의 구체성을 

통해 다원성 확보를 시도

- 이사 및 사장 추천권한을 부

여한 각 전문분야 단체의 선

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임

추혜선

의원 안

(2017.11.14.)

- 이사 13인

- 이사추천국민위원회(200명)

- 재적 2/3의 투표로 13인 추천

-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

- 국민참여와 전문분야를 특정

하는 방식을 통해 다원성 확

보를 시도

- 다수의 이사들을 국민위원회

가 추천하는 데 있어 전문분

야의 후보를 국민들이 평가하

는 점

이재정

의원 안

(2018.4.5.)

- 이사 9인

- 방통위 추천 중 전체이사 1/3

이사를 공사, 공사구성원, 방

송 관련 학회 추천

- 사장추천위원회

-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하되, 기존 이사 및 사장은 

임기보장

- 현행 선임절차는 유지하되, 

일부 이사의 추천범위를 공사 

및 방송 관련 학회로 확대해 

다원성 확보를 시도

- 다원성 확보를 위한 일부 이

사의 범위가 공사 또는 방송 

관련 학회로 제한적

방통위

의견서

(2018.12.)

- 이사 13인

- 방통위 추천 중 1/3은 국민추

천 이사로 구성하되 1)국민의

견 수렴 또는 2)현행공모

- 임기교차제

- 현행 선임절차는 유지하되, 일

부 이사에 대해 국민의견수렴

을 통해 다원성 확보를 시도

- 사장 선임 시 주요 절차를 이

사회에 위임

- 현행 체계의 보완에 주된 초

점을 두었다는 점

-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

성된 협의체로부터 중립지대 

이사를 추천받음 (방통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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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에서 검토했던 지배구조 안들은 이사회 구성을 7:6으로 하고 특별다수제를 채

택하는 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간자문기구인 미래발전위

원회안을 수용하여 학술, 직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중립지대 이사를 추천

받는 방식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특별다수제가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모델이라면 이른바 중

립지대 이사론은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평의회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해외 공영방송사들의 이사회 및 경영진 구성과 임명절차

방송사 구분 임기 인원 구성 임명절차

영국

BBC
이사회

4년+1년

연장가능

(비상임이사)

14명

비상임 10명

(이사장 1명, 민족권역 이

사 4명, 기타 5명)

상임 4명(사장 포함 경영진)

- BBC이사장과 민족권역 이사 5명은 문

화미디어스포츠부 인선위원회가 공모로 

인선 후 여왕이 임명. 이때 민족권역 이

사는 각 4개 권역 장관의 동의필요

- BBC 이사회 내 임명위원회가 나머지 

비상임 이사 5명과 상임이사 4명 임명

일본

NHK

경영 

위원회
3년 12명

지역대표 8명

분야대표 4명

- 지역대표는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구분

- 분야대표는 교육, 문화, 과학, 산업, 기

다를 고려 선임

-총리가 경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을 

중의원과 참의원에 제출하고 각각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

집행 

이사회
3년

10명 

이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이상

- NHK 회장은 경영위원회가 3/4 이상의 

찬성(9명)으로 임명

- 재임 시, 경영위원회 산하 ‘회장지명부

회’를 설치하여 현직회장 성과 평가

프랑스

FT

경영 

위원회
5년 15명

위원장(사장 1명),

정부대표 5명,

상하원대표 2명,

CSA가 지명한 분야전문

가 5명, 직원 대표 2명

- 위원장은 공모 및 CSA의 인선절차를 

통해 임명

- 상하원 상임위의 추인을 받아야 함

- 상하원 상임위의 반대가 3/5를 초과 시 

임명 무효

법안 주요 내용 특징 한계

- 사장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국민의견수렴, 사장의 선･해

임 시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결정

래발전위원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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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BBC는 지배구조 구

성에 있어서 행정부(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물론 사장공모절차를 거

치기는 하지만 지배구조상 야당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영국 BBC에서 사장과 수상과의 정

치적 마찰이 빈번했던 역사를 보면 방송의 독립성은 법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전통

과 관습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둘째 일본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집권당은 5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사장 선출과정에서는 특별다수제에 의해 선출된다. 셋째 프

랑스 공영방송 사장은 민간행정기구(CSA)의에서 임명하고 CSA는 여야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

된다. 넷째 독일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방송평의회 위원들은 사회적으

로 중요한 이익단체 대표들로 지역방송사마다 약 50~77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며 이를 내부

적 다원주의 모델 및 사회조합주의 모델이라 한다.

다) EU의 권고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국제적 기준

ㅇ 1949년 5월 5일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하여 현재 4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럽평의회는 사회 및 미디어산업의 변화상황에 따라 1996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12년 등

에 걸쳐 공영방송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회원국의 국내법 및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요 규정에 적시하도

록 결의

ㅇ 유럽평의회의 47개 회원국 장관회의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및 사장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정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임명절차를 

따르도록 권고

ㅇ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각국 상황에 따라 임명절차 내 다수 기관이 협력을 취하여 다원성

을 구현하거나 이사 구성에서 지역 및 전문분야를 구체적인 명시하여 이를 통한 다원적 구성이 적용되고 

있음

   - 영국 BBC의 경우, 총 14명의 이사 중 정부가 5인을 인선하고, 나머지 비상임 이사 5명과 상임 4명은 

BBC 이사회 내 이사후보지명위원회가 선출

   - 프랑스 FT, 오스트리아 ORF, 독일 ZDF 등은 정부, 국회, 분야별 전문가, 직원, 사회단체 등 임명 주체를 

다원화하여 임명

방송사 구분 임기 인원 구성 임명절차

독일

ZDF

방송 

평의회
4년 60명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

회 대표 20명

각종 사회단체 대표 40명

-각 대표는 주 간 체결한 국가협약(ZDF

협약)에서 규정

- 기존 정부, 정당대표가 31인이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부, 정당 대표

비율을 1/3이하로 축소초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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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권고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독립성으로 보고 있다. EU 권

고안은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임명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즉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개

방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삼고 지역대표, 분야별 대표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각국 상황에 따라 다수 기관이 협력을 취하여 다

원성을 구현하거나 이사 구성에 있어 지역 및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원성 구성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EU권고안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지역성의 범

위, 비율, 조직 및 단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라) 특별다수제의 문제점과 가능성

국내에서 논의된 지배구조 모델은 대체로 이사회 구성 시 여야의 이사 추천비율 7:6 방식과 

사장 선출시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NHK 특별다수제 분석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는 일본 NHK의 모델이다. 일본 NHK 경영위원회(이사회)는 12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위원(이사)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이 특별다수제를 거쳐 임명

한다. 국회 추천방식이 아니라 동의 형식이기 때문에 12명 전원이 집권당의 몫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NHK 사장 선출은 경영위원장이 주도하는데 6개월 전부터 유력인사들을 점검하고 

경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경영위원(이사)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가 구성된다.

NHK의 특별다수제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NHK 경영위

원들은 국내 KBS 이사회와 같이 정치권력과 정파가 다른 위원들의 구성이 아니라 수상이 임

명하는 이른바 동일 정치권력과 정파에서 선출되는 위원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영위

원들의 3/4의 동의 절차가 사실상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거

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위원장 주도의 비공식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수상, 총무

성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인물에 대해 경영위원회 다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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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별다수제 채택의 문제점과 가능성

- 문제점

국내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2/3 이사들의 찬성을 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상

당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모제와 면접방식으로는 특별다수제(11명의 2/3인 8명)로 사

장선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막후 협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우리 현실에 이런 방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지금 공모제는 사실상 KBS 출신들이 주로 공모하는 현실인데 KBS 

출신들은 현직시절의 정치적 경향성이 노출되어 특별다수제 방식으로서는 선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KBS 출신이 반드시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배제하는 메카

니즘도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현실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해 볼 때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이 중립적 인물의 

선발이 가능하겠는가? 또 그렇게 선출된 인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론적인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7:6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사회 7:6의 구

성은 여야 공히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강성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사회는 

사장 선출이외에도 방송법상 규정한 공적책임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7:6으

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회 내부의 추천 정당 및 정파별로 사안별로 현재보다 상호대립

이 더 격화될 소지가 크다. 셋째 현행 이사회 구성은 비상임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직장과 중대한 업무가 겹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궐석한 이사가 생기면 실제 이사회의 운

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 가능성

특별다수제를 선택하려면 공모제 방식보다는 일본 NHK 방식대로 여야 추천이사들 중 

소수의 위원(예를 들면 4인)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기간 막후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장 추천위원회 이사들은 다른 이사들로부터 의사결정과

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 추인단계에서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비밀유지, 보안유지가 철저해야 할 것이다. 지금같

이 사장 선출과정과 후보자 공개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선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출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제한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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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명-청문회 방식

특별다수제가 결렬될 경우 사장선출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지명 또는 임명하는 방식은 정치적 자유

와 독립이라는 명분에 비추어 보면 형식논리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장

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여권 입장에서 보면 KBS 이사회가 선출하는 특별다수제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친 여권 인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선출

하게 함으로써 국민 여론화와 국민적 감시를 집중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비중과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의 이미지와 평판을 겸비한 인물을 선발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지명방식은 여야 모두에게 최대한의 정치적 실익을 안겨다 줄 것이

며 실질적으로도 가장 공정한 인사의 선출이 가능한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

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과 같은 정치적 역설과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새로운 이사회 구성방식 제안

새로운 이사회 구성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여야 추천 이사비율을 7:4로 

존치하되 그 내부에서 여야 추천이사 비율 3:2로 준(準)상임이사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의 공영방송 규제기관 트러스트(최근 경영이사회로 통합)에서는 위원들이 준상임이사제

로 주 3일을 근무한다. 이사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이사의 자격기준으

로는 원칙적으로 ‘전문성’, ‘경영능력’, ‘정치적 유연성’, ‘도덕성과 품격’을 그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독립의 장이 아니라 다원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정치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과정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인물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

청자위원 수를 직능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 대폭 확대하여 그 참여의 수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바) 야권 이사의 추천인사 개입을 통한 사내 갈등의 최소화

지난 50년 가까운 한국방송공사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정부여당의 직접적 통제가 있건 없

건 집권 세력과 코드를 공유하는 인물이 KBS 사장으로 부임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사장은 자신의 철학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기 마련이다. 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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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체는 늘 KBS 전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편향적 인사와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편으로 사장의 인사에 야권 추천 이사들

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장의 주요 결정에 아무

런 사내 구성원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야권 추

천 이사들이 (이사회 전체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복수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면 사장이 그 

중 1인을 부사장 중 한 명으로 임명하는 방안(KBS 부사장은 2인 임명 가능)도 있다. 국회 모

델이다. 요는 사장의 인사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독단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정권 교체기마다 겪는 진통과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 지배구조 교체 요약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사장선임방식 개편은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 박

홍근 의원 안이 제안했던 ‘이사회 7:6 구조 개편’과 ‘특별다수제’를 수용하고 여기에 부응하여 

자유한국당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이다. 이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일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존속 발전을 위한 보장책 중 하나이

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자는 것이

다. 즉 ① 현행 이사회 구조(7:4)와 사장 선출방식을 현행 체제로 유지하되 ② 3:2 비율의 준상

임이사제를 도입하고 ③ 사장의 인사(예: 부사장)에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④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한다.

다. 공영미디어로 전환과 방송법 개정

1)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세계 공영방송사들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을 넘어서서 모바일과 인

터넷 등 신기술과 멀티플랫폼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과 중심 역할을 확보해야한다는 이른바 

공영미디어(PSM: Public Service Media)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영미디어란 공영방

송이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생매체의 개발과 육성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 강화론 및 경영확대론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는 케이블, 위성방송, IPTV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가 출현하고(멀티

플랫폼), TV수상기 이외에도 PC, 모바일,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수신방식이 개발되고(N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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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 신문, 대기업,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이 개방되고(미디어 융합), 외국사업자, 자

본, 콘텐츠의 국내시장 진입이 자유화 되고 있으며(글로벌화), 최근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방송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제 전통적인 공영방송 패러다임으로서는 공영방

송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영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적인 방송 정책목표이다.

국가정책적인 차원이나 목표라는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제･문화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자

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는 대외 홍보매체로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가 

증대되고 있다. 미디어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산업지향적인 미디어 규제완화 정

책이 필수적이지만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진전이 사실상 어렵다.

공영미디어론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대형화 및 멀티플랫폼

의 공영미디어’이다. 공영미디어란 지상파 방송만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다수의 미디어가 등

장한 현 시점에서 방송의 공적 역할은 지상파에만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공적 역할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업화로서 공영미디

어’이다. 새로운 시장과 콘텐츠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보도, 교양 중심의 공익적 서

비스만 할 수 없으며 공영미디어의 상업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상업

화 수준과 범위 및 규제당국의 승인절차는 다른 경쟁매체와 벌이는 미디어 정치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 및 창의적 콘텐츠 서비스 개발’이다. 공영방송은 속속 등장하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적극 활용하여 민영미디어가 활용하지 못하는 공적 서비스를 지속하고 확

장하여야 한다. 넷째 ‘글로벌화 매체로서 공영미디어’이다. 과거 BBC와 NHK의 책임역무 중 

하나가 교육적 역할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화 업무가 부각되고 있다.

2) 다채널･대형화 및 멀티플랫폼의 공영미디어

가) 다채널 및 대형화 전략

영국 BBC는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인 Freeview 전략으로 당초 2개 채널에서 현재는 8개 채

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종합편성 채널(NHK G)과 교육 채널(NHK Ｅテ

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본 NHK는 80년대부터 세계 최초로 위성방송사업을 실시하여 큰 성

공을 거두고 있다. 다시 말해 NHK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방송의 공적 임무와 교육기능을 강화

하는 한편으로 뉴미디어 방송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그리고 해외방송 개척의 선두주자로서 책

무를 다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기존 방송법제를 대폭 개편하여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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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대 개혁을 추진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다수 공영방송사(TF2, TF3, TF4, TF5)들을 단

일 지주회사로 통합했다. KBS의 경우 역시 다채널 운영 및 대형화의 수준과 범위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송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나) 멀티플랫폼으로서 공영미디어

KBS는 지상파방송의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1차 단계

로 인터넷 및 모바일 동영상(OTT, MCN)을 비롯해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프

랑스 공영방송처럼 게임, 가상현실, 영화제작 등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방송법

상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무조항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

근 일본은 60여년 만에 대폭적인 방송법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주파수를 할

당받은 사업자는 방송 사업이나 통신사업 구분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

파 방송사업자도 통신사업이나 멀티미디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지

상파 방송사업자가 방송 휴지(休止)시간에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임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NHK의 UHD TV는 위성 채널로 중계하고 있다. KBS도 UHD TV를 위성으로 중계하

고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BS 대 국민 서비스로 무료 와이파이 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신료 인상 카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KBS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 통신사업

자, 케이블 TV사업자,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700MHz 대역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에 진입

하거나 인터넷 동영상(OTT) 서비스 진입에 참여할 수 있다.

멀티플랫폼 서비스는 이와 같이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다양한 사업주체(대기업, 뉴미

디어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와 전략적 제휴 및 협업이 요청된다. 또한 지금의 수신료 체

계와는 달리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료 및 재정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상업화로서 공영미디어

독일은 헌법재판소 6차 방송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을 위해 출판사업을 비롯한 

모든 신기술서비스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영국 BBC는 이미 1900년대부터 칙허장과 협정서에

서 상업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공영방송은 다양한 멀티

플랫폼과 상업화 서비스를 통해 전체 방송시장에서 약 40% 시청점유율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여기서 시청점유율이란 시청자들이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약 40% 시간을 공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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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청에 할애한다는 의미이다.

KBS가 추진할 수 있는 상업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제안한 KBS 지역방송과 

케이블 TV가 상호제휴하는 지역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MCN 사

업자들은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방송규제 당국에서는 한국의 

MCN 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기대하고 있다. KBS가 MCN 포털로서 이들 프로그램의 질

적 기능 및 심의 기능을 인증해 주고 공동으로 중국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에서는 TV 가이드 등 연예 및 오락 관련 출판물들은 청소년들에게 상당

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류와 K-POP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출판물 발간을 제언한다.

라) 새로운 시장 및 콘텐츠 패러다임

영국 BBC는 디지털 전환이후 전체 8개 채널 중 3개 채널을 유아, 청소년 채널로 활용할 만

큼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히 인터넷, 모바일 등 

멀티플랫폼 법제 개편 및 정책을 통해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BBC3를 온라인 채널로 전환했다. 독일과 프랑스 또한 온라인 유아, 청소년 채널 신설 

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유아, 청소년 채널을 가장 확실하게 운영하는 공영방송은 

일본 NHK이라 할 수 있다. 일본 NHK는 2개 채널을 경영하지만 그 중 1채널이 교육방송 채

널이며 이는 사실상 유아, 청소년 채널이라 할 수 있다. KBS는 현재 KBS1의 평균 시청연령이 

50대 후반 KBS2가 50대 초반일 정도로 노인매체로 전락하고 있는 바 유아, 청소년 콘텐츠 

제작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EBS와 전략적 제휴 및 지주회사제를 통한 결

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유아, 청소년 채널을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로 신설할 필요

성이 있다. KBS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마) 글로벌화로서 공영미디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은 한류 물결을 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아프리카, 러시아 및 동유럽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흥국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산업 육성 

과정에서 민영화와 외국자본 및 외국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효와 가족애 그

리고 순정을 기본 정서로 하는 한국 드라마와 군무와 화려한 가창력으로 대변되는 K-POP은 

마케팅만 잘하면 황금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국내기업(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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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LG 전자, 현대자동차)들의 신흥국가 진출이 활발하여 이들 네트워크와 공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류 콘텐츠와 K-POP 등 예능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일본 NHK와 영국 

BBC와 같이 방송법상 글로벌화 역할와 책임을 KBS에게 부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개별 방

송사별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략적 효율성에도 적합

하지 않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 통신, 포털 등 미디

어 사업자뿐만 아니라 토종 글로벌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의 예비단계로 콘텐츠 및 플랫폼 사

업에 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라. 글로벌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구글의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은 미디어 산업에만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전 산업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4차 산업혁

명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글로벌 플랫폼의 관련성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기술의 융합이며,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이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가상현실, 빅데이터 기술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을 유도한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미완성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변화와 진행의 속도, 방향,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적 혁신’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초기단계의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국가별

로 그 정책방향이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그 개념과 정의가 다양하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

고 4차 산업혁명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개념과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①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기술의 융합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과 물리학 기술의 융합

으로는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와 3D프린팅을 들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생물학 기술

의 융합은 헬스케어, 뇌과학 분야가 될 것이다. 비유컨대 빨강, 파랑, 노랑 등 색의 3원색

으로 수많은 색깔을 창출하듯이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기술의 융합은 다양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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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4차 산업혁명 추진목표의 가장 우선순위는 제조업 분야이다. 정보통신산업 즉 디지털 기

술을 생물학, 물리학과 접목시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③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장 핵심이다. 이른바 AI first 전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

이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은 모든 산업분야의 기반기술로 부상

하고 있으며 필수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한 독일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로봇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④ 미국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기 위해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등 글로벌 메가 플랫폼(mega platform)을 통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

려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의 모바일 폰이 iOS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기와 부품

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조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듯이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구글의 빅데이

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후 부품과 기기들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국의 GAFA는 연간 매출액 최상위 기업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콘텐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영상 및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한 뒤 종국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인터넷과 통신혁명이다. 1차 인터넷 혁명이 유선통신에 기반한 

것이라면 2차 인터넷 혁명은 모바일 폰으로 대변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이며 3차 인터넷 

혁명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망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도 인터

넷과 통신이 가능한 이른바 IoT 시대이다. 

⑥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사업체를 비롯 기존 미디어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범위 및 소유규제 문제가 중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기업 간의 연대와 전략적 제휴와 기업합병이 

경쟁력의 필수요소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공영방송사들은 가상현실 및 게임 산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다수의 인공지능 

회사를 합병하고 있다.

⑦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비롯해 특히 서비

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 금융 및 회계, 국방, 언론 및 미디어 분

야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3D프린팅,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는 경제적 효율성은 지대하지만 한편으로 대량실업 사태와 노동문제, 사회적 갈등

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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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 본 4차 산업혁명을 단순화하면 독일식 인공지능 전략과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략은 미국과 독일 모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드웨어 전략이다. 문제는 미국만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 전략, 즉 소프트

웨어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구글이 유튜브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가입자를 포획한 

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다. 아마존 또한 미디

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식료품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형 백화점들이 전국 네

트워크를 배경으로 상품들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상품 만들기)까지 진출하는 

현상과 비슷하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유튜브 광고 상품을 팔고 향후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인자동차와 식료품 판매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미국식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유튜브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초토화한다면 다음 단계는 무인자동차가 될 지 식료품 분야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나 5G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체의 문

제는 미디어 플랫폼 기반이 전무하거나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유튜브와 넷

플릭스, 아마존 콘텐츠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으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산업과 

미디어 사업의 존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시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 산업을 인터넷이

라는 이유로 전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방

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사업자의 콘텐츠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유통되는 국가가 한국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사례에서 보듯 해외 OTT를 완전히 

개방하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몰락은 물론 문화 종속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폐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대응전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대응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①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제도를 도입하여 글로벌 플랫폼 매출액의 약 3%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② 망 사용료를 확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

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③ 아동과 청소년 보호, 음란물 규제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

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내용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④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인터넷 동영상

(OTT : Over the top) 규제 수준을 케이블 TV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 차원으로 강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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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⑤ 유럽에서는 미디어 사업체 간 대형 컨소시엄이 추진되고 있다. ⑥ 

영국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징수한 디지털세를 공영방송 BBC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⑦ 창작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을 다른 창작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수익 재투자 원칙).

①의 디지털세와 ②의 망사용료 증가 등은 경제규제라고 한다면 ③, ④, ⑤, ⑥은 미디어 규

제라고 하겠다. 유튜브가 한국 방송산업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사회적 영향력도 막강한데 인터

넷 매체라는 형식논리 때문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처럼 

아예 구글 서비스를 차단하는 국가도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규제의 무방비 국

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인터넷 동영상을 사회적 영향력이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유

료방송에 준하는 소유규제와 내용규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략을 비롯한 하드웨어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 진출 전략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단체와 이익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방송의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다. 국내 시

장 질서를 중심으로 짜여진 경쟁법(공정거래법)과 방송법 등은 글로벌 질서로 재편되어야 한

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디어 시장의 몰락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제조업도 공

멸할 수밖에 없다. 지금 KBS의 구조개편과 재도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로벌 

메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국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는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방송법 개정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KBS의 존속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가) 1단계 : 국가기간방송 규정 및 지배구조 개편

현행 방송법상 KBS는 공영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재난재해 방송 주무기관으

로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의 정의와 개념, 그 법적 지위

를 다음과 같이 확대 및 강화해야 그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재난 및 재해방

송 주무 언론기관(국내 신문, 지상파, 뉴미디어, 인터넷 언론 등을 총괄)의 지위 및 권한을 더

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전쟁과 통일에 대비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대표 언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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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지위, 역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진, 환경, 의료, 원전사고, 금융보안, 테러, 전

염병, 식품사고, 경제시스템 붕괴, 유괴/납치,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등 高위험사회 

증후군에 대비한 방송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대표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KBS는 국가기간방송 1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특화된 국가기간방송 채널은 국가기

간방송으로서 KBS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는 측면과 함께 현실적으로 채널의 경쟁력을 확

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KBS 국가기간방송본부 신설도 제안한다. 국가기간방송 규

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지배구조 교체를 명확히 하고 수신료 제도에 대한 방송법 규정(수신

료산정위원회, 물가연동제, 다양한 단말기 부착)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2단계 : 공영미디어법 제정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하고 공영미디어로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즉 글로벌화, 상업화, 멀티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체계를 넘어

서는 파격적인 미디어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국 미디어 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민간미디어와 KBS의 공생과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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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기술･뉴미디어 부문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KBS 조직개편

가. 2018년 경영목표 설정

1)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

지상파 방송이 운영되고 규율되는 기축원리는 전파의 특성으로부터 나왔으며 지금도 다르

지는 않다. 지상파 방송은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단방향으로 광범위하게 공급하는 것에 최

적화된 시스템으로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높다. 아날로그에서, HD로, 그리고 UHD로 이어진 

방송기술의 진화는 화면의 정세도 관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양식

을 창출하는데도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지상파 방송의 기술 환경은 4차산업혁명 또

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으로 불리는 커뮤니케이션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전파와 같은 공급중심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초연결, 지능화,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산업영역이자 기술영역이

었던 방송이 디지털기술에 융합된 요소기술로 재편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환경은 IP네트워크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플랫폼으로 그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은 실시간에서 비실시간으로, 단일 매체 수용에서 다중매체 수용으로, 그리고 패키지

형 방송프로그램에서 해체되고 분할된 콘텐츠로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산업에서 ‘기술’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를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치가 교환되는 다면 네트워크 시장인 디지

털플랫폼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파에 기반을 둔 방송은 정수장을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스템

과 유사한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가치사슬구조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제한적인 양면시장(광고와 수용자 주목의 교환)만을 형성한다. 그러나 디지털플랫

폼은 마치 장터처럼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 즉,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가 형성된 것이다. 플랫폼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

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이용자시장, 광고주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또는 디지털화를 뜻한다. 즉,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에 중점을 둔 기업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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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콘텐츠 시장, 서비스용역시장 등)들이 상호호환을 위해 연결과 확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

문이다. 새로운 연결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지상파방송이 기술의 개념을 보다 확장적

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콘텐츠의 생

산, 유통, 소비, 그리고 2차적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KBS가 구현해야할 도구로서 기술과 그것을 통해 달성되는 공영방송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결

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2018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N스크린 

수용 환경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던 중요성이 모바일기기로 이

동하고 있다.

[그림 2-1] 이용하는 매체현황

※출처 : 닐슨 코리아 (2018). <2019 닐슨코리아 미디어리서치 리포트>. 7쪽.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 우리 국민들 가운데 텔레비전, PC, 모바일기기를 모두 이용

하는 사람의 비중은 64.1%이며, 텔레비전과 모바일기기 두 가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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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없이 PC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6.7%, 텔레비전만 이용하는 사람은 6.0% 

였고, 모바일기기만 이용하는 사람은 1.3%로 추정되었다(닐슨코리아, 2018). 이러한 수치는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가 텔레비전 이외 모바일 기기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N스크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C이용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

데, 모바일이 N스크린 조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모바일기기와 텔레비전

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세대별로 N스크린 조합비중이 다르게 추정되었다. 모바

일기기 약진은 오랫동안 재택공간에서 지배적인 매체로 자리 잡아 온 텔레비전의 지위를 위

협하고 있다.

(N=7,234명, 단위 : %)

[그림 2-2] 연령대별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 인식 정도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80쪽.

<2018년 방송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체는 스마

트폰(57.2%), TV(37.3%), PC/노트북(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TV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어릴 수도 더 크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만 텔레비전이 

스마트폰보다 더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했다. 이처럼, N스크린 환경에서 텔레비전의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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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은 노령계층으로 제한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와 분리되어 광고주로부터 소구력을 잃

고 있다. 둘째는 전파에서 스트리밍서비스로 콘텐츠 소비경로가 변화하는 가운데, OTT(Over 

the Top)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약진하면서 실시간 기반의 지상파방송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를 주 

1일 이상 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37.9%로 나타났다. 평소 시청 경험이 있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로는 유튜브가 38.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11.5%), 네이버TV(7.1%), 아프리카TV(3.8%), pooq(2.5%) 순서로 나타났다.

(N=7,234명, 단위 : %)

[그림 2-3] OTT서비스 이용률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113쪽.

유튜브의 약진은 다른 OTT서비스와 비교해서 두드러진다. 2018년 10월 순이용자가 2천5백

4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도달률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이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시청한 총 이용시간은 2천6백6십억 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닐슨코리아, 2018). 특히, 유튜브는 다른 서비스보다 높은 재방문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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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유튜브 이용률

※ 출처 : 닐슨 코리아 (2018). <2019 닐슨코리아 미디어리서치 리포트>. 11쪽.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시장에서 유튜브가 1,169억 원(40.7%), 페이스북이 930억 원(32.4%)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은 73.1%에 달한다. 또한, 2018년 3월 와이즈

넷 발표 기준으로 한국인들의 유튜브 이용시간은 257억 분으로 카카오톡(179억 분), 네이버

(126억 분), 페이스북(42억)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셋째는 OTT서비스의 확대로 콘텐츠 소비

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영국 BBC의 경우(2018.4, BBC ANNUAL PLAN 2018/19)에 따르면 

영국의 16∼34세 연령대는 BBC와 영국의 또 다른 방송사인 ITV, 넷플릭스를 각각 1주일에 

2시간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24세 청년층은 BBC의 여러 TV 채널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넷플릭스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국 

어린이 85%가 유튜브를 통해 VOD콘텐츠를 소비했고, 약 50%가 넷플릭스를 통해 이용한 반

면, BBC의 iPlayer의 이용률은 29%에 불과했다. 라디오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급격히 이

용량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34세 수용자의 경우, BBC 전체 라디오 서비스 이용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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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평균 4시간 30분인 반면, 스트리밍 뮤직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에서는 보다 

많은 5시간을 소비했다. 이용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 고품질 콘텐츠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개인미디어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

팅 기업 PwC는 연간보고서 “Media and Entertainment Outlook 2016”에서 조만간 1인 미

디어 광고매출이 기존 텔레비전 방송사의 광고매출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

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 TV 광고매출은 약 1.6% 증가해 7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1인 미디어 광고매출은 약 2.6% 증가하여 30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Pwc, 2016). 넷째는 지상파방송에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이 모든 미디어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한 인공지능

기술은 방송편집 자동화기술을 포함해서 제작부터 송출, 그리고 수용자 반응까지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방송이 활용하는 자료는 신디케이션 자료로 제공되는 시청

률 데이터나 제한적인 마케팅 자료, 그리고 부정확한 온라인 버즈데이터 정도이다. 다양한 플

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 내부와 외부데이터에 대

한 데이터경영기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인력이 확보되지 않

고 있어 지상파방송이 원천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 다섯째는 지상파방송의 주요한 기술수단

인 전파를 활용하는 데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전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

적이 못하다. 지상파방송의 UHD전환은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

을 갖지만, 한국의 특수한 방송산업환경에 의해 투자비용 대비해서 성과를 얻는데 제약이 많

다.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율과 높은 유료방송가입률, 그리고 높은 N스크린 이용률은 지상파

의 UHD방송의 효과를 낮춘다. 또한, 현재의 방송광고단가는 시간대별로 구획되어 있을 뿐 

UHD와 같이 정세도가 높다는 점이 광고매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방송주파수 

활용에 대한 정부의 높은 수준의 규제는 지상파방송의 창의적 서비스 진화를 제약시키고 있

다. 지상파방송다채널서비스(MMS)의 허가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접산업

영역의 견제와 규제에 의해 전파자원의 활용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 콘텐츠 시청방식에

서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개인중심의 시청형태 변화가 눈에 띄며 한

류 콘텐츠 및 K-POP의 관심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플랫폼 환경은 모바일이 

대세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상파를 포함 매체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급성장은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VOD 시청층 증가로 인해 실시간 광고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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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디어복합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증가세와 거대 대자

본의 대형 제작스튜디오 출현은 KBS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성과

현재 세계 OTT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억 달러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27%씩 성정하여 약 1,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CG, 2018). OTT와 같은 스

마트플랫폼은 지상파방송의 중심 플랫폼의 하나로 텔레비전을 보완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

영목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18년 경영목표는 푹(pooq)2) 유료가입자 100만 명 달성이었다. 2018년 경영목표 설정 

당시 선언적인 목표였던 푹 유료가입자 100만 명 달성은 해외 OTT(넷플릭스, 유튜브) 국내 

시장 침투 등의 사유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당초 푹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배

타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플랫폼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참여자의 수, 거래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 참여도구와 규칙 등을 통한 기회

요소의 크기 등인데, 지상파콘텐츠에 한정되는 서비스제공범위가 이용자의 선택범위를 줄이

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장하는데에도 어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푹은 국

내 유일의 흑자 OTT로서 2018년 말 기준 총가입자 383만 명, 매출 651억 원을 달성하였으

며, 특히 사업의 근간인 유료가입자가 전년 63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표 2-1] 유료 가입자 및 매출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유료 가입자 수 52.9만 62.5만 68.6만

푹 전체 매출 394억 551억 651억

KBS미디어 매출 55.8억 69.4억 66.2억

또한,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제고 부문은 2018년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서비

2) 푹(pooq)은 2012년 KBS, SBS, MBC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다. 월정액으로 실시간

방송 및 다시보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252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스와 경쟁이 가속화되었으며, 글로벌 OTT 서비스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공략으로 국내 OTT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로 과거 국내 OTT 시장은 통신사 vs 지상파 경쟁이었

다면 지금은 국내 OTT vs 해외 OTT간의 경쟁 관계로 변화하였다. 푹을 운영하는 지상파3사

는 생존 방안 마련을 위해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 출자해 ‘푹’ 서비스를 운영하는 콘텐츠연합

플랫폼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사업 조직을 통합해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이

는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대

응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외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확보된 재원을 명품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우선 활용되어,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와 활발한 제휴 협력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년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해 지상파 3사가 KCP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드라마

와 예능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인 ‘KOCOWA’(Korea Content 

Wave)를 런칭해서, 미주지역(북미, 중미, 남미)에서 서비스 중이다. 2017년 7월 17일에 미주

지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인 2018년 12월말 현재 총 가입자 74만 명, 유

료가입자 12만 명까지 늘렸고 미국 최대 유료방송사인 컴캐스트와의 제휴하는 등 시장 안착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개척이 OTT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

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플랫폼경제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KOCOWA가 

제휴 등을 통한 콘텐츠 확장이나 OTT서비스간 전략적 제휴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래사업본부에서 추진한 2018년 핵심사업인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제고”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내용으로는 모바일 오디오 콘텐

츠 유통 다각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전략의 수립 및 시행, KBS 모

바일 플랫폼 콩의 차별화 전략 모색, 외부 플랫폼의 오디오 콘텐츠 유통 확대 추진 및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과 

웹 드라마와 웹 예능 등 스낵 콘텐츠의 심층 분석 및 기획, 제작 등에 대하여 노력하였다.

KBS가 제시한 사업계획들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방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

법과 실행성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KBS의 뉴미디어 전략은 거시적 

방향성 측면에서는 목표가 개념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지만 실천의 영역에서는 취약함을 보인

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관련 전문가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지상파방송과 다르게 완전경쟁에 가까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실패에 

대한 책임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혁신실험이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KBS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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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실험의 성공여부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도전적인 조직문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UHD 방송 시설 구축

UHD 의무편성 비율 준수를 위한 UHD 방송 시설 구축은 UHD방송 허가조건에 따라 UHD 

의무편성 비율인 2018년 10%, 2019년 15%를 충족하기 위해 ‘본사 UHD부조정실 구축 사업’

을 통해 TS-2, TS-12시설을 UHD 방송 제작 가능한 부조정실 및 스튜디오로 구축하였다. 

UHD 부조정실 및 스튜디오 시설 구축 이후 2018년 7월부터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

요’ 등의 데일리 프로그램을 UHD로 제작하여 송출함으로써 UHD 의무편성 비율 준수와 함께 

UHD 방송선도를 통한 UHD 방송 기반 강화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UHD 방송망 확장부문은 UHD 방송정책에 따른 수도권 UHD 송신커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4개 시설(계양, 백련, 불광, 장위)을 대상으로 UHD 송신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까지 UHD송신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수도권 음영지역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 UHD방송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KBS UHD방송정

책안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권까지 UHD 송신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송신망 구

축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방송보조국(TVR) 또한 면밀한 수신환경 조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전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 플랫폼 선택과 집중을 위한 효율화

라디오 청취자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중파 매체를 대상으로 효율

화를 추진하여, 인근지역 표준 FM과 방송구역이 중복되는 AM중계소 2개소(영동, 삼척)를 폐

소하였다. 해당시설은 청취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 FMR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한

편, 2017년 3월 지반침하로 현재까지 운용휴지 중에 있는 울릉AM중계소를 방송통신위원회

와 협의하여 폐소 확정하고 경영회의를 통해 폐소를 의결하는 등 플랫폼의 선택과 집중을 통

한 운용시설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플랫폼은 KBS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폐소를 추진함

에 있어서 다양한 활용도를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18년도 KBS 기술･뉴미디어 부문의 ‘스마

트 플랫폼 강화 제고’, ‘지상파 서비스 운용 효율화’, ‘UHD 방송 기반 강화’와 같은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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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의 방향성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KBS 조직개편 관련

2016년 5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인프라투자국은 제작･송출 부문의 투자를 총괄 검

토, 조정하고 관련 인프라의 구축･운용･유지보수 및 배정, 외부임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

었다. 전사적인 전략 수립 조직에서 마련한 KBS의 정책을 기반으로 제작･송출 부문의 투자 

사업을 신속히 총괄 조정･시행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리소스 배정업무에 투

자사업 시행 내역을 손쉽게 확인,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KBS의 정책 및 전략수립 부서와 

역할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추진 도중에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느 부서에 현안사항의 해결을 요청할 지가 명확하다는 것도 조직개편 이전에 비해 장점이

었다. 또한, 방송기술의 직무세분화(제작기술, 송신기술)로 각각의 전문성 강화되었으며, 관련

부서가 모두 센터 하부조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었다. 반면에 

업무 프로세스가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용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겠지만, 정책결정이 늦어질 경우 인프라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 발생의 원

인이 되었다. 특히, 전략/정책 담당 부서, 총괄조정 및 사업시행 담당 부서, 운용 담당 부서 

등으로 조직이 세분화됨에 따라 현안사항 발생 시 내용 파악,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노력과 절

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조직의 업무범위가 제작현

업과 지상파영역으로 축소됨에 따라 방통융합에 따른 총괄 매체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존재하

였고, 각 단계별 제어권한이 모호한 상황임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가 부재하여, 유관부서 업무조정 한계가 있었다. 본사, 지역 간 인력순환 및 정년퇴직에 의한 

대규모 인력감소에 따라 장기적이고 효율적 인력운영 계획 수립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 2018

년 하반기에 기술기획부가 생성되었지만, 송신기획, 인프라기획 기능은 각각 네트워크센터, 

미래사업본부에 분산 배치되어, 초기 분장업무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작기술본부가 기술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업부서로만 이루어져 있어 기

능에 한계가 있었다. 기술본부는 본사와 지역, 제작과 송신을 총괄하여 관장해야 하나 주요 

기능이 현업부서 외 타 본부, 센터로 분산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업무 추진에 혼선이 발생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에 인프라기획, 송신기획, 기술기획 업무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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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플랫폼 강화

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확대

1) KBS 주요 디지털서비스 개선

KBS는 2016년 말부터 디지털 모바일 전략 수립에 따른 6대 키워드인 UI/UX, 검색, 추천, 

클라우드, 인터랙티브, 빅데이터를 선정함에 따라 모바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KBS 주요 

디지털서비스인 홈페이지, my K, 콩, 뉴스 앱에 통합 UI/UX 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

다. my K는 2018년에 대형이벤트 기간에 증가 (2월 : 평창 올림픽, 6월 : 러시아 월드컵)하여 

지상파 중에서 1위를 하였다. 이 기간 중에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my K도 10월 말부터 

온에어 화질 500k →1M로 상향)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명)

[그림 2-5] 2018년 my K 순 방문자 수

출처 : 2018년 KBS모바일 앱 이용통계분석(KBS 디지털서비스국)

노후화된 KBS 홈페이지 및 디지털서비스(my K, 콩, 뉴스 앱)에 통일된 최신 UI/UX를 적용

하여 KBS 디지털서비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고, 사용자 서비스 이용경험을 향상시키는 효

과를 가져왔다. KBS의 뉴스 앱은 전 부문에서 하락 없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0대

에서는 JTBC 추월하여 순 설치자 수 2배, 순 방문자 수는 3배로 높다. JTBC는 뚜렷한 하락세

보이고 있다. JTBC는 순 방문자수 62% 감소, 총 이용시간 33% 감소, 순 설치자수 23% 감소

하였다. 모든 뉴스 앱에서 남성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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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그림 2-6] 2018년 KBS의 뉴스 앱 순 방문자 수

출처 : 2018년 KBS모바일 앱 이용통계분석(KBS 디지털서비스국)

KBS의 콩은 8월 대개편 및 집중 이벤트로 SBS 고릴라와의 차이를 크게 좁혔으며, 이후 추

세 유지 중이다. 연초대비 방문자 수 증감을 비교해 보면 KBS 콩 +9.5% / MBC 미니 +14% 

/ SBS 고릴라 +4.5%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그림 2-7] 2018년 KONG 순 방문자 수

출처 : 2018년 KBS모바일 앱 이용통계분석(KBS 디지털서비스국)

또한, KBS 라디오 플랫폼인 콩(KONG)서비스의 음질 개선작업 시행하였다. 인터넷 라디오

의 채널 간, 프로그램간 오디오 레벨 차이가 크고 타사 대비 Loudness가 작다는 청취자들의 

불만에 따라 Audio Processor 장비를 도입하여 오디오 레벨을 균일화하고 라디오 음향의 품

질을 향상시켜 KBS 라디오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립 앱(특정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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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하는 앱)의 설치 및 이용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KBS 독립 앱(my K, 콩, 뉴스 앱)들의 

순이용자 증가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KBS 독립 앱 이용 층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도 

약점이 될 수 있다. 물론, KBS가 경쟁방송사와 비교해서 보다 많은 채널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이용자 수도 많다는 점 등은 장점이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활성화시키는 앱의 수가 10여개로 제한된다는 레퍼토리 이론에 입각해 보면, 분리

되어 운영되는 앱을 통합하고 다른 플랫폼 및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서비스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KBS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IDC의 하드웨어 장비의 약 70%가 5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성

능저하 및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이슈에 대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와 감소에 적시 대

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사업을 진행하였다. 클라우드 

인프라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시스템 전환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고정 자본지

출 구조(IDC 인프라)에서 사용량에 따른 비용지출 구조(클라우드 인프라) 변경으로 효과적 비

용투자가 가능하며, 대용량 트래픽 발생 시 신속한 인프라 증설로 즉시 대응 가능하게 되었다. 

KBS의 이런 결정은 BBC가 2017년에 상호작용 서비스인 레드버튼(Red Button)을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BBC는 아마존의 AWS를 계약하면서, 그 

구성요소인 EC2(Elastic Compute Cloud), EFS, SNS, SQS, Kinesis 등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특히 아마존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차별적인 요

소이기도 하다. KBS도 공개입찰을 통해 아마존의 AWS와 계약했는데, 비용대비 이용 가능한 

기능을 고려할 때 아마존을 선택한 것은 적합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데이

터 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과 법률에 위임된 공영방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

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마존의 AWS는 활용도가 높은 인프라로, 최신 기술(빅데이터, IoT, AI 등) 도입이 용이하

므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서비스(자사 또는 외부 플랫폼) 연계 및 신규 서비스 구축

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KBS에 클라우드 운영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전략과 로드

맵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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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확대

콘텐츠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하는 일환뿐만 아니라 한류확산 및 현지화를 위해 <KBS 월

드>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뮤직뱅크 스핀오프인 <출근길 Live＞와 팬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아이돌 직캠>, 가수별 <Mix 스테이지> 등 글로벌 K-Pop팬을 위한 스페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SNS 라이브 기능을 활용하여 태국현지 K콘텐츠 엑스포와 현지에서 K-Pop

스타 팬미팅을 SNS LIVE로 송출하였다. KBS월드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글로벌 한류퀴즈쇼

<퀴즈온코리아>와 <창원 K-Pop페스티벌>, 그리고 2018 KBS 가요대축제 등을 국내방영과 동

시에 전 세계로 SNS LIVE로 제공, 한류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KBS는 앞으로도 SNS 맞춤

형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구독자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2-2] 2018년 KBS World 유튜브 현황

구 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비 고

구독자 8,557,505명 +72.3% 2017년 4,967,921명

시청시간 17,870,477,938분 +42.9%
2018 KBS가요대축제 Live > 2017 KBS드라마스

페셜-우리가계절이라면 > 연애의발견 EP.2 순

평균시청시간 7분45초 +0.4% -

그렇지만 KBS월드사업부는 별도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예산이 없어 사내 마케팅부서나 보

도국 등이 기제작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사용 중이다. 그마저도 저작권 관계나 홀드백 등으

로 인하여 송출이 불가능하거나 네이버 등 타 플랫폼보다 늦게 송출 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BS월드 유튜브 운영을 위해 안정적 한류 콘텐츠 조달을 위한 전사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 크로스미디어 서비스

KBS는 모바일 서비스와 포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에게 

서비스하였다. 지상파 TV와 모바일 시청자를 연계한 콘텐츠인 “덕화 TV”는 배우 이덕화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룬 예능 콘텐츠이다. 또한, 취향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프랑스를 여행하며 

슬로우 미식 여행을 제시하는 “파리로 가는 길”(2부작)은 모바일에서 선 제작 유통하고, TV 

지상파 정규 예능 프로그램으로 동시 편성함으로써, TV와 모바일 크로스 콘텐츠 제작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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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텐츠이다. 또한,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을 소셜 라이브로 TV방송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학, 질환 정보를 방송하였으며, TV 저널리즘 토크쇼와 연계한 모바일 토크쇼인 “저널

리즘 토크쇼 J라이브”를 방송하였다. 한편으로 기존에 제작했던 개그콘서트, 유머1번지, 폭소

클럽 등의 구작을 코너 별로 재구성한 “크큭티비”와 80년대, 90년대 가요 프로그램을 재구성

한 “AGAIN 가요톱10”을 서비스하였다. 또한, 역사, 건강, 여행, 뉴스 등 장르별 특화 콘텐츠

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는데, 건강프로그램으로 출산 전 후 임산부들을 위한 홈 트레이닝 내용

인 “맘스홈트”와 파리여행기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작한 “파리로 가는 길”,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현재 시점으로 부활 프로젝트인 “ 역덕이슈 오늘” 및 한국사에 관한 영상 자료 교육 

콘텐츠인 “영상 한국사”, 최근 30년간의 현대사의 순간들을 KBS뉴스 콘텐츠로 재구성한 “뉴

스9로 보는 오늘의 역사”, 시청자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 취재, 개선점을 제보하는 “디지털 시

청자칼럼” 등을 재구성하여 방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서비스가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크로스미디어 전략이 보편화되기 위

해서는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와 데이터분석이 제공되는 자료기반 의사결정구조, 연락병 데스

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연결자 등 조직 환경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뉴스재난 웹 서비스 확대

재난포털 웹페이지의 사용자 편의성 및 안정성 개선하기 위하여 웹페이지의 상단 GNB3) 메

뉴 등 사용자 UI/UX 디자인을 개편하였다. 또한, 실시간 대기 정보에 초미세먼지(pm2.5)탭 

신설과 한반도 미세먼지 예측 이미지와 동아시아 미세먼지 예측 이미지 서비스 추가 등으로 

재난포털 정보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역

할을 고려할 때, 재난정보에 대한 웹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재난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재난 발생 후 전개되는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주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예측형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오픈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

KBS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창작자들이 

3) GNB(Global Navigation Bar)는 사이트 최상위 전체 공통네비게이션으로 메인메뉴는 물론 전체 세부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공통메뉴 

바를 의미한다.



260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KBS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2차 창작물을 제작, 공익적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KBS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공개 1단계 프로젝트인 “대한민

국 100년”을 1차로 10팀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 방송IP(Intellectual Property) 활용 

멀티유즈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 10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참

여하였다. 2019년 3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KBS 아카이브에 보유 중인 KBS 역사 관련 IP

를 젊은 창작자들에게 개방하고, 향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 가공된 영상 콘텐츠를 KBS 오

픈 채널(KBS홈페이지, my K, 유튜브 전용채널 등)을 통해 업로드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예

정이다. 1단계 프로젝트는 2019년 완료될 예정이고, 추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외부 협력을 통

한 후속 2∼3단계의 아카이브 콘텐츠 개방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KBS는 2017∼2018년에 걸쳐 아카이빙 완료된 방송 테이프 약 38만개 및 저작권 확

보된 KBS 방송프로그램 영상파일 약 7만 6천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동안 비

디오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화가 완료되어 직접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나, 향후 파일의 

유실 가능성 및 테이프 자체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감안하여 자료동 등에 보관 중인 자료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송 테이프 보존 및 KBS 보유 아카이브 콘텐츠의 대외 개방 및 활용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화가 완료된 KBS 

아카이브 방송 프로그램 테이프 및 영상 파일을 기증하는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계획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관된 방송 테이프 및 영상 파일

의 이용 현황 관리 및 2년 주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보유 콘텐츠의 추가 기증에 대

한 후속 협의를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가. UHD 본 방송 시스템 구축

1) UHD 제작시스템 구축

UHD 제작･송출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투자국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본사 UHD부조정실 구축 사업’ 시행을 통해 UHD 방송 제작의 기반 시설인 부조정실과 스튜

디오를 구축하였다. 이에 고화질 UHD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료 보편적 서비

스를 강화하고 공적책무를 실행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또한, IP기반의 UHD시스템 도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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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속, 발전 가능한 IP방송제작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UHD 편성비율 증가에 대비, 복수의 스튜디오를 제

어하는 멀티 부조정실 콘셉트를 적용, TS-2와 TS-12를 UHD 부조정실로 구축하여 TS-1, 3, 

13의 리소스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대규모 구축 사업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표 2-3] UHD 생방시스템 구축 일정

일 자 내 용

2017.06.26. UHD부조정실 시스템 구축 방식 최종 결정 회의

2017.07.27.

∼08.02.
IP기반 UHD부조정실 기능 및 성능 평가

2017.09.08. 본사 UHD부조정실 구축 사업」시행(문서)

2017.11.08.

∼2018.03.27.
시스템 안정화 및 사전 제작 시뮬레이션 실시

2018.07.02 1TV ‘아침마당’ 첫 생방 제작/송출

2018.07.03.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생방 제작/송출

세계 최초로 UHD IP기반의 풀파일 워크플로우를 적용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한 효율적 리

소스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도입,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존 시설 UHD 전환에 따른 부조정실 및 기계실 등의 공간 부

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IP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7년까지 UHD 전환 완료를 목표로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2) UHD 송출 시스템 구축

UHD 주조에서 전송되는 베이스밴드 및 IP 신호를 5대 광역시권(부산총국, 대구총국, 광주

총국, 대전총국, 울산국)의 UHD 방송신호의 안정적인 분배를 위하여 네트워크 스위치 및 

Quad 3G-SDI 분배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UHD 부조의 방송신호를 TV 

CDR(TV Central Distribution Room)을 거쳐 UHD 주조의 마스터 스위처와 APC를 연동함

으로써 UHD 생방 송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를 하였다. 광역권 UHD방송을 위해 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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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송출시스템을 보강하여 UHD방송서비스 권역을 확장하고 시청자들에게 무료 보편적 초

고화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UHD 편성비율을 고려한 최소의 비용 투자를 통하여 IP신호 전

송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축하고 UHD 방송신호를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기

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러시아 월드컵 주관방송사(HBS)에서 전 경기를 UHD로 제작하고, 

HDR영상 기술을 적용하고 방송3사가 UHD 피드를 전송받아 중계방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하

였다. 대형이벤트에서 채널경쟁력 확보와 UHD HDR 신규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관련 장비 

업그레이드 및 APC 적격화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HDR 송출운행적용을 하였다. HDR 라인 

모니터 및 ON-AIR 모니터 도입으로 HDR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월드컵을 주요 라

이브 방송이 HDR영상으로 안정적인 송출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적

인 대형이벤트에서 주요 콘텐츠 영상 품질 제고를 통해 KBS채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였다. UHD HDR기술이 적용된 영상을 실시간 중계방송하여 시청자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또

한,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도 다양한 장르에서 UHD 실감 콘텐츠를 제작, 방송해 시청자의 

UHD 방송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HDR 방송미디어 장비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UHD 주조로부터 UHD 송출파일(사전제작물)을 비디오아

카이브 등 사내 시스템으로 분배하도록 콘텐츠분배시스템(CTS) 기능개선을 하였다. 이를 통

해서 비디오아카이브로의 기존 수동 이관 프로세스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 방식으로 개

선하여 콘텐츠 이관이 신속해지고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UHD / DTV 종합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UHD / DTV 동시방송에 따른 송출매체의 종합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로 송신시설 

운용 안정화 및 방송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시스템은 UHD 입력신호용 IP 디코더, 

ATSC3.0 RF Demodulator, 멀티뷰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매체별 입출력 신호 일괄감

시를 통한 직관적인 상태파악 및 신뢰도 향상하였으며, 감시 기능 다양화로 방송장애 판단의 

정확성 확보 및 방송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멀티뷰어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화로 유

지보수 편리 및 시스템 확장성, 공간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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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그림 2-8] 종합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전, 후 비교

기존에는 연주소 송출센터에서 단순하게 On-Air 화면만 모니터링 하였으나, 종합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송신소의 송신기 입･출력 신호의 상태를 한눈에 일괄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고 주요 기기특성까지 확인 할 수 있어서, 방송사고 예방 및 조기 신속조치가 가능해 졌다. 

개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신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으로 기존 아날로그 신호 기반 모니터에서 디지

털 신호(HD-SDI) 기반의 모니터로 개선하여 고화질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감

시가 가능하고, 멀티뷰어 기반 UHD/DTV/DMB의 입출력 신호를 2개의 모니터(55“)로 

감시가 가능해졌다.

② 감시 기능을 다양화하였다. 기존에 단순히 화면만으로 비디오, 오디오 신호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상황에 대한 알람기능을 추가하여 비디오/오디오 신호이상 시 송출센터 

알람발생 및 로그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송출센터에 송･중계소 멀티뷰어 화면을 자영M/W를 통해 전송하여 송출센터 멀티뷰어 

감시화면 재구성 가능 및 이상상황 시 송출센터 동시 자동 알람발생 및 로그 기록을 지

원하였다.

④ 소프트웨어 기반 종합품질관리 시스템 1개소를 시범 구축(대상소 :괘방)하여 소프트웨어

로 MCU(Master Control Unit, 송신기 주 제어장치)의 송신기 정보를 획득하고 도식화

된 신호계통도를 멀티뷰어에 입력하여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송신기 등 신호계통을 직관

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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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괘방산 S/W기반 시스템 구축 사진

4) 평창 동계올림픽 UHD 방송 실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선명한 UHD화질로 방송할 수 있도록 TS-6 부조정실을 활용

하여 UHD 중계시설을 구축, 운용하였다. UHD로 제작된 종목의 국제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HD로 제작된 종목의 국제신호는 수신 후 업스케일링을 통해 UHD로 신

호를 변환한 다음 송출함으로써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구축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UHD중계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여 시청자들이 초고화질로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을 UHD로 제작(UHD : 스테레오 오디오, HD : 5.1CH 오디오)하여 시

청자들에게 초고화질의 올림픽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방송용 전용회선 구성을 추진하여 SBS와 합동으로 통신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

는 등 최적의 업체가 안정적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평창지역 UHD방송

을 위한 강릉국과 대관령TVR 구간의 전용회선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동계올림픽 방송을 

고품질의 UHD방송으로 시청자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UHD 송출기반 기술구축

UHD 송출 기반 기술 구축을 위해 UHD 표준 개정 내용 추적 및 장애 상황에 대한 원인 

발굴과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BS1 UHD는 고정수신과 이동수신을 한 

번에 지원하는 단일PLP 방식, KBS2 UHD는 고정수신용 채널과 이동수신용 채널을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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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수PLP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UHD 방송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송3사 공동 

수도권 필드테스트를 통해 전송 파라미터 최적화를 실시하여, 기 구축된 송신망에서 최적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하였고, 표준 개정 사항에 대해 테스트베드 사전 검증 후 본방송 시스

템에 적용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적극 해결하여 전국 

UHD 방송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전국 UHD-SFN 현안을 총괄하는 팀을 부서 내 신설하여 

UHD 방송 초기 현안해결 및 안정화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UHD 방송 표준 기술기반 구축

미래기술연구소는 UHD추진단 등 UHD 정책 부서의 정책에 따라 UHD 방송표준 제･개정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UHD 본방송의 기술 표준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본방송 이후에도 재난방

송, UHD 모바일방송 등의 표준 및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 작업에 꾸준히 참석하여 UHD 플랫

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UHD 표준화 작업에 이어 표준기술 검증

을 위해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의 송출/시스템&코덱/콘텐츠보호 실무반(WG : Working 

Group) 활동에 참여하여 UHD 송수신 정합을 주도함으로써 본방송을 위한 기술검증을 수행하

였으며 다양한 방송기술 이슈에 대한 R&D 차원의 기술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기술연구

소는 대외 표준화 작업과 병행하여 사내의 다양한 기술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내 

디지털제작 분과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UHD 본방송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

관부서 회의체도 총괄 운영하고 있다. UHD 지상파 본방송의 대중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17~2018 2년간 KBS 미래기술연구소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연합하여 국가로부터 총

액 6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UHD 홈포털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인 pooq을 TV수상기에 IBB(UHD 양방향 서비스 표준) 기반으로 구현했고 본 국

책 연구에서 연구된 기반기술 일부가 상용 TIVIVA 서비스에 적용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서비스된 연구 개발 결과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NAB 전미 방송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에서 전시하여 대한민국 UHD기술발전 현황을 전 세계에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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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파 모바일 서비스 추진

1) UHD 모바일 시범서비스 사업

현재 지상파 모바일 방송은 DMB와 FM 위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은 실험방송과 방통위 허가를 거친 후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상파UHD 모바일방송은 듀

얼PLP(허가 필요), 싱글PLP(허가 불필요) 등의 파라미터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듀얼PLP 방식

의 경우 방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험방송을 통해 기술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평

창 동계 올림픽에서 UHD 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통하여 UHD 채널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적

인 행사에서 UHD 방송기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ATSC 3.0 수신이 가능한 TV 및 모바일 장비 등에서 선명한 고화질 영상을 시청이 가능하도

록 UHD 모바일 시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2-4] UHD 모바일 서비스 파라미터

제

원

온에어 채널 KBS1(52) KBS2(56) MBC(55) SBS(53)

운용 송신소 관악, 남산, 광교산 + 용문산 + 목동

서비스 싱글PLP
UHD

모바일(HD)

UHD

모바일(HD)

UHD

모바일(HD)

제어

정보

FFT Size 8K 8K 8K 8K

Preamble Pilot 4_1 4_1 4_1 4_1

L1-Basec/Detail FEC Mode 1/1 Mode 1/1 Mode 1/1 Mode 1/1

U

H

D

모

바

일

FFT 8K 8K 8K 8K

Guard Interval GI6_1536 GI6_1536 GI6_1536 GI6_1536

Pilot Pattern 4_2 4_2 4_2 4_2

Pilot Boost 1 1 1 1

Modulation 64-QAM 16-QAM 16-QAM 16-QAM

Code rate 7/15 7/15 8/15 7/15

FEC Type BCH + 64K-LDPC BCH + 16K-LDPC BCH + 16K-LDPC BCH + 16K-LDPC

Time Interleaving CTI CTI CTI CTI

CTI Depth 1024 1024 1024 1024

전송용량[Mbps] 11.589 2.43 2.55 2.33

ToV SNR[dB]@Rayleigh 11.10 7.21 8.63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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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신규 서비스인 모바일 방송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모바일을 통한 UHD 수신이 가능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플랫폼 형태로 고품

질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100km/h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영상 재

생이 가능하며, 현재 UHD주파수와 송출, 송신장비를 공유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적인 대규모 

예산 없이 UHD 수신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2018년에 실시한 UHD모바일 실험방송은 

7∼9월 약 3개월(시스템 구축 7∼8월, 필드테스트 9월) 진행되었으며, KBS, MBC, SBS,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LG전자, UHD코리아, ㈜ARGUS등의 사업자가 참여하였다. 실험방송

에서 KBS1은 싱글PLP 형식으로, KBS2, MBC 및 SBS는 모바일HD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러시

아 월드컵 및 PBI(세계공영방송 총회) 기간 중 지상파 UHD모바일 방송 시연 목적의 실험방송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였다. 또한, UHD모바일은 재난재해방송 매체로서의 역할 및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2) DMB 서비스 강화

2018년 8월부터 DMB 교통정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데이터 전송 

대역폭 확대, 데이터송출주기 및 전송효율을 개선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DMB 재

난방송기능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재난방송 로그 분석, 긴급재난경보 및 특수재난정보 메시

지 내역 검토 등 송신 장비 및 송신네트워크 현황을 점검하였다. 미래기술연구소는 TTA의 모

바일방송(PG801) 그룹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리드라디오, 디지털라디오 등의 기술표준 제･개

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테스트 가능한 FM 하이브리

드 지원 단말기(LG전자 2개 모델)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래기술연구소는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의 디지털라디오 분과위 활동을 통해 하이브리드 

라디오 관련 논의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DMB 네트워크운영과 관련하여 수도권 

3개소(본사, 관악, 남산)에 HD DMB 신호 분석기 보강하였으며, 지역 송출센터 17식, 송･중계

소 19식, TVR 10식 등 46개소의 HD DMB 모니터링 장비를 보강하였다. 또한, TPEG4) 노드

링크 확대 및 서비스 지역 확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DMB 채널 대역폭을 조정함

으로써 기존 구형단말의 안정적 서비스 유지와 신형 단말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였고, 타사

(MBC) TPEG 대역폭 248kbps에 대응하하고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KBS TPEG 서비스 

4)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티펙)은 DMB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실시간 교통 정보, 여행 

정보 등을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원래는 유럽방송연맹(EBU) 산하 협회의 이름이자 이들이 만든 교통 및 여행정보를 전송하는 국제

표준을 뜻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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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을 128kbps에서 160kbps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DMB서비스가 현재의 품질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투자되는 측면이 있

다. 이는 DMB서비스를 지상파 디지털화의 이동형 보완기술로 설정하고 허가한 정부당국의 

정책프레임, 낮은 이용자 도달률, 하이브리드 라디오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미래방송센터 방송 시스템 구축 준비등

미래방송센터건설단은 연면적 약 2만평 규모의 미래방송센터의 실별 배치 계획과 건축, 전

기, 기계, 통신 설비 등의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보도제작시설, UHD 주조, 공개홀, 사

무공간, 공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미래방송센터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집약된 최신 건축물로서 

최적의 공간 배치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설계가 진행되었다. 미래방송센터는 UHD시대에 걸맞은 보도제작시설(뉴스스튜디오 5개소, 

뉴스편집실 100개소)과 네트워크 기반의 방송시설인 UHD통합주조, 디지털뉴스룸시스템, 최

대 약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TV공개홀, UHD비디오아카이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 재정 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미래방송센터 건립이 보류 중에 있다. 향후 

UHD방송 편성비율과 서비스 권역이 확대되고 시청자들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에 대한 추가 수요도 발생할 것이므로 이들을 충족하고 최적의 UHD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UHD인프라 구축 계획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의 

경영 및 재정 여건의 변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 및 마스터플랜 재검토 필요성 대두 등

에 따라 미래방송센터 설계용역 기간의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

방송센터건설단은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 보고를 진행하였고 공사의 정책결정을 요청하

였다. 그 결과 미래방송센터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 기간을 2019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계

획이 경영회의에 상정 및 의결 되었다. 미래방송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방송은 UHD 및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과 미래지향

적 스마트 빌딩으로 건축되어야한다. 현재 연구동에 건축예정인 미래방송센터는 KBS의 새로

운 랜드마크로서 역할과 기능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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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워크플로우 고도화

가. 디지털 워크플로우 구현

사내 디지털워크플로우 정책 방향성이 단순 파일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정책과 플랜이 부재하였고 KBS 구성원들의 디지털 마인드 부족으로 기존의 제작 관행을 탈피

하여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여 디지털 워크플로우 정책 확산 

및 실행을 전사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사장을 위

원장으로 디지털 스마트 워크플로우 TF를 전사적으로 운영하였고 TF 밑에 TV, 보도, 라디오, 

지역국, 인프라 등 총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워크플로우의 문제점 파악 및 현안 공유

를 통해 2018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디지털 스마트 워크플로

우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9년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에 대비가 가능

하여졌고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으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하였다. 또한, 광고 워크플

로우 개선을 통해 개별광고 송출이 가능해져 광고 편성 변경 시 별도 병합작업 등이 없어지는 

워크플로우 개선효과로 광고수입증대 효과와 프로그램 제작 프로세스가 개선될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디지털워크플로우 작업이 제작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

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따라 방송직능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 프

로세스 개선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직능의 통합이나 조정이 병행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 사적인 차원에서 직무 및 직능에 대한 분석과 조정방향을 탐구하

고, 이것을 기반으로 조직 재배치 및 워크플로우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파일기반 시스템 고도화

1) NPS 고도화 사업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콘텐츠 유실 위험 최소화로 운용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후 제작 NLE5) 및 스토리지를 교체하였다. 또한, 컨버팅 시스템을 개발 도입

하여 파일 제작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편집 전 대기 시간을 단축하였다. 기타 기술지원이 종

료된 서버 장비 등도 교체를 병행하여 장애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NPS 노후 

5) NLE(Non Linear Editor)는 기존 동영상 편집은 테이프를 기본으로 하고, 편집 대상에 접근할 경우 순서적으로 한다. 반면에 비선형 

방식에서는 이미 편집된 부분의 순서에 상관없이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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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스토리지 교체로 프로그램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컨버팅 워크플로우 개발로 제

작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였다. NPS 시스템의 변경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

성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2) TV CMS 교체사업

TV CMS 교체사업은 TV주조 송출을 위한 영상소재 입고부터 송출서버의 파일전송, 영상의 

품질검사(QC)등 송출소재의 체계적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CMS S/W) 및 관

련 하드웨어 장비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서버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적시 교체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기존 HD주조에서 운

용중인 CMS 워크플로우 기능을 UHD주조까지 확장하였으며, 소재 모니터링 부분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기존 1,2TV 매체별 분리된 인프라를 통합하여 구축함

으로써 리소스 운용 효율성 개선하였다. 또한, UHD주조 CMS 워크플로우 반영으로 수동업무

로 인한 방송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재 모니터링 

기능 개선으로 파일입고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비디오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전사 아카이빙 콘텐츠 활용 확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청 반영 및 2011년 최초 도입된 노

후 시스템 교체를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 최신 방송본 이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시

간 단축, UHD 콘텐츠 증가에 따른 포맷 확대 지원 등의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신규 HD/UHD 콘텐츠 보관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노후도가 높은 온라인 스토리지 및 

관련 인프라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디오아카이브 콘텐츠 활용 기능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인 사내 제작 업무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저장장치 증설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통한 전사 신

규 콘텐츠 저장 및 제공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2018년 현재까지 총 7개 총국의 콘텐

츠가 본사 비디오아카이브에 저장되어 모든 제작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개 총

국(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제주)에서 보유한 방송분, 편집본, CP본 4만3천여 자료

를 등록, 인제스트를 완료하였다. 2019년에는 창원, 춘천총국 편성제작국의 테이프를 아카이

빙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총국의 방송 송출본을 비디오아카이브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시

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총국의 편성제작국에서 보유한 테이프 인제스트가 종료되면 지

역총국 보도국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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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비디오아카이브 최근 3년간 콘텐츠 구축현황

연 도 2016 2017 2018

구축시간 70,000 71,000 79,000

[표 2-6] 비디오아카이브 최근 3년간 파일 이용률 추세

연 도
전체이용건수

(파일+테이프)
파일이용건수 파일이용비율

2016 215,362 208,794 97.0%

2017 219,716 215,913 98.3%

2018 189,499 187,181 98.8%

또한, KBS 디지털 미디어국은 2018년 7월 31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디지털 캠퍼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콘텐츠 진흥원이 2019년 3월까지 1차 사업예산인 1억5천만 원을 집행

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디지털 캠퍼스 2차 사업을 위한 KBS의 기획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UHD 편집실 및 색보정실 구축

매년 점증하는 UHD의무 편성 비율 준수 및 고품질 콘텐츠 제작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

해 2018년에도 KBS는 편집실 2실과 종합편집실 1실, 색보정실 2실 등 UHD 편집시설을 증설

(전환)하였다. HD 제작/편집 워크플로우와 연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안정

적이고 원활한 UHD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UHD 콘텐츠 확보 및 편성 

비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보도그래픽 제작 시스템 개선

KBS의 보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그래픽 제작 시스템 관련해서는 사용자 이용 행태를 분석

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방송 제작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래픽 제작용 스토리

지, NLE 교체, 시스템구성 변경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던 시스템 장애 해결과 함께 전송 시간 

단축 등으로 그래픽 제작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시스템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시스

템의 구성을 변경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교체 최소화로 인한 예산 절감과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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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제작 시간 및 결과물 전송 시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생방송으로 제작되는 보도 프로그

램 제작 대응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6) SMR 풀파일 음향 편집시스템 보강

프로그램 후반 제작 시스템들과 SMR(Sound Mastering Room)간의 효율적인 제작 워크플

로우 연계를 위해 SMR-11, 12 2개 시설의 시스템을 교체하였다. 현재 KBS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SMR(신관 8개소, 별관 3개소)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기타 후반 편집실과 

SMR간의 제작 워크플로우를 단일화하였고, 제작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편, UHD 콘텐

츠의 SMR 제작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UHD 콘텐츠 제작 확산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7) 파일기반 R제작송출시스템(DRS) 보강

2018년도 9월부터 추진 중인 본사 파일기반 R제작송출시스템 보강 사업은 2015년도 구축 

이후 누적된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라디오 송출운행시스템과 편성운행시스템 간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라디오 제작 송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보강 사업이 완료되면 시스

템 오픈 이후 라디오 사용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불편 사항이 해소되어 DRS를 좀 더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고, R송출과 R편성운행을 통합함으로써 라디오 운행 송출 워크플로우가 개선

되어 이중 업무관리와 데이터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약 7천 

7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베이스밴드 장비 보강으로 송출 안정성이 강화되어 

방송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라디오 청취자 통합게시판 서비스

내부에 직접 구축,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청취자 통합게시판6)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

료되어 연 단위 유상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고,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을 고려

할 때 5년 단위로 시스템 재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반해 SBS, CBS, TBS 등 타방송사

는 내부 시스템 대신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합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 절

감 등을 고려하여 라디오 청취자 통합게시판을 “내부 직접운영” 방식에서 “외부 서비스 이용” 

6) 라디오 청취자 통합게시판은 라디오 청취자들이 문자(#번호), 콩,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정보를 제작진(라디오 PD)이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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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전환을 추진하여 2019년 1월 4일에 2FM을 마지막으로 라디오 6개 채널 전환을 완료

하였다. 이로 인해 연간 유지보수 비용 약 3천만 원을 절감하였고,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할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재구축 비용 약 2.8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9) 오픈 오디오아카이브 검색엔진 개발

오디오아카이브의 검색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트래픽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소스 검색 솔루션인 ‘Elastic Search’를 사

용하여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했다. 자체 개발을 통해 검색엔진 도입과 외주 개발 비용 6천만 

원과 연간 유지보수 비용 4백만 원을 절감하였다. 기존 21시간 걸리던 전체 색인 시간을 5시

간으로 단축하였고, 실시간 색인시간도 2시간에서 45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띄어쓰기에 따른 

검색 결과 누락 문제를 해결해서 검색 정확도를 높였고, 검색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운용 효율성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 KBS월드24 주조 송출시스템 보강

2017년도 KBS월드24 주조 송출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후 월드24의 편성 기능을 보강하였

고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내 디지털 편성정보 시스템에 월드24 채널 생성 및 편성표 

작성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소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디오 아카이브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1TV 뉴스의 빠른 재송출을 위하여 자체적인 Live인제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였

으며, 월드24만의 채널 홍보물(SPOT, ID 등) 제작을 위한 NLE 2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송출 

안정성 및 운영 편의성 증대를 위해 월드24 전용 주조 공간 이전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사내 

시스템 연계를 통한 다양한 소재 확보 및 운영 편의성 개선으로 채널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

라, 기존 해외 송출 채널(KBS월드, KBS America 등)과의 차별화를 통한 KBS월드24의 채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1) 지역국 오디오 파일시스템 구축

지역국에서 운용중인 오디오 파일시스템에서 교체시점이 도래한 장비들의 운용 한계로 단

계적인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단순 장비 교체가 아닌 노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개발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축시기 및 업체별 상이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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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사용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일시스템 표

준화, 라우터 표준화, 운용 부하율을 감안한 유연한 구조 설계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에 2017년 표준화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지역국 표준형 오디오 파일 시스템을 5개 

총국 대전, 춘천, 대구, 광주, 부산총국에 구축하였다. 한계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방송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운용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총)국에 확대 보급할 예

정이다. 항후 2019년 사업으로 7개 지역국(울산, 진주, 안동, 목포, 순천, 강릉, 원주)의 오디

오 파일시스템을 전환 예정이며, 향후 지역(총)국별 장비 도입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12) 제작 파일시스템

TV 제작 시설의 Tapeless 파일화 로드맵 시행으로 파일기반 제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VCR의 파일기반 전환 로드맵인 스마트 제작 워크플로우와 UHD부조 

파일기반 비디오 서버 2개소 운영 및 HD 비디오 서버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SMR-11, 12 풀파일 음향 편집 시스템 보강으로 기존 VCR 

기반 오디오 후반 제작시설에 대해 장비 교체･보강을 통해 HD 및 UHD 파일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TV 제작 스튜디오, TM(Technical Manager)

과 연계 녹화용 영상물 VCR을 파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UHD 프로그램에 대한 후반연계 시

스템 부재로 파일 이동 및 복사에 많은 시간 소요되어 UHD 후반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디오 제작송출시설의 파일화 작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온 DRS시스템

을 개선하여 사용자 불편사항 및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R송출운행-R편성) 

통합으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하였으며, 베이스밴드 장비보강으로 송출 안정성 강화 

및 방송사고 방지에 기여하였다. TV송출부문은 파일기반 TV CMS(소재관리)의 S/W 업그레이

드를 통해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변화에 따른 요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조 

운용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제작 인프라 가동률 강화

1) 스튜디오 및 제작시설의 활용도 확대

신관 소재 기존 HD 풀파일 종편실(종합편집실) 3개소의 기능보강 후 1TV, 2TV에 신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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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데일리 UHD 프로그램들의 종편실로 활용하고 또한, 신관 색보정실로 운영되던 시설 1

개소는 UHD 종편실로도 겸용하여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여 신규 투자 요소를 최소화하

였다. 상기 시설 4개소는 데일리 프로그램 외에 위클리 UHD 프로그램, 본사 UHD 특집 및 

지역국 UHD 특집 후반작업에 투입하여 시설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대상 UHD 프로그램은 

1TV 위클리 UHD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속으로>, <KBS 중계석>과 UHD 특집물 <KBS 스페

셜> ‘시그널’ 편 <KBS 드라마 스페셜> 10여편을 작업하였으며, 지역국 UHD 특집물인 춘천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밥상을 지켜라>, 청주의 <1945 이키섬> 및 제주의 <색, 다른 섬> 등

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제작 인프라 가동률 개선

활용도가 낮은 제작인프라의 정비로 운용 및 투자효율을 개선하고 세트촬영, 외부 임대 등 

활용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여 가동률 증대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2018년 제작인프라 

경영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 시 리소스 사용실적에 대한 재점검을 예정했으나 관리시스템의 

도입 중지로 현재까지 재점검 및 현황 분석은 보류된 상황이다. 제작인프라를 개방 시 장단점

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제작인프라의 운휴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에 임대하는 사업 등을 시행

할 경우, 임대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가동률 증대, 제작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에 국제루지연맹에서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진행한 루지올림픽 중계를 

TV-4호로 임대사업을 하였는데, 혹한기 야외 작업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 최초로 

루지 중계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관련 업무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공사의 제작인

프라는 생방송 등을 고려하여 설계, 구축되어 있으므로 외부 임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인프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비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외부에 개방될 경우, 인프라

의 훼손 및 성능저하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송 사고를 초래할 수 있

고 인프라 운용 수명 단축으로 투자비용이 증가요소가 단점이다.

[표 2-7] 2018년 중계차 제작실적

중계차 녹화  생방 송출 리허설 믹스다운 시차방송 IS 제작 이동 설치 철수

TV-1호 36 45 1 31 19

TV-2호 51 20 9 8 1 6 22 4

TV-4호 35 21 1 7 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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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외부 임대시장이 영세한 상황이므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 이미지 하락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 제작시설은 주중엔 거의 매 시간 뉴스 및 프로그램 제작이 진행되므로 제작 인프라 및 

인력의 외부 개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중계차의 가동률 현황은 2018년 8대의 중

계차로 생방송 427건, 녹화 219건, 리허설 30건 및 이동･설치/철수 279건의 실적을 이루었으

며,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 자카르타아시안게임,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프로그램

이 많아 상대적으로 중계차를 이용한 국내 프로그램 제작이 줄어들었다.

라. 디지털 제작 인프라 강화

1) 디지털 제작인프라 강화 추진

최근의 프로그램 제작 형태는 기존의 TV부조와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야외 또는 

스튜디오 공간에서 ENG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와 

비례하여 후반제작 작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UHD, 풀파일 제작, ALL-IP 등 기존 베

이스벤드(Baseband) 제작 포맷을 벗어나 미래지향적 방송제작환경으로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UHD본방송 권역이 확대되고 있고, 2027년 말에는 UHD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므

로 지금 HD시스템에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러한 제작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공사는 기존의 베이스밴드 기반의 HD제작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풀파일 기반

의 UHD제작시스템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UHD방송 및 풀파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자

본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며, HD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TV스튜디오, 중계차 등 공사

중계차 녹화  생방 송출 리허설 믹스다운 시차방송 IS 제작 이동 설치 철수

TV-5호 18 87 1 2 21 1

TV-6호 42 38 2 1 7 48 5

TV-8호 35 37 3 15 6 8 35 5

TV-9호 2 95 5 6 2

TV-10호 84 3 2 18 2

합계 219 427 8 30 8 6 1 66 19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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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하고 있는 제작 인프라의 운용 현황과 실제 가동률을 정밀 분석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

프라들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ENG카메라, 드론 등 주요 방송장비들에 대한 운용실태 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미활용 장비를 

재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였고, 투자 사업과 방송장비 구매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를 통해 차세대 방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UHD방송과 관련한 인프라는 공사의 UHD방송정책에 의거하여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

가 고시한 UHD의무편성 비율을 충족하고, 고품질의 UHD본방송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송출주조, 종합편집실, 중계차, TV부조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가 지상파 UHD방송을 선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UHD방송장비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

어 있지 않고 관련 표준화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안정

적인 시스템이 최소비용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

며, 표준화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여 최적의 방식이 사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

제작시스템의 경우 향후 투자 방향을 HD 기반 제작 인프라 투자 최소화로 정하고 있다. 2022

년 보도부문 UHD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HD 기반 제작 인프라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UHD 전환 시에도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장비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콘텐츠 제작기술 역량 강화

가. 고품질 명품 콘텐츠 제작 지원 체계 혁신

1) 다양한 방송 포맷 지원 시스템 구축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멀티 플랫폼 환경 구축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TV/모바일 동시 제작 및 송출 가능한 다양한 방송 포맷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2TV <꿀잼 퀴즈방> 첫 

생방 제작/송출 참여형 N-Screen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TV제작기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외부세미나, 자율연구회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자체 직무교육 등은 <프라운

호퍼 MPEG-H 연수 및 메타데이터 제작>, <음반 마스터링의 이해와 실제>, <UHD 조명 및 

UHD 네트워크 구축>, <Audio Restoration 연구> 등이 있으며, 해외 연수는 <HDR 컬러리스



278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트 전문가 양성과정>, <UHD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실감형 MPEG-H 3D Audio 제작 

전문가 과정 연수>, <VSM교육 참가> 등이 있다. 자체 직무교육 실시로 다양한 제작경험을 공

유하고, 차세대 제작기술 연구 및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기

관 연수 참여로 외부 기술동향 파악 및 사내 적용을 통해 제작기술을 선도하였다. 또한, 자율

연구회 운영을 통해 미래 제작기술과 현재 주요 이슈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사내 

공유하였다.

2) 조명 시뮬레이션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 사전 기획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제작시간 단

축과 리소스 사용방안 사전협의를 통한 비용절감 및 프로그램 품질을 제고하였다. 주요 음악

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 조명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제작시간 단축 및 효율적 리소스 운용으

로 제작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스텝 회의와 사전 콘셉트 회의에 조명감독의 참여를 통해 고

품질 프로그램 제작과 효율적 리소스 운용방안을 공유하였다. 사전기획 회의 시 테크니컬 매

니저(TM)의 참여로 효율적 제작 워크플로우를 제시하였다.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

송>, <가요무대>, <뮤직뱅크>, <유희열의 스케치북>, <누가누가 잘하나>, <불후의 명곡> 등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테크니컬 매니저(TM) 시행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새로운 제작방식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사내 제작 워크플로우 구성 및 전 과정의 단계별 품질관리로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도올 김용옥 제주 4.3을 말하다(제주), 2018 가요대축제, 2018 연기대상, 저

널리즘토크쇼 J, 더히트, 배틀트립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테크니컬 매니저를 도입, 운용하였

다. 프로그램 제작 시 테크니컬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UHD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UHD 제작에서 영상, 음향, 조명, 특영, 후반제작 등 각 직무별 제작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UHD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계 최초 UHD IP방식 M:N 스튜디오 시스템의 성

공적 구축과 운용을 통해 UHD방송기술을 선도하였다. 이로써, UHD 후반제작 워크플로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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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고, 제작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녀들의 여유만만, 바둑, 씨름 등을 UHD로 제작하였다. UHD 제작기술에 관한 다양한 교육

을 제공하여 제작역량을 강화하였다. 뉴스제작, 라디오제작, 중계차제작 및 송출분야에서도 

UHD 콘텐츠의 완성도 및 품질 향상과 제작 전문성강화에 노력하였다. UHD 드라마 콘텐츠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비투자와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대

부분의 드라마는 UHD 화질의 촬영을 하고 있으나, 제작 워크플로우 관리 부재 및 저장 시스

템의 부족으로 UHD 촬영 원본을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의 촬영 원본을 보관할 저장

시스템과 적정 인력이 보강되면 UHD 원본 화질의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므로, 예산

을 들여 HD의 리마스터링으로 UHD제작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표 2-8] 2018년 UHD 중계 제작 실적 / 11회 (생방송)

프로그램 기 간 제작구분 장 소

추석장사 씨름대회 9.22 ~ 9.25 1TV/생방 문경 실내체육관

PBI 총회 개막식 10.24 1TV/생방 Conrad 호텔

유소년 축구대회 10.30, 11.2 1TV/생방 춘천 송암레포츠타운

삼성화재 월드바둑대회 11.5 ~ 11.6 1TV/생방 유성 삼성연수원

천하장사 씨름대회 11.26 1TV/생방 안동

삼성화재 월드바둑대회 12.3 1TV/생방 고양 삼성 캠퍼스

또한, 뉴스 제작에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스포츠 중계 코멘터리용 장비교육, 비디

오월 프로세서 운용 교육, MNG 운용 교육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뉴스 참여 시스템 

운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라디오 제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지원 현장직무교

육 ‘라디오 방송 제작기술의 현재와 미래’을 4회 실시하였고, 라디오기술국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 교육을 6회 실시함으로써 라디오방송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음향 제작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중계 제작 전문성 강화를 위해 <UHD제작 워크플로우>, <IP기술

의 미래>, <EVS 파일기반시스템>, <VSM>등 현장 실무 교육과 <EVS 관리자교육>, <VSM 실무

교육> 등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베이스밴드, 

헤드앤드, APC, 송출운행, CMS 시스템 교육 등 매월 1개 아이템을 선정하여 매주 세부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응급조치 능력을 향상하였다.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폭넓은 이해로 안정적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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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기여하였다. R송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라디오의 개요 및 기술 표준 등 3회 교육

과 송출 시스템 교육으로 R송출 운용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방송기술직무 전문

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방통융합 시대에 부합한 창의적인 인력양성과 자질 향

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차세대 미래방송 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4K UHD 카메라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방송장비 인증센터에서 시행하

고 있는 인증･시험･기술자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 활용하여 인증센터의 공신

력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라디오 및 지역국 제작지원체계 혁신

1) 라디오 생방센터 디지털화

본사 2R/2FM 생방센터의 오디오 믹서(2004년 도입)의 운용한계 도달로 인해 방송 품질 저

하가 발생하고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여 생방송 제작시스템 안정성 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라디오 채널 경쟁력 확보하고,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보이는 라디오’ 등의 영상 서비스 품질향상 및 스튜디오 건축 음향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R/2FM 생방센터 오디오 콘솔 디지털화 및 확장을 통해 다수 출연자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 제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면

밀히 협의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하였다.

또한, 방송시설 이전 및 매체특성을 반영하여 2R와 2FM 생방센터 상호 전환을 제작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보이는 라디오 영상 품질 개선을 통해 청취자 

및 오픈 스튜디오 방문객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사의 스마트플랫폼 경쟁력을 높였다. 1R/1FM 

생방센터 노후 오디오 콘솔 교체 사업을 통해 메인 라디오 채널의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음향 특성 개선으로 클래식 전문 채널의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하여 라디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방송장비 구매 및 재배정 시행

지역 시청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고품질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한계에 도달한 Audio 

Mixer를 교체하는 등 총 64점 4.7억원의 『개별방송장비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노사 공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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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전 특위 후속조치로 정책 결정된 『지역총국 4K 카메라 보강사업』을 위해 9개 총국, 9.8억 

원 규모의 4K 카메라 관련 장비를 보강하였다. 또한, 지역(총)국 제작인프라 부분 긴급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응,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내 도입이 시급한 35점 6.5억원 규모의 방송장비를 구매하였다. 총 205점, 21억 

원 규모(품의예산 기준)의 방송장비를 보강하였다. 또한, 본사 및 지역 리소스의 보강사업 시

행 이후 용도 소멸된 장비들 중 연장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에 대해서도 재배정을 실시하고 있

는데, 2018년 지역국HD전환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인 Video Mixer 등 12종 160점을 지

역국 4개소(안동, 포항, 순천, 원주)에 재배정하였고, 2018 제7회 지방선거 방송 시 활용된 문

자발생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 등 27점도 15개 지역(총)국에 재배정하여 효율적으로 활

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총)국에 대한 리소스 운영은 회사 경영여

건에 따라 운용 효율화를 위한 검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난재해 방송 및 속보 방송

1) 이어도 파노라마 카메라 교체

재난재해 방송시스템 중 운영한계에 다다른 이어도 파노라마카메라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어도 파노라마카메라 시스템 교체사업은 

사내시행보다는 국고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였고, 사내 담당부서인 과학재난부가 해

양조사원간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파악한 결과, 해양조사원에서 사업지원 가능의견을 전달

함에 따라 사업지원 받을 범위에 대해서 유관부서(TV송출부 등)와 협의 후 해양조사원과 

MOU체결 시 반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공사 재정안정에 기여

하였고,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2)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지역(총)국 로컬 프로그램 송출 시간대 재난재해가 발생 할 경우 긴급 자막속보가 지역에 

고지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역(총)국 6개소에 지진 등 대형 재난재해 발령 시 긴급 

자막속보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로컬 프로그램 송출 시간대

에 본사와 별도 재난재해 자막속보 정보를 수신하여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였

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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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재난재해 발령 시 KBS 각 지역(총)국에서 제작/송출되는 프로그램 화

면에 실시간 긴급 자막 고지를 통하여 재난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진, 해일, 대설, 호우경보 등의 재난 속보 실시간 자동 송출로 재난 고지 

누락현상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TVR, DMBR, FMR 전파환경 조사

지진 등 재난재해대비에 문제가 없도록 FM, DMB매체의 전파수신환경을 정밀 조사하여 송

신시설보강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였다. 송신시설 신설, 변경에 따른 방송서비스 상태 및 

지역 변동과 혼신 등에 대하여 방송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에 노력

하였다. 이로써 송신시설 전파 상태와 방송신호의 품질에 관한 데이터 획득 및 방송망의 유지

관리와 인프라 설계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대시청자 Web(방송수신안내) 서비스를 통

해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재난재해 방송시스템 강화

재난재해 관련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주 1회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프로그램 녹화를 진

행하였으며, 전국 35개 재난 취약지역에 재난 감시 시스템 구축하였고, 자동복구 및 원격제어 

장비와 통합 관리용 S/W를 설치하였고, HD CCTV 자동복구 솔루션 35식을 설치 완료하였다. 

재난재해 모바일 뉴스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MNG 1대를 추가 도입하여, 뉴스 

영상취재 속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뉴스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 방

송 참여가 가능해 졌다. KBS가 설치 운용하는 재난재해 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독도, 연평도, 

백령도, 서울광장, 한강,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위성/MW/IP 방식으로 파노라마 카메라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TV, DMB 주조 재난/재해 자막 송출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과학재난부 

주관 “재난 자막 송출 자동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지진) 자막방송

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하고 개선하였다. 이로써 지진 외 각종 재난 속보자막의 자동 송출시간

을 최소화하였고, 시스템 구축 후 건조경보(13건), 대설경보(5건), 한파경보(5건) 등 총 29건을 

방송하였다. 또한, TV, DMB 주조 민방위 경보자막 송출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 주

관 “민방위경보방송 TV자막 표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기존 민방공 경보방송 TV자막을 흘

림자막에서 상황별 컷화면형태로 개선하였으며, 민방위경보통제소 발령 수신용 서버와 송출 

CG간에 안정적인 회선을 구성하였다. 이렇듯 민방공 경보 발령 시에도 국가기간 방송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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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강화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KBS는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

고, 특히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관부

서와의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 방송 외적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자 

참여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온라인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난 정보에 대처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라. 국가적 대형행사 성과

1)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방송

올림픽 주관 방송사(OBS)와의 합의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UHD 국제신호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UHD중계차 도입사업(배정예산 46억 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영방송사로

서의 공적책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UHD 중계차는 TV 카메라 10대를 탑재하고, HDR과 

5.1채널을 적용하여 평창올림픽 국제신호를 제작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명한 UHD화질

로 방송할 수 있도록 본사에 간이형 중계부조를 구축하였다. 현장에서 UHD로 제작된 종목의 

국제신호는 중계부조에서 직접 수신하고, HD로 제작된 종목의 국제신호는 수신 후 업스케일

링을 통해 UHD로 변환한 다음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초고화질로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만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UHD부조용으로 도입된 4K장비와 사내에서 동원 가능한 장비들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효

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국제스포츠 방송을 위한 회선망 구축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방송용 전용회선 구성을 추진하여 SBS와 합동으로 통신

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업체가 안정적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

였다. 평창지역 UHD방송을 위해 강릉국과 대관령TVR 구간의 전용회선도 성공적으로 구축하

는 등 시청자들이 고품질의 동계올림픽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행사 관련 전용회선을 구성하고, 안정적

으로 운영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국제스포츠 방송의 성공적 제작･송출에 기여하였다. 또

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투･개표 방송을 위해 중앙선관위, 각 당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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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소와 같은 주요장소에 TV 70회선 등 총 186회선의 전용회선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정

확한 선거방송을 통한 KBS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2-9] 전용회선 구성내역

구 분 구 간 회 선 소요예산(억원)

월드컵 본사 – 모스크바
HD 6회선, UHD 1회선 등

 총 26회선
6.1

아시안게임 본사 – 자카르타
HD 10회선 등

 총 49회선
6.0

TV 제작 관련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혼합현실 스튜디오를 제작하여 AR그래픽 합성을 

통해 경기 정보의 전달이 용이하게 하였다. 추진실적으로는 VR과 실사 세트의 조합, AR을 활

용한 경기결과 실시간 표출 정보전달 세트 제작, 3D 온에어 그래픽으로 선수와 경기결과를 

DB로 연동한 그래픽 구현, 4K UHD 화질의 실시간 영상 백그라운드를 활용한 스튜디오 공간

제약을 해소 등이 있다. 또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개표방송 시 AR, 버추얼 윈도우, 레이더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AR그래픽과 버추얼 윈도우의 연동으로 입체적인 정보전

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레이저센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러시아 월드컵 및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및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온에어그래픽 제작으로 선수 및 

감독의 히스토리를 DB데이터로 제공하였으며, 경기결과도 DB 데이터를 활용한 온에어그래

픽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다양하고, 정확한 ON-AIR그래픽 합성을 통해 경기를 중계하여 

용이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제작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 방송에 본사 및 지역 중계제작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

다. KBS IBC앞 방문자 주차장에 특설무대를 설치(로비캠, AR CAM 2대)하고 중계차 7대(본사

6, 지역1), MNG 10대 및 IP CODEC 2대를 투입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한 



▶
부

문
별

 평
가

제4편

제
2
장

-
기

술
·

뉴
미

디
어

 부
문

285 

Korean Broadcasting System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관방송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산 킨텍스

에 IBC를 구축･운영하였으며, VIP의 판문점 이동 및 판문점 남북정상 만남과 회담결과 발표 

등의 국제신호를 제작하였다. 평양 순안공항 남북정상 만남, 백화원 초대소 회담결과 발표를 

5.1 오디오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 현지 MYP 센터 옥

상에 오픈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뉴스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

울러 남북한 관계개선에 따른 방송교류가 이루어 질 경우를 대비하여 방송기술교류에 대한 

준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보편적 지상파 서비스 안정화

가.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 개선 및 경쟁력 강화

1) 지상파 직접수신율 개선

지상파UHD는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SFN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송신망을 구성할 수 

있어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된다. 미래기술연구소는 난시청 해소 

및 UHD 직접수신 강화를 위해 `17년부터 관련 정부지원 국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상파 UHD 단일주파수(SFN) 송수신망 설계 기술 개발(3차년), 전파환경 분석기술을 연

구개발(3차년), UHD 공시청장비 시설구축(3차년), 고품질 방송을 위한 동일 채널 중계기술 개

발 과제(신규)를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작년 말부터 UHD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UHD 직접 수신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별 수신 상태를 모니터

링 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는 1개의 RF채널에서 2개 이상의 HD/UHD 콘텐츠를 서로 다른 

전송모드로 송신하여 수신환경이 열악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HD 콘텐츠만 수신하고 수신 환

경이 우수한 고정 환경에서는 UHD콘텐츠를 수신하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전송모드의 도출을 위해 본방송용 서비스가 

가능한 전송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제주도 필드테스트 및 

광역권 커버리지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래기술연구소는 앞으로 다가올 5G시대를 대비

하여 재난 상황에도 방송망은 최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방송망과 통신망이 융합하는 융합네

트워크 시대를 준비하여 시청자들에게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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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청자 무료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노력하였다. UHD 본방송 수신환경 

조기구축 활성화 및 직접수신율 향상 방안 마련하였다. DTV의 경우,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

동으로 소출력 중계기를 12개소에 신규 설치하여 무료 보편적 방송 시청권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청 관리자 교육을 연간 9회 272명 실시하였다. UHD의 경우, 본방송 

확대에 맞춰 UHD방송 수신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 35개 단지 약 15,500세대

에 UHD방송 시청환경 구축하였으며, 공시청 시설용 UHD 신호처리기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UHD 수신환경구축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수신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직접수신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이 

IPTV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아날로그 케이블TV가 8VSB로 전환되고 있어 직접

수신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수신률 문제가 기술적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상파 플랫폼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대응 전

략이 필요하다.

2) 공동주택 공시청 관리자 교육

KBS는 국민들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나 공시청 시설 관리담

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청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청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공시청 관리자 교육은 9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본사 173명, 광주 31명, 춘

천 36명, 군산 32명 등 총 272명이 수료하였다. 아울러 KBS로 접수되는 민원 18,700 여건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지원하였다.

[표 2-10] 연간 민원 처리 건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처리 건수 37,402 28,364 25,813 23,472 18,776

2018.10월부터 수신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 평가] 시스템 도입하여 최소비용으로 민

원처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였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만족도 조사 및 데

이터 취합 시스템 구축하여 응답결과를 리포트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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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절차를 보면, ① 유선, 온라인 민원접수 → ② 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에 민원사항 등재 → 

③ 현장대응(KBS비즈니스)으로 하였다. 그 결과를 KBS비즈니스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민원 서

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3) 방송수신안내 웹 홈페이지 개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 확대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송수신안내 홈

페이지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아울러 방송수신안내 웹에 UHD기능 

추가 및 전파측정 데이터 업로드하고, UI리뉴얼을 통해 이용 편의성 증대하였다. 방송수신안

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로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용자 환

경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의 시각적 지도를 통해 도식화하였다.

4) 대외방송 송출지원 정부지원금

당진, 김제, 화성, 김포, 제주 등에 대한 2018년 대외방송 송출지원 정부지원금으로 8,596

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내용을 보면 김제송신소 단파 급전선 교체 등 송신시설 교체, 해외송출

임차 및 회선비, KBS월드24 운영비 및 5개 송신소 전력료 등에 사용하였다.

나. 지상파 전송망 개선 사업

1) M/W 전송망 교체사업

정부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전송망 교체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2018년에는 원주-백운 등 8구간에 대한 M/W전송망 교체사업(6차)을 추진하여 

M/W장비 및 부대장비 구매,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방송품질 향상 및 전송망 운용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도권TVR 및 UHD 전송망 구

축 일환으로 관악송신소와 계양중계소 구간 M/W 전송망 구축 및 불광, 장위, 백련 3개 TVR의 

UHD 1TV, 2TV용 전용회선망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UHD 방송망 확장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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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시설 총괄 (고지, 중･단파) (2018년 현재)

구 분
고지(TV/FM/DMB) 중･단파

(AM)

소출력

중계기
합 계

기간국 간이국 소계

시 설 수 34 311 345 28 479 852

매 체 수 251 1,063 1,314 31 1345 2,690

※ 시설수 합계 : 고지 송･중계소(TV/FM/DMB) 345개소 + 중파송신소 28개소 = 373개소

[표 2-12] 송신소 시설현황 (2018년 현재)

시설명 운용시설 운용매체 송출내용 비고

소래(송)

소래(송) 제1R 출력 500㎾ TVR 5개소

(계양, 광명, 망월, 송학, 

하점)김포(송) 특수방송 출력 250㎾

관악산(송) 관악산(송)
TV/FM/

DMB/UHD

TV 3, FM 6, 

DMB 1, UHD 2

김제(송) 김제(송) 국제방송, 한민족2, 1R

국제방송 7채널 

/총출력1,150㎾

한민족2 /500㎾, 1R/100㎾

당진(송) 당진(송) 한민족 방송 출력 1,500㎾

화성(송)

화성(송) 제3R, 한민족 출력 500㎾, 출력 100㎾ TVR 3개소

(안산, 운중, 수원)

*수원TVR은 

M/W중계시설

남양(송) 제2R 출력 500㎾

광교산(중) TV/DMB TV 2, DMB 1, UHD 2

남산(센)

남산(송)
TV/FM/DMB/

UHD

TV 3, FM 1, 

DMB 1, UHD2
군FM

용문산(중) TV/FM/DMB TV 3, FM 2, DMB 1 TVR 12개소 운용/관리 

(제어감시 5개소 별도)감악산(중) TV/FM/DMB TV 3, FM 2, DMB 1

[표 2-13] 설 철탑현황 (2018년 현재)

구 분 TV/FM TVR 중･단파(AM) 합 계

송신철탑 51 285

중파(주) 38

446중파(예) 38

단파 34

수신철탑 8 - 22 30

합    계 59 285 132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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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파 송신시설 효율화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중파 송신시설의 폐소를 추진해오고 있다. 매체기

능을 상실하고 송신소 이전 요청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M 시설에 대하여 

2006년부터 지속적인 중파효율화7) 사업을 추진하여 AM시설 49개소 폐소를 완료하였다. 

2018년 폐소 대상시설은 중파 중계소 2개소(영동, 삼척)로 난청 민원이 발생한 영동, 삼척지

역의 FMR구축을 완료하였고, 중파 중계소 폐소 신고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잔

여시설은 AM송신소 25개소, AM중계소 3개소(3R)로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

하여 지상파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효율화

(폐소) 추진은 현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는 “전시/재난 방송기능 강화 및 AM 효율화 정책

방안”을 방통위에 제안(`18년 12월)한 상태이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관련 연구반

을 구성･운영하여 중파관련 매체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시/재난 방송 기

능 강화를 위해 대출력 송신소 10개소로 대한민국, 중국, 연해주 등의 방송구역을 확보하였으

며, 전시 및 재난 발생 시 비상매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투자를 강화하였다. 

대부분의 대출력 중파시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방송 서비스가 진행되어왔고, 향후에

도 중요한 매체로 지속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정책수립이 매우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표 2-14] 전시 및 재난 발생 시 비상매체

구 분 대출력 송신소 (10개소)

대상시설

1R(소래 500㎾, 김해 250㎾, 경포 100㎾)

2R(남양 500㎾, 영일 250㎾), 3R(화성 500㎾), 

한민족(당진 1500㎾, 김제 500㎾), 특수(김포 250㎾, 제주 500㎾)

▪ 지역 AM송신소는 단계적 폐소(경영 효율화) : 18개 시설 대상

FM과 방송구역이 중복되고, AM 청취민원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단계적 폐소를 추진하고, 

지역 AM송신소는 로컬을 위한 방송이나, 동일 콘텐츠의 로컬FM 방송으로 대체한다. 전시 등 

비상 시에 라디오방송은 로컬방송은 의미가 없어 1R 단일방송한다.

7) 방통위는 국가 차원의 AM주파수 활용 정책 미수립 등의 사유로 송신소의 폐소는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중계소 폐소만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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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시스템 부문

경영정보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정보보안 총괄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및 라이선

스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그룹웨어인 코비스(전자결재, 메일, 게시 등), 회계처리를 위한 ERP

시스템, 편성제작 및 광고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들과 더불어 선거방송, 인력채용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90여개의 정보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

가. 중장기 정보화 계획

ERP유지보수 계약은 2025년 종료 예정으로 2026년도 이후 ERP시스템유지보수 계약 체결

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0∼2021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스마트 워크플로우에 따른 광고소재 분리송출 등 사내 디지털워크플

로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편성제작정보시스템, 광고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KBS의 그룹웨어인 코비스 시스템의 액티브-X(Active-X)를 제거하여 다양

한 사용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기능 강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나. 2018년 정보화 세부투자내역

노후 선거시스템용 서버 2대를 구매 및 교체하여 6.13 선거방송에 활용했으며, 지방선거 시

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코비스 노후 메일서버용 서버 6대를 구매 및 교체하고, 

용량을 증설(300MB →1GB)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룹웨어(코비스) 메일서

버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메일 용량 증설로 업무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시 공사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중요도, 장비 

노후화,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투자했다. 또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적

절한 IT기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24시간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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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2018년 정보화 투자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금액 합 계

자본예산

코비스 기능개선 338,993

1,211,463

예산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273,491

보안장비 보강 구축 256,018

디지털편성제작 기능개선 237,163

근로시간관리 시스템 구축 105,798

비용예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26,208

1,429,910
S/W 운용 303,645

정보시스템 운용 109,056

보안시스템 운영 191,001

합 계 2,641,373

[표 2-16] 연도별 정보화 투자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자본예산 비용예산 합계 총비용 투자비율

2018 1,211,463 1,429,910 2,641,373 1,507,878,601 0.18%

2017 689,817 1,331,849 2,021,666 1,437,425,216 0.14%

2016 810,203 1,733,451 2,543,654 1,508,683,159 0.17%

2015 1,008,679 1,692,975 2,701,654 1,586,822,693 0.17%

2014 1,881,051 777,163 2,658,214 1,558,391,514 0.17%

※ H/W 및 OA장비 도입예산 제외

다. 정보보안 추진

1) 차세대 방화벽 구축

기존 노후화된 인터넷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대체하여 통합보안기능, 애플리케이션 제

어기능 등 보안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신규 보안취약점을 통한 

지능형 침입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처리성능 증가로 인터넷 백본 구간에 대한 

보안 처리 성능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술지원 체계 유지로 장애 발생 시 적시 조치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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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로써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정보보안 침해사고 분석 및 복구체계 구축

정보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사고

분석･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주요 추진내역은 디지털 포렌식 솔루

션, 가상환경 기반 분석 솔루션 및 분석용 장비도입,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수립 검토 

등이다. 이로써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무선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 시행

비인가자가 사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요 시스템의 임의 접속을 방지하고 무선 환

경에서 침해사고 추적성 확보를 위해 무선 보안통제를 강화하였다. 주요 추진내역은 직원용 

무선랜과 외부인용 무선랜을 분리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였고, 무선랜용 네트워

크 접속통제 시스템 확대 구축 및 무선 네트워크 접속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4) 사이버테러 대응 강화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행사기간 전에 공사 홈페이지, 보안장비 점검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을 강화하였고, 행사기간 중 보안관제 태세를 강화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전

에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선거기간 보안관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외 서비스용 

홈페이지 대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와 공조하여 상/하반

기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였다.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PC 보안 자가 점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배포 및 자체 정보보

안 교육계획에 따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5)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

공사 내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제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조치하였다. 주요 추진내역은 개인정보 처

리 일반사항, 개인정보 파일별 점검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별 점검사항 및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개인정보 보유시스템 대상 점검 및 미흡/개선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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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사내배포 등이다.

라. 라이선스 관리 및 인프라 유지보수 등

다국적 기업인 오라클社가 2012년도 공사에서 수행한 「디지털뉴스룸 구축 용역」과 관련하

여 2017년 7월에 라이선스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오라클社는 공사에서 사용하는 DBMS 라이

선스 수량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경영

정보국은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납품업체가 2012년도 디지털뉴스룸 구축 용역과 관련한 오라클 DBMS 라이선스 비

용을 부담하고, 공사는 DB를 적정 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공사, 오라클社, 구축

업체 3자간 원만한 합의로 2018년 7월 라이선스 이슈를 종결시켰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

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S/W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라이선스의 적격성을 검토

해주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적격성 사전 검토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한, 2018년 IT기반 인프라 통합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장비의 성능관리 및 안정적 운영으로 IT

기반 인프라와 관련 정보시스템(편성, 보도정보, ERP, 수신료, 광고, 그룹웨어 등)의 업무연속

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한 시스템을 자체 인력으로 개발하였다. 

기존 선거방송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수신, 실시간 투개표 자료 처리, 

개표결과 예측 시스템 개발, 그래픽 장비 실시간 자료전송, 포털에 선거 데이터 전송 등의 기

능을 개발하고 무결점 선거방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을 위한 온라인 

접수/평가 시스템, 신인 코미디 연기자, TV미니시리즈 극본공모, 전속성우 등 공사 각종 공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공모시스템도 자체 인력으로 개발 및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채

용과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경영정보국은 2018년 말 기준 보직자와 행정인력을 

제외한 28명의 IT인력으로 전사 경영정보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 정보기술의 표준화, 

외부 전문교육, 각종 신기술 세미나 참가 등 개발생산성과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내 IT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IT인력은 기술발달 트랜드를 고려하여 전문영역별로 그 수요를 조사하

여 새로운 기술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확장적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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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 IT기술 적용

빅데이터, 머신러닝 관련 최신 기술을 보안관제 업무에 적용하여 인력이 직접 모니터링 하

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인텔리전스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사 네트워크 트래픽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실시간 처리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상호연계 분

석하여 비정상 행위를 24시간 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안 관제를 위한 시각화 및 알림기

능을 제공하고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인력을 통해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하였다.

8. 미래 방송기술 연구개발

가. 미래 방송기술 연구 관련

2018년 KBS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실적은 콘텐츠/제작, 송출/송신, 표준화 관련 및 정부지

원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허 현황 등 (상표등록 포함)은 2018년 국내 특허

출원 3건, 특허등록 2건이다. 각각의 연구실적 및 특허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 2-17] 주요연구실적

분 류 주요 연구실적

콘텐츠

/제작

∙ 시청자 참여서비스 ‘티벗’ 신규 방송적용 2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명견만리 시즌3)

∙ 아나운서 VR 토크쇼(레드테이블) 제작 지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서 개표방송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적용

∙ AR 바둑 중계 시스템(ARGO) 개선 개발 및 중계방송 적용

∙ 바둑 중계 시간제한 및 초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중계방송 적용

∙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펜싱 중계방송 그래픽 해설 시스템 개발 및 방송적용

∙ ‘꿀잼퀴즈방’용 데이터 처리/표출 프로그램 개발과 방송 지원/적용

∙ 모폴로지 기반 고품질 효과(FX 효과) 네트워크 CG 적용

∙ 라디오 통합제어 연중지원 및 협의(광주, 부산, 대구 오디오 파일 업데이트 사업지원)

∙ UHD 국내외 시연 콘텐츠 고화질 부호화 지원

송출/송신

∙ 평창동계올림픽 대관령 UHDTVR 실험방송

∙ TPEG 실시간 서비스 데이터 업데이트 즉시 송출 기술 개발

∙ TPEG 비실시간 서비스별 우선순위 적용 송출 기술 개발

∙ TPEG 단말제조사별 공지사항 서비스 송출/중기 개발

∙ TPEG 데이터 전송률 최적화 (2019년 상반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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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연구소 연구실적 중에서 티벗(TVut)은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컨드스크린 서비스이다.

분 류 주요 연구실적

표준

∙ 미래방송포럼 UHDTV 분과 전송 WG 표준화 활동

∙ TTA PG802(지상파방송) 표준화 활동

∙ TTA PG802(지상파방송) WG8027(전송) 표준화 활동

∙ 미방포럼 UHDTV 분과, 미래미디어분과 표준화 활동

∙ TTA TC8 및 PG802, WG8027, WG8028 표준화 활동

∙ TTA 표준화전략맵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활동

∙ ITU-R SG6 국내연구반 표준화 활동

∙ 사내 IP 전송/관리 체계 표준 소위원회 활동

∙ SC29-Kr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 MPEG뉴미디어포럼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기타

∙ 방송3사 참여 메타데이터 협의체 활동

∙ 평창 ICT체험관 전시 : 지상파 UHD 홈포털 서비스

∙ 콘텐츠유통정보 시스템 ‘미디어 인텔리전스’ 프로토타입 현업 시범적용

∙ NAB 전시 : 지상파 UHD 홈포털 서비스

∙ 국가기록원 <지능형 서비스 관련 기술 동향 및 KBS 사례> 발표

∙ 2018 미디어 창의기술전 대상 수상 ‘영상인식 AI기반 음악방송 세로직캠 제작시스템’

정부지원연구

과제 수행

∙ 아카이브 솔루션 및 콘텐츠 플랫폼 개발

∙ 지상파 UHD 송수신 환경분석 및 망구축 기반기술 개발

∙ 지상파 UHD 방송기반 융합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지상파 UHD기반 재난방송 서비스

∙ IP기반 UHD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플랫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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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생방송 1TV 아침마당 티벗 적용

주요 기능은 시청자의 참여 기능으로 투표, 퀴즈, 설문, 댓글(텍스트+이미지) 및 시청자 참여

내용을 방송용 CG(미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하는 것이다. 사용자 수(2018년 초 기준)

로는 누적회원 약 18만 명, 연간 활성사용자 수(Active User) 약 24만 명, 그리고 연간 페이지 

뷰 수(Page View) 약 440만 회이다.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뮤직뱅크(KBS월드), 일자

리가 미래다, 안녕하세요, 강연100도씨, 명견만리, 온드림스쿨, 배틀트립, 내여자의 핸드폰, 신

년특집방송, 2017대선, 평창올림픽 G-100특집방송 등에서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다.

[표 2-18] 특허 현황 등 (상표등록 포함)

구 분 특허명

출원

∙ 비디오 복호화에서의 분할 블록 복호화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기록매체

∙ 방송콘텐츠의 세로형영상 변환 방법 및 장치

∙ 영상 분산 전송 방법 및 장치

등록
∙ 복수의 채널들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 방법 및 장치 및 동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

∙ 전자 장치 및 파일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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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기 보유특허 현황 : 총 112건 (출원 중 22건, 등록 90건)

구 분 출원심사중 등록완료 합계

미래

기술연구소

국내 8 77 85

해외 14 13 27

합계 22 90 112

[표 2-20] 연구 분야별 분포

부서 (2부 3팀) 연구 분야 인원

연구

기획부

연구기획팀

∙ 인공지능 연구개발

∙ 미디어 데이터 분석 연구

∙ UHD 융합플랫폼 및 서비스 연구

∙ 연구기획

19

창의융합팀

∙ UHD 네트워크 연구

∙ UHD 재난경보방송 연구

∙ 실시간 VR 제작기술 연구

6

미디어

연구부

미디어연구팀
∙ 차세대 IP기반 UHD 제작기술 연구 

∙ 차세대 콘텐츠 제작 기술 연구 
14

모바일방송융합연구팀
∙ TPEG 서비스 품질 고도화 연구

∙ UHD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6

합계 (소/부장 3명 제외) 45

[표 2-21] 기술표준 선도 실적 (국내외 표준화 활동내역)

참가기관 회 의 명 활동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MSIT)
한국재난정보 미디어포럼 재난/경보방송 분야 민간 협의체

국립전파연구원

(RRA)

SC29-Kr 전문위원회 ISO/IEC SC29 국제표준 대응(JPEG/MPEG)

ITU-R SG6 국내연구반 ITU-R SG6 표준화 추적 및 국내 표준화

지상파 UHD 혼신보호비 연구반 지상파 UHD 혼신보호지침 연구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임원

국내 방송기술 관련 학회활동 및 분과활동홍보/정보화 분과

논문지

미래방송

미디어표준표럼

운영위원회 포럼운영 기술정보 교류

UHDTV 분과 UHDTV 표준, UHDTV 콘텐츠보호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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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관 회 의 명 활동분야

UHDTV 분과 전송 WG UHDTV 전송표준

디지털라디오 분과 UHDTV 모바일방송 서비스 표준, 디지털라디오 표준

IBB 분과 하이브리드 방송 표준

미래미디어 분과 360VR 표준화 아이템 발굴

MPEG 

뉴미디어포럼
운영위원회 MPEG 표준 기술정보 교류

ABU

UHDTV PG
한국 UHDTV 동향을 년 2회 ABU 기술위원회 보고서에 

제출 및 반영 

Production PG

Radio & TV Archiving Including Metadata 관련 사내 및 

국내 동향을 년 2회 ABU 기술위원회 보고서에 제출 및 

반영 

FOBTV FOBTV FOBTV 표준화 추적

방송사 연합
UHDTV 콘텐츠보호 전담반 콘텐츠보호 적용

방송협회 R&D 특별위원회 지상파3사 R&D 협의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TTA)

방송기술위원회 TC8 방송기술부분 표준화 위원회 활동

모바일방송 PG801 모바일방송 표준, 국내표준심의 및 제정

지상파방송 PG802 지상파방송 표준, 국내표준심의 및 제정

RF 정합테스트 실무반 WG8027 UHDTV 전송계층 송수신 정합

UHD 시스템 및 코덱정합 실무

반 WG8028
UHD 시스템 및 코덱 정합

IBB 서비스 정합 테스트 실무반 

WG8029
IBB 서비스 정합

ICT 표준화전략맵 실감방송/미디

어 분과
방송분야 표준화 전략맵 작성

메타데이터 PG606 메타데이터 표준

ATSC

TG3/S32, Specialist Group on 

Physical Layer
ATSC3.0 물리계층 표준 기술 분석

TG3/S33, Specialist Group on 

Management and Protocols
ATSC3.0 시스템/시그널링/양방향 기술 분석

TG3/S34, Specialist Group on 

Applications and Presentation
ATSC3.0 코덱 표준 기술 분석

TG3/S36, Specialist Group on 

ATSC 3.0 Security
ATSC3.0 콘텐츠보호 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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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핵심기술 확보

1) IP기반 UHD 방송 제작체계 연구

정부 지원금 1.9억 확보를 통한 연구로 IP 기반 UHD 방송제작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국책

과제 2차년도)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국제 표준 기반 IP UHD 제작 워크플로우 기술 연

구, 국제 표준 기반 25GbE IP UHD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방송용 SDN 관리 GUI 설계 고도

화 및 UHD 방송장비(서버, CG 등) IP 입출력 모듈 고도화 등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도 국제 

표준 기반 IP 제작 환경에서 장비 등록 서버 개발 및 국제 표준 기반 IP 제작 환경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대한 차세대 IP 기반 UHD 방송제작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국책과제 

3차년도)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UHD 홈포털 서비스 기술 개발

UHD 융합형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메타데이터 수집/처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UHD 부가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축약 시스템 및 UHD 모바일 융합서비스용 UI/UX 

등을 개발하였다. 향후에는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축약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클립 생성기술을 보다 고도화하여 TIVIVA, 네이버 등에 제공되는 클립 생성 시 사용

을 목표하고 있다.

3) UHD 기반 전송기술 연구

정부 지원금 2.0억 확보를 통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내용은 “지상파 UHD SFN 방송망 

최적화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국책과제 2차년도)을 수행하여 2018년 수도권 UHD 방송망 확

장사업 지원, “백련 UHD TVR 시설 구축 사업” 지원, “대관령 UHD TVR 시설 구축 사업” 지

원 등으로 구축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지상파 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UHD 방송망 최적

화 방안 연구 수행으로 “ATSC 3.0 전파예측 엔진 기술 개발”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상파 

UHD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UHD 모바일 실험방송 수행 및 필드테스트를 수행하

여 기 구축된 KBS 방송망 환경에서 UHD/모바일 방송 동시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 도출 방

안을 연구하였다. 내용으로는 ATSC 3.0 기준성능 시뮬레이터 개발, UHD 모바일방송 추진, 

평창 올림픽 모바일 UHD 실험방송 및 제주도 모바일 UHD 실험방송, 수도권 모바일 UHD 

실험방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책과제로 적용된 장비와 상용장비 간 SFN 망구축 안정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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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드테스트 및 기술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상파 UHD SFN 방송망 최적화 기술 개발과 

고품질 방송을 위한 ATSC 3.0 기반 동일채널 중계기술 개발, 사내 UHD 송/중계기 장비도입

을 위한 기술기준 정립, UHD SFN 망 안정화 위한 현안 대응 기술지원 및 이종망 연동(핸드오

버기술 기반)을 통한 융합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시청자 참여형 쌍방향 서비스

미래기술연구소는 시청자 참여 서비스인 티벗의 개선 요구사항을 일선 제작진으로부터 수

렴하여 다음과 같이 티벗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내용으로는 맞춤법자동검사기 도입, 

다지선다 투표 송출 기능 확대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티벗은 아침마

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명견만리, 배틀트립, 안녕하세요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5) 국산화 장비 연구 개발

미래기술연구소는 국내 중소업체들과 협업을 통하여 공동연구, 용역연구, 국책연구과제 등

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발전과 관련 중소업체들의 시장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융합형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 조사 위탁연구 : KAIST(용역연구)

- ATSC3.0 기준성능 시뮬레이터 개발 위탁연구 : 연세대학교(용역연구)

- 티벗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개발 : 마크애니(용역연구)

- 콘텐츠 축약 메타데이터 관리 SW 개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용역연구)

- 콘텐츠 축약 확장시스템 개발 : 티엔엠테크(용역연구)

- 미디어인텔리전스 기능 개선 개발 : 메타소프트(용역연구)

- UHD 재난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연구 용역 : 에이앤디시스템(용역연구)

- ATSC 3.0 전파 예측 분석 엔진 개발 용역개발 : 아고스(용역연구)

- UHD 모니터링시스템 시제품 용역개발 : 아고스(용역연구)

- 사용자기반 실시간 시청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 위더스이십일(용역연구)

- UHD 방송장비 IP 입출력 모듈 고도화 제작구매 용역 : 넷브로(용역연구)

- TPEG 서비스 품질 고도화 개발 용역 : 오리소프트(용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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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그래픽 시스템 개발 기술실시권료 수입 : 0.8억원

- 차세대 문자/그래픽 시스템 기술실시권료 수입 0.8억 달성

- 해당 시스템으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수행하여 비용 절감에 기여

6) 실감 영상 그래픽 연구

실감 영상 그래픽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카메라/오브젝트/포인트 트래킹 정보를 이용한 실

사/그래픽 합성 기술 개발, 모폴로지 기반 문자/그래픽 효과 및 외곽선 애니메이션 효과 개발 

및 적용, 2018년 지방선거 개표방송용 미르 인포그래픽 시스템 개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

서 개표방송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적용, AR 바둑 중계 시스템(ARGO) 개선 개발 및 중계방

송 적용,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펜싱 중계방송 그래픽 해설 시스템 개발 및 방송적용, 

<꿀잼퀴즈방>용 데이터 처리/표출 프로그램 개발과 방송 지원/적용, 세로영상 제작시스템 프

로토타입 개발(UI), 아나운서부 라이브 VR 토크쇼 ‘레드테이블’ 제작 지원, 중계 기술 라이브 

VR 중계 시스템 구축위한 시스템 및 기술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ICT관(평창, 인천, 강릉), 

KOBA 2018, KVR 2018, 2018 SW인재페스티발, UHD VR부가서비스 체험시스템 개발 및 전

시에 참여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게임 엔진 기반 방송그래픽 개발용 인프라 구축, 게임 엔진 

기반 방송그래픽 표출 시스템 개발, 선거 방송용 문자 그래픽 시스템, 디지털 스마트 워크플로

우 개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KBS 미래기술연구소는 방송 현업과 밀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업연계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및 방송기술 현업 운용 등에 기여를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티벗 서비스 

신규 방송적용 2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명견만리 시즌3), 미디어 인텔리전스 시스템 

프로토타입 현업 시범 적용, 영상인식 AI 기반 음악방송 세로직캠 제작시스템 프로토타입 개

발, 방송망 정보분석시스템(MIDAS) 개선을 통한 난시청 가구 현황 분석업무 적용, UHD 모니

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한 UHD 방송신호 측정 기술 개선, DMB TPEG 서비스 고도화 개발을 

통한 TPEG 서비스 효율 개선, 라디오 통합제어 연중지원 및 협의(광주, 부산, 대구 오디오 파

일 업데이트 사업지원), 사내 IP 전송/관리 체계 표준 소위원회 및 디지털 워크플로우 TF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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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 서비스 연구 성과

이동통신과 차별화되는 지상파 방송 고유의 공익 서비스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UHD 방송

기술인 ATSC 3.0 도입에 따른 긴급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 긴급재난방송 국가표준 개정작

업 참여, 긴급재난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수립 및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참여, 긴급재난방송 

다매체 서비스 개발 국책과제 참여 등으로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관련 기술 선도에 기여

하였다.

다. 공적가치 구현

공적책무 연구 개발로 재난방송 서비스 연구 및 표준화 작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지상파 UHD기반 재난방송 서비스 연구로 지상파 UHD 재난경보방송 테스

트베드 구축 및 재난서비스 시나리오 검증, 국내 지상파 UHD 송수신정합 표준 개정 제안 

(ATSC3.0 재난방송 표준과의 정합)이 있다. 또한, 미래기술연구소는 중장기 정책적으로 필요

한 연구 과제를 정부지원 형태의 국책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총 5건의 

국책연구를 완료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내용으로는 아카이브 솔루션 및 콘텐츠 플랫

폼 개발과 지상파 UHD 송수신 환경 분석 및 망구축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그 밖에도 지상

파 UHD 방송기반 융합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지상파 UHD기반 

재난방송 서비스, IP기반 UHD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미래

기술연구소는 2019년에 약 6건의 국책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UHD 재난경보 방

송 등 공적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내용으로는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지상파 UHD기반 재난방

송 서비스, 지상파 UHD 송수신 환경 분석 및 망구축 기반기술 개발, IP기반 UHD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플랫폼 기술 개발, 고품질 방송을 위한 ATSC 3.0 기반 동일채널 중계기술 개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는 감성표현 서비스 개발 및 멀티미디어 기반 재난정보전

달 서비스 모델 연구개발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미래기술연구소는 기반기술 개발과 

재난방송 장비 개발등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기술연구소는 국가적인 R&D

사업,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KBS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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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공영방송 기술연구소 비교

구 분 KBS NHK BBC

설 립 1981년11월 1930년 6월 1930년 4월

인 력 45명(박사6명) 257명(박사88명) 226명

예 산 26억 880억(84.1억엔) 800억(추정)

공영방송 BBC는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통해 R&D에 집중하고 있고, NHK 방송기술

연구소는 880억 원을 투자하여 R&D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기술연구소는 연간 2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기초적인 연구도 수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도 지적된 내용이다. KBS는 재허가 심사에서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낙제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

를 주문했다. 방송법 제44조에 공적책무를 위해 방송기술 연구 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정관 제30조는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예산총액 1%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방

송기술연구 개발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KBS가 연구개발해야 할 기술영역의 폭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

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IP기반 서비스 기술을 방송에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대규모 국책연구를 수주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종합평가 및 제언

2018년 KBS 기술･뉴미디어 부문은 ‘TV를 넘어선 플랫폼’이라는 전략과 ‘스마트 플랫폼 강

화’, ‘지상파 플랫폼 재도약’, ‘UHD 방송 선도‘라는 3대 과제에 따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KBS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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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역할 강화

 재난재해 주관방송사로서 시스템강화 필요 

KBS는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과 훈련이 필요하다. 방송시스템 이외에 시청자의 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의 정보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 개선 필요

지상파방송의 직수율 하락은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채널서비

스 및 모바일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아날로그의 8VSB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환경 변화에 예견됨에 따라 이런 변화가 지상파 방송 

직수율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미디어 전략 강화

ㅇ OTT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반 디지털플랫폼이 방송프로그램 유통에 차지하는 영향

력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가치설계와 이에 부합하는 멀

티 플랫포밍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디지털 영역에서 KBS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책무와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구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ㅇ KBS의 디지털 전략은 잦은 조직개편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리는 등의 이유로 기존에 

검토된 중장기 전략이 실행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

고 있어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ㅇ 전파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기술의 개념범위를 확장해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기술, 지

능정보기술, 빅데이터의 활용 등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생산 프로세스 개편과 직능의 조정 등 내부적 혁신전략

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있는 성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특히, 모바일 전송 및 수신기술의 가치를 높이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 노

력이 필요하다.

ㅇ DMB 방송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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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기술연구 활성화

KBS 미래기술연구소가 방송기술의 원천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와 예

산지원이 필요하며,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기술 개발 분야를 설정하고 투자하여 

이를 수익화하는 비즈니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지역방송국 활성화

지역총국과 지역국에 대해 지상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국 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국 특성에 맞게 보도, 편성, 기술 등 리소스를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신청사 건축

뉴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고 UHD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KBS 미래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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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경영･회계 부문

1. 경영개념과 경영플랫폼의 평가방법

가. 경영개념

경영(經營)은 매우 독특한 사회적 현상이다.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근대적 경영학은 자본가의 이익추구를 돕는 수단으로써 조

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

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경영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식민지

에 대한 지배와 착취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한반도에 이식했다. 불행한 일이었다. 조직을 피라

미드형 계급구조로 만들어 최상층부의 지배자가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절대 권력을 갖도록 

했고, 상위계급은 하위계급을 명령･통제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광복 이후에도 이런 

일제 강점기의 조직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마치 인사

조직(人事組織)의 철칙(鐵則)처럼 우리사회에 각인되었다. 이것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의 사기업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식 경영은 군국주의 시대에 쓰던 억압과 착취의 인사조

직이론을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구시대의 군국주의적 인사조직이론은 20세기 후반에는 완전

히 폐기되었고, 새로운 인간중심형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

스트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독일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나치즘과의 결별

을 선언하고 새로운 경영학,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사조직이론을 세워 새

로운 경제기적을 일으켰고 오늘날 독일산업계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를 조직운영방

식의 게르만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인본주의 경영학 시대가 열리면서 서부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

하여 지구촌 정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월스트리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미

국 서부에 정착한 초기의 벤처기업들은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자본가들이 요구하던 지

배와 통제의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영방식을 고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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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오늘날 미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로 성장한 것이다. FAANG(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이라고 불리는 이들 신생기업들은 지난 수백 년간 활용되던 제국

주의 시대의 산물인 억압과 착취의 인사조직이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

하는 새로운 인사조직이론으로 완전히 바꾸었고, 이로 인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제강점기에 심어놓은 군국주의 시대의 인사조직이론, 즉 지

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 억압과 착취의 비합리적 이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다. 군사독재시대를 끝내기 위한 민주화의 열풍이 불던 시기에 불합

리한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 이보다 큰 이슈인 독재정치의 권력구조

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군사독재시절을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

지만, 인사제도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성찰도 없었다. 그렇게 개혁의 기회를 놓치자 김영삼 

정부의 끄트머리엔 결국 국가부도의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군국주의 시대에나 적합했던 낡은 인사조직이론의 시효가 끝났다는 것

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건의 근본원인에 대해 반성할 새도 없이 국가는 IMF의 관리

체제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것은 일제 군국주의적 인사조직이론 위에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경쟁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가 물밀 듯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20년이 흘렀지만,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환경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수해야 하

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커녕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생존

을 보장받고 있는 사무직 지식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행복

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것은 계급주

의적 지배구조라는 일제의 잔재와 개인의 무한한 이기심을 강조하는 경쟁체제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얽혀있어 모든 조직구성원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 경영,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은 다른 어떤 경영방식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특정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도 아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

는 보다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전한 경영학이다. 그 중에서도 인본주의 인사조직이론은 그런 경영학적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직구성원의 성숙도, 강력한 의

지,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유된 가치관에 달려있다. 새로운 인사조직이론으로 조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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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스스로 만들고, 누구나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

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최

고의 인재들이 모인 KBS에서 이러한 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 경영플랫폼

현대적 의미의 경영은 조직구성원들이 타고난 재능을 맘껏 발휘하여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조직의 목적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경영’이

라는 용어는 오늘날 조직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

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경영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정립한 개념들의 총합을 경영학이라고 

부르며, 이 경영학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

영학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직의 

번영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제한 없이 포용하기 때문이다.

경영학이 포괄하는 다양한 분과학(分科學) 중에서도 특히 인사조직이론(人事組織理論)은 경

영플랫폼(management platform)을 구성함으로써 조직구성원 누구라도 독립된 자율적 주체

로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개념을 만들어주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

영플랫폼은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직

이란 가정, 기업, 시민단체, 정부나 국가와 같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협동체를 

말한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한 직무를 맡아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할 

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영플랫폼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토대를 의미한다.

경영플랫폼 설계의 최소단위는 직무(job)다. 따라서 각 직무의 고유한 성과를 창출할 책임

(成果責任) 또는 그 성과창출의 과정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책임(說明責任)이

라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사전에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경영개념을 도입한 조직에서는 이 성과책임이 각 직무에 부여되어 있다. 경영플랫폼의 설계는 

조직설계(organizational design)와 함께 직무설계(job design)에서 출발한다. (<그림 3-1> 경

영을 위한 사회적 플랫폼 설계 참조)

그러니까 조직구조를 수직적 구조(vertical structure)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평적 구조

(horizontal structure)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구조에 부합하는 직무(job)를 배분

하여 각 직무의 성과책임을 규명하고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배치하여 직무를 수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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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영과정이다. 특히 인사조직이론은 이러한 분야에 특화된 경영학인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조직의 비전(vision)이다. 구성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

는 비전이 각 직무로 분해되어 스며들어가 있어야 조직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비전에 부합하는 조직의 구조와 직무설계가 중요하다. 직무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 

직무가 창출해야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과책

임(어카운터빌리티, accountability)을 직무에 귀속시키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의 작

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할이 큰 직무일수록, 그러니까 적어도 임원이나 부서장

의 직무는 그 성과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 경영을 위한 사회적 플랫폼 설계

특히 조직구조와 그에 따른 상위직의 직무가 적절히 설계된 후, 조직 내외의 적임자를 직무담

당자(jobholder)로 보임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인사조직관리라고 부른다. 이런 

경영의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며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경영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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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설계는 조직구조에 따른 직무별 성과책임의 배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 경영평가방법론

경영현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조직의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영개념

의 이해와 그 모델이 필요하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대적인 경영개념을 <그림 3-1>로 요약

해서 설명하고 그에 따라 경영평가의 관점에서 조직의 경영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사조직차원의 경영플랫폼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비전(vision), 전략(strategy), 조직(organization), 성과

(performance), 역량(competency), 인사(personnel)라는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어느 수준에서 상호 신뢰관

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3-1> 참조)

① 경영플랫폼 개념은 조직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한다. 매력적인 비전(compelling vision)은 

구성원들의 가슴에 열정과 도전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성

과창출에서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런 매력적인 비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

족함이 없으며, 일상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그러므로 경영진의 직무는 사실상 이런 매력적인 비전을 각 직무와 직무담당자에

게 심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러한 매력적인 비전은 반드시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

을 실행하려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업과는 전혀 다른 전략(strategy)을 활용해야 한

다. 그러므로 전략이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중장기

적으로 새롭게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롭게 배분된 에너지와 자원은 전략

기획안으로 마련된다. 그 전략기획안에 포함된 중장기로드맵은 구성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력적인 비전이 달성될 때까지 정렬

된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도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③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organization)이 비전과 전략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스템설계보다 구조설계가 더 중요하다. 구조란 역할

과 책임이 가장 큰 직무와 그렇지 않은 다양한 직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피라미드형 수직구조로 할 것인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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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수평구조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수직구조와 수평구조는 조직설계의 패

러다임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에서 두 패러다임을 적당히 혼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수

직구조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당시에는 높은 효율성을 타나내는 것으로 알

려졌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화된 사회로 변모하면서 

조직설계이론은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구조이론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군국주의적 계급질서를 담고 있는 수직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거의 최악

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약 2,100시간이므로 독일의 1,300

시간에 비해 대략 8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이는 일 년에 5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당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자랑할 일

이 아니라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을 수평구조로 설계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조직설계는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구조설계에 이어 직무설계(job 

design)로 나아가야 한다. 직무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수평적 조직설계, 전략실행, 매력적

인 비전달성도 실현할 수 있다. 직무설계란 전략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들

이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크기[또는 성과책임(accountability)의 크기]를 수평적으로 

적절히 조정하고 배분하여 조직 전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직무의 성과책임에 비전과 전략이 스며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임원이나 부

서장 등과 같은 주요 임직원들은 특히 직무의 성과책임에 근거하여 성과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설계의 성공여

부는 구조설계와 직무설계를 얼마나 세련되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경영개념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직무(job)다. 우리 사회는 이 직무개념에 대한 이해도

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림 3-2>에서 보여주는 직무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

과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직무의 존재이유는 성과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또는 역량)을 갖춘 사람

을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업무활동이나 각종 이벤트 실적에 치

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벤트나 특정한 활동을 몇 차례 수행했다는 등의 실적을 중

시한다는 말이다. 특정한 업무활동 또는 행사진행 실적이 마치 성과인양 착각하는 활동

의 함정(activity trap)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성과평가 혹은 인사평가를 할 때, 

업무활동의 양이나 이벤트의 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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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무담당자가 아무런 업무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과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

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림 3-2] 직무의 3대 구성요소: 자격요건, 업무활동, 성과책임

한국 사회의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성

과책임을 중시하기보다는 장시간의 업무활동을 중시하는 노동관행에 그 원인이 있다. 우

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 와있다. 이 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관행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식민 지배를 목적

으로 만들어진 억압과 착취의 인사조직이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 3-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의 존재목적인 성과책임이다. 중요한 직무

일수록 이 성과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직무기술서에 정

비하여 두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직무인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기술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직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

주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프로토콜(protocol)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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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무의 성과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또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물색･선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요체다. 

④ <그림 3-1>에서 직무담당자는 자신의 직무에 고유한 성과책임(직무설계 및 조직설계로부

터 나온 것)과 연간사업계획(전략기획안으로부터 나온 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성과목표

(objectives)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족한 점

이 있다면 직무의 역할이 더 큰 상위직으로부터 지원 또는 보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적 조직설계이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

(subsidiarity principle)을 이해해야 한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통치를 위한 인사조직이

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원칙인데, 오늘날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새로 전입한 직원이나 성과책임의 크기가 

작은 직무담당자(이른바 ‘하위직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성과책임이 큰 직무담당자(이른바 ‘상위임직원’)는 반드시 그

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코칭과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평가도 평가이므로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담당자의 업무활동기록을 

보면서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그런 평가가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평가하지 않는 것이 낫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은 평가는 구성원들이 인사고과를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⑤ 직무에 부합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competency)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량이란 높은 성취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내적 속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영재성, 미래지향성, 대인

영향력, 성취지향성, 정직성실성 등과 같은 역량요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

입사원을 채용할 때, 직무의 이동 또는 승진할 때,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경력

직을 리크루팅할 경우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후보자의 역량진단을 통해 보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역량평가를 역량진단이 가능한 내부전문가들을 양성하

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역량진단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역량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훈련하는 기관은 사실상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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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업적인 목적으로 컨설팅회사들이 역량이라는 용어로 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이들

의 역량개념은 일반적인 능력개념과 차이가 거의 없다. 능력을 역량이라는 용어로 바꾸

었을 뿐이다. 역량개념은 20세기 초 독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다. 이것

이 히틀러 시대에 나치친위대 장교들을 선발할 때 활용되었다. 전후, 서독에서 나치와의 

결별작업을 하면서 나치시대의 모든 습속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를 연구하

던 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역량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1980년 이

후 이것이 다시 독일어권의 조직심리학자들과 경영학자들에게 넘어갔고, 오늘날 역량개

념과 그 모델에 대한 연구문헌은 영어권보다는 독일어권이 훨씬 더 방대하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우리 사회에 아직 인본주의,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사조직이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다시 낙후된 인사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⑥ 인사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책임의 크기가 큰 직무담당자(이른바 상위임직원)의 코칭과 

피드백이다. 코칭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일은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

서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코칭과 피드백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료나 부하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은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급여보상제도는 경영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기본급

에다 각종 수당을 덧붙여서 보상하는 것은 급여보상이 주는 경영철학적 의미를 퇴색시킨

다. 급여보상제도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 성과와 역량이 반영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⑦ 끝으로, 이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

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결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조직운

영에서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그림 3-2>에 

표시된 ‘직무의 3대 구성요소’ 중에서 ‘업무활동’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구

성원의 행동을 가급적 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자율적인 환경에서

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면, 앞서 언급한 구조와 직무가 세련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직무담당자는 올

바른 구조와 직무를 통해서만 자신의 에너지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설

계와 직무설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직무가 성과를 창출하려면,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구조설계와 직무설계를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구조와 직무설계는 경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초석을 튼튼히 마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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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건축할 수 없듯이 구조설계와 직무설계가 없이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림 3-3] 경영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역동적 플라이휠(flywheel)

<그림 3-3>에서 보듯이, 이 여섯 개의 경영개념을 촉발시키는 것은 리더십이다. 최고경

영층(top management)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들(middle management)의 올바른 리

더십은 전체 구성원들과 조직의 생동감을 일으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리더십의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 구성원들에게 직업인으로서 삶의 실존적 의미를 명확

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정비하

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십의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은 <그림 3-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6개의 경영개념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역동적 플라이휠

(flywheel)처럼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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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목표와 성과

가.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2015년 3월 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사의 존재근거를 확고히 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격변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대내외에 선

포했다. 

- 비전 :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Beyond TV! Rock the World!)

비전 의미

TV를 넘어

지상파방송 중심에서 콘텐츠의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상파를 넘어 VOD, 파일 

시청 시대에서도 전 세계 미디어에 새로운 철학, 기준, 표준을 제시하는 창조적 공영 

미디어그룹이 되겠다는 의미

세계를 열광시킨다

단순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동적인 콘텐츠로 시청자의 마음

을 움직이고 치유하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지

향한다는 의미

이런 비전수립과정에서 약 6개월에 걸쳐 구성원과 시청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

렴, 직원대상 설명회, 시청자위원회, 언론관련 학회, 공영방송발전포럼, 정부 관계자 등이 참

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전에 대한 대내외의 공감대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비전의 수립 후, 미션비전 선포식, 사보 게시, 미션비전 수립 백서 발간 및 전사 배포, 홈페

이지 게시, 홍보 포스터 부착, 내재화 관련회의 등을 후속으로 진행함으로써 수립된 비전이 

전 구성원에게 내재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립된 비전에 기반하여 「16-18 중장기정책방향」을 설정, 비전 실현의 방법론으로 다

음과 같은 ‘3대 전략 9대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한정적인 내부 자원이 비전 실현에 

맞춰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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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8 중장기 정책방향」 체계도

비전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중장기

정책

방향

3대

전략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

TV를 넘어선 

플랫폼

직무/고객/시장 

중심 경영

9대

과제

보도 공정성 강화
스마트 플랫폼 

강화

시청자로부터 

신뢰 회복

콘텐츠 경쟁력 

제고

지상파 플랫폼 

재도약

인사/조직

구조 변화

한류 확산 주도
UHDTV 

방송 선도
경영 효율화

[비전]→[중장기계획]→[경영목표]→[운영계획]으로 이어지는 공사의 경영계획 체계를 통해 

비전은 개별부서의 사업목표로 녹아들고, 개별부서는 자신의 직무 중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부서성과평가 사업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사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전략관련 개념

◦ 비전 : 향후 10년후 KBS의 모습 ⇨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 미션 : KBS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 가장 신뢰받는 창조적 미디어

◦ 중장기계획 :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수립하는 공사의 목표와 사업에 관한 

계획

◦ 경영목표 : 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당해연도 운영목표

◦ 운영계획 : 당해연도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간단위의 부문별 사업별 집행계획

이 같은 비전 공유를 위한 후속 조치들과 경영계획에 의한 비전실현 체계를 통해 수립된 비

전은 구성원들 사이에 적절히 내면화된 것으로 이해하며, 매년 실시하는 경영목표 수립과정에

서 사업설정 주체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 내면화 정도를 확인하고 또한 환기시키고 있다. 

비전은 19-21중장기계획에서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 구체화

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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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체계

- 「경영계획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이미 수립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적 방

법론으로 3년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한정적 자원의 집중적,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장기계획에서는 소수의 전략방향과 핵심과제를 선정하는데, 이는 각 본

부센터에서 선발된 수립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안되고 임원진으로 구성된 경영회의와 

이사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경영목표를 통해 구체화되는

데, 이 또한 각 본부센터에서 선발된 수립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선정된다. 각 본부센터

에서는 담당 직무 중, 중장기 과제 실현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는데 이는 해당 국부장 

및 본부장의 피드백과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 Top-Down 방식의 전략설정과 Bottom-up 방식의 사업계획 수립이 병행되는 이 같은 

경영계획 체계를 통해 비전은 각 개별직무 단위로 녹아들게 된다.

- 확정된 경영목표 핵심사업은 예산과 연계되어 각 본부센터의 기본운영계획으로 설정되

고, 공사 전체의 기본운영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운영계획으로서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된다.

- 수립된 기본운영계획은 부서성과평가를 통해 개별 직무단위로 구체화되는데, 개별 부

서는 경영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부서성과평가 사업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성과평가 관리부서는 반기별로 업무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최종적

으로 그 수행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수립된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비전→중장기계획→경영목표→기본운영계획→부서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이 같은 체계

를 통해 한정적 자원이 비전실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중이다.

 2018년은 「2016-2018 중장기정책방향」의 3년차 사업연도로 중장기정책방향의 ‘3대 

전략, 9대 과제’를 이어받아 수행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13개의 핵심사업을 선

정, 여기에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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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도 경영목표와 그 추진성과

2018년도 경영목표는 「16-18 중장기 정책방향」 3년차 계획으로 그 슬로건을 ‘변화를 통한 

국민감동’으로 설정하였다.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는 비전의 연장선에서 변화의 당위

성을 강조하는 한편, ‘3대전략, 9대과제’ 실행을 위한 13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전이 구체화되도록 계획하였다.

 2018년 경영목표 설정 방향

- 격화되는 콘텐츠시장의 경쟁과 심화되는 지상파의 영향력 약화 속에서, KBS가 국가 기

간방송으로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 디지

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설정한다.

- 공적책무의 이행과 폭증하는 콘텐츠 제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경영목표에 담는다.

-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54% 감소한 13개의 경영목표 핵심사업을 설정한다. 이는 경

영목표사업의 확대로 인한 추진역량의 분산을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핵심사항을 위주

로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시청행태의 변화, 시청채널의 다각화･모바일화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TV시청률 중심의 성과지표를 자체 개발한 PIE(Program Index for Evaluation) 

지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방송 뿐 아니라 유통채널의 성적까지 포함되도록 콘

텐츠 성과지표 체계를 개선한다.

- 뿐만 아니라, 『pooq 유료가입자 100만 달성』, 『라디오 점유청취율 1.1%p 증대』 등 기

존의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목표를 탈피한 도전적 지표를 설정하여 공사 경영환경 개선

에 기여하고 구성원의 성취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표 변경한다.



320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2018년 경영목표

중장기 정책방향 핵심사업 및 성과지표

3대 전략 9대 과제 핵심사업 (13개) 성과지표

1

세계를

열광

시키는

콘텐츠

[1]

보도 

공정성

강화

➊ 뉴스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

조사기관별 신뢰도 조사 1위 달성

타사대비 시청률 1위

KBS뉴스 홈페이지 일평균PV 90만 달성

[2]

콘텐츠 

경쟁력

제고

➋ 국가적 행사의 공영방송 역할 완수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시청률 1위

➌ 킬러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 PIE-TV 성공 킬러콘텐츠 23개 이상 제작

➍ 라디오 채널 점유청취율 제고 점유청취율 1.1%p 증대

[3]

한류 확산 

주도

➎ KBS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대

뮤직뱅크 월드투어 공연 실시

KBS World SNS 구독자 1,200만명 달성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2개 이상 참여

2

TV를

넘어선

플랫폼

[4]

스마트 

플랫폼

강화

➏ 스마트 플랫폼 경쟁력 제고 푹(pooq) 유료가입자 100만명 달성

[5]

지상파 

플랫폼 

재도약

➐ 지상파 서비스 운용 효율화
제작인프라 보유･운용 기준 수립

중계소 효율화 추진

[6]

UHDTV

방송 선도

➑ UHD 방송 기반 강화 의무편성 비율 및 권역별 추진일정 준수

3

직무/

고객/

시장

중심의 

경영

[7]

시청자로

부터

신뢰 회복

➒ 수신료 현실화 및 수신료 관련 법제 

개선 추진
경영진평가 (업무 추진 실적)

➓ 재난방송의 질적 강화
재난방송 관련 인프라 개선 및 교육･훈련 

실시

[8]

인사/

조직

구조 변화

11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콘텐츠 중심조직 

지향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경력, 수시채용 확대

[9]

경영 

효율화

12  수익구조 다변화 및 수입 목표 달성 목표 달성

13  경영관리시스템 정착 경영진평가 (업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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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영목표 주요추진 성과

- 「16-18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행하는 과정 중, 2016년, 17년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됐던 점은 보도공정성 논란에 따른 ‘신뢰도의 하락’이었다. 이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공영방송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

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과제였다.

- 2018년 신임 집행부는 ‘공정성, 신뢰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다수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도･제작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장 임면동의제’를 실시

하였고, <저널리즘 토크쇼J>, <오늘밤 김제동>, <사사건건>, <최강시사> 등을 신설, 공

사의 의제설정 기능과 시사･비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유명무실했던 탐사보도팀을 탐

사보도부로 격상, 보도의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KBS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임원 개인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하여 전담조직(KBS진실과

미래위원회)을 설치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KBS는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4주년을 기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18.08.16)에서 신뢰도 2위(2017년 3위)를 기록하였고, 한국언론학회 주관 미디어어워즈

(18.12.11.)에서 신뢰도 2위(2017년 8위 밖)를 기록하는 등, 보도 공정성 및 뉴스신뢰도 강화 

측면에 있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평창동계올림픽, FIFA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6.13지방선

거 등 주요한 국가적 행사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

였고, ‘뮤직뱅크 월드투어(칠레, 베를린), KBS world SNS 구독자 1500만 달성,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ABU CARE8) 제작’ 등을 통해 KBS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푹(pooq) 유료가입자 확대 및 활용도가 저조한 라디오 중계소의 폐소’ 등을 통해 스마트 플

랫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상파 플랫폼의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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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평가

우선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시절에 KBS가 권력자들에 휘둘리는 바람에 공영방송사로서 

정체성이 훼손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는 내부 구성원들

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사가 홍역을 치러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병폐를 치유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방송사

인 JTBC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는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떠나 공영방송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

의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KBS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에 수렴될 수 있

도록 정치권이 스스로 구조적 혁신을 실천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있다. 공

영방송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안타깝지만, KBS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나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8 사업연도의 신임 경영진은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

과를 거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자. 2015년에 마련된 비전(TV를 넘어! 세계를 감동시킨다!)을 실

현하기 위한 3대 전략(①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 ② TV를 넘어선 플랫폼, ③ 직무/고객/시

장중심의 경영)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는 비전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다. 이런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는 치밀한 전략과 그 실행에 달려있다.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 전략은 태양의 후예, 순례, 넥스트휴먼, KBS스페셜 앎, 임진왜

란 1592, 황금빛 내인생, K-POP 월드 페스티벌, 뮤직뱅크 월드투어(싱가포르, 자카르타, 칠

레, 베를린), 특집 가요무대(브라질편) 등과 같은 작품으로 세계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콘

텐츠 경쟁력과 한류확산에 기여했다. 어려운 제작여건 속에서도 세계인들에게 공감하는 다수

의 콘텐츠를 발표할 수 있었다. 2018년도 이전의 보도부문에서는 상업방송보다 못한 신뢰도

의 추락 상태에서 2018년도부터 신뢰도부문에서 그나마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다행이다. 

‘TV를 넘어선 플랫폼’ 전략으로 해외전용(미주지역) OTT 플랫폼 「KOCOWA(Korea Content 

Wave)」서비스를 개시했고, 스마트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KBS의 주요 디지털서비스(홈

페이지, my K, Kong, 뉴스 앱)의 통합 UX/UI 적용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상파 UHD 양방

향 플랫폼 「TIVIVA 2.0」 정식서비스를 개시하여 단방향 지상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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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튜브, 「네이버V 라이브」 등의 외부 플랫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KBS World TV

(유튜브)의 경우 938만 명(2019년 3월말 현재)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시청자의 미디어 이

용행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나아가 KBS의 미래상을 PSM(Public Service 

Media)으로 설정, PSM의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한 것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직무/고객/시장중심의 경영’ 전략은 전사적 직무분석과 ‘리더십역량진단 및 역량개발 프로

젝트’를 통해 당초의 경영전략을 실행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2018 사업연도는 <2016∼2018 KBS 중장기 정책방향>의 마지막 해인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재정적 어려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새로운 경영진 교체 등과 

같은 온갖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3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향후 TV를 넘어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려면 더 질 좋은 콘텐츠와 미디어시장의 변화를 예

의주시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필요로 한다. 즉, 비전과 전략을 향해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플랫폼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경영플랫폼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된 가치관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자와 PD, 기술 인력과 경영지원 인력이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부서이기주의적 현상이 아

닌 하나의 유기적 협동체가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란 경쟁이 아니라 서

로 협력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더욱 협동의 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비전달성이나 전략의 실행에 있어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이려면 각종 경영수단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대폭 줄이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 중장기 정

책방향, 슬로건, 3대 전략, 9대 과제 등과 같은 용어들은 개념상으로도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하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임직원들이 잘 이해하여 실천하려는 의욕

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KBS와 같은 거대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복잡하면 그 복잡성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Less 

is more.)는 서양의 격언을 기억해야 한다.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오

컴의 면도날(Occam's razor)처럼 단순화해야 한다. 단순할수록 구성원들에게 내면화가 쉽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전사적 입장에서는 비전과 3대 전략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냐 하면, 나머지는 각 집행임원들과 부서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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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실천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비전의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3대 전략이 제대

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역할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여러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흩뿌려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이렇게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중장기 정책방향(2016∼2018)〉

의 마지막 해에는 반드시 회고와 반성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KBS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이다. 3년간의 전략실행과정에서 어떤 점이 좋았으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관한 

일종의 자기고백서 같은 기록이 필요한데, 이런 반성적 성찰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과거의 

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서 조직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

드시 공식적인 백서(white paper)의 형식이 아니라도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정책결정과 그 집

행과정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별도의 일이 될까 걱정되긴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었

던 공식･비공식 사태에 대한 진솔하고 정직한 자기고백의 형식일수록 바람직하다. 사실 매년 

각 부서별로 기록되고 그것이 모아져 전사적인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기관으로서 이런 기록이 50년, 100년 후에

는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주겠는가. 이런 기록이 일상화되면 진실과미래추진단

과 같은 한시적인 부서를 설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기록의 일상화를 실천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사관리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전략은 계획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략은 계획으로 환원될 수 없

는 다른 특성이 있다. 전략은 조직의 성장잠재력을 확장시키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전략은 일상적인 업무수행계획으로 분해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비전달성은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비상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데, 이것이 곧 전략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

기로 했다면, 이것은 전략적 결정이 된다. 이런 결정을 일상적인 업무수행 부서에 분산시켜 

버리면 당초의 전략은 의도했던 대로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3대 전략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를 열광시키는 콘텐츠’라는 전략실행은 방송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 전략실행을 기존의 콘텐츠 제작부서에 위임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기

존 콘텐츠의 관점에서 제작될 것이다.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배분, 그리고 관점이 일상

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다수 시민들은 어떤 콘텐츠가 세계를 열광시켰는지 잘 모른

다. ‘TV를 넘어선 플랫폼’이라는 전략도 마찬가지다. 잘 알다시피, 지난 몇 년 사이 미디어와 

통신이 결합하여 급격히 모바일로 이전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기존의 기술부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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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한다면 여전히 변화를 꾀하기 어렵게 된다. TV를 넘어서 어떤 플랫폼이 나왔는지 

시민들은 잘 모른다. ‘직무/고객/시장중심의 경영’은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기존의 단위부서들에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중심

의 경영, 고객중심의 경영, 시장중심의 경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대내외적으

로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행과 믿음이 있다. 

이것이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은 의사표현도, 의사결정도 할 

수 없다. 토론하고, 협력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전략을 실행하는 것

은 특정한 개인이다. 전략실행의 주체인 특정인을 정하고 조직의 명운을 그에게 맡긴 후, 그가 

맡은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배분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무담당자이며, 조직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모든 프로

젝트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회사가 모든 임직원의 합의에 의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서 실

행했는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상황을 몇 차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전

과 전략이라는 말 자체에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 회의주의자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전과 전략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다. 전략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투를 벌어야 하

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비전과 전략에 몰두했던 역사가 있다. 이는 미국의 서부개척의 원동력이 되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기독교인들이 서부를 개척하며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

던 시기에 믿었던 비전과 전략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커다란 영토를 갖는 대국을 만들

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의 비극적 희생이 있었지만,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란 

때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 KBS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전과 전략이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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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관리

가. 2018년 조직관리의 특성과 성과

◦ KBS는 ▲수신료를 주요 운영재원으로 하고 ▲방송법 및 공사 정관에 따라 공적책임을 

지며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공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주인

은 국민이며, 이에 따라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KBS 운영과 취재제작의 기

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의 ‘낙하산’ 논란과 정치적 편향 시비가 끊이지 않

았다. 사장 선임 구조 자체에 큰 원인이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이 이어졌다.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KBS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이사들

이 ‘청와대의 대리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청와대 등의 정치적 입김이 KBS 운영에 

그대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KBS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통감하며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2018년에 마련,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이는 ‘시민참여를 통

한 사장 선임’, ‘취재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시민 참여를 통한 KBS 사장 선임

◦ 2018년 1월, 공정방송을 위한 장기파업이 끝난 직후 KBS이사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KBS 사장 선임’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방식을 원용해 사장 후보를 평가

할 시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의 평가결과(40%)와 이사회 면접 평가(60%)를 합산해

서 사장 최종후보자를 선정, 임명을 제청하겠다는 의도였다. 시민자문단 제도 도입 취지

에 대해 김서중 이사는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하게 사장을 뽑아야 하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2018년 1월 31일, 제895차 정기이사회)이라고 밝혔다.

◦ 시민자문단 제도가 KBS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KBS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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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시민 참여를 통한 KBS사장 선임 절차>

① 사장 공모

② 서류 심사 거쳐 이사회가 사장 후보 3인 선정

③ 이사회가 구성한 시민자문단이 정책설명회를 통해 사장 후보 3인을 평가 

④ 이사회가 사장 후보 3인 면접

⑤ 시민자문단 평가(40%)와 이사회 면접 평가(60%)를 합산해 이사회가 사장 최종후보자 선정, 임명 제청

⑥ 국회 인사청문회

⑦ 대통령 임명

◦ 시민자문단 구성의 다원성과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KBS이사회는 아

래와 같은 규칙을 만들어 운용해 왔다. 

<참고 : 24대 사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관한 규칙> (’18.10.10. KBS이사회 의결)

제4조(시민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①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시민자문단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성별, 연령, 거주 권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포함)] 등 국민 전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170명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일부를 시민자문단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시민자문단 구성업체 및 회의 진행 업체의 경우, 여론조사기관 상위 업체 중 공론조사 

경험이 1건 이상 있는 사업체와 공론조사 경험이 없는 여론조사기관 중 상위 3개사에 

연락하여 참여 의사를 타진한 뒤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하였다.

- 또한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통계학자와 언론학자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KBS이사회가 별도로 운영하였다. 전문자문단은 시민자문단 샘플링 가이드라인을 이사

회에 제공하고 토론 진행 규칙을 확정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 시민자문단 정책설명회는 ▲사장 후보 3인의 정책 발표, ▲질의답변,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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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24대 사장 선임 시 시민자문단 정책설명회 진행순서>

순서 항목 내용 소요시간

개회식

개회 개회, KBS 이사장 환영사 4분

평가기준 후보자 평가기준 설명 3분

후보자 소개 후보자 3인 소개 2분

규칙 확인 토론방법 및 규칙 소개, 확인 6분

세션1

후보자 정책발표

각 후보당 10분 발표

<공영방송의 철학과 비전, 

공공성･독립성･신뢰성 강화방안>

30분

분임토의 분임토의 50분

질의답변 후보별 질의답변 35분

세션2

후보자 정책발표
각 후보당 15분 발표

<경영능력과 리더십, 미래방송혁신방안>
45분

분임토의 분임토의 50분

질의답변 후보별 질의답변 70분

세션3
질의답변 후보간 상호 질의답변 24분

최종발언 각 후보당 2분 발언 6분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 10분

마무리 마무리 인사 등 이사장 마무리 인사 등 20분

- 특히 더 많은 국민이 KBS 사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 3인을 

확정한 뒤 KBS홈페이지와 SNS 등에 후보자 인적사항과 주요 경력을 게시, 시민들의 

질의를 사전 접수한 후 정책설명회 질의답변 시간에 반영했다.

- 정책설명회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이틀 전에 후보자 3인의 지원동기와 경영

계획서를 시민자문단에게 발송해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 조치, 심도 있는 판단과 토론

을 유도했다.

- 또한 시민자문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① 정책설명회를 KBS홈페이지와 my K, SNS로 생중계하고 시청자의견을 실시간 접수

하고,

  ② 이와 함께 정책설명회 당일 시민자문단이 제출한 평가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고, 

평가서는 현장에서 밀봉 후 외부 금고에 보관했으며, 사장 후보 3인에 대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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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날에 이사가 참관하는 가운데 외부업체가 평가서를 개봉하여 결과를 집계한 뒤 

이사회에 제출했다. 

◦ 이처럼 시민 참여를 통한 KBS 사장 선출방식은 이사회의 정파적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지역과 세대를 망라해 국민을 대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특히 시민자문단 정책설명

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질의를 통해 전 국민이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할 기회

를 갖게 되었다.

2) 보도와 시사 부문 국장 임명동의투표 실시

◦ KBS가 정치권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직 내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지배구조가 어떤 형태로 확정되더라도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장치가 필요하다.

◦ 양승동 사장은 2018년 4월 제23대 사장 취임식에서 <KBS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정치

권력 및 경영진의 압력으로부터 KBS 보도와 시사 부문 책임자들이 독립성을 지키고 취

재･제작 실무자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간부가 보도와 제작에 압력을 

일절 행사하지 않고, ▲보도･시사 부문 국장 임면동의제를 실시하는 한편 ▲편성위원회

를 정상화해 취재･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 그 첫 번째 조치로 2018년 5월, 보도･시사 부문 국장 3인(통합뉴스룸 국장, TV프로덕션

3 담당, R프로덕션1 담당)에 대한 임명동의투표를 실시했다. 국장 임면동의제 제도화 이

전이었으므로 ‘先 국장 임명, 後 동의 투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2019년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보도와 시사 부문 등의 국장 임면동의제를 더욱 공고히 명

문화할 예정이다. 

3) 편성위원회 정상화

◦ KBS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취한 두 번째 조치는 편성위

원회 정상화였다. 

◦ 편성위원회(전체 및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방송법(제4조제4항)에 따라 제정･공표된 편성

규약이 규정한 기구다.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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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KBS방송편성규약 제1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편성규약은 매달 본부별 편성위원회(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동 규

약 제11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책임자 측의 거부･회피로 인해 세 차례밖에 열리

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편성위원회를 정상화하였다. (다만, 연말 등 제작

업무가 몰렸던 시기에는 책임자와 실무자 측 합의 하에 일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참고 : 2015-2018 편성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본부별 편성위원회 전체 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보도위원회 TV위원회 라디오위원회

2015 1회 - - 5회

2016 1회 - - 10회

2017 - 1회 - 4회 

2018 10회 8회 9회 10회

◦ 과거 편성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문제는 2017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

고, 아래와 같이 재허가조건(이행과제)을 통보받았다.

<참고 :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중 제작자율성 항목>

◦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에 대해 아래 사항을 반영한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측 또는 종사자측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

  -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하에 미개최 가능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측 또는 종사자측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은 지 24시간 이내에 개최

  - 회의 결과를 공지 또는 공개 

  - 단체협약 미체결로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단체협약과의 

분리 등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을 마련

  - 양측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시청자위원회 또는 중재․자문위원회 활용 방안 등을 마련

◦ 상기 편성위원회 관련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각 본부별로 편

성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 긴급요구가 있을 경우 24시간 안에 편성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과 분리하여 개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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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위원회 운영을 해태할 경우 제재 및 처벌 조치 등을 담고 있다.

◦ 2019년에는 노사합의로 편성규약 본문을 개정하여, 편성위원회 강화 방안을 더욱 공고

히 명문화할 예정이다.

4) 편성규약 교육 및 규약 위반 방지책 마련

◦ KBS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제작 자율성의 개념

을 명확히 이해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 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이 그 제정을 의무화한 

규약이다. 공사는 KBS의 구성원들이 편성 독립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편성규약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성규약 교육을 시행한 것은 공사 창사 이래 처음이다. 

규약 교육은 앞으로 KBS 전 사원을 상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사는 2018년 6월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의 편성규약 위반 또는 

무력화 사례를 조사해 왔다. 이는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 행위의 진상을 엄정하게 조

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 2019년에는 피해자 명예회복 등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를 법률과 사규에 따라 완료

해 방송독립과 제작자율성 확보의 근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방송 백서를 발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지대책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5) 연방수준의 분권화된 자율적 네트워크 구조로 대전환의 필요성

본사와 지역(총)국의 권한 집중과 이양에 관한 문제는 KBS 조직 전체에 대한 재설계를 전제

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전략기획실과 혁신추진부 등 관련 부서

에서 조직 전반에 관한 면밀한 기능 검토와 조정 등을 거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지역정책실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총)국 위상 확립과 역할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 

제주와 광주, 부산방송총국에서 지역방송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제주총국에서는 프라

임타임대인 저녁 7시뉴스(40분 편성) 전체를 제주총국에서 자체 제작한 뉴스만으로 방송하는 

‘뉴스7 오늘 제주’를 신설해 지역국의 편성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욕구 해소 등 지역공영방송사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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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광주총국에서는 뉴미디어프로젝트팀을 신설해 모바일 콘텐츠를 지역에서 자체 제

작하고 온･오프라인과 SNS를 통해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실험을 시작함으로써 모바일 중심으

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비해왔다. 부산총국에서는 어린이 인문학과 미디어 교

실인 ‘Humedia’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방송국의 역할과 책

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방송활성화시범사업은 올 한해 지속적인 시행과 엄격한 평가 및 분석을 거쳐 나머지 

지역총국으로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정책실에서는 지역방송활성화시범사업

이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KBS가 분권화된 네트워크 조직

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BS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사적 조직개편을 준비하여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

하였다. 콘텐츠 중심, 디지털 혁신을 골자로 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KBS의 콘텐츠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시 방송본부의 제작투자 부서를 폐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제

작본부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여 제작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수평적인 조직구조로 전환하였다.

또한 KBS는 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내부 TF를 구성하여 제

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전문가 제도는 특정 직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원을 

전문가로 선발하여 공사 업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진이나 보직 중심의 관

료화를 지양하고,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원 동기부여 및 업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2018년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평가

KBS의 지배구조는 비합리적이다.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 한, 정치지형에 따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의 의사가 그 비례에 따라 국회의석으로 표현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국회구성방식이 여전하고, 

다수를 확보한 정치세력이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유인이 상존하는 마당에 국회구성의 합리성

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송의 공정성 시비는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비례에 따라 국회로 결집되고, 그것에 의해 공영방송사가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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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라야 KBS는 정상화 될 가능성이 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사업연도 KBS 이사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최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KBS지배구조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사회의 표결로 다수 이사의 의사에 따라 사장을 지명하는 손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성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주춧돌 하나를 

더 얻는 것이었다. 누가 사장이 되느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런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수신료와 관련된 이

슈인데, 수신료를 정상화해야만 KBS가 정상화된다. 물론 거꾸로도 성립한다. KBS의 지배구

조가 정상화되어야 수신료도 정상화된다. 이는 국회구성이 합리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모든 이슈들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합리적인 국회구성관행과 직간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시 바삐 국회구성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충해 보려고 공영방송에서 광고수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야말로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어서 안쓰럽기까지 하다. 

KBS는 우리 공동체가 간직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자 가장 

막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KBS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KBS의 재정 정상화는 지금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준다.

KBS는 1960년대 초 군사독재시절 국영방송국으로 출발한 관용방송이었다. 앞에서도 언급

했다시피, 이는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적 명령과 통제의 경영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공공부문이든 사기업이든 아직도 이 체계에서 벗어

나지 못했듯이 KBS 역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마치 원죄처럼 떠안고 있다. 

물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정치세력에 의한 경영진 교체로 과거와 현재의 갈등이 아직 남아 있고, 보도부서, 제작부서, 

기술부서, 지원부서 등과 같은 부서별 집단이기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노조 간의 갈

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것이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가

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조직정치(organizational politics)의 부정적 행태를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서 

설명한 경영플랫폼을 설계하여 경영의 플라이휠(flywheel)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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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우리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와있다. 이 혁명의 파고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

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다. 이 변화는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신체구조, 취향, 신념, 가치, 재능, 욕망 등을 반영하

는 개별맞춤형 사회(personalized society)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체들의 개별맞춤

형 생산(personalized production)과 유통업체들의 개별맞춤형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 

나아가 기술업체들에 의한 개별맞춤형 거래(personalized transaction)에 이르기까지 일상적

인 삶의 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선 개별맞춤형 이동수단의 이용객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했

던 것보다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세 가

지 키워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생산공장의 모든 부품과 설비들

이 마치 고도의 사고력을 가진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자율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완제품

이 되어 공장을 벗어난다. 이것은 완벽한 개별맞춤형 주문생산공정이다.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컨베이어벨트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제조공정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완제품이 고객에게 배달되는 과정 역시 개별맞춤형 배달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플랫폼은 생산과 서비스방식이 바뀌기 이전에 이미 모든 구성원들

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

도록 하는 분권화된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둘째, 자율성(autonomy)은 중앙통제시스템이 사라지고 모든 노드(node)들이 자기 스스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분권화된 구조에서 반드

시 따라오는 특성이다.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 없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을 수행하도록 완벽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앞서 경영개념의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본주의 경영학이 추구하는 핵심이 모든 구성원에게 직

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

영사상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network)는 분권화되고 자율성을 가진 노드(node)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

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조정해 

나아가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모든 노드들의 건강하고 튼튼한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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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생긴다. 

조직의 경쟁력이 구성원들의 경쟁을 통해서 생긴다는 통념은 잘못된 신화에 불과하다. 경쟁

은 오히려 네트워크를 훼손하고 조직의 건강성, 생산성, 창의성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조직 내

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제거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연대(solidarity)와 보충(subsidiarity)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경

영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조직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란, <그림 3-3>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의 영혼에 생

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며, 나아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환경조건

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지배와 통제의 관행은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경영자들의 올바른 리더십을 학습할 기회를 가로막아왔

다. 안타깝게도 선배들이 하던 행동을 보면서 이리저리 터득해왔을 뿐,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합리적인 민주적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다. 경영진부터 상당한 교육훈련이 요구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영진이 훌륭한 인품과 유연한 사고력을 발휘하여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

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경영진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명령과 통제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경영진이 무시했던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경영진 교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합의제 민주주의가 조직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계급질서를 해체한다는 의

미다. 그렇게 하는 첫걸음이 바로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실현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분권화를 통한 합의의 의사결정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법률적으로 또는 관행

적으로 굳어진 조직문화인데, 이런 조직운영방식의 합리성, 생산성, 창의성은 우리의 계층화

된 계급질서로 운영되는 조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 태도, 행동패턴을 익혀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

호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KBS는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공영방송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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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임직원들에게 수평적인 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프로그

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높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익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대와 보충의 공동체가 되어야 KBS가 마련한 경영플랫폼 위

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

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KBS가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바

람에 시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권력집단으로 독립하여 KBS의 지배구조

를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부문의 제안을 참

조할 것)

아울러, 아직은 KBS 본사 내부의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분권화(decentralization) 정책에는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데, 분권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역방송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지역방송국을 연방제 조

직수준으로 독립시켜 운영할 수 있는 분권화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KBS의 내부 경영조직은 과거에 비해 지배와 통제의 조직문화가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으나, 

아직은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며 수직구조로 톱다운식 상명하복의 규율이 작동하는 조

직이다. 이런 수직구조로 설계된 조직은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다. 피라미드형이라서 성과책임

이 큰 직무로 옮길 수 있는, 즉 소위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성원들 절

대 다수가 승진을 위해 애쓰거나 승진을 애타게 기다리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의 노동생산성과 창의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그렇지 않는 일부 기자와 PD가 

있지만) 직무만족도나 직무수행과정의 충만감 같은 것을 느끼도록 하려면 수직구조보다는 수

평구조로 그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 부분이 3대 전략 중 ‘직무/고객/시장중심의 경영’에 해당하는 것인데, 앞서 설명한 현대

적 경영개념에서 보았듯이, ‘직무중심의 경영’이라는 용어는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향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경영진에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텐데, 조직

구조를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와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KBS의 내부의 경영혁신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데 있어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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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관리

가. 2018년 성과관리의 특성과 성과

1) 2018 KBS 직무분석 개요

◦ 과거 KBS 직무분석의 주된 목적은 개별부서 및 직무의 적정인원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

로, KBS 내 직무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분류되며 어떠한 목적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 KBS의 직무 관련 내용은 KBS 사규인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명기되어 있으며, 직무의 

성질과 책임, 곤란성 등이 유사한 직무를 기준으로 직군-직종-직류로 구분하고 있음

 - 통상 ‘직종’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KBS의 직무분류는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촬

영기자, 방송기술 등 흔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직업군이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2018년 미래전략기획국에서는 KBS 내 직종을 세부 직무로 보다 명확히 분류하고 각 

직무의 관계를 카테고리화 하였으며, 개별 직무별 직무기술서의 작성을 통해 직무의 목적, 

핵심성과목표, 업무내용, 업무노하우, 업무전문성 요인, 직무요건 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 직무의 목적 (Mission)

  ∙ 해당 직무가 왜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이유

- 핵심성과목표 (Performance Goal)

  ∙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에 제공(기여)해야 하는 결과적 효익

↳ 직무의 존재 목적(mission)에 부합하는 성과물

- 업무 내용 (Duty & Task)

  ∙ 미션 수행을 위한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것

  ∙ 단위 업무 별 세부과업을 체계적으로 정리

- 업무 노하우 (Know-how)

  ∙ 핵심성공요인 : 핵심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행동지표 :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성공요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는 행동상의 특성

- 업무 전문성 요인 (knowledge & Skill)

  ∙ 직무수행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338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 직무 요건 (Job Requirement)

  ∙ 해당 직무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

  ∙ 선호전공, 요구경력, 유사업무경험, 추천 교육과정, 권장 자격증 등

◦ KBS는 상기 작업을 통해 확보한 직무기술서를 채용, 인력배치, 성과관리 등의 참고자료

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KBS 내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에서 최초로 ‘직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각 직무를 카테고리화하여 정리, 기술

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평가 제도

성과관리는 크게 부서성과평가와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서장의 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부서성과평가는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에 의한 성과 목표를 부서

별로 부여하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부여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서성과평가 대상 부서는 직제규정이 정한 전 부서가 대상이므로, 전체 부서장이 성과목표

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대상 부서의 업무특성 및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그룹을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다.

부서성과평가 항목은 공통지표, 프로그램/사업지표, 관리자지표, 경영기여도지표의 4개로 

구성되며, 이 중 공통지표, 프로그램/사업지표의 배점비율은 전 부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부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공통지표는 인력 변동, 예산 배정액 대비 

절감률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하며, 배점은 평가그룹별 30∼40점의 비중으로 되어있다. 사업

지표는 30∼4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확대, 비용절감 등 공사 경영목표와 혁신 관

련 사업지표를 위주로 정량목표를 설정하되 기본점수를 바탕으로 목표값 초과 및 미달 정도

에 따라 최대 2점에서 최소 -1점까지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제작부서는 프로그

램 지표를 기본으로 사업지표 선정 및 달성 시 가점 최대 1점까지 부여) ‘사업지표’는 선정된 

경영목표 핵심사업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을 본부별 자율 선정하고, 추후 사업지

표에 대한 목표치는 성과평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설정하게 된다.

부서장은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급 및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능력급제의 적용

을 받는다. 매년 인상률이 누적되는 기준급의 경우 기간의 누적에 비례하여 차등폭이 커지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가 동기부여의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평



▶
부

문
별

 평
가

제4편

제
3
장

-
경

영
·

회
계

 부
문

339 

Korean Broadcasting System

가 결과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개인성과평가는 연초 수립된 부서별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반기별로 직원 개개인이 개인의 

성과목표(업무계획)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평가자(팀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성과

목표에 바탕하여 진행되고 있다. 확정된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는 자기신고를 통한 평가 

요청, 평가, 그리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재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피드

백 등의 절차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

과평가의 유형을 프로그램평가, PES(1), PES(2), 부서성과평가 등으로 다양화하여 성과관리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8년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평가

<2018 KBS 직무분석 종합 보고>(2018.10, 미래전략기획국)에 의하면, 직무를 분석한 목적

이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촬영기자, 방송기술 등의 여러 직종을 세부 직무로 보다 명확히 

분류하고 각 직무의 관계를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었으며, 개별 직무별 직무기술서의 작성을 

통해 직무의 목적, 핵심성과목표, 업무내용, 업무노하우, 업무전문성 요인, 직무요건 등을 정

리하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3∼5년의 주기로 직무분석이 필요하긴 하다. 직무분석 작업은 

인사조직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략적 업무는 아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 내용은 그 영향력이 비교적 작은 하위직위의 직무내용을 주로 분석하고 있

다. 앞으로는 직무분석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사조직 전문가를 사내에 시급히 양성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직무분석이 시급히 필요한 직급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 실장, 국장, 부장, 팀장 등

과 같은 주요간부들이 맡고 있는 직무들이다. 이 직무는 조직 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직

무가 완수해야 할 성과책임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규명해 두어야 한다. 

KB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객관화한다는 명목으로 성과지

표를 구체화･정량화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두고, 그것을 합산하여 서열화하거나 상대적 강제

배분 비율에 따라 등급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의 성과평가를 포함한 현행의 인사

제도 자체가,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 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지금

까지 내려오던 것인데, 지표별 배분비율과 등급화의 경향을 아무리 조정해 봐야 결국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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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자의 주관적 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사고과자에게는 함께 일하고 

있는 평가대상자들에 대한 평가결과와 그 순위가 이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을 개인평가시스템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뿐이다. 이런 전통적인 평가방식은 그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 세계적인 추세는 전통적인 서열화･등급화를 위한 인사고과 자체를 폐기하거나 

코칭과 피드백을 통한 성과창출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2) 제언

조직이란 실제로 일하는 개별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개념적 실체일 뿐 구체적으로 존재하

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직은 말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일을 해서 성

과를 내는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인류는 고대 로마제국 

시대부터 조직이 일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조직중심형 사회로부터 점차 인간중심형 사회로 발

전해왔다. 그러나 앞서 경영개념에서 설명했듯이,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인본주의 경영이 대두

되면서 인간중심형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조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구성원 

개개인이 일하는 것으로 경영플랫폼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직이란 직무담당자들

이 자신의 성과책임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팀의 경계(team boundary)에 가상의 테두

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부서를 평가하는 것은 허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직무의 존재목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기초로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 역할이 큰 직무를 맡을수록 그 직무의 성과책임이 무

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사장, 부사장, 실장 또는 본부장과 같은 중요한 직무의 성과책임은 무

엇인가? 이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2016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성과책임의 중요성을 언

급했지만, 여전히 불분명하다. 

〈직제규정〉에 나타난 ‘부서별 분장업무’는 문자 그대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서별로 나누

어 놓은 것이다. 어떤 부서에서 대강 어떤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그 업무

를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인사조직책임자

가 결정해야 한다. 부서에 배정된 업무를 각 직무의 성과책임으로 분할하는 것이 인사조직담

당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림 3-2>는 직무의 3대 구성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은 

성과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사장, 부사장, 실장과 본부장 등과 같이 중요한 직무일수록 성

과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직무일수록 그 담당자는 수많은 업무활동(activity)을 해야 한다. 정부의 고위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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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야 하고, 정치인들도 섭외해야 하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도 면담해야 하고, 직원들의 성과

관리를 위해 면담과 피드백도 해야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낸다. 큰 조직일수록 바람 잘 날 없이 사건･사고가 터져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다보면 어느새 몇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간다. 엄청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 성취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은 이른바 일상적인 ‘활동의 함

정’(activity trap)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다. 고위직일수록 이런 현상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며 이런 활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요 직무일수록 성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모든 업무활동은 반드시 성과책임으로 귀결되

어야 한다. 그래야 비전달성과 전략실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과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조직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개인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성과평가의 궁극적 목적

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분발하게 하

려고? 인사이동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잘한 사람에게 당근을, 못한 사람에게

는 채찍을 줌으로써 조직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당근과 채찍이론’은 제국

주의 인간관에서 나온 신화다. 오늘날 인본주의 경영학에서는 이런 모든 관행을 폐기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각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자기인식(self-awareness)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

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성향과 어느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 사람인지 알도록 하는데 있어, 우

리나라에서 하는 일반적인 평가방식은 자기인식에는 물론이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타당성(validity)과 신뢰

성(reliability)이 낮은 전통적인 성과평가가 끝나고 나면 다들 시무룩해지고 조직의 분위기가 

침체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FAANG이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의 신생기업들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

들이 요구하던 전통적인 계량화된 지표별 달성수준으로 직원들을 서열화하는 평가방식을 버

리고 업무수행 기간 동안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코칭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을 채

택했다.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선진기업들이 기존의 서열화와 상대적 배분비율에 의한 등급화와 같은 전통적인 평가방식

에서 벗어나 평가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상의 사건들

을 기록하는 것이다. 평가방법에서 타당성이란 사전에 평가하기로 목표했거나 약속했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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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전에 목표했거나 약속했던 것이 없었다면, 그 평가는 타

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신뢰성이란 누가 평가하더라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fact)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배제된 사실 그 자체(fact itself)를 있는 그대로 기

록하는 것이 오히려 평가방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STAIRS(Situation, Task, Action, Intention, Result, 

new Situation을 줄여서 사용한 용어)의 기술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코칭과 피드백을 

할 때, 어떤 상황(Situation)에서 어떤 과업(Task)을 맡았는데,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Action)을 했고, 그 행동의 의도(Intention)는 무엇이었으며, 그 행동의 결과(Result)가 

초기의 상황을 어떤 상황(new Situation)으로 바꾸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어떤 지표도 특별한 양식도 없지만, 어떤 이벤트에서 직무담당자의 업무활동을 관찰

하면서 특징적인 사실을 기록해 두면 된다. 이런 기록은 직무담당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

고, 상사가 할 수도 있다. 누가 기록하든 서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며, 어떠한 평가나 판단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이 몇 년 동안 쌓이면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인사고과방법은 대개 숫자와 등급을 표시한 서류여서 아무리 오

랜 기간 모아도 나중에 그 숫자와 등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STAIRS가 쌓

이면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과거기록이 쌓여 있어야 제대로 된 

역량진단(competency assessment)이 가능하다. 과거의 행태를 알아야 역량을 진단할 수 있

고, 역량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평생 공직생활

을 해온 사람들이다. 공공부문에서 인사고과를 받아 승진하여 권력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이

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사고과가 고위공직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

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비리에 연루되는 공직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인사고과의 평가기록시스

템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여 인사의 예측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시스템적 사고다. KBS도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

적인 검토와 실행이 요구된다. 물론 실행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

지만, 새로운 인사평가방식을 도입하려면, 실행을 위한 로드맵(roadmap)을 설정하여 전면적

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일부 부서에서 일정기간 파일럿 테스트를 한 후에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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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량관리

가. 2018년 역량관리의 특성과 성과

1) 역량관리 과정과 활용

직원들의 역량진단은 개인평가 항목의 하나인 역량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직무분석을 통해 설정한 143개의 직무와 52개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각 직무에 대해 직무

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6-7개의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

교양제작”(프로듀서) 직무의 경우 ① 창의･혁신능력, ② 열정, ③ 책임감, ④ 리더십, ⑤ 연출제

작능력, ⑥ 추진실행력이라는 6개의 핵심역량을, “취재”(기자) 직무의 경우 ① 창의･혁신능력, 

② 열정, ③ 아이템 개발 능력, ④ 취재력, ⑤ 리포트구성력, ⑥ 소통능력, ⑦ 전문성 이라는 7

개의 핵심역량을, “프로그램진행/한국어”(아나운서) 직무의 경우 ① 창의･혁신능력, ② 열정, 

③ 언어구사력, ④ 제작의도이해력, ⑤ 상황대처능력, ⑥ 자기개발, ⑦ 책임감 이라는 7개의 핵

심역량을 기준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핵심역량에 대해 평가자는 평가시 평

가자에게 제시되는 핵심역량별 역량지표(예를 들어, “창의･혁신능력”의 경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많이 제출하는가?”, “관행을 벗어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

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핵심역량에 대해 S(10점), A(9점), B(8점), 

C(7점), D(6점)로 평가하며, 직원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역량평가 역시 자기신고를 통한 평가 요청, 평가, 그리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재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피드백 등의 절차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서장의 경우, 개인역량평가와 더불어 부서장의 관리능력이나 리더십을 평가하

는 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역량평가의 결과는 피드백을 통한 개인의 자기개발, 직원의 승진 및 승격의 기초자료로 활

용된다. 

2) 역량진단 결과의 선발과정에의 작용

먼저, 채용 부문은 신규인력 충원에 있어 역량평가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공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 전형에서 측정하

고자 하는 역량의 종류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구성하여 KBS에 적합한 역량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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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서류심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출신지역･학교, 학점 등 지원자의 역량 및 직무적합

도와 무관한 영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특히 현장 밀착도와 실기능력 비중이 중요하게 평

가되는 특정 직군의 경우, 서류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필기전형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보

다 다양한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기전형에서는 이론･지식의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개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등 지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전 직군에 대하여 논술 또는 작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출제에 

있어 다년간 해당 직무에 종사한 사내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개념화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하여 KBS에 필요한 분석력･사고력 있는 인

재를 선발하고 있다.

※ (참고)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직종별 평가과목

직 종 평 가 과 목

PD, 촬영기자, 영상제작, 방송경영(경영기획) ∙ 논술, 시사상식

PD(예능, 드라마) ∙ 작문, 시사상식

취재기자, 스포츠기자 ∙ 논술, 작문, 시사상식

방송기술, 방송경영(법정, 재경), 콘텐츠, IT ∙ 논술, 전공, 시사상식

중국어전문PD ∙ 번역, 작문

실무능력평가 등 대면 전형 시 역량진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

관의 인성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지향성, 대인영향력, 성취지향성, 정직성실성 등의 인성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인성검사를 통해 업무태도･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 등을 

측정하여 지원자의 기본 성향･역량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질문을 설계하여 지원자의 심층역량을 확인하고 있다.

선발 이후에는 지원자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장기간 밀착하여 관찰함으로써 

앞서 채용 전형에서 측정한 지원자의 역량 진단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

직 임용 후 3개월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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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 역량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평가

역량관리의 출발점은 역량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국내에 수입된 역량개념은 미국의 행동

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역량을 행동패턴과 행동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즉, 가짜행동(fake behavior)을 만들

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면의 의도와 달리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

문이다. 권한을 가진 상사(인사고과자) 앞에서 부하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사의 요구

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를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행동은 사회생활을 통해 터득한 요령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행동을 역량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 예측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역량이란 행동(behavior)도 아니고 능력(ability)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가능케 

하는 내면의 속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을 말한다. 인간의 타고난 내면적 속성이란 잘 

바뀌지 않는다. 인사조직이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타고난 내면의 속성인 역량이며, 상황과 개

인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인간의 내적 속성인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일관된 행동패턴과 사회적 성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조직 담당

자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량진단은 전문적인 분야다. 역량진단 전문가(competency assessor)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훈련받은 경험이 없는 상사

가 부하의 역량을 진단･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편향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S와 같

은 거대조직은 사내에서 역량개념과 역량진단방법론을 터득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마땅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역량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이동, 승진, 퇴출 등과 같은 경력경로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제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역랑관리(competency management)다. 우선 역량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능력과 역량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기 때문이다. <『리더

십역량진단 및 역량개발』 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2018.10, 인재개발원)을 보면 역량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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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개발하기 위해 Assessment Center와 Development Center를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까지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제대로 된 역량을 진단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론적으로는 진단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시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가짜행동을 만들

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개발도구로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 역량이란 정의 자체

에 내포되어 있듯이 개발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역량개념이 미국

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일군의 학자들이 역량을 행동수준으로 정의함으로써 역량

을 개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여러 역량개

념과 역량모형이 시중에 팔리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기존의 보편적

인 능력(ability)이라는 용어나 기술(skill)과는 달리 역량이란 타고난 특질이나 재능과 같은 것

으로서 쉽게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 역량은 관리의 대상이지 개발의 대상

이 아니다. 

그러면 역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주 단순하다.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구성원들

의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코칭과 피드백을 실행한다. 둘째, 당

사자가 참여했던 업무추진과정에서 STAIRS를 기록하고 직상위자 또는 동료들이 확인하지만, 

사실상 이벤트에 참여했던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작성하고 함께 확인하는 단순한 일이다. 

셋째, 그 기록이 충분히 누적된 경우 역량진단을 거쳐 인사이동, 승진, 퇴출 등의 선발에 활용

한다. 이때의 역량진단은 훈련받은 역량진단 전문가(competency assessor)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관리는 단순하지만 그 STAIRS를 기록하는 하는 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워낙 그 개

념이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주어진 상황과 과업, 실제로 실행한 행동과 의도, 나타

난 결과와 새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물론 초기에는 업무진행과정을 기록하

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

면 이보다 더 쉽고 간편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일

한 동료들도 언급되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협동심도 증가하는 등의 효과도 가능하다.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까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인사고과

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 불편한 마음과 비교한다면 STAIRS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조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는 ‘예측가능성’이다.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공명정대한 인사를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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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구성원들은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기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

서〉, KBS 2017.6, 259쪽 참조) 

앞서 언급한 성과관리에서도 인사평가제도를 STAIRS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기록이 쌓이면 구성원들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용, 

인사이동, 승진, 퇴출 등과 같은 인사관리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하며, 이 기록들은 앞

으로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6. 인사관리

가. 2018년 인사관리의 특성과 성과

1) 급여보상제도의 경영철학적 메시지

공사는 구성원에 대해 공영방송인으로서 청렴함과 윤리의식 등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방송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보상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급여보상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창의

력과 업무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고 회사를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시킬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직원들과 달리 부서장 이상의 직원에게는 능력급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급여 보상에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조직 차원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특별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직원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사

기를 진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2) ‘인간 존엄성’의 구현을 위한 KBS 인사관리 제도

인간이 존엄하다는 의미는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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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개념을 법률화해놓고 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기간방송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할 의무

가 있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이자 대한민국 내의 한 기업으로서 기업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

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KBS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BS의 사

규인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 보수규정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되고 있으며,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내의 노동3권(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KBS는 단체협약에 따라 직제 및 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

합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조합원 100명 이상의 전보 시에는 반드시 그 계획을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사전에 조합에 통보

하고 있다.

KBS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국내외의 어느 기업보다 공정한 채용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대체근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담

을 갖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매년 육아휴직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남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

고 있다.

2018년 K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신설하였다. 성평등센터의 수장으로 외부

개방형공모제도를 통해 서울시 인권보호관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을 역임했던 외부 전

문가를 임명하였으며, 해당 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관련 신고의 접수 처리, 피해

자 보호와 지원, 상담 그리고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사관리의 한 축인 평가관리에 있어서도 상향평가의 도입을 통해 부서장의 일방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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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아닌 직원도 부서장을 평가하여 상호 견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KBS 방송의 중요 직책인 보도, 시사교양, 라디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임명동의제를 실시

하고 있다.

3)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한 상사와 부하의 코칭과 피드백

평가자는 개인평가 과정에서 평가의견 개진을 통해 피평가자에게 업무수행상의 강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필요시 향후 개발역량, 성과향상, 목표설정 등에 대해 조언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평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평가항목별 평가수준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평가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의 제기 및 평가점수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피평가자의 자기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가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코칭과 피드백을 위한 교육훈련

KBS는 각 직급별 기본교육과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교육을 통하여 각 직급 및 직

위에 걸맞는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우선 직급별 기본교육을 먼저 살펴보면 1직급과 2직급(갑)은 신뢰감과 판단력 있는 리더의 

역할, 2직급(을)은 조화로운 리더로서 역할, 3직급과 4직급은 대･내외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와 소통역량 강화, 5직급과 6직급은 현업능력 및 셀프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직급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직급별 기본교육 대상을 연봉계약직까지 확대하여 상호 소통하며 

공사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라 사내교육에서 소외

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국장, 부장, 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관리자교육에서는 ‘전략적 소통가’, ‘협의조정

자’, ‘소통활성자’라는 주제를 직위별 역할로 설정하고 전략적 네트워킹 강화, 협의/조정 역량 

강화, 팀워크 구축 및 효과적 의사소통 등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KBS 인재개발원은 2019년에도 직급별 기본교육 및 관리자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

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상호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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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평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설치하여 외부 개방형 공모제도를 통해 전문가를 임명하

고, 사내 성폭력성차별 관련 신고 및 접수처리, 피해자 보호와 직원상담 그리고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 업무를 수

행토록 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남녀평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수평적인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간의 계급의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수평

적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구성원들이 코칭과 피

드백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중요한 직무를 맡은 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 변화가 아래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조직문화는 말이나 

구호로 실현되지 않는다.

KBS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반에 대한 세간의 평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평균 이

상의 지성인들이 모인 언론계가 행동이 거칠거나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평판이 있

기 때문이다. 진실을 정직하게 분명히 말하더라도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인들의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친 취재 현장이나 시청률 경쟁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인사관리담당자들은 이런 점에 유념하여 임직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

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방송계를 선도해야 할 KBS의 의무일 것이다.

2) 제언

인사관리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

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 존엄성이란 코칭과 피드백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과 이해, 존중과 희망을 담아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층적 지배구

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술을 전혀 익히지 못했다. 

물론 우리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우리 사법부조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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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더라도 우

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릿하다. KBS의 경영진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직 내의 모든 환경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서 소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즉 불합리한 것에 

반대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는 상황에서 반대할 의무(obligation to dissent)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현상은 계급질서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는 나타나지 않으며,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만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창의성이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인사관리는 앞서 설명한 몇몇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채용, 이동, 보상, 승진, 퇴출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원리가 

잘 실현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권화는 구성원 각자에게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

는 것이다. 역할과 책임이 큰 직무, 즉 무거운 성과책임을 가진 직무담당자들에게 서로 협력하

는 연대(solidarity)와 보충(subsidiarity)의 원리를 잘 실행하도록 하고, 그들이 더 가벼운 직

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권화의 핵심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경영, 특히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인간

의 존엄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이 맡은 직

무에서 타고난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기능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재능파악이나 어떤 이유로 역량진단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수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수정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받기 쉽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세심한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사는 사전에 본인뿐

만 아니라 동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속

한 조직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다.

급여설계는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서로 협력하는 협동정신을 고양하는가, 아

니면 이기적 경쟁심을 갖도록 조장하는가를 급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급여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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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영철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잘 알다시피, 1997년 말 IMF관리상황이 된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국가운영방식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당근과 채찍의 방법론이 대거 밀려들어왔다. 능력급이나 

성과급 같은 급여제도는 직원들 간의 협력과 상생,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서로 경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적 이기심, 부서별 집단이기주의, 불신 문화 등

이 더욱 생겨나게 되었다. IMF사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7. 경영플랫폼 운영을 위한 리더십과 그 조직적 역동성

가. 2018년 리더십과 조직역동성의 특성과 성과

1) 조직역동성을 위한 노력

2018년 4월에 취임한 양승동 사장은 ‘보도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이 주

인이 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20개의 핵심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했다.

<참고 : 2018년 핵심사업 및 성과>

과제 핵심사업 성과(2018-2019)

[1] 취재･제작의

자율성 보장
➊ 책임국장제 실시

보도･시사 부문 

국장 임면동의투표 실시

편성위원회 정상화

[2] 의제 설정 

기능 강화

➋ 탐사보도 조직 확대 탐사보도부 신설

➌ 취재･제작 전문가주의 

도입

전사적인 전문가제도 준비

보도본부 기자경력개발제도 도입

[3] 뉴스 정확성･신뢰도 

제고
➍ 가짜뉴스 범람에 대응

팩트체크 강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토크쇼 J> 신설

[4] 콘텐츠 경쟁력 향상 ➎ 콘텐츠 중심 조직개편

- 콘텐츠2본부 신설

- 홍보, 콘텐츠사업, 광고 기능통합

- 프로덕션 간 칸막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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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핵심사업 성과(2018-2019)

직무 중심으로 직급체계 개편

(2019년 중 시행 예정)

최상위직급 폐지

➏ 제작비 현실화

콘텐츠 제작비 투자 확대

- 관행적 사업 등 약 190억 축소

- 경영진 급여 10% 삭감

제작단위별 독립적 예산권한 부여

[5] 공영미디어로 전환

➐ 이용자 중심 편성

시청 습관과 디지털 연계를 

고려한 저녁뉴스 시간대 변경

모바일 시청자를 위한 

전용 온라인 채널, 라이브 강화

디지털서비스 전면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시청자 참여 극대화

➑ 디지털 제작 프로세스 

개선

- 디지털 워크플로우 개선

- 디지털 콘텐츠 예산코드 마련

➒ 디지털 전문가 확보 개발자 등 디지털 핵심인력 채용

➓ 이용자 중심 UHD

이용자･프로그램 중심의 

효율적 인프라 구축

지상파 UHD 양방향 플랫폼 TIVIVA 2.0 개시

[6] 방송 공정성･공익성 

제고

11 방송 공정성 훼손 사례 

진상규명

진실과미래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과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 회복

[7] 조직 건강성 회복 12  KBS 조직 재건

공정방송위원회 등 

노사공동기구 활성화

성평등센터 신설

경영진-사원 대화 등 

조직문화 복원

[8] 상생의 미디어 구축

13  외주제작 제도개선

독립제작사 기본제작비 3.5%인상

창작지원기금 조성

불공정 신고센터 개설

1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 개선

비일반직 220여 명 일반직화

방송작가-비정규직 스태프 표준계약서 전면도입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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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플랫폼을 역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 소통 강화

경영진의 비전과 계획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내

부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KBS의 주인인 국민에게 보다 많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

민들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넓혔다.

 대내 소통 강화

- 관료적이고 경직된 KBS의 기업문화를 타파하고, 구성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내 조

직문화를 개선함. 특히,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정책과 제작 현

장의 인식 괴리를 극복함.

과제 핵심사업 성과(2018-2019)

실태 조사 실시

[9]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15  지역방송 활성화

지역국 활성화 시범서비스 실시

지역정책실 기능 확대

(부장급 → 국장급)

16  시청자서비스 강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MOU 체결, 지역 시청자를 위한 

미디어교육 기반 마련

[10] 시청자 권익보호 

구축

17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시청자위원의 성별, 세대별, 전문분야별 다양성･대표성 

강화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 선발의 공정성 

제고

시청자위원회 SNS 생중계

18  시청자청원제도 도입
온라인 시청자 권익센터 신설

시청자 청원제도 도입･운영

19  투명성 강화
경영내용 공개 확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사회 속기록 등 공개

20 시청자 데이터 활용 강화

- 방송본부, 보도본부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 설문 및 심

층면접조사 실시

- 코코파이지수(통합시청지표)를 통해 시청자데이터 수집

-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편성 및 제작, 유통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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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① 사내 게시판 활성화

     ∙ 2018년 5월, 전자게시관리지침을 개정해 사내 게시판 활성화를 도모함.

     ∙ 전자게시관리지침의 목적(제1조)에 ‘민주적 토론문화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문구

를 삽입해, 사내 게시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

     ∙ ‘게시금지’ 항목을 14개에서 4개로 줄이고, 게시보류는 전자게시관리위원회의 의

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치함. 

     ∙ 게시물의 기본 게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림.

     ∙ 열람 권한과 게시 권한을 갖는 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② 타운홀미팅 직원조회

     ∙ 2018년 7월, 양승동 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 타운홀미팅 성격의 직원조회 개최

     ∙ 사장의 발표(KBS 개혁과제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에 이어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변화와 어려운 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해

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짐. 

     ∙ 또한 지역방송국 구성원들이 직원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중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로 지역국 직원들의 의견을 접수함.

     ∙ 이와 함께 각 본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직원들이 경험하고 있

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듣고 정책 운영에 반영함.

  ③ 예능국 간담회

     ∙ 2018년 7월, 사장과 예능국 구성원 간 간담회 개최.

     ∙ 치열한 미디어 경쟁 속에서 인력 유출과 제작비 부족, 장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예능국 구성원들을 사장이 직접 만나 KBS의 예능 콘텐츠를 키우기 위한 방

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함.

     ∙ 이 간담회를 통해 예능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제작편집시설 

및 공유스토리지 부족’임을 확인함. 이에, 예산을 확보하여 <NPS 편집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 중 편집실 48개소와 공유스토리지 

650TB를 확보할 예정임.

  ④ 지역방송국 간담회

     ∙ 사장과 지역정책실을 중심으로 지역방송국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 지역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KBS의 지역방송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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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소통 강화

① 경영 투명성 강화

   ∙ 2018년 5월, 이사장과 집행기관의 부서활동경비 공시대상과 범위를 확대함.

구분 기 존 개 선

공시대상 이사장, 사장, 감사, 부사장 이사장,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공시범위 월, 대상(대내/대외), 금액 일자, 목적, 대상인원 수, 집행방법, 금액

   ∙ 2018년 5월부터 사장 및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KBS 홈페이지에 공개.

   ∙ 이와 함께, 『 KBS투명성가이드라인』제정 작업에 착수함.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

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와 유럽의 공영방송 사례를 참고하여 ▲법령 

및 정관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공개 기준을 수립하고, ▲

공개할 정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유관부서 

의견 수렴 후 『 KBS투명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임.

② 시청자 서비스 사이트 확대 개편

   ∙ 현행 ‘시청자상담실’, ‘시청자위원회’, ‘고충처리’, ‘정보공개’, <TV비평 시청자데스

크>, <열린채널>, ‘KBS온(견학홀)’, ‘시청자갤러리’ 등 8개 사이트를 ‘시청자권익센

터’ 홈페이지로 연계 및 통합.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임.

③ 시청자 청원제도 도입 및 ‘시청자청원’ 사이트 신설 운영

   ∙ 발의된 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

접 답변.

④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성별･세대별･전문 분야별 다양성을 강화한 15명

의 제29기 시청자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함.

   ∙ 비공개였던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SNS를 통해 생중계, 시청자의 알권리와 위원

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⑤ KBS 개혁과제 수행 보고 기자간담회

   ∙ 2018년 8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신규 프로그램 대규모 편성을 

앞두고, 프로그램 편성 취지와 함께 KBS개혁 추진과정을 국민께 설명하는 기자간담

회를 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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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에서는 ▲상위직급 축소 등 KBS 경영혁신 방안 ▲뉴스와 프로그램 혁신, ▲계

약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및 독립제작사와 상생 방안, ▲온라인 시청자권익센터 신

설 등과 관련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힘.

⑥ 소통 채널 ‘김비서’ 운용

   ∙ 관료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젊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소통 

채널로서 ‘김비서’를 운용함. 

   ∙ 김비서의 활동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KBS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SNS 등

을 통해 대내외에 전달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접수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임.

   ∙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월드컵이 몰려있던 2018년 6월 셋째 주에는 보도본부가 

위치한 신관 3, 4층에 무료 간식 팝업스토어를 열어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함. 또

한 업무 중 다치거나 건강이 나빠져 입원한 직원들을 문병하는 한편, 2018년 8월부

터는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선물과 사장의 축하카드를 전달하고 있음. 

나. 2018년 리더십과 조직역동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제언

1) 평가

취재･제작의 자율성 제고에서부터 시청자 권익 보호조치까지의 2018년도 핵심사업과 성과

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업들과 대내외 소통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조직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든 역량평가든 모든 평가는 평가 의도에 상관없이, 평가자든 평

가대상자든 평가방식과 그 결과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직무수행의 본질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다 더 역동적인 조직으로 나아가려면,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조직의 역동성은 철저히 경영진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한 사람의 카리

스마와 그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려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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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생

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앞서 거듭 강조한 경영플랫폼을 확립함으로써 직무수행

의 환경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끝으로, 이 인사조직부문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에는 바그너의 오페라처럼 주제가 강조되

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KBS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안들이므로 반드

시 실천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8. 예산편성과 운용

가. 중장기 계획 및 경영목표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2018년 예산은 ‘변화를 통한 국민감동’이란 2018년 경영목표와 2016년∼2018년 중장기 

정책방향(3대전략, 9대과제)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내실화 추구’로 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선거방송 등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해 관

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전환 등을 반영하여 비용을 증액 편성했

으며 나머지 사업경비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다. 

수입예산 측면에서는 미디어 산업 재편으로 광고수입이 감소하고 수신료 수입과 콘텐츠 판

매 수입 성장세 역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스포츠이벤트 관련 중계권 판매수입, 협찬

수입 등 적극적인 수입목표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손익 21억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영 내실

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중장기 정책방향 내 3대 전략에 따른 9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2018

년 핵심사업 13개에 대해 비용예산 1,373억 원, 자본예산 235억 원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여, 

중장기 계획 및 경영목표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확대하였다. 광고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핵심사업의 비용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

성으로 볼 수 있으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목표 사업의 자본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

쉬운 점이므로 충분한 자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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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8년 경영목표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과제별 사업내역 비용예산 자본예산

[과제1-1] 보도 공정성 강화

  ◦ 뉴스 신뢰도 강화 2.7 17.4

  ◦ 뉴스 영향력 강화 비예산

[과제1-2]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방송 성공적 완수 815.0

  ◦ 2018 지방선거의 성공적 개표방송 19.0 4.5

  ◦ 킬러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 제고 471.0

  ◦ 라디오 채널 점유청취율 제고 8.7

[과제1-3] 한류확산 주도

  ◦ KBS콘텐츠의 글로별 경쟁력 기반 확대 0.9

[과제2-1] 스마트 플랫폼 강화

  ◦ 푹(pooq)의 국내 OTT시장 영향력 확대 비예산

  ◦ 모바일 오디오 콘텐츠 유통 다각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8.0

  ◦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3.0

 [과제2-2] 지상파 플랫폼 재도약

  ◦ 제작 인프라 투자효율 극대화 기반 확립 0.8

  ◦ 중계소 효율화 추진 0.5

 [과제2-3] UHD 방송 선도

  ◦ UHD 방송 기반 강화 16.0 153.0

 [과제3-1] 시청자로부터 신뢰 회복

  ◦ 수신료 현실화 추진 2.3

  ◦ 수신료 관련 법제 개선 추진 비예산

  ◦ 재난방송의 질적 강화 7.4 36

 [과제3-2] 인사/조직 구조 변화 

  ◦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콘텐츠 중심조직 지향 비예산

 [과제3-3]

  ◦ 수입구조 다변화 6.5

  ◦ 수신료 수입 목표 달성 6.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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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영목표사업의 예산편성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비용예산 1,373 787 792

자본예산 235 928 289

합계 1,608 1,715 1,081

나. 예산편성의 목적 적합성과 적정성

1) 예산편성의 목적적합성

2018년 예산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광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한

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바탕

으로 핵심 경쟁력 강화, 예산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또

한, 중계권 재판매 수입, 협찬수입 등 특수상황을 반영해 수입목표를 책정하고 대형 스포츠이

벤트, 선거방송 등 국가적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적극 반영

한 비용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2017년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

여 경영내실화를 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형 스포츠이벤트 방송권료 692억 원과 제작

비 105억 원을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84억 원을 편성하였다.

과제별 사업내역 비용예산 자본예산

  ◦ 광고 수입 목표 달성 7.5

  ◦ 콘텐츠 수입 목표 달성 0.1

  ◦ 경영관리시스템 정착 0.3

  ◦ 경영관리시스템 본격화에 따른 정합성 제고 비예산

합   계 1,37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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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최근 3년 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수입예산 15,714 15,188 16,089

비용예산 15,693 15,160 16,083

당기순손익 21 28 6

자본예산 1,321 1,485 1,111

2) 예산규모의 적정성 

[표 3-4] 연도별 손익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전년대비

수 입 16,254 181 16,089 -165 15,188 -901 15,714 +526

비 용 16,199 131 16,083 -116 15,160 -923 15,693 +533

당기손익 55 50 6 -49 28 22 21 -7

영업손익 -368 280 -376 -8 -243 133 -380 -137

 

2018년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산규모를 책정할 때 수입부서의 사업계획 및 수입 

전망 자료를 제출 받아 시장동향, 사업계획 적정성, 과거 수입실적 등을 분석하여 달성 가능한 

수입규모를 먼저 산정한다. 그 다음 경영목표 사업, 공적책무 사업, 과거 비용집행 추이 등 다

양한 예산관련 분석 자료, 국내외 경제 전망, 미디어 환경 변화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예산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경영환경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렇게 편성된 예산은 경영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분과 및 총괄 소위 등 집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예산은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편성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526억 원 증액한 15,71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신료 수입은 

가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전년 대비 13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광고수입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75억 원 축소 편성하였다. 광고수입은 지상파 광고시장의 구조적 축소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다. 이는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중간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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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의 비대칭 규제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광고수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표 3-5] 전체 광고시장 추이(2003년∼2017년) 분석표 요약

* 인터넷/모바일 1,537.5% 성장(2,700억원→44,212억원)

* 케이블 590.2% 성장(2,975억원→20,533억원)

* 지상파 37.4% 역성장(26,422억원→16,529억원) 

* KBS 45.9% 역성장(6,782 억원→3,666 억원) 

위의 광고매출 추이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파의 광고매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예산편성 시 광고수입을 감액 편성하였다. 기타수입 예산

의 편성내역은, 콘텐츠수입은 2TV재송신수입 증가 등을 감안해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

형 스포츠이벤트 관련 협찬과 중계권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협찬/캠페인수입은 전

년대비 106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기타수입의 경우 올림픽 등 중계권재판매 수입 등으

로 전년대비 202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

비용예산의 경우 자구노력의 반영으로 2016년 비상경영상황에 따라 시행한 예산 긴축 기조

를 2017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스포츠이벤트 실시로 인하여 전년 

대비 533억 원 증가된 15,693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업경비는 662억 원 증액한 8,459억 원을 

편성했는데, 비용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스포츠 이벤트 방송권료와 제작

비가 797억 원으로(‘14년 당시 스포츠이벤트 실시 예산 496억 원보다 60.7% 증가함) 방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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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비가 전년대비 644억 원 증가하였다. 고정적 지출 성격이 강한 시설운영비의 경우 최저임

금 및 유지보수 인상에 따라 14억 원이 증가된 1,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자사업비는 동

결하고, 판매관리비는 4억 원이 증가된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판매수수료 및 법정지원금은 

수신료수입 및 광고수입과 연계된 비용으로 1억 원 감소된 1,3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

비의 경우 2% 임금 인상으로 30억 원 증가된 5,258억 원을 편성하였다. 감가상각비 예산의 

경우 디지털 전환 투자 종료 이후 대규모 인프라 자본 투자가 감소됨에 따라 85억 원이 감소

된 5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비용은 24억 원 감소된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세 

비용은 13억 원을 편성하였다.

[표 3-6]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 편성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비율(%)

2017년

실적

Ⅰ. 수 입 15,714 15,188 526 3.5 14,938

  1. 수신료수입(비중)
6,542

(41.6%)

6,410

(42.2%)
132 2.1

6,462

(43.3%)

  2. 광고수입(〃)
4,060

(25.9%)

4,135

(27.2%)
-75 -1.8

3,666

(24.5%)

  3. 기타수입(〃)
5,112

(32.5%)

4,643

(30.6%)
469 10.1

4,810

(32.2%)

Ⅱ. 비 용 15,680 15,098 582 3.9 14,283

  1. 사업경비 8,459 7,797 662 8.5 7,106

- 방송제작비(비중)
6,868

(43.8%)

6,224

(41.2%)
644 10.3

5,648

(39.3%)

- 시설운영비 1,149 1,135 14 1.2 1,047

- 시청자사업비 146 146 0 0.0 139

- 일반관리비 186 182 4 2.2 172

- 수신료징수비 92 92 0 0.0 84

- 광고운영비 18 18 0 0.0 16

  2. 판매수수료 및 

법정지원금
1,312 1,313 -1 -0.1 1,238

  3. 인건비(비중)
5,258

(33.5%)

5,228

(34.6%)
30 0.6

5,20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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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예산의 감소 및 긴축재정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환경의 변화로 주요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 소비 유형이 지상파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지상파 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축소 영향에 의하여 KBS 광고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3-7] 최근 3년(2016년∼2018년) 간 지상파광고시장과 KBS광고수입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16,182 
14,067 12,958 

4,207 3,666 3,328 

 -

 5,000

 10,000

 15,000

 20,000

16년 17년 18년

지상파TV

KBS

또한, 수신료 수입과 콘텐츠 판매 수입의 성장세도 둔화를 보이고 있어, 지상파 광고시장의 

구조적 축소 영향은 KBS 수입 감소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구 분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비율(%)

2017년

실적

 - 임금･복리비 4,765 4,757 8 0.2 4,658

 - 퇴직급여충당부채 493 471 22 4.7 548

  4. 감가상각비 503 588 -85 -14.5 574

  5. 사업외비용 143 167 -24 -14.4 159

  6. 예비비 5 5

Ⅲ. 세전손익 34 90 -56 -62.2 655

Ⅳ. 법인세비용 13 62 -49 -79.0 91

Ⅴ. 당기순손익 21 28 -7 -25.0 564

※ 영업손익 -380 -243 -137 56.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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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최근 3년(2017년∼2015년) 간 공사 매출액 및 주요 수입 실적

(단위 : 억원)

14,326 14,866 15,462 

6,462 6,333 6,256 

3,666 4,207 5,025 

2,700 2,653 2,302 

0

5,000

10,000

15,000

20,000

17년 16년 15년

매출액

수신료

광고

콘텐츠판매수입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실시로 사업경비는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에 비례하여 예산 규모를 긴축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대규모 적자와 함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비효율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을 

실시하였으며, 적자로 인한 재무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긴축을 실시하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기존 프로그램 제작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적 영향

을 주는 예산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긴축에서 제외하였다. 광고 수입 등 수입의 증가를 통

한 성과를 재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 긴축한 예산(192억)을 포함하

여, 선제적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에 278억을 재투자하였다. 정규, 특집 등 핵심 제작 

경쟁력의 강화, 유지를 위해서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후 긴축

하였으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였으므로, 수지관리를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경쟁력 강화 및 수입확대를 위한 탄력적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

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1) 비용예산의 집행실적

비용예산은 총 예산 15,693억 원 대비 15,079억 원을 집행 96.2%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사업경비의 경우 예산 8,459억 원 중 7,973억 원을 집행(△486억 원)하여 94.3%의 집행률

을 보였다. 사업경비 중 비중이 큰 방송제작비의 경우 6,868억 원의 예산 중 6,478억 원(△

390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4.3%의 집행률을 보였다. 3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실시에

도 불구하고 직접제작비 이외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 노력을 결과 390억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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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인건비의 경우 예산 5,258억 원 중 5,235억 원(△32억 원)을 사용하여 99.6%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수신료수입 및 광고수입과 연동되는 판매수수료와 법정지원금은 각 90.1%와 93.6%의 집행

률을 보였으며, 사업외비용은 96.6%의 집행률을 보였다.

2) 비용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KBS는 비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예산운영기준 시행 및 월 단위 예산관리 실시하였으며, 연초 예산운영기준을 전사적

으로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재정 환경, 예산운영 기본 방향, 방송제작비, 시설운영비, 자본예

산 등 부문별 세부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또한 예산운영기준 시행 시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ERP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격

월로 경영수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사업 진행 상

황을 점검하였다.

둘째,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였다. 콘텐츠 경쟁력 제고, UHDTV 인프라 

구축, 디지털･모바일 강화 등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 사업에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였고, 

관행적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였다. 

셋째, 사전 검토기능 및 예산통제를 강화하였다. 투자사업 예산을 포함한 부서의 사업성 예

산을 회수하여 총괄부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투자전략부의 사업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하여 사

업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 단계에서 사전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하였다.

넷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관행적, 불요불급한 사업경비에 대한 긴축을 통해 192억 원을 긴축하여 수입 증대 선순환 

구조를 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투자에 선제적으로 278억 원을 재투자 하는 등 예산의 효율

적, 탄력적 운영에 기여하였다.

3) 자본예산 집행실적

2018년 자본예산은 미래방송센터 건립 및 UHD전환 등 대규모 자본 투자 사업이 편성되었

으며, 집행률이 39.9%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학자금, 직원 전세지원금 등의 투자와 기

타 항목을 제외할 경우 44.9%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미래방송센터 계획 변경으로 미



▶
부

문
별

 평
가

제4편

제
3
장

-
경

영
·

회
계

 부
문

367 

Korean Broadcasting System

집행 금액(331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UHD 편성비율 조정 등 정책 변경에 의한 사업 취소 

미집행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지연 1건, 사업검토･계약지연 4건, 환경변화에 따

른 사업추진 5건 등 총 10건의 투자 예산 70억 원이 2019 회계연도로 이월되었다. 지속적인 

자본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제약조건이 

아닐 수 없으므로 긴축기조 속에서도 자본예산의 집행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표 3-9] 자본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51,354 28,911 56.3 64,604 31,795 49.2 44,049 16,441 37.3

∙ 지역제작시설 확충 723 - - 1,187 - - 993 93 9.4

∙ 연구개발 및 정보화 13,550 6,899 50.9 13,082 5,707 43.6 14,239 3,873 27.2

∙ 방송제작장비 보강 6,181 5,525 89.4 8,653 4,943 57.1 11,814 4,396 37.2

∙ 일반시설 보강 52,631 18,017 34.2 54,323 9,129 16.8 18,809 5,767 30.7

∙ 투자와 기타 7,677 -6,653 -86.7 6,616 -2,677 -40.5 21,220 11,199 52.8

합계 132,116 52,699 39.9% 148,465 48,897 32.9 111,124 41,769 37.6

4) 자본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KBS는 자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시하였다.

첫째, 저조한 자본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투자전략부에서 집행률 수시 점검을 통한 사업

별 진척률을 관리하였다. 

둘째,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부서 사업진행을 독려하고 타당성검토 소요시일을 단축

하였다.

셋째, 탄력적인 자본예산 운영으로 긴급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자본예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5) 자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대책

최근 몇 년간 자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16년에는 재무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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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차례 긴축을 실시하여 자본예산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였고, UHD 방송 및 모바일서

비스 등 정책 관련 사업들의 정책 결정 및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122억 원의 이월예산이 

발생하였다. 2017년에는 미래방송센터 건립 일정 변경(사잇길 매입 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미

집행 금액(308억 원, 총 예산 대비 20.7%)이 발생하였고, 정부의 UHD 방송허가 지연에 따라 

UHD 방송시설 구축 사업 등의 이월예산이 328억 원(총 예산 대비 22.1%) 발생하였다. 2018

년에도 집행률이 39.9%이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가 크

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긴축재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긴축의 여파가 있어서 자

본예산을 충분히 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예산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의 일정이 늦

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의 추진속도를 낼 수 있으

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현실화와 정부의 미납자본금 납입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표 3-10] 최근 3년 간 예산 집행 실적

◦ 손익예산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Ⅰ. 수 입 15,714 14,758 93.9% 15,188 14,938 98.4% 16,089 15,335 95.3%

  1. 수신료수입 6,542 6,595 100.8% 6,410 6,462 100.8% 6,296 6,333 100.6%

  2. 광고수입 4,060 3,328 82.0% 4,135 3,666 88.7% 5,360 4,207 78.5%

  3. 기타수입 5,112 4,835 94.6% 4,643 4,810 103.6% 4,433 4,795 108.2%

Ⅱ. 비 용 15,680 15,079 96.2% 15,098 14,283 94.6% 16,083 14,997 93.2%

  1. 사업경비 8,459 7,972 94.2% 7,797 7,106 91.1% 8,374 7,561 90.3%

- 방송제작비 6,868 6,478 94.3% 6,224 5,648 90.7% 6,762 6,122 90.5%

- 시설운영비 1,149 1,081 94.1% 1,135 1,047 92.2% 1,149 1,035 90.1%

- 시청자사업비 146 142 97.3% 146 139 95.2% 159 132 83.0%

- 일반관리비 186 174 93.5% 182 172 94.5% 183 168 91.8%

- 수신료징수비 92 83 90.2% 92 84 91.3% 102 88 86.3%

- 광고운영비 18 14 77.8% 18 16 88.9% 19 16 84.2%

  2. 판매수수료 및

법정지원금
1,312 1,193 90.9% 1,313 1,238 94.3% 1,509 1,317 87.3%

  3. 인건비 5,258  5,235 99.6% 5,228 5,206 99.6% 5,297 5,296 100.0%

- 임금･복리비 4,765 4,735 99.4% 4,757 4,658 97.9% 4,837 4,831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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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제작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 2017 2016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1. TV제작(KBS World 포함) 354,822 343,679 96.9% 351,659 340,481 96.8% 363,392 350,138 96.4%

2. R제작 28,856 27,287 94.6% 28,814 26,498 92.0% 30,542 29,860 97.8%

3. 보도제작 (R뉴스 포함) 36,891 34,383 93.2% 36,625 32,793 89.5% 40,099 38,359 95.7%

4. 스포츠제작 103,522 101,219 97.8% 27,559 22,488 81.6% 56,241 54,237 96.4%

5. DMB제작 (T,R-DMB) 52 46 88.5% 52 49 94.2% 52 48 90.8%

6. 멀티미디어제작

(홈페이지, 데이터방송)
8,292 8,190 98.8% 8,209 7,462 90.9% 7,530 7,245 96.2%

7. 연구개발(제작) 9,059 8,187 90.4% 8,224 6,229 75.7% 8,033 7,722 96.1%

8. 방송제작 공통 130,699 124,763 95.5% 134,109 128,801 96.0% 127,368 124,599 97.8%

9. 수시배정 14,614 0.0% 27,181 42,983

합계 686,807 647,754 94.3% 622,432 564,801 90.7% 676,240 612,208 90.5%

 

※ 채널별 구분은 예산, 결산시스템 상 산출할 수 없음

라. 예산관리의 유효성

1) 예산관리의 효과성 제고

KBS는 예산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효과적인 예산배정 및 운용을 위하여 예산책임자(각 부서장)는 확정된 예산의 사업 특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 퇴직급여충당부채 493 500 101.4% 471 548 116.3% 460 465 101.1%

  4. 감가상각비 503 536 106.6% 588 574 97.6% 747 676 90.5%

  5. 사업외비용 148 143 96.6% 167 159 95.2% 151 147 97.4%

  6. 예비비 5 0 0.0% 5 0 0.0% 5 0 0.0%

Ⅲ. 세전손익 34 -321 　 90 655 　 6 338

Ⅳ. 법인세비용 13 　 62 91 　 90

Ⅴ. 당기순손익 21 -321 　 28 564 　 6 248

 ※ 영업손익 -380 -585 　 -243 202 -37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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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연 초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예산총괄책임자(전략기획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운용과 더불어 사업 활성화 및 탄력적 예산 운영을 위해 수시배정, 예산전용, 수입

금마련지출 제도 등을 운영하였다.

둘째, 정기적 경영수지 점검을 통한 예산관리를 위해 예산책임자는 매월 종료 후 당월 및 

누계 예산집행실적을 집행 사유와 함께 전산 입력하며, 예산총괄책임자는 이를 취합/분석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 계획과 집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

영환경 및 수지 동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격월로 임원진과 전 부서

의 예산책임자가 참석하는 경영수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수지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목표 달성과 비용의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월 관리되는 경영수지 실적은 사전진단

지표로써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의 기준이 되며, 재무위험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책을 설정･

실시하여 재무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무위험 상황 단계별 대응 시 필요에 따라 경영수지 

점검회의는 재정안정화 전략회의로 대체되며, 비용긴축 대책 등을 고려하였다.

셋째,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기능을 체계화하여 사업성 예산을 회수한 후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재배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총비용을 예

산대비 601억 원을 절감하였다.

마. 예산집행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1) 평가항목으로 본 예산집행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부서성과평가는 14개 그룹, 20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지표는 ① 공통지표, ② 프로

그램/사업지표, ③ 관리자지표, ④ 경영기여도지표로써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1] 부서성과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지표 배점 대상 부서 비고

공통지표
30점 제작그룹

인력, 예산
40점 기술, 시청자

프로그램/사업지표
40점 제작그룹

30점 기술, 시청자

관리자 지표 25점 전 부서

경영기여도 지표 5점 10%내 국 및 부서 평가그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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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각 부서의 <일

상 경비 예산 배정액 대비 절감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통지표]에 포함된다. 공통지표 배

점은 피평가 그룹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30점 또는 40점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공통지표]는 회사의 비용이나 리소스 절감을 목표로 <예산집행 실적>, <인력>을 평가항목

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2017년 공통지표 중 50% 비중을 차지했으

나, 2018년도 평가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일상경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공통지표 중 <예산

집행 실적> 비중을 60%로 상향 조정하였다. (배점 상향 조정 50% → 60%)

성과평가는 투자전략부에서 제출받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실적 자료를 근거로 실시하며, 각 

부서별 기본점수 80점에 예산배정액 대비 절감률 1%당 1점을 가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으

므로 예산집행과 성과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내부감사제도의 유효성

1) 효과적인 감사제도의 운영

2018년에는 감사실이 효과적인 감사제도의 운영을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감사제도를 

운영하였다. 

첫째,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감사를 확대하여, 장기 미수감 부서를 감사대상에 포

함하는 등 감사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업무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였다. KBS

교향악단(2012년 설립 후 최초 실시), 라디오사업국 (2014년이후 최초 실시), 인력관리실태 

일반감사 관련 투자전략 (2011년 이후 최초 실시), 법무실 (2013년 이후 최초 실시)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

둘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하여 조직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기념품 구매 및 관리방식”과 “모바일쿠폰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

고, 콘텐츠제작, 사업, 인프라 등 공사의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사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사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이버감사실을 통

해 제보를 접수받고 근무기강확립 독려 문서 시행하였으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KBS홈페이지의 사이버감사실을 통해 제보 접수된 총 164건에 대해 처

리하였으며 감사실-206 (2018.02.09.) 「설 명절 근무기강 확립 등」 등의 문서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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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종류별 실적

가) 일반감사

일반감사는 실시 주기(3년)와 장기 미수감 부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상 부서의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라디오센터, 예능제작 분야, 

지역(총)국, 해외지국 등 46개 국에 대해 총 16건의 일반감사를 실시하여 총 334건 (징계 1건, 

시정 114건, 주의 93건, 개선 32건, 통보 94건)을 처분하고, 약 7천만 원을 회수하였다.

나) 특정감사

매체전략부, 송출국, 디지털서비스국, 콘텐츠사업국, KBS미디어, KBSN을 대상으로 콘텐츠 

저장 및 유통시스템을 종합 점검하는 계통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건 (개선 1건, 통보 10

건)을 지적 처분하였다.

다) 복무감사

공영방송인으로서 책임 있는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이버감사실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총 20건의 복무감사를 실시해 총 35건 (징계 8건, 시정 5건, 주의 12건, 개선 

1건, 통보 9건)을 지적 처분하였으며, 약 6백만 원을 회수하였다.

라) 일상감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으로 리스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

였으며,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등 사업 전체의 효과와 경영기여도를 사전 감사하여 시행

착오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였다. 2018년도에 총 2,175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36건

의 의견을 개진하고 78건을 감액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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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내부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ㅇ 일반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단위 : 건)

구분 건수 징계 변상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계

일반감사 16 1 - 114 93 32 94 334

특정감사 1 - - - - 1 10 11

복무감사 20 8 - 5 12 2 10 37

합계 37 9 - 119 105 35 114 382

ㅇ 일상감사

(단위 : 건, 천원)

감사 건수 지적 건수
감액 조정 증액 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75 236 78 167,486 - -

9. 재무 및 회계

가.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안정성

KBS의 2018년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를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분석하고 경영비율의 추이를 분석하여 재무상태의 안정성 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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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1. 매출액 14,866 14,326 14,352 26 0.2

 가. 수신료수입 6,333 6,462 6,595 133 2.1

 나. 방송광고수입 4,207 3,666 3,328 -338 -9.2

 다. 기타수입 4,326 4,198 4,429 231 5.5

2. 매출원가 12,501 11,793 12,703 910 7.7

 가. 방송사업비 12,325 11,603 12,488 885 7.6

 나. 시청자사업비 175 190 215 25 13.2

3. 사업총이익(손실) 2,365 2,533 1,649 -884 -34.9

4. 판매관리비 2,349 2,331 2,234 -97 -4.2

5. 사업이익(손실) 16 202 (585) -787 -

6. 사업외손익 322 453 264 -189 -41.7

7.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38 655 (321) -976 -

8. 법인세비용 90 91 - -91 -

9. 당기순이익(손실) 248 564 (321) -885 -

2018년 총 수입은 1조 4,758억 원(매출 1조 4,352억 원, 사업외수입 406억 원)으로 2017

년 1조 4,938억 원(매출 1조 4,326억 원, 사업외수입 612억 원) 대비 180억 원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콘텐츠와 중계권 판매수입은 457억 원이 증가하고 수신료수입이 133억 원 증가하

였으나, 모바일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와 자체제작 킬러콘텐츠를 앞세운 tvN, 종편의 성

장으로 인한 지상파 광고시장 대폭 축소로 광고수입이 338억원(9.2%) 감소하였고, 자산처분

이익이 전년대비 212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총 비용은 1조 5,079억 원으로 2017년 1조 4,374억 원 대비 705억 원이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평창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스포츠 중계에 따른 방송제작비의 증가 때문이다. 

사업손익으로 볼 때 수년간 계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18년에 585억 원의 사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지상파 광고시장의 축소로 인한 광고수입의 감소 때문이기도 하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제작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주 

수입원인 수신료수입은 더 이상 증가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려 콘텐츠 판매 수입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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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매출액 대비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매출액 14,866 100.00 14,326 100.00 14,352 100.00

 가. 수신료수입 6,333 42.60 6,462 45.11 6,595 46.0

 나. 방송광고수입 4,207 28.30 3,666 25.29 3,328 23.2

 다. 기타수입 4,326 29.10 4,198 29.30 4,429 30.8

2. 매출원가 12,501 84.09 11,793 82.32 12,703 88.5

 가. 방송사업비 12,325 82.91 11,603 80.99 12,488 87.0

 나. 시청자사업비 175 1.18 190 1.33 215 1.50

3. 사업총이익 2,325 15.91 2,533 17.68 1,649 11.5

4. 판매관리비 2,349 15.80 2,331 16.27 2,234 15.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광고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및 인터넷, 모

바일, 종편 등 뉴미디어 광고 시장의 확대에 따라 KBS의 주요 수입원인 방송광고수입이 전년 

대비 338억 원(9.2%)이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확대 노력을 경주하여 광고수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수입은 증가하였고 수신료와 콘텐츠 부문에서는 수입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수신료

수입은 징수대수를 32만대 증가시켜 1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콘텐츠 판매수입도 205억 원

이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효율화 방안으로 긴축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경비 192억 원을 절감하였으나 방송사업비의 증가로 585억 원의 사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KBS가 비용절감이라는 소극적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안정화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수입원의 

확보와 정부의 미납자본금(938억 원)의 납입을 통한 자본투자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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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증감액 증감율

현금 및 현금등가물 636 1,210 471 -882 -25.0

매출채권 2,027 1,678 1,447 -231 -13.8

기타당좌자산 149 640 728 88 13.8

재고자산 107 57 58 1 1.8

유동자산 합계 2,919 3,585 2,704 -881 -24.6

투자자산 3,593 3,464 3,376 -88 -0.1

유형자산 5,734 5,609 5,631 22 0.4

기타비유동자산 346 552 609 57 10.3

비유동자산 합계 9,673 9,625 9,616 -9 -0.1

자산총계 12,592 13,210 12,320 -890 -6.7

매입채무 423 388 303 -85 -21.9

미지급금 1,059 1,207 863 -344 -28.5

단기차입금 0 0 0 - -

기타유동부채 426 343 267 -76 -22.2

유동부채 합계 1,908 1,938 1,433 -505 -26.1

퇴직급여충당부채 3,964 4,116 4,139 23 0.6

기타비유동부채 1 0 0 - -

비유동부채 합계 3,965 4,116 4,139 23 0.6

부채총계 5,873 6,054 5,572 -482 -8.0

자본금 2,062 2,062 2,062 - -

자본조정 -13 -13 -13 - -

기타포괄손익누계 47 -60 -101 -41 68.3

이익잉여금 4,623 5,617 4,800 -367 -7.1

자본총계 6,719 7,156 6,748 -408 -5.7

부채와 자본 총계 12,592 13,210 12,320 -890 -6.7

2018년말 KBS의 자산은 1조 2,32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3,210억 원 대비 890억 원이 감

소하였다. 부채는 5,572억 원으로 전년도 6,054억 원 대비 482억 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자산

의 경우는 당기순손실의 발생으로 예금이 감소하고 광고수입의 감소 등으로 매출채권의 감소

가 주된 요인이고 부채의 경우는 미지급금과 매입채무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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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6,748억 원으로 전년대비 408억 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당기순손실 321억 원이 발

생하고, 투자주식(스카이라이프)평가손실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41억 원 감소하고 

2017년 배당금 46억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여유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471억 원과 단기투자자산 600억 원 

합계 1,071억 원으로 2017년 말 1,210보다 139억 원 감소하게 되었다. 현재는 유동자산이 유

동부채보다 많아서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지만 유동자산의 감소 폭이 유동부채의 감소 폭보

다 커서 유동성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KBS는 2018년 말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4,234억 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해 외

부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한 퇴직보험예치금은 83억 원에 불과하여 향후 대규모 퇴직 시 자

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표 3-15] 과거 5개년 주요 경영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측정 목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장성

총자산 증가율 -5.6 -1.4 -0.6 4.9 -6.7

자기자본 증가율 -3.4 0.4 3.7 6.5 -5.7

매출액 증가율 -0.2 3.3 -3.9 -3.6 0.2

수익성

총자산 순이익률 0.3 0.6 2.0 4.3 -2.6

자기자본 순이익률 0.5 1.2 3.7 7.9 -4.8

매출액 순이익률 0.3 0.5 1.7 3.9 -2.2

유동성 및 

안정성

유동비율 80.9 114.3 153.0 185.0 188.7

부채비율 99.2 95.6 87.4 84.6 82.6

차입금의존도 8.7 3.9 0.0 0.0 0.0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매월 경영수지 점검을 통하여 재무위험 대응체계를 시행

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유동비율은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져서 유동성

과 안정성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수년간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18년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긴축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만으로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수입 증대 선순환 구조를 목

표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278억 원을 선제적으로 재투자하여 콘텐츠 부문 수입 목표를 초

과 달성한 것처럼 자본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수신료 현실화 등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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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익창출 활동의 목적 적합성 및 효과성

KBS의 매출구성은 크게 수신료수입, 광고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과거 3년 간 매출

액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16] 매출수입의 주요 구성과 추이

(단위 : 억원, %)

6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차이

비중

(2018년)

총매출액 14,866 14,326 14,352 26 100.00

수신료수입 6,332 6,462 6,595 133 45.95

광고수입 4,207 3,666 3,328 -338 23.19

기타수입 4,326 4,198 4,429 231 30.86

1) 수신료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 

[표 3-17] 2018년 수신료 수입실적

(단위 : 억원, %)

2018년 실적 2017년 실적 대비

목표 실적 증감 증감률 실적 증감 증감률

6,542 6,595 53 100.8% 6,462 102.1% 133

KBS의 2018년 수신료수입은 수신료 면제가구 수가 20만대 증가하였지만, 수신료정보시스

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 및 성과연동 인센티브 강화 등 운영 효율성 제고에 따라 징수대수가 

32만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6,595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 금액은 목표액 

대비 약 53억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KBS에서는 수신료 수입 증대를 위해, 집중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수입 증진, 수신료 종사자 성과보상 강화 등 효율적 운영, 정보분석

을 통한 기획발굴 확대, 전국 사업지사 업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수신료 정보시스템 업무기능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수입의 급감으로 인해 수신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수신료 징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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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용 TV수상기 등록률은 포화상태(전체 세대수의 

98% 초과)이고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1인 가구의 증가와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TV수상기 미소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KBS는 성과보상제를 도입하여 1인당 발굴실적을 증진하고,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

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요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기 등록률에 한계를 보이

고 있는 가정용보다는 일반용 수상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수입 대비 수신료수입 비중(44.7%)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광고수입 감소에 따른 상대적

인 증가이다.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신

료현실화가 선행되어 방송법상 명기된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 확립이 절실하다.

2) 방송광고수입

가) 광고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수립의 적절성 및 실적

2018년 전체 지상파 광고시장은 약 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전년 1조 4천억 

원)감소하였다. 자체제작 킬러콘텐츠를 앞세운 tvN과 종편의 성장과 디지털 광고에 대한 광고

주의 선호가 지속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경쟁력의 회복은 지연되며 지상파 광고

시장 축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KBS는 새로운 광고상품 개발, 시장 친화적 광고판매 제도 운

용 등으로 광고주의 광고 집행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행하였다. 첫째, 높

은 광고효과가 예상되는 광고노출 위치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둘째,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

여 광고 판매단가와 상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다. 셋째, KBS 계열 채널 통합 광고상품 판매

와 마케팅을 통해 광고주 구매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 추세 속에서도 3대 스포츠 이벤트 광고 목표 초

과 달성, 간접/가상광고 실적 전년 대비 10% 성장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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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방송 광고시장 매체별 현황 및 광고 수입 실적, 타사 비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KBS 3,666 3,328 -338 -9.2%

MBC 4,481 4,055 -426 -9.5%

SBS 3,729 3,590 -139 -3.7%

지상파 계 14,067 12,958 -1,109 -7.9%

JTBC 2,433 2,723 290 11.9%

채널A 1,065 1,117 52 4.9%

TV조선 1,059 1,102 43 4.1%

MBN 1,064 1,142 78 7.3%

종편 계 5,621 6,084 463 8.2%

CJ E&M 4,236 4,875 639 15.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광고매출액 3,328억 원을 달성하여 2017년 보다 338

억 원이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상파 광고시장의 축소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지상파의 광고점유율 하락에 따른 대비책과 추진실적

지상파의 광고점유율이 스포츠 빅이벤트 광고판매 목표를 달성하여 동계올림픽 123억 원

(목표 100억 원), 월드컵 157억 원(목표 150억 원), 아시안게임 60억 원(목표 35억 원)의 광고

수입을 달성했다. 이는 가상광고 효과를 제고하고 판매제도를 개선한 결과이다. 동계 올림픽

에서는 브릿지형 가상광고 신설(중계 중 종목 전환 시 가상광고 노출)했고, 월드컵에서는 클락

형(시간 스코어 표시 하단에 노출)과 브릿지형 가상광고(킥오프 5분 전 노출)를 신설하였다. 

또한, 노출위치에 따라 보장 횟수를 달리하는 등 패키지를 세분화하여 판매하였다. 광고효과

가 높은 일반광고 위치를 개발하고 별도 패키지를 판매하였다. 동계 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 

후 첫 하이라이트 전 30초에 광고하는<황금빛 30초>제도를 운용하였다. 광고 노출 위치에 기

반한 새로운 광고상품을 기획하고, 판매제도 개편을 통한 광고주 광고 집행의 편의를 제고하

였으며, KBS 계열 통합 광고 상품 기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벤트별, 광고주별 맞춤 마케팅

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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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KBS 공익캠페인 협찬 수입은 총 284억 원(본사기준)이었다.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보험공단>, <강원도청> 등 주요 기관과의 공익 캠페인을 협의 추진하였고, 평창 동계올림

픽, 지방선거 등 계기성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수입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알려지지 않은 공공정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공익성 캠페

인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충실한 공적 책무 이행과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공익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3) 콘텐츠, 저작권 판매 등 기타매출수입의 성과 

[표 3-19] 타매출수입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16 2017(B) 2018(C) 증감(C-B) 전년대비비율

전파료 21 106 14 -92 -86.7

국고금 126 134 131 -3 -2.2

기타방송

사업

콘텐츠 판매 2,653 2,700 2,950 250 8.5

협찬금 713 575 473 -102 -17.7

캠페인 411 358 332 -26 -7.3

기타의 수입 250 162 376 214 132.1

합계 4,027 3,795 4,131 336 8.9

시청자

사업

교향국악단 3 5 3 -2 -40.0

일반부대사업 149 158 150 -8 -5.1

합계 152 163 153 -10 -6.1

기타매출 합계 4,326 3,958 4,429 471 11.9

콘텐츠 매출은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시장 진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남아 등 신시

장 지역 수출을 강화하여 감소요인을 최대한 극복하려 노력한 결과, 2017년 대비 8.5%의 신

장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글로벌 메이저 OTT사업자인 PCCW, Iflix, Netflix 등과의 전략적 

연계 등을 토대로 재계약을 확대하여 성사시킴으로써 매출 확대에 기여하였고 급변하는 글로

벌 방송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OTT시장에서의 수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일본,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남미를 비롯한 미주 지역, 유럽 권역 등 보

다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전 세계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신규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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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적극적인 한류마케팅으로 <KBS World> SNS가입자가 2015년 말 5,718,556명에서 2018년 

말 15,322,818명(전년대비 420만명, 38% 증가)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으

며, 한류확산 및 현지화를 위해 <뮤직뱅크 라이브>, <뮤직뱅크 출근길>, <아이돌 직캠> 등 

KBS World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재해 지역인 인도네시아

의 안전을 기원하는 <Pray for Indonesia>, <KBS월드 팬 어워즈>, <KBS월드 아트워크 페스

티벌>]를 다수 개최하여 KBS World 마케팅 강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 한류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표 3-20] 2018년 사업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C=A-B) 증감률(C/B)

이자수입 19 12 +7 +58.3

배당금수입 11 13 -2 -15.4

임대료수입 78 74 +4 +5.4

지분법이익 75 91 -16 -17.6

유형자산처분이익 84 296 -212 -71.6

잡수입 등 139 126 +13 +10.3

합   계 406 612 -206 -33.7

사업외수입은 4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유휴자산 매각이익이 212

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관계사의 실적 저조에 따른 지분법이익이 16억 원 감

소하였다.

다. 비용 및 원가관리의 효율성

2018년 KBS가 지출한 총비용은 1조 5,079억 원으로 예산대비 601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년도 총비용 1조 4,374억 원보다 705억 원이 증가하였다. 사업경비는 대형스포츠 중계에 

따른 방송제작비 증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수시로 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을 강화한 결과 예산대비 601억 원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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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비용 부문별 전년대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결 산(A)

2017년

결 산(B)

증 감

(C=A-B)

증감률

(C/B)
비고

총 비 용 15,079 14,374 +705 +4.9

Ⅰ. 사업경비 9,166 8,344 +822 +9.9

1. 방송제작비 6,478 5,648 +830 +14.7

2. 시설운영비 1,082 1,047 +35 +3.3

3. 시청자사업비 142 139 +3 +2.2

4. 판매관리비 1,464 1,510 -46 -3.0

Ⅱ. 인건비 5,235 5,206 +29 +0.6

Ⅲ. 감가상각비 536 574 -38 -6.6

Ⅳ. 사업외비용 등 142 250 -108 -43.2

1) 방송제작비 관리

2018년도 방송제작비는 6,478억 원으로 전년대비 830억 원(14.7%)이 증가하였다. 방송제

작비를 전략기획실의 예산통제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집행되고 관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대형스포츠 제작비의 발생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표 3-22] 방송제작비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C=A-B) 증감률(C/B)

1. 본사 TV제작 2,973 2,935 +38 +1.3

 ◦ 정규제작비 2,315 2,172 +143 +6.6

 ◦ 특집제작비 174 272 -98 -36.0

 ◦ 미술비 462 450 +12 +2.7

 ◦ 장애인방송 등 22 41 -19 -46.3

2. 본사 R제작 171 167 +4 +2.4

3. 지역국 제작비 440 402 +38 +9.5

4. 스포츠 1,005 213 +792 +371.8

5. 기타 1,889 1,931 -42 -2.2

방송제작비 계 6,478 5,648 +83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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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작비는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17년 파업으로 인한 제작비 증가효과

로, 대형스포츠 중계에 따른 프로그램 불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43억 원이 증가하였다. 

특집 제작비는 정규 프로그램 강화 목적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전년대비 98억 원이 감소

하였다. 특집 프로그램으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프로그램과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편성 등으로 국민 통합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부분에서는 대형스포츠 관련 거액의 중계권료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792억 원이 증

가하였다. 평창올림픽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타사대비 150% 이상 방송하여 시청률에

서도 1, 2위를 차지하였고, 평창 패럴림픽,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으로 사회

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기타 방송제작비는 협찬품, 캠페인, 저작권 침해배상금 관련 수수료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2억 원이 감소하였다. 

2) 방송제작비 외의 비용 관리

[표 3-23] 시설운영비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C=A-B) 증감률(C/B)

위탁관리비 543 523 +20 +3.8

세금과공과 199 190 +9 +4.7

전기수도료 87 83 +4 +4.8

기타 253 251 +2 +0.8

계 1,082 1,047 +35 +3.3

2018년도 시설운영비는 1,08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원(3.3%) 증가하였는데, 청사관

리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BS비즈니스, 시큐리티의 최저임금인상･자연승호 관련 인건

비 상승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금과공과가 9억 원 증가하고, 전

기수도료가 4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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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시청자사업비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C=A-B) 증감률(C/B)

국악단운영 55 58 -3 -5.2

일반부대사업 87 81 +6 +7.4

계 1,082 1,047 +35 +3.3

시청자사업비는 국악단운영비가 3억 원 감소하고 지역문화 사업 증가 등으로 일반 부대사

업비가 6억 원 증가하였다. 

[표 3-25] 판매관리비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A)

2017년

(B)

증감

(C=A-B)
비 고

수신료

징수비

위탁징수비 447 438 +9 수신료수입× 6.15%× 1.1

EBS지원금 185 181 +4 (수신료수입-위탁징수비) × 3%

기 타 82 85 -3 자원관리원 감소

소 계 714 704 +10

광고

운영비

광고수수료 466 513 -47 방송광고수입× 14%

방송발전기금 95 105 -10 방송광고수입× 2.87%

기 타 15 16 -1

소 계 576 634 -58

일반관리비 174 172 +2

합   계 1,464 1,510 -46

판매관리비는 1,464억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원(3.0%)이 감소하였다. 광고수입의 감소에 

따라 광고운영비가 58억 원 감소하였고, 수신료징수비 10억 원 및 신입직원 정기공채 비용이 

2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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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인건비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결산액

(A)

전년 대비 예산 대비

2017년 

결산(B)

증감

(C=A-B)

증감률

(C/B)

2018년 

예산(D)

차이

(E=A-D)

집행률

(A/D)

임금, 복리비 4,735 4,658 +77 +1.7 4,765 -30 99.4

퇴직급여 500 548 -48 -8.8 493 7 101.4

계 5,235 5,206 +29 +0.6 5,258 -23 99.6

인건비는 5,235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23억 원을 절감하였

다. 전년대비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2017년 파업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효과 167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파업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13억 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표 3-27] 감가상각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결산액

(A)

전년 대비 예산 대비

2017년 

결산(B)

증감

(C=A-B)

증감률

(C/B)

2018년 

예산(D)

차이

(E=A-D)

집행률

(A/D)

감가상각비 536 574 -38 -6.6 503 33 106.6

감가상각비는 2017년 대비 3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본예산 집행액의 감소에 

따라 감사상각 대상자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3-28] 사업외비용 등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C=A-B) 증감률(C/B)

지분법손실 26 32 -6 -18.8

기부금 112 112 - -

기타 사업외비용 4 15 -11 -73.3

법인세비용 0.2 91 -91 -100.0

계 142 250 -10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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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외비용은 법인세납부액 91억 원이 감소하고 지분법손실이 전년대비 6억 원이 감소하

고 자산처분손실이 8억 원 감소하여 108억 원이 감소하였다. 

3) 관리회계시스템 개선 추진실적 및 후속업무

가) 관리회계시스템의 개요

KBS의 관리회계시스템은 자원의 투입 현황,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의 연관관계, 조직 생산

성 등을 측정하여 주요 경영의사결정(투자, 프로그램 신설/종료, 성과분석 등)을 지원하는 회

계정보로서 대부분 기업이 사용하는 기본 시스템과 유사하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ERP ‘총원

가시스템(CO)’을 고도화하여 2016년 12월부터 컨설팅 개시, 2017년 8월부터 시스템을 시험 

운용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프로젝트 종료하였다.

나) 관리회계시스템 현 운용상황

2017년 말 프로젝트 완료 후 파업으로 인해 시스템 안정화 및 정식 오픈을 못하였고, 2018

년 4월 조직개편으로 업무와 인원이 혁신추진단 6인에서 성과평가부 2인으로 축소･이관되었

다. 2018년 조직개편 후 시스템 관련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원가자료 산출 위주로 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월 단위로 결산 데이터는 산출하고 있으나 리소스 부서 실적 관리 어

려움 등으로 손익 결과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다) 향후 계획 및 평가

2019년 조직개편 후 경영관리 시스템 운영 정책 확정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지만 관리회계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운

영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구매관리

가) 구매조달 과정

KBS의 구매조달 과정은 발주부서의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요구를 접수한 후, 사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입찰방법과 낙찰방식을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조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회계규정 145조의 계약의 원칙에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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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

계규정 146조의 계약의 방법에서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업무지

침의 계약의 낙찰방식에서는 구매요구 건의 성질과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방식을 구분 적

용하고, 최저가 낙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85% 직상 최저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3-4] 구매절차 Flow

나) 구매 조달 관련 규정 및 절차

구매계약과 관련된 법령, 예규를 토대로 자체의 계약관련 사규 및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의 사규 및 지

침으로는 회계규정, 계약업무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선금지급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계약 관련 기준 등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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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자금집행절차 Flow

다) 가격협상력 강화를 통한 구매예산 절감

세밀하고 다각적인 가격조사와 사업부서의 적기발주를 통하여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여 적

정가격 낙찰을 유도한 결과 2018년도에 총 661억 원의 구매예산대비 84.1%인 556억 원에 계

약을 체결하여 105억 원의 계약차액을 달성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라. 제작비 및 장비시설 관리의 효율성

1) 프로그램 제작비의 책정과 관리 

프로그램 제작비는 당해 연도 프로그램 제작 여건과 방향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제작부서와 

협의하여 연간 제작비를 배정하는데, 편성운영부는 신규 프로그램의 론칭 시, 편성전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기본제작비를 책정한다. 프로그램의 시간대, 장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제작비(원고료, 출연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등)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제작진과의 협

의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최종 확정하는데 기존 프로그램 역시 최저임금, 외주상생 

등 제작비 인상요인을 검토하여 제작비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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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본제작비(정규) 책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획안상신

(제작비포함)
⇨

기획안 검토

및 제작진 협의 

(편성전략부, 

편성운영부) 

⇨
수시조정 시행

(편성전략부)
⇨

기본제작비 시행 

및 배정

(편성운영부)

⇨
제작부서

결재･집행

특집의 경우 <편성제작회의>시스템을 통해 안건을 접수하고,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편성제

작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며, 위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제작비는 다시 제작본부가 ERP시스템 

상에 <프로그램 제작비 책정> 결재를 거쳐, 감사실을 경유하여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두고 예

산통제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비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편성운영부가 연간 제작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기

본제작비에 근거한 제작비를 배정하고 매월 제작비 집행 실적과 불방 현황을 점검하여 제작

비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제작본부의 제작비 집행과 예

산 추이를 분석하여 수시조정 프로그램별 기본제작비 조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 제작비는 공사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별 기본제

작비를 산정하여 배정하고, 특집은 특집 제작비 범위 내에서 연간 방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을 배정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작비를 관리하고 있다. 

2) 외주제작비 책정과 지출실태

외주제작비는 공사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외주제작비 지급기준>, <외주제작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책정하되, 신규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KBS편성제작회의에 기획안을 상신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외주제작비의 적정 규모를 결정한다. 또한 정규 편성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법

정 최저임금 변경 등 제작인력 인건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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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최근 5년간 연도별 프로그램 외주제작 비율과 제작비 지출액 추이

연도
외주제작 비율 외주제작비

(천원)
비고

1TV 2TV

2014 28.4% 54.0% 31,793,120

2015 26.6% 51.3% 33,393,276

2016 28.3% 51.1% 35,494,745

2017 31.4% 47.6% 34,924,077

2018 29.6% 46.7% 34,083,168

※ 외주제작비 작성기준 : 방송본부 1,2TV제작투자 지출액 기준 (드라마 제외)

3) 스튜디오 및 제작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신관에 소재한 기존 HD 풀파일 종편실(종합편집실) 3개소의 기능을 보강한 후 1TV, 2TV에 

신규 편성된 데일리 UHD 프로그램들의 종편실로 활용하고, 또한 신관 색보정실로 운영되던 

시설 1개소는 UHD 종편실로도 겸용하여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투자 요소를 최

소화하였다. PE-11, PE-12, PE-13의 신관 종편실 3개소와 신관 색보정실(DI-11) 1개소 등 

시설 4개소는 데일리 프로그램 외에 위클리 UHD 프로그램, 본사 UHD 특집 및 지역국 UHD 

특집 후반작업에 투입하여 시설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마. 계열사관리 및 성과의 적절성과 경영 효율화

1) 계열사 관리의 원칙과 계열사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

KBS는 9개의 주요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열사들은 크게 콘텐츠 계열사와 위탁 

계열사로 구분할 수 있다. KBS미디어, KBS N, KBS America, KBS Japan, 몬스터유니온 등 

5개사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콘텐츠 계열사이며, KBS비즈니스, KBS아트비전, 

KBS시큐리티, KBS미디어텍 등 4개사가 시설관리 또는 전문분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위탁 

계열사이다.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29조는 자회사의 유지와 육성을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제5호). 

이에 따라 KBS는 자회사 등 각 계열사가 그 설립목적에 맞는 특정업무의 전문성을 키워 원활

하게 사업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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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KBS는 계열사들에게 1)정관에 명시한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

할 것, 2)KBS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공공질서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 5)위험요소가 큰 사업에 대해

서는 신중을 기할 것 등의 큰 기조에 맞추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사와 계열사, 계열사간 상생 협력을 통한 KBS 그룹 전체의 동반 성장이라는 큰 틀 하에

서 계열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수단은 경영계약과 경영평가이다. 경영계약은 계열사의 지난 실적과 경영환경, 중점목

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적 목표치를 정해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계열사 경영평

가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도록 하여 합리적인 경영성과 평가보상

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2018년 계열사 경영계약은 다음의 기본방향 하에 체결하였다.

경영계약 내용을 명확화하여, 기존의 KBS사장과 계열사 사장간의 계약 형태를 본사 및 계

열사 기관 대 기관 방식으로 계약 형식을 변경하였고, 사장･임원･기관 평가가 경영계약에 따

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임원(감사 포함) 성과급 지급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 하였고, 성과급 지급 대상 임원의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1일에서 ‘평가대상 회계연도 90

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영기여도를 고려해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이사회 또는 

주총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였다. 콘텐츠계열사는 저작권료 배점을 45점으로 

유지하는 한편, 위탁계열사는 서비스품질 평가(고객만족도) 배점을 35점에서 45점으로 확대

하여 위탁계열사의 본연의 업무인 서비스품질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콘텐츠계열사 저작권

료 배점 비중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계열사의 경영내실화 유도를 위해 위탁계열사 

배당금 평가 10점 배점을 삭제하고 위탁계열사, 콘텐츠계열사 모두 영업이익 항목을 20점 배

점으로 편성해 재무성과 측정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2017년 감사원 기관운

영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계열사 외부매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KBS의 주요 계열사 현황 및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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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주요 계열사 현황

(2018.12.31. 기준)

계열사명 대표자 설립일 자본금
공사

지분

인원

(임직원)

2018년 실적(억원)

매출액 당기손익

자

회

사

KBS비즈니스 김진석 1989.4.1 9억 100% 346 603 13

KBS미디어 우종택 1991.9.1 37억 85.3% 262 2,313 5

KBS아트비전 박상재 1991.10.1 5.2억 100% 145 749 17

KBS시큐리티 배정철 2011.3.1 15억 100% 241 333 4

e - KBS 조현인 2000.12.27 291.6억 100% 2 10 △2

손

회

사

KBS N 박정미 2001.3.8 164억
e-KBS 

71.7%
161 1,591 3

KBS미디어텍 신기호 2009.9.1 8억
e-KBS 

100%
254 173 5

KBS AMERICA 서현철 2004.7.15 270만$
미디어 

100%
22 105 6

KBS JAPAN 윤석구 2005.10.19 215백만￥
미디어 

100%
22 137 0.6

몬스터유니온 정해룡 2016.6.9 10억 25% 19 301 △54

KGCS 박중민 2008.4.7 100억 40% 1 0 12

(2018.12.31 2회차 신한은행 매매기준율 1$ = 1,114.50원 , 100엔 =1,009.78원)

2) 주요 계열사의 업무영역 및 수지현황

<KBS 비즈니스>

◦ 주요사업 : 시설관리사업(건물･시설물 관리, 방송시설관리), 스포츠교육사업(스포츠월드, 

스포츠아카데미), 기술사업 (수신기술, 전기･정보통신 공사), 문화사업(지역홀 대관사업 

및 기획사업), 방송차량운전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57,498 59,395 60,268

영업이익 1,428 1,284 1,165

당기순이익 1,323 1,34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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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디어>

◦ 주요사업 : KBS 콘텐츠 국내외 유통 및 판권관리, 국내외 영상 및 음반, 음향관련 저작물

의 제작 구입 판매, 인터넷 기반 미디어산업, 전자상거래, 교육사업, 문화사업 기획 및 

기타 부대사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242,035 243,614 231,256

영업이익 3,347 3,468 1,878

당기순이익 3,833 1,886 523

<KBS 아트비전>

◦ 주요사업 : 디자인, 의상, 소품 등 TV프로그램 무대미술 제작, 오픈세트장 등 미술 부대

사업, 전시･이벤트 등 문화사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66,334 77,227 74,910

영업이익 1,191 2,197 1,465

당기순이익 1,138 2,051 1,705

<KBS 시큐리티>

◦ 주요사업 : 공사 주요시설 및 외부시설 경비, 신변 보호･행사 등 질서 유지･경비원 교육 

사업 등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28,737 31,178 33,345

영업이익 154 400 333

당기순이익 498 387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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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BS>

◦ 주요사업 : 뉴미디어 및 정보통신, 방송제작 관련 사업에의 투자 및 출자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4,433 3,397 958

영업이익 4,135 1,373 △308

당기순이익 3,754 422 △174

<KBS N>

◦ 주요사업 : 채널사업 (Drama, Joy, Prime, Sports, Kids, W), 각종 공연･이벤트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165,448 160,515 159,101

영업이익 6,105 1,754 1,919

당기순이익 4,020 1,103 281

<KBS 미디어텍>

◦ 주요사업 : KBS방송제작 지원(영상편집, CG, Sound Design 등) 및 직무능력을 활용한 

외주수주사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15,229 16,882 17,286

영업이익 361 615 365

당기순이익 526 591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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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MERICA>

◦ 주요사업 : KBS WORLD 미주지역 채널사업(위성, 케이블, IPTV), 미주지역 콘텐츠 사

업, LA지역 지상파 채널사업(KXLA)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USD)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13,864,017 13,296,919 9,454,163

영업이익 1,338,909 710,229 648,967

당기순이익 795,299 449,928 563,436

<KBS JAPAN>

◦ 업무영역 : KBS WORLD 일본지역 채널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JPY)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1,421,142,291 1,433,881,910 1,352,601,609

영업이익 60,206,622 53,721,130 11,654,099

당기순이익 36,221,253 33,279,272 5,541,217

<몬스터유니온>

◦ 주요사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수입 사업 

◦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 15,601 30,104

영업이익 △1,121 △5,334 △5,855

당기순이익 △994 △5,345 △5,444

<KGCS 문화산업전문회사>

◦ 주요사업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킬러 콘텐츠 생산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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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 - -

영업이익 △15 △16 △16

당기순이익 1,400 3,761 1,225

3) 계열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KBS는 2018년 계열사 경영관리 고도화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계열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수립하였고, 몬스터유니온 

적자 심화의 원인이었던 예능 부문을 정리하고 경영진 교체, 인력 효율화, 고강도 긴축정책 

등을 시행하여 경영구조를 개편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 기획을 바탕으로 드라마 

기획･제작 전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위탁비 급증 및 업무혼선을 방

지하기 위해 위탁계열사 근무형태 변경을 독려하였고 노사합의를 통해 감시단속적 사업장 승

인을 진행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획득토록 유도하였으며, 위탁계열사 임금구조 개편을 통

해 최저임금제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위탁비 계약 시에 이를 반영하였다.

계열사 경영계약 체결 방식을 기관 대 기관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성과

급 지급 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계열사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계열사 위탁계약 체결 시 

불가피한 비용 요인 이외의 위탁비 상승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사 수지개선을 도모하였고, KBS 

America 사장과 KBS China 수석대표 공모 선발을 통해 공정한 절차로 계열사 운영의 적임

자 선발에 일조하였다. 아울러 미디어텍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따

른 사업장 근로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실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하였다.

4) 계열사의 경영개선 방안

계열사의 고용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업무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인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근로 문화로 개선할 계획이고, 

계열사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콘텐츠 계열사는 신시장 개발, 신규플랫폼 발굴 및 신규사업 아

이템개발, 위탁계열사는 본연의 핵심역량을 활용 할 수 있는 외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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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익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몬스터유니온은 예능부문 구조개편 이후 작가･기획안 공

유, 인적 교류 활성화 등 KBS 드라마사업부와 시너지 극대화를 독려하겠으며, 미니시리즈 방

송, 대형킬러콘텐츠 기획,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

지를 개선하는데 본사 차원의 필요한 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계열사 사업 역량강화에도 주력하여 신임 KBS China 수석대표와 새 체제를 기반으로 

대 중국 콘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해 KBS China 법인화를 검토하겠으며, KBS미디어와 KBS 

Japan 협업을 강화해 채널사업과 콘텐츠유통 사업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

행할 예정이다. 

KBS문화사업파트너스가 2018년 투자 결정한 제1회 슈즈&백 박람회(서울시, 공영홈쇼핑 

협력), One More Song(오디션 프로그램과 뮤지컬 공연 사업 연계 프로젝트), 삼국지展(동양

고전 삼국지를 테마로한 디지털 컨버전스 전시사업) 등 사업을 실행하고, KBS문화사업파트너

스를 활용한 KBS형 융복합 문화사업을 본격 발굴, 투자할 예정이다.

혁신 성장 확보를 위한 Open Innovation 전략으로 2018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스

타트업 협업 본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KBS요리인류SPC 2단계 도약을 위한 외부 투자 유치 

또는 자회사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BS IP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국내외 신사업 발굴에도 힘을 쏟아 외교부(아세안협력기

금)와 협의,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유치, 개최하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사

업으로 한반도 DMZ 평화 페스티벌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표 3-31] 공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천달러, 백만엔)

구 분
2018년

총매출액 對공사 매출액 비 중

미디어 231,256 17,400 7.5%

비즈니스 60,267 44,008 73.0%

아트비전 74,909 44,162 59.0%

시큐리티 33,345 27,949 83.8%

N 159,101 3,031 1.9%

미디어텍 17,286 15,195 87.9%

America $9,454 - 0%

Japan ￥1,3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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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계열사의 본사 재정기여도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가율

계열사 매출총액 5,895 6,088 6,068 6,322 6,018 -4.8%

본사

재정기여액

총액 1,702 1,687 1,749 1,643 1,655 0.7%

저작권료 1,525 1,593 1,602 1,561 1,584 1.5%

지분법이익 155 71 124 59 49 -16.9%

브랜드료 22 23 23 23 22 -4.3%

본사재정기여율(매출액대비) 28.9% 27.7% 28.8% 26.0% 27.5%

※ 계열사 매출총액 : 주요 10개사(비즈니스･미디어･아트비전･시큐리티･N･미디어텍･America･Japan･몬스터유니온･KGCS) 매출 합

산액

※ 지분법이익 : KBS 결산서상의 수치

   - 공사가 지분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비즈니스･미디어･아트비전･시큐리티･e-KBS･KGCS･연합뉴스･몬스터유니온･KCP･

KBS SC)의 지분법이익 합산액

2018년 주요계열사의 매출 총액은 약 6,018억 원으로 그 중에서 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약 

1,517억 원(25.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아트비전, 시큐리티 및 미디어텍은 공사

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들은 매출거래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열사들의 본사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저작권료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

다.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한 계열회사의 공사에 대한 기여도가 회복되고 있

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회복되고 있는 저작권료의 수입증대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자산관리의 효율성

1) 자산의 취득과정과 처분과정

KBS는 자산 취득 시 공사 「위임규정」에 따라 내부결재, 일상감사 등 내부통제 과정을 거쳐 

취득하고 있고 방송장비 또는 기타 물품 등의 구매계약 절차는 공사 「회계규정」 및 「계약업무

지침」을 따르고 필요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투명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구매･취득된 공사의 자산은 준공내역서, 구매내역서 등의 

취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ERP 시스템에 전산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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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처분 역시 공사 「위임규정」에 따라 내부결재, 일상감사 등 내부통제 과정을 거쳐 처분

하고 있고 노후 또는 수리한계, 용도소멸, 내용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각 부서에서 불용 요청

한 자산은 공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소요조회를 실시한 후 더 이상 용도가 없는 자산에 한하

여 불용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불용결정을 하고 있다.

불용심의위원회는 공사 「자산관리지침」에 따라 위원장(관재업무부서장) 1인과 위원(관련 

부서장 및 특정업무담당)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자산의 활용가능성 및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불용보류’ 

결정을 하고 있다. 불용심의위원회의 불용결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매각’, ‘해체활용’, ‘폐

기’ 등으로 나누고, 매각자산은 공사 「계약업무지침」에 따라 매각하고, 그 외 자산은 심의 결

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 취득 자산의 관리

자본예산 집행 후 정산과정을 거쳐 자산 가액이 확정되면 과목별로 자산번호 부여와 더불

어 모델 및 규격, 일련번호, 제조사, 설치장소, 자산 가액, 관리부서 등이 ERP에 추가정보로 

입력되며 방송장비의 경우에는 장비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

고 있다. 공사는 별도의 자산관리 담당자가 지정･운영되어 있어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 관리

전환, 불용 등 자산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토지, 건물 등 기본자산 관리

토지, 건물 등 기본자산은 공사 「경영회의 규정」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 시 

경영회의 의결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경영회의 의결만으로 갈음) 취

득․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60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 건

물 등 기본자산을 취득․처분하거나 취득 당시의 목적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

회에 보고하고 있다. 취득의 경우 의사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소유주와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가, 지자체 등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기본자산과 일정금액 이하(1억원 

이하)의 기본자산에 대해서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사「경영회의 규정」에 따라 경영회의,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산관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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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

KBS는 2018년에 충주(송), 청송(중) 등 기타 부지 매각을 통해 총 81억 원의 유형자산처분

익을 달성하였다. 그간 KBS에서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부지, 

중파 효율화 차원으로 폐소된 중계소, 그리고 기능 조정된 지역국 일부 등을 지속적으로 매각

하였다. 현재 미매각 불용부동산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통해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경영수지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표 3-33] 최근 3년간 취득, 처분한 기본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취득실적 취득가액 21 - -

처분실적

처분가액 9,604 31,712 8,262

장부가액 1,001 1,876 133

처분이익 8,643 29,296 8,129

[표 3-34] 향후 처분 가능한 기본재산 현황

(단위 : 억원)

대상
(예상)

매각가액
장부가액

(예상)

처분이익
비고

구.공주국 36.4 0.5 35.9

사북(중) 12 0.2 11.8

여주(중) 24 10.8 13.2 임대중(‘17∼’20)

무주(중) 15.4 5.5 9.9

산청(중) 11.3 0.2 11.1

구미(중) 154 0.3 153.7 낙찰(‘19.2.28)

영주(중) 8.6 3.8 4.8

비아(중) 178 7.3 170.7

장흥(중) 43 1.8 41.2

고흥(중) 6.2 0.4 5.8

홍성(중) 70.3 3.3 67

금산(중) 12.9 0.2 12.7

보은(중) 1.9 0.1 1.8

제천(중) 5.6 0.1 5.5

양양(중) 6.6 1.5 5.1

합계 586.2 36 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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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재 KBS는 39년간 동결된 수신료, 급감하는 광고수익, 한계상황에 이른 콘텐츠판매 수입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제작 시설을 확보하고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4의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KBS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현재 방송법시행령에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자산을 활용한 수

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신료 이외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궁극

적으로 시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

원을 확보하는 것은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데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며, 정부나 공

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도 재정 건전성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

음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 재정 건전화 방안의 적절성

현금흐름표를 분석하여 현금흐름과 재무상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표 3-35] 최근 3개년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 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1,295 720 292

   당기순이익(손실) 248 564 -321

   감가상각비 가산 676 574 536

   퇴직급여 가산 486 574 500

   유형자산처분손익 가감 -85 -291 -83

   지분법손 가감 -124 -59 -49

   기타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비용 등 가감 94 -642 -291

2.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254 -112 -984

   유형자산의 구입 -258 -465 -558

   토지 건물의 처분 98 3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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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2018년 현금흐름을 보면 사업활동에 따른 현금은 292억 원이 창출되었고 유형자산 

구입 등 연간 투자활동에 984억 원, 배당금 지급에 따른 재무활동에 46억 원이 소요되었다. 

전기보다 현금이 738억 원이 감소하여 기말 현재 보유현금이 471억 원으로 유동성이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중에 단기금융상품구입액 600억 원이 포함되

어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은 1,071억 원으로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증가

해 오던 현금보유액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

속될 것이므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재정 건전화 방안

KBS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

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광고수입의 급감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방송권료와 제작비 

그리고 최저임금 등의 고정성 경비를 제외하고 긴축 편성 했으며, 관행적 사업의 예산을 삭감

하고 경쟁력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

였고, 상시 토털 리뷰 및 재무위험 대응체계를 운영하였다. 경영수지 점검회의를 격월로 운영

하여 전사적으로 재무상황을 공유하고 사전진단 지표에 따른 시나리오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였다. 또한, 비용예산과 자본예산에 있어 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검토를 강화

하였고, 사업성으로 구분된 예산을 회수한 후 총괄부서에서 1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

자전략부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쟁력 강

화 예산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왔다. 2018년 KBS는 재무위험에 대

응하여 정규, 특집 기본제작비를 제외한 불요불급 사업예산에 대한 긴축(192억 원)을 실시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타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 유출 -94 38 -511

3.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499 -34 -46

   차입금의 증가 - - -

   차입금의 상환 -489 - -

   배당금의 지급 -10 -34 -46

4. 현금의 증가(감소) 542 574 -738

   기초의 현금 94 636 1,209

   기말의 현금 636 1,210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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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수입증대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예산에 선제적으로 재투자(278억 

원)하였다.

2018년 공사는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당초 매각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충주 송

신소, 폐소 중계소 등 유휴자산을 매각하여 84억 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올리는 등 유휴재

산을 매각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다.

[표 3-36] 연차투자사업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

향후 소요재원
누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446 592 1,054 430 442 2,964

∙ 지역제작시설 확충 10 47 122 82 2 263

∙ 연구개발 및 정보화 102 285 173 173 182 915

∙ 방송제작장비 보강 116 166 178 178 178 816

∙ 일반시설 보강 388 324 889 910 563 3,074

∙ 투자와 기타 24 26 29 29 29 137

합 계 1,086 1,440 2,445 1,802 1,396 8,169

※ 2019년 예산은 2018년 이월분 70억 제외

방송법 제43조 제5항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을 3천억 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기

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정자본금의 68.7%에 해당되는 2,062억 원만 출자하고, 잔여 

자본금 938억 원은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5년간 UHD 인프라 투자와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100% 정부출자기관인 KBS의 대규모 자본투자인 만큼 

정부의 미납자본금 출자가 가장 적합한 재원조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정부의 

예산 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납자본

금 출자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기존 수입에 대해서도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광고 수입에 있어서 중간 광고 도입 및 광고 통합 마케팅을 통한 수익 개선을 추진

하고 있으며, 콘텐츠 판매 수입에 있어서도 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입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내부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39년간 동결된 수신료현

실화와 정부의 미납 자본금의 출자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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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차입 이후 잉여자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

KBS는 비용예산 및 자본예산의 지출을 긴축함으로써 광고수입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2018

년 말 현재 별도의 차입금 없이 1,071억 원의 자금(현금 및 현금성자산 471억 원, 단기투자자

산 600억 원)을 보유하는 등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의 한 축인 광고

수입의 경우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표

준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비정규직 전환 등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2019년의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므로, 보유현금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 투자와 디지털･모바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UHD 인프라 투자와 미래방송센터 건립 등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공사는 이를 위한 운영비용 및 인프라 투자 비용에 내부 잉여자금을 활용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해당 재원을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입증대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표 3-37] 연도별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차입금 1,904 873 716 - -

연말차입금 1,117 489 0 - -

KBS는 일일 자금시재를 최소 규모로 유지하고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상

품을 선정하고 잉여자금을 운용하였다. MMT, 정기예금 및 특정금전신탁 등 잉여자금의 성격

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운용한 결과 2017년 MMT만으로 운용한 이자수익 8.1억 원 대비 7.6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다. 

[표 3-38] 2018년 잉여자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상품유형
이자율

(평균)

예치금액 이자수익

(연간)
금융기관

평균 연말

2017 MMT 1.18% 69,058 117,016 814 신한은행

2018

MMT 1.44% 92,179 44,115 1,324 신한은행

정기예금 1.94% 7,205 30,000 140 수협은행

금전신탁 2.73% 3,863 30,000 105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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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BS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언

가. 수신료의 현실화

1) 주요국가와의 수신료 비교 

방송법 제56조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경

비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KBS가 본연의 공적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수입이 수신료

수입으로 충당해야하며, 극히 일부의 수입을 다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39

년째 동결되어 수신료의 현실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주요 국가 수신료 금액 

비교표에서 보면, KBS의 수신료는 비교적 수신료가 낮은 일본의 연간 수신료의 20%에도 못 

미치는 연간 3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9] 주요 국가 수신료 금액 비교표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신료(연간)

(한국대비)

30,000원
229,820원

(154.5파운드)

267,680원

(210유로)

177,180원

(139유로)

160,780원

(15,720엔)

- 7.7배 8.9배 5.9배 5.4배

1981년 이후

인상횟수
0회 27회 8회 23회 4회

* 환율 : 2019.4.1.매매기준율 적용(1유로=1,274.66원, 1파운드=1,487.53원, 100엔=1,022.75원)

2) KBS의 수신료와 기타요금의 비교

아래의 수신료와 기타요금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BS의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이

던 것이 38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반면 신문구독료, 영화관

람료, 지하철 기본요금, 가구당 통신비 등은 600%∼3,372%까지 인상된 실정이다. 현재는 광

고수입이나 콘텐츠 판매수입의 증대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수입을 

수신료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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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수신료와 기타요금 비교표

구 분 1981년 2015년 증가율 비 고

수 신 료 2,500원 2,500원 동결
* 물가인상률 반영시 1981년

2,500원→2015년 9,350원

1인당국민소득(GNI) 1,826$ 28,180$ 1,543% * 한국은행(2014년)

소비자물가지수(CPI) 29.45 110.21 374% *통계청(‘10년=100기준)

신문구독료 2,500원 15,000원 600%

영화관람료 1,400원 9,000원 642%

지하철 기본요금 100원 1,250원 1,250%

가구당 통신비(월) 4,381원 147,740원 3,372% *통계청(‘15년 3분기)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로 공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체와 채널의 경쟁

이 심화되고 스타시스템 구조화 등으로 방송제작비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수신료는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방송센터 건립과 UHD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므

로 수신료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3) 수신료의 가치, 그 의미의 다중성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는 현재 가구당 매월 2,500원(연 30,000원)으로 40여년 가까이 동

결되어 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KBS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영방송의 약 1/8 수

준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KBS가 한류와 K-POP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

계적으로 KBS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KBS의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고 한류 

및 K-POP의 확산을 비롯 한국 대표방송으로서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를 인상하여 안정된 재정적 기반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수신료 인상은 정체기에 빠진 한국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견인차이기

도 하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광고재원 비율을 축소한다면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은 물론 종합편성 채널과 다수의 유료방송 PP와 인쇄매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신료 인상은 KBS에게 ‘가

뭄의 단비’ 일 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시장의 침체 현상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수단

이기도 하다. 나아가 공영미디어로의 전환, 글로벌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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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 수신료 수준의 결정과 그 기준

현재 KBS는 전체 예산(약 1조 6000억원)의 40%가 수신료, 60%가 광고와 협찬 등 기타 수

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는 기형적 재원 구조이다. 영국 BBC는 광고 없는 수신

료 중심체제로서 수신료는 전체 재정의 75% 수준이며, 글로벌 시장개척으로 20% 수입을 확

보하고 있으며 외무부로부터 소액의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다. BBC 수신료는 원칙적으로 물가

연동제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재정 타개책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멀티플랫폼에 새로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7차 방송 판결에서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이며 광고수입은 보완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재정은 수신료와 광고 등이 결합한 이른바 <혼합재정>이 이상적임

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신료 100% 수입구조보다는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의 지향목표를 80:20 정도를 이상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는 수신기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비현실이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단말기에 수신

료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 NHK의 재원은 광고수입 없는 거의 100%(97%) 수신료 체제이다. 일본의 수신료는 다

른 국가와 달리 컬러TV, 흑백TV, HDTV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으며 위성방송 가입자에게

도 별도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본의 수신료 체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규 서비스가 

출현할 때 마다 별도의 수신료가 부과되는 아주 효율적인 수신료 확대방안이다. 다만 수신료 

거부운동에 직면할 때에는 조직 경영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 혼합재정이 이상적임

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공영방송사들의 수신료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KBS의 수신료 정책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국 사례와 같이 수신료의 물가연동제가 가장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다양하고도 혼합적인 재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재정은 수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광고가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혼합재

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다. 수신료로만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다른 민영방송과의 경쟁을 의

식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다. 셋째, 일본 NHK는 이미 역사적으로 컬러 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료를 부과하여 왔다. 최근 영국 BBC는 인터넷 서비스(BBC iplayer)에 대해 별도

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수신기기

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단말기에 수신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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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2013년부터 ‘방송 분담금 제도’로 전환하여 TV 등 수신기기의 소

지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및 영업장별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는 가정에 TV가 없더라도 수신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신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일괄적인 수신료 인상이 어렵다면 단말기별로 소액의 

수신료 인상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수신료 징수방식을 

조세 및 준조세 형태로 개편하면 한전 방식의 징수체계를 벗어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5) 독일 KEF와 국내 수신료 결정과정 보완의 필요성

수신료 인상은 고난도의 정치적 게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즉 수신료 

인상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여당과 야당, 학계에서는 공익론과 산업론의 입장이 상호 절충

되고 규범조화적으로 타협해야 한다. 

그동안 KBS 수신료가 동결된 것은 KBS 내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근원적으

로 한국의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의 숙명적 관계 문제이기도 하다. 보수와 진보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아직 수신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수신료 인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엄격한 잣대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수신료 문제를 연결시킬 때 단언컨대 향후 어떤 정권에서도 KBS를 정치적 진공상태로 방치하

지 않는 한 KBS 수신료는 인상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과거의 독일과 지금의 한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집단인 국회가 수신료 인상의 최종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 수신료 

인상은 요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권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독일에서는 국회가 수신료 결정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문제시 하였고 수신료 인상문제는 늘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

소 8차 방송판결을 통해 <내용관여배제의 원칙>과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정

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였다. 독일에서는 수신료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방송전

문가를 배제하고 회계, 경영 전문가 위주(16명)로 <수신료 산정위원회(본명은 공영방송 소요

재원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심사보

고서를 제출한다. 이른바 <내용관여 배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 국회, 공영방송사 등 이해관계

자의 참여가 배제된다. 수신료 인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공정성, 독립성 문제 등 프로그



410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램 내용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으로 대신하자는 것이다. 오직 회계, 경영 전문가들이 정

기적으로 수신료 산정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신료 정책 결정과정이 아닌가 한다. 

수신료 정책의 정치적 독립화가 수신료산정위원회의 특징이며 국내에서도 적극 검토해 볼 만

한 제도라 하겠다. 국내에서도 KBS가 제안한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여기에 수신료 정책을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이 “KBS 이사회－방송

통신위원회－국회”의 3단계 절차로서는 경험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가 입증하

고 있지 않는가?

6) 시청자의 관용과 배려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청자와 시민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

다. 시청자들은 통신요금은 가구당 월 2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면서도 월 2500원 수신료를 인

상하는 것에 대해서 4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저항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BS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약간의 수신료 부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신료를 강제납

부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또는 수신료 인상을 <물가연동제+1.5%>가 적용되

고 있는 영국과 비교해 볼 때 시민의식의 결여는 아니겠는가. ‘글로벌 KBS’는 영국과 같이 시

민이 만드는 것이며, 세계의 변방에 머무르던 코리아가 한류와 K-POP의 물결로 세계의 대중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용과 배려의 몫에 달려있는 것이다. “미워

도 다시 한번” KBS를 바라보아야만 한국방송과 문화발전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나. 정부의 납입자본금 추가출자 요청

수신료의 현실화와 더불어 KBS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미납 출자금에 대

한 납입 요청을 할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 요청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방송법 제43조 제⑤항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자본금 출자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⑥항에서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 납입의 방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방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방송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의 

방법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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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2,062억 원인데 그 구성을 보면, 현금출자 345억 원, 현물출자 411

억 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1,3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출자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현물출자 중에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무상 기증한 

문화방송 주식 26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부의 출자액은 489억 원에 불과하

다. 반면에 정부가 EBS에는 889억 원의 자본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한 바가 있으므로 추가

출자를 요구할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7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UHD인

프라 구축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607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보유자산을 매각

하는 등 자구노력을 감안 하더라도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추가출자를 요청하여 자금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다. 방송법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제56조에서 “공사의 경비는 제64조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수신료의 현실화가 가

장 주요한 과제이다. 수신료 현실화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

여 보유부동산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등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

여 부동산임대, 강좌개설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밖의 수입금(방송문

화진흥회법) 또는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수입의 내용이 공사의 경우에는 방송법시행령 제36조에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시행령 조항을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금 또

는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개정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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