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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시각들
구분

소속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시각

1

규제기관 A

IPTV는 양쪽에서 일정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통신의 주장과 방송
의 성격이 남아있어 조합된 상황이다. 통합기구도 갈등의 본질적
인 모습을 대변한다.

2

규제기관 B

망의 기술적, 물리적 환경이 달라져 IPTV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인
데, 동일한 망 위에 응용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것이지, 전통적 방송
과 통신의 영역은 따로 있다.

3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통신융합은 기술, 서비스, 사업자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사업자 차원의 융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로 인해 새로운 것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4

케이블방송
사업자

방송의 본질은 다 버리고, 사업자의 논리를 가지고 정책입안을 하
다보니 왜곡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요소로 표현되고
결국 서로 세 불리기 작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부 기구가
민간영역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

위성DMB
사업자

통신은 산업적 가치, 방송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융
합은 두 가지가 합쳐지므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6

지상파방송
사업자 A

방송, 통신의 영역만 인정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A/B 파트
로 나누면 되는데 전제자체가 다르므로 자꾸 갈등이 생긴다.

7

지상파방송
사업자 B

통신쪽 입장에서는 IPTV가 방송이 아니길 바랬으나, 사업자 진입
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방송인 것이다.

8

IPTV사업자

융합이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나, 사실은 새로운 시장이 아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세 개가 되어야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고 볼 수 있
는데, 두개가 합쳐져서 소비자에게는 1.5개로 제공되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을 안 따라갈 수가 없다.

9

시민단체 A

신규서비스가 방송이라고 하지만 규제 프레임은 통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방송규제의 기본적 프레임은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진다.

10

시민단체 B

합리적 논쟁들이 가능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비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비합리적 규제가 막고 있다. 제도적으로 풀기 위
해 상생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

11

학계

정책적인 전문성 같은 것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이 불
거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12

언론계

IPTV는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며 사실상 방송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비대칭규제, 법조항이라는 것을 두고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