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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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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기술의 진보와 방송의 유료화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이라는 보편적 제공의 취지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도 통신과 유사하게 소비자가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요구를 전제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이슈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기준,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분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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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재화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
스의 도입은 정치학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 계층간 및 지리적인 형평성과 비차별성․기회균둥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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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학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
을 추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19세기말 교통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공익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통신부문에서 널리 사용
되어졌다(곽정호, 2003; 신용희, 2003).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핵심적인 사회적 공기(公器)로 평가되는 방송에도 보편적 서비스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대호, 2000; 류춘열․배진한, 2000;
최양수, 2001; 이수영․박은희, 2002). 이러한 주장은 방송․통신융합 현상으로 인하여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방송서비스의 유료화 추세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방송역할을 축소
할 우려가 있으며, 기술발전에 의한 뉴미디어의 도입이 정보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또한 논의 자체
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는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정책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
도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 이상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되는 제공범위에서 제공방식, 제공사
업자 지정, 비용보조제도, 재원조성 등의 세부적인 이슈를 식별하고, 각 이슈의 성격과 바람
직한 경제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들도 비교․검토하여 현실적
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은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어떠한 근거로 도
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등의 정책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도입필요
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
신사례와 방송부문을 사전적으로 비교하여 주요 이슈 도출 등의 제도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제4장은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식별하고, 이슈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기준,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론의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
사실 본 고는 방송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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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완결된 논의라기보다는 문제영역을 제시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가능한 대안을 나열
한 시론(時論)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현황이나 기술적 발전추세에 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
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고
의 내용을 토대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시에 최적의 정책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
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Ⅱ.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필요성
1. 방송․통신의 융합추세
전통적으로 통신은 양방향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양방향적인 음성서
비스의 송수신이 주를 이뤄왔고, 방송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송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음성 및 영상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방송․통신의 기술적 특징은 각 분야의 규제체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통신분야는 사회구성원 개인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물리적 도구로써 물리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반면 방송분야에 대한 규제는 그
전달내용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내용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류춘
열․배진한, 2000; 최양수, 2001).
더불어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적 소유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에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도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었다. 통신
사업이 시설을 임대하는 주체로서 전송수단의 ‘신뢰성’(reliability)과 ‘일관성’(consistency)
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정의되는 반면 수신의 측면이 강조되는 방송서
비스 경우에는 ‘공익성’에 중점을 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정의되어 왔다(이상훈, 1998, pp.
70∼71).
하지만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은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원칙들 간의 분명한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서 방송․통신 융합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개발, 규
제의 완화 및 경쟁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
상’ 또는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었던 통신부문과 방송부문이 기술의 발전, 산업적 목적 및 서
비스 수용의 다양화에 따라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점차 중첩되어 산업구조와 제도가 지속적
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규 외, 2003, p.26). 이러한 방송․통신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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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으로 방송서비스에 적용되어 왔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규제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 동시에 통신사업자에 적용되었던 규제원칙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방송서비스가 디지털화에 따른 양방향성의 증가와 컨텐츠의 유료화가 일반적
추세가 되면서 방송서비스의 소외계층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방송부문의 규제원칙인 ‘방송내용의 보편성’ 외에 ‘실질적인 접근가능성의 보장’이라
1)

는 통신부문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 정보격차(digital divide)
디지털화된 방송․통신의 융합서비스로 인한 다양한 정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
를 가지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미디어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 다양성이 증
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계
층간에 차별화 될 가능성이 진행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이상훈, 1998, p.43). 이러한 가
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미디어의 수
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편익의 제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에는 오히려 새로운 미디
어의 등장이 정보격차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와 관련한 이론적인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격차 가설의 입장으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약화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으
로 보는 관점이다. 이 이론은 인터넷, 디지털 TV 등 새로운 미디어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정보소유 여부가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이 된다는 관점에서 정보격차 해소방안의 하나로 보편
적 서비스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Schiller(1996)는 문화산업 전
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탈규제, 사유화, 민영화 등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Castells(1999)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소득 및 정보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격차 가설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주민
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원리와 정보통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심화된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1) 이와 관련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FCC는 ’98년 11월 19일의 규칙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FCC, 공익단체, 방송사들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의 지상파 텔레비전이 유지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즉, 아날로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지상파 방송사에게 무료로 주파수가 할당될 것
이며 이는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가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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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확산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정보격차의 사회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보화가 진전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학
자들로는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Negroponte(1995), 정
보의 생성과 보급에 기초한 경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Naisbitt(1982), 정보의 접근
성 여부에 따라 기존의 권력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강조하는 Alvin Toffler(1990),
정보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정보의 홍수로 인해 발생되는 심리적 불안감인 정보불안이 문제라
는 Wurman(1989) 등이 있다.
최근에는 현실론적 입장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중점을 둔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부가 취하는 입장으로서 정보격
차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해결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정부의 정책개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부문의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각국의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곽정호․오기환, 2002, pp.32∼33). 이와 관련
방송부문에서도 통신․방송 융합추세와 더불어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위
성방송 등의 다양한 신규 미디어가 등장하고 방송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방송서비스가 ‘이
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점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송수상기의 구매, 방송서비스의 이용 등을 위한 상당한 비
용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정보격차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수도 있
다. 그러므로 방송서비스시장에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
용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망외부성이란 특정 네트워크에 가입자가 추가될 때 추가된 가입자와 접속이 가능하게 됨으
로써 기존가입자가 누리는 망의 가치가(아무런 비용의 지출 없이)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의
미한다. 이러한 망외부성을 이론적 근거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합리화하거나 범위의 확
대를 주장하는 다양한 기존 연구들이 있었다. Taylor(1994)는 망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네트워크의 규모는 시장기능 만으로 결정되는 규모보다 클 수 있으
며,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가입자 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 요구되는데, 이 보조금이 기존 가입자들 내부적(internal)으로 조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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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Noam(1992)도 유사한 이론을 가상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망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망의 규모가 사적 최적수준(private optimium) 이
상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최적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외생적 요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Jacques Cremer(2000)는 메일전송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망
외부성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망외부성을 제약조건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보편적 서
비스(보조금)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곽정
호․오기환, 2003, pp.13∼14).
이러한 주요한 논문들이 망외부성에 근거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송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음성 및 영상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방향적으로 전달하던 방송서비스가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양방향의 방송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통신부문의
주요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논거인 망외부성이 방송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방송망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효용이 증가하므로 기존 가입
자들이 이득을 보는 범위 내에서 기존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여 망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방송서비스의 유료화 추세
방송이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유료재로
이행하고 있어 공익에 입각한 정부의 방송규제가 유지해온 정당성이 점차 그 기반을 잃고 있
다. 물론 대표적인 공익방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방송
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선방송의 경우에는 유
료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영역도 다각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2002년 3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Skylife)가 출범하여 유료방송은 유선방송의 독점시대에서 양 방송사업자간의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요구되는 경쟁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방송서비스의 유료화 추
세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지상파방
송사업자들도 각 사의 홈페이지를 유료화하여 광고, 콘텐츠 재판매나 유료 콘텐츠 서비스, 전
자상거래 등을 통한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송서비스의 유료화 추세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방송의 역할에서 유료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요금으로 접근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서비스의 유료화는 상업적인 시장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서
6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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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보편적 제공문제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지역적인 불
리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류춘열․배진
한, 2000, pp.153∼154).

5. 시사점
지금까지 방송부문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논거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도입방안은 방송․통신의 융합현
상으로 인한 규제원칙의 변화,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방송서비스의 양
방향성 확보에 따른 망외부성 효과, 유료방송의 확대와 수용자의 접속권(access right) 보장
에 의하여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확산이론을 주장하
는 학자들의 경우 ‘정보격차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보화가 진전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보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가 오히려 심화되
2)

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은
도입여부 보다는 도입시기의 문제라고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방송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의 기술진보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어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이라는 방송의 보편적 제공의 취지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방송부문에서도 통신부
문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시행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방송․통신의 융합수준, 계층간의 정보격차, 방송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
만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논거에 의하여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방송부문에 보

2) 한국전산원에서 발간한 2003년 한국인터넷백서 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연도별 이용자 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령, 학력, 직업의 순으로 정보격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지역,
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격차를 보이는데, 이것은 정보와 격차가 환경적 요인보다는 필요성과 학습
능력, 인터넷 접촉기회 등 개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
고령인구, 저학력 및 저소득집단, 주부 및 생산직 종사자 그리고 농어촌 주민 등의 인터넷 이용률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운데, 취약집단과 선도집단간 격차 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10대와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99년 10월 30.7%에서 2002년
12월 82.1%로, 같은 기간에 소득간 격차는 13.2%에서 32.7%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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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방안에 관한 논
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고는 방송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사례분석: 방송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서는 유사한 선행경험을 지닌 다른 공공서비스(public
utilities)의 사례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이미 도입
된 공공서비스가 초기의 논의에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제도도입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정책이슈의 식별 및 논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선행사례로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시행 및 정책방안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통신 외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부문과 달리 통신은 서비
스의 제공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방송망과 유사한 망산업(네트워크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고,
통신․방송의 융합추세로 서비스․제공사업자․인프라가 방송부문과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가장 널리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
의 선행사례로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적 특성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차
이점을 비교․분석하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에 따른 정책 이슈 및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방송․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가.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affordable)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의
된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서비스는 공익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기본적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여부가 삶의 질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간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중요시되어 왔다(곽정호․오기환, 2002).
역사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최초로 법제화되어 나타난 것은 1934년 미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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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 법의 제1조에는 ‘모든 미
국 국민에게 가능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미국 및 전세계를 커버하는 유선․무선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네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는 전국적인 통신망의 구축으
로 대다수 국민이 통신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최양수, 2001).
둘째, 이것은 서비스간의 상호보조(cross subsidization)에 의하여 기본료와 시내통화료를 인
하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는 전국 평균요금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요금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며, 넷째는 이용자간 평균요금의 책정으로 저소득층의 가입료와 통화료를 보조한다는
의미이다(Prieger, 1998).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선언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제도로서 정립된
것은 1996년의 통신법 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96년 통신법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편의 의의는 명시적이고 경쟁중립적인 비용보조제도의 정립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
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김희수, 2002, p.36). 다시 말하면, 과거 독점적 시장에
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별 상호보조를 통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묵적으로 비
용보전을 받았으나, 통신시장의 경쟁확대와 더불어 상호보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접속료 등과
별도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구성하여 명시적인 비용보조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정립 이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프
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도입되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96년 이후 통신법 개정을 통하
여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제도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도입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도 독점시대에는 명시적 법제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 간의 상호보조를 통하여 보편
적 서비스 제공의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로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시내․시외
및 국제 부문이 분리되고 각 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된 경쟁체제 하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으로 인한 비용을 서비스 간 상호보조를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편적 서
비스 제공 의무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경쟁중립적인 비용보전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경쟁체제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의 실정에서 명확성, 경쟁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쟁체제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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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김형찬, 1999). 사실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98년 사업법 개정
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
였으나, 그 적용범위 및 사업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 명시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
었다.
이후 1999년 3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공사업자의 지정방법 및 손실
보전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1999년 12월에는 시행규칙 및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정되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 비용분담제도, 손실분담금
산정, 분담기준 및 면제기준 등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었
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
되고 있는데,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고 이동전화의 성장으로 유․무선
간의 대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음성통신 위주로 정립되었던 기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
위를 데이터통신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곽정호, 2003). 특히,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확
산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보편적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나.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정보수단에의 접근가능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 반면에, 방송에서는 미디어라는 매체특성상 내용측면의 보편성도 동시에 중요시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는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방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방송사들의 전송전파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
리적으로는 난시청지역을 제거하는 일이 그것이다. 특히 TV 수상기를 보유하는 모든 국민에
게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확실하게
전제되어 있다. 둘째는 방송에 있어서 독특한 의무로써, 방송내용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뉴스의 제공, 시사프로그램, 전국민의 관심사인 스포츠경
기 등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특정계층의 취향만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방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송
해야 한다(최양수, 2001, pp.51∼52).
전술한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전달내용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통신에 비하여 내용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송에서의 보편
적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방송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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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내용에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방송법에서도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사업자(KBS1, EBS)에게 무료로 지상
파방송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송편성에서의 보편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수신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명
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비용보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자원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보편적 접근성과 유사한 의무를 부여한 후에, 내용적으로
는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별도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송이 디지털화하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면서 방송사의 역할이 제작,
서비스 제공, 전송 등 가치사슬의 각 기능별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유료서비스가
방송시장에서 확산되면서, 방송에 있어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류춘열․배진한, 2000). 이는 방송의 영역이 통신과 융합
됨에 따라 채널의 용량이 확대되고 양방향성이 증대되어 장애인․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의 기술적인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방송서비스들이 경쟁을 기반으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통신부문과 유사하게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마련 및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비교 및 분석
방송․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의 이용권(방송시청권,
통신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고유한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개념적 취지에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인 제도도입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법제화 여부와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차이점은 방송과 통신의 산업적 특성 및 기술방식 등의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의 <표 1>은 양 부문의 차이점을 비교․분
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화 여부, 제공범위, 제공사업자 등의 대부분의 이슈에서 방송과 통신의 보편
적 서비스제도는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
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양 부문 정책이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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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비교․분석
구분
법제화
제공범위

제공사업자

비용보조제도
기금형태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 암묵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

◦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

◦ 지상파방송(커버리지, 내용규제)

◦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선박무선, 도서통신,
긴급통신, 복지통신(접근가능성)

◦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사업자

◦ 전국적 제공사업자 지정(KT): 시내전화, 시내
공중전화, 선박무선, 도서통신
◦ 모든 사업자 지정: 긴급통신, 복지통신

◦ 암묵적 비용보전(수신료, 방송발전 ◦ USF 비용보조제도 운영(긴급통신, 복지통신
기금)
제외)
◦ 별도기금 없음

◦가상기금(Virtual fund): 정부 통제하에 사업자
간 정산

주: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등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에 대한 암묵적 비용보전 성격 내재함

첫째, 방송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비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
제화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신에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쟁중립적이고 투명한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으로 입법화하
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에서는 전파자원의 공익성, 미디어라는 방송의 특성 등을 근거
로 국민들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설립목적 등에 암묵적으로 반
영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물론 일부 방송법의 조항들은 해석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시
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통신에서 보장하는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라
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통신에서도 ’98년 명시적인 보편적 서
비스제도의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이 입법화되기 이전에도, 개념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
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조항들이 있었다.
둘째, 통신에서는 분류체계 및 회계분리기준 상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필요성에 따
라 제공범위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는 전국적인 지리
적인 커버리지의 형평성 및 이용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복지통신은 장애인․저소득층의 소
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으며, 선박무선․도서통신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생업에
필수불가결한 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공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방송은 명시
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공범위를 거론할 수는 없지
만, 방송법 내의 한국방송공사 관련 조항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공익방송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로 잠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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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여러 유형의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 추
세, 통신․방송융합 현상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접근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방송과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보조제도와 기금형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통신은 가상기금(virtual fund) 형식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설립하여 보편적 접
근이라는 정책의무를 수행하는 제공사업자에게 수반되는 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복
지통신은 모든 통신사업자가 제공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비용정산을
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인 보편
적 서비스 기금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암묵적으로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는 아날로그 지상
파방송사업자와 교육방송공사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준조세 성격의 시청자 수신료를 전기세
와 통합고지 및 징수하고,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사업자를 지원
하고 있다.

3. 검 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
송(통신)이용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방송이용(정보공유)을 추구한다’는 제도도입의 본질적
인 구현정신은 유사하지만,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었다. 방
송서비스가 그 내용이 가진 사회적 확산성 때문에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과
는 달리, 통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신망 커버리지(coverage)의 확산을 중요시하였다고 보
여진다. 또한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어 운영되는 반면에, 방
송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정신이 방송법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이외
에 제공범위, 제공사업자, 비용보전제도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서도 양 부문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서비스의 양방향성 확보에 따른
망외부성 효과, 유료방송의 확대 추세 등으로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취지인 접
근성 보장이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명시적인 보편적 서
비스제도를 정립하는 경우에는 전술하여 분석한 통신사례의 개념적 특성 및 시행방안 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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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도입방안 분석
1. 주요 이슈식별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편적 서비스라는 선언적 규정의 의
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 이러한 분석이슈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제공범
위, 제공사업자 선정, 비용보전제도 및 재원조성 등이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란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의하여 이용자의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방송서비스의 범위를 의미한
3)

다. 둘째, 제공사업자의 지정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사업자를 지정하여 보편
적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제공사업자의 지정방식으로는 정부가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지정방식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매입찰 방식이
있다. 셋째, 비용보전제도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
한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넷째, 재원조달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
로 인해 발생한 제공사업자의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조달방안을 의미한다.

2. 이슈별 분석 및 정책방안
가. 제공범위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신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신부문의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기본적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지의 여
부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재화는 아닐지라도 특정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 경우에 한하여 공익적인 목적달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진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하
여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최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
편화’라는 용어는 인터넷의 발달 및 확산으로 인터넷이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3) 통신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각국의 통신망 구축정도 및 서비스 보급정도 등을 감
안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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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짐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역무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이
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보편적 역무)의 3항은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 시에 고려해
야할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촉진을 고
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공범위의 선정기준에 대한 통신부문의 경험은 보
편적 서비스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통신)이용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을 공유한다는 측면
에서 방송부문의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방송부문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시에 제공범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방송서비
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와 관련 현행 방송법은,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
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써 정의하고, 방송
사업의 종류를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
4)

분하고 있으며 , 또한 별도의 조항에서 중계유선방송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적 정의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업의 종류를 지상파방송사업, 유선방송
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방송서비스들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도입 가능성을 심
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지상파방송
전술한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은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송형태로는 TV방송과 라디오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이러
한 지상파방송은 많은 학자들이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을 뿐이
지, 사실상 암묵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신부문의 제공범위 선정기준인 지상파방송의 보급정도, 공익성, 기술의 발전정도를 기준으
로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 포함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상파방송의 보급정도란 ‘보편적 역무로 지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방송서비
스의 보급율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지역 및 계층에 확산되어 있는가’를

4) 이러한 분류에서 지상파 방송이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
송’으로 정의되고 있고,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
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지상파방
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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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통신부문의 대표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로 간주되는 시내전화서
비스도 기본적 서비스라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보급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상파방송의 보급수준은 제공범위의 확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방송의 특성상 가입자수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우
므로 보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구당 TV 보급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무선방송서비스이므로 TV수상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으므로 정량화를 위한 보급지표로 가구당 TV 보급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 2> 지상파방송과 시내전화서비스의 보급율 비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TV수상기
등록대수

16,421,442

16,896,400

17,174,396

－

－

TV 보급율

117.73%

118.33%

117.56%

－

－

시내전화
가입자수

20,114,000

21,250,000

21,931,651

22,724,668

23,490,130

시내전화
보급율

144.20%

148.83%

150.13%

153.19%

155.94%

국내 총가구수

13,948,418

14,278,497

14,608,576

14,834,242

15,063,671

자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통계청 가구추정 자료

상기의 <표 2>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의 가구당 TV 보급율은 TV수상기 등록대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수치인데, '98년에 이미 110%를 상회하고 있어 가구당 TV 보급율은 사실상
포화상태로 볼 수 있다. 물론 시내전화 보급율은 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
에는 다량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수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보급수준에서는 큰 차이
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이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익성의 증진을 계량화하
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이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지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가 상당히 난해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은 정성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할 수밖
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전적인 연구에서 지상파방송의 공
익적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도 막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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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이 단순한 오락기능 외에도 매스미디어로써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상파방송
산업은 전력, 가스, 수도, 전화 등과 더불어 공익재 산업의 특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셋째, 기술의 발전정도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방송서비스의
제공기술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는 해당 방송기
술이 기술적으로 안정적 혹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인위적인
규제제도에 의하여 당해 시장의 자발적인 경쟁활성화 및 효율적인 기술방식 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아날
로그 방식의 전송기술은 보급수준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고, 방송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
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간의 제공기술도 비교적 유사하므로 충
분한 기술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송기술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전송기술의 표준화 및 안정적인 제공
능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디지털 TV 수상기의 보급수준은 더욱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계획에 따르면, 2003년까지는 디지털
서비스가 광역시에서 제공되게 되며, 2005년까지는 전국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TV 서비스는 전국가구의 95%가
디지털 TV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제공되게 된다.
<표 3>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 일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서비스 지역

본방송 실시
(수도권 지역)

수도권
모든 지역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군지역
(전국확대)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에 지상파방송은 전국적인 보급수준, 사회적 공익성 기여, 기술적인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상파방송 중에서
디지털 전송방식은 서비스를 개시하는 초기이고, 전송기술 표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
황이므로, 시장의 자율적인 보급상황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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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무선이 아닌 유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서비스로써 종합유선방송과 중계
유선방송으로 구분된다. 종합유선방송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을
의미한다. 중계유선방송은 비록 유사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상이한 사업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이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
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제1장 제2조 2항 나). 이에 비해
서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제1장 제2조 4항).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양 사업은 사업모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00년 3월 통합방
송법의 시행으로 중계유선의 SO전환, 중계유선방송의 엄격한 역무제한, 채널티어링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중계유선방송 가입자가 종합유선방송으로 지속적으
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먼저 유선방송의 보급수준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4>
는 유선방송의 보급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선방송의 보급율은 ’98년 57.41%수
준이었으나 2002년 6월에는 73.69%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사실 이러한 보급율 수치는 지상파
방송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통신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로 검토하고 있는 초고
속 인터넷서비스의 보급율이 69.94%(2003년 2월 기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급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4> 유선방송의 가입가구수 및 보급율
구분

1998

1999

2000

2001. 3

2002. 6

유선방송
가입가구수

8,007,866

8,479,379

9,991,986

10,325,526

11,100,000

보급율

57.41%

59.39%

68.40%

69.61%

73.69%

종합유선방송

1,002,866

1,955,889

3,086,267

3,275,240

66,000,000

중계유선방송

7,005,000

6,523,490

6,905,719

7,050,276

45,000,000

국내 총가구수

13,948,418

14,278,497

14,608,576

14,834,242

15,063,671

자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통계청 가구추정 자료

다음으로 유선방송의 공익성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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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종합유선방송의 역무범위는 PP프로그램 송출, 지역공공채널 운용, 지상파, 위성방송
재전송이고,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 위성방송의 녹음녹화 재전송, 공지사항 송신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유선방송의 방송컨텐츠를 분석해 보면, PP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나 시사 프로
그램, 국민적 이벤트의 성격이 짙은 스포츠, 양질의 과학, 예술, 교양 등의 컨텐츠와 지역공공
채널의 운용은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유선방송의 지상파 재
전송은 지상파방송이 이미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
래 중계유선방송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성화되었고, 통합방송법 시행으로 중계
유선방송의 영역이 본래의 도입목적으로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
송이용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표 5>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비교
구분
역무범위

종합유선방송
◦ PP프로그램 송출
◦ 지역공공채널 운용
◦ 지상파, 위성방송 재전송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 위성방송의 녹음녹화 재전송
◦ 공지사항 송신
◦ 외국위성재전송 제한(방송위 승인요)

가용채널수

40개 이상

31개 이내

사업자수

SO: 110개

RO: 700여개

월수신료

15,000원(기본형)

3,500∼5,000원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정도에서도 아날로그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전송방식
으로 제공사업자간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시청자에게 방송되는 서비스도 비교적 안
정적이라 보여진다. 한편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위한 케이블망을 활용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정보격차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송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정보접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유선
방송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상파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편적 접근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유선방송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고 파악된다. 다만 지상파방송에 비하여 보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국적인 커버리지
를 기반으로 저렴한 수준의 요금을 강제하는 방식의 제도시행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

2005-1-17

19

초 점

5)

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시행에 따른 손실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선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부터 또는 국가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대상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이용
요금의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구성하는 기본채널의 편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채널을 일부 포
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종합유선방송 중에서 디지털 전
송방식은 서비스를 개시하는 초기이므로,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동일하게 자율적인 시장기능
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성방송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이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으로 정의되는데, 국내에서는 위성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미 ’95년부터 무궁화위성을 발사하고 ’96년에는 디지털 위성방송
표준을 선정하였다. 이후 위성방송의 근간이 되는 방송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2002년 3월에
이르러서야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의 본 방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위성방송은 경영상의 문제, 경쟁매체의 견제 등 많은 어려움 속에 2004년 6월 기준으로 약
130만 가입자를 유치하여, 아직은 700만 가구를 확보한 종합유선방송을 견제하기에는 경쟁
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위성방송의 발전단계가 아직 초기임을 고려할 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위
성방송을 포함하여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보전의 수준이 관건이 되겠지만 위성방송
시장의 발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비용
보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위성방송 시장의 도입초기에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고, 반면에 충분한 비용보전을 하는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이용한 인위적인
위성방송 확산정책으로 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성방송의 도입초기인 현시점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보급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디지털 방식의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농․어촌을 포함한 모든 지
역의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제한적 채널의 독립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일부 채널을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6)

는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관련 통신부문에서도 ADSL, 케이블모뎀 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지원이 불가능한 농․어촌 및 낙도 등지에서는 KT의 위성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
5) 지상파방송은 시청자에게 무료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BS 제외).
6) 2004년초 행정자치부는 국가 기간 재난방송사인 KBS 1TV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재난방송으로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선정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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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제공사업자 지정
1) 선정방식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성실
히 이행할 수 있는 제공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공사업자의 선정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
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제공의무의 부과로 인해 과도한 비용 또는 편
익이 발생하여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공사업자의 선정방식으로는 규제기관이 정책적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자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과 경쟁적인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는 보편
적 서비스의 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사업자
를 적격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경쟁구조를 크게 왜곡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
성, 객관성,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자는 경쟁이 가능한 지역에서 사업권 경매를 통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7)

있는 단일 사업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쟁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청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한계
를 지닌다.
2) 방송서비스의 제공사업자
가) 지상파방송
국내 지상파방송은 공․민영 혼합체제로써 공영방송은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하여 방
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수의 민영방송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구성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전국 대상 공영방
송사로는 한국방송공사(KBS1, KBS2),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3개 사
가 있고, 지역 대상 민영방송사로는 서울방송(SBS), 부산방송(PSB), 대구방송(TBC), 광주
방송(KBC), 대전방송(TJB), 경인방송(ITV),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
(CJB), 강원민방(GTB), 제주방송(JIBS) 등이 있다.

7) 통신부문에서 경매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미국, 콜럼비아, 페루, 칠레 등에서 이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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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현황
운영매체

방송사업자

소계

◦ 한국방송공사(KBS)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문화방송(서울 본사), 19개 문화방송 지방계열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목포, 여수, 안동, 원주, 충주, 삼척, 포항)
◦ SBS,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경

TV
라디오

34

인방송, 경기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국악방송
라디오

◦ 교통방송(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방송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원주)

총계

8
42

자료: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방송산업실태조사(2004) 재정리

이제 이러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구성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는 어떠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검토해보자. 사실 제공범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
파방송은 TV 수상기만 보유한 가정이면 거의 무료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상파방
송사업자들이 이미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보편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 대상 공영방송사들인 한국방송공사(KBS1, KBS2), 문화방송
(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하여 전 국민에게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민영방송사들
도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에 부합하는 방송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는 민영방송들도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사업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모든 방송서비스를 시청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
니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이라는 개념적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교양적인 동질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방송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제공사업자는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부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한국방송공사(KBS1)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사의
8)

소유구조, 공사의 설립목적과 방송편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의 제공사업자로 지정될 필
8)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재정경쟁부가 10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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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공사(KBS1, KBS2)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제도적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방송법 제44조에서는 방송공사로써의 공적책임
으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수행,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
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의 연구 및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
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법 제44조는 공영방송으로써 한국방송공사에게 일종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
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민영방송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목적인 예를 들면 방송보급이 어
려운 원격지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기능과 공적임무, 그리고 광고주의 압력
으로부터 벗어나 시청률에 구속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의 제작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의미이
다. 또한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75조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설립목적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
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의무
는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교육방
송에 관한 조사 연구로 규정되어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이러한 교육방송은 계층
간, 세대간의 정보격차, 지식격차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공영방송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관련된
해외사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방송서비스 원칙을 발전시켜
공영방송은 지리적 보편성,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 국가와 상업적인 이해로부터
의 독립, 프로그램의 공정성(정치적 압력에서 독립), 프로그램의 범위와 다양성, 수용자에 대
한 보편적인 비용 부과 등의 특성과 연계된다고 판결하였고, 영국정부도 ‘BBC의 미래’라는

9) 문화방송(MBC)은 주주구성상의 요건은 공익방송이지만 수익구조 및 방송내용은 민영방송의 형
태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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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1994)에서 공영방송사 BBC의 역할은 시청자 이익의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의 고품질 유지 및 국가 정체성의 반영, 보편적인 접근의 보장 등
을 명시하였다.
나)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유선방송의 제공사업자 지정은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특정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보
다는 모든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10)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선별하여

일정 수준의 할인제도를 운영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부문의 복지통신에
서 사용하는 사업자 지정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복지통신이란 법률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
애인, 노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요금감면 또는 일정요금의 면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요금감면으로 접근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컨텐츠
를 유선방송의 제공서비스의 기본패키지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성방송은 방송서비스의 도입 초기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시
장기능에 의한 보급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제공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다만 위성방송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일정 채널을 보편적 서비스의 용도로 활용하
는 경우에는 해당 채널의 운영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겠다.
다. 비용보조제도
비용보조제도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자가 제공범위에 해당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의 보전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보전할 경우에 손실보전
금의 산정 및 비용보조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즉, 비용보조제
도란 제공범위, 제공방식, 보전비율 등을 바탕으로 손실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소요기금의
10) 이외에 유선방송에는 지상파방송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의무재전송(Must-Carry) 원칙이
방송법 제78조(재송신)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의무재전송 원칙은 미국의 케이블 방송의
경쟁과정에서 시청자의 통신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입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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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보조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손실보전비용은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손실금으로써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제공사업자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구조에는 이미 보편
적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원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11)

다. 첫째, 한국방송공사의 수익구조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보조금, 협찬 수입,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사채 또는 차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으로 구성된
12)

다.

둘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구조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13)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양 방송사의 수익구조 가운데 텔레비전방송 수

신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발전기금은 재원의 성격상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비용보조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재원이 양 방송사의 수익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7>은 한국방송공사(KBS1),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지상
파 4사의 매출액에서 광고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민영방송의
매출액에서 광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수준에 근접하는 반면에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KBS가 55%, EBS는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손실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공영방송인 KBS, EBS
의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1) 한국방송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
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방송법 제56조).
12)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
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방송법 시횅령 제36조)
13)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
기금의 출연액, 2.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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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액 대비 광고매출액 비중
(단위: 억원)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매출액

광고매출액

비중

영업이익

매출액

광고매출액

비중

영업이익

KBS

11,580

6,723

58.1%

1,003

10,936

5,850

53.5%

228

EBS

813

395

20.6%

68

－

－

－

－

MBC

6,010

5,818

96.8%

656

－

－

－

－

SBS

5,072

4,744

93.5%

706

4,872

4,610

94.6%

517

자료: 정보통신산업동향, p.178 재정리

이러한 재원구성과 수익구조를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은 암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으
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4)

별도의 비용보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EBS

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일시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
려하면 일정 수준의 비용보전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비용보전의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방송
발전기금, 수신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겠지만, 방송에도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면 장기적으로 별도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설립하
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지니는 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는 정책목적, 재무상황,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되
어야 할 것이다.
<표 8> EBS의 연도별 재원구조
(단위: 억원, 구성비)
구분

공공재원(%)

자체수입(%)

합계

2000년

312 (37.3)

524 (62.7)

836 (100)

2001년

325 (36.2)

572 (63.8)

897 (100)

2002년

311 (31.1)

688 (68.9)

999 (100)

14) 대표적인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내전화서비스의 경우도 원가보상율은 100%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물론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다른 통신서비스에서 일정
한 상호보조(cross-subsidy)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규제요금 하에서 과도한 이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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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제공범위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유선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경제적으
로 소외된 계층을 선별하여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이는 일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제공대상에게 할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접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통신부문의 복지통신에서 직접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아래의 <표 9>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부문의 보편적 서비스인 복지통신을
15)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통신은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 는
16)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 이 적용되는 방식임을 알
수 있고, 할인율의 범위는 30%∼5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9> 통신부문의 복지통신 제공대상 및 할인내용
할인(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
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
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

할인율

◦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
에서 50% 감면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가입
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30% 감면
◦ 무선호출 서비스: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 번호안내 서비스: 114 안내요금 면제

자와 반공귀순상이자

이에 비하여, 유선방송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할인제도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 일부 사업자가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공대상이 장애인
등의 극히 일부 계층에만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론 법제도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음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유선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난
시청 지역을 해소, 공익목적의 프로그램 보급 등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임
15)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16)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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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방송이용권을 제한 받는 소외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유선방송에도 복지통신과 유사한 성격의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방송
이용권을 제한 받는 계층이 저렴한 요금으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경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대상은 초기에는 현행 복지통신 수준으로 선정하고,
유선방송의 보급수준, 공익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 하겠다.
<표 10>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케이블방송 할인내용
사업자
한빛아이앤비
큐릭스
씨씨에스

할인(감면)내용
장애인 시청료, 국가유공자 시청료
생활보호대상자 시청료
할인대상 없음

할인율
30%
－

장애인 4급이상 시청료, 국가유공자 시청료, 생활보호대상자
시청료

30%

자료: 각 사업자 홈페이지

그런데 이처럼 사회․경제적인 소외계층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공사업자가 시
장의 표준요금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제공사업자에게 손실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문
제가 된다. 이러한 비용보조와 관련한 논의는 최근에 이슈로 대두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의 보편화’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복지통신과 마찬가지로 의무만 부여하고 손실보전은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며, 또한 보전대상 손실규모가 적은 경우에 정산을
위한 행정비용 등의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비용보조를 정산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유선방송
의 할인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제공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이 방
안의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복지통신의 보편적 서비스기금 Pool을 구성하고 이
를 이용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손실보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실행상의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규모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공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원칙
17)

적으로 명확히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17) 이와 관련, 현재 통신부문에서 제공되는 복지통신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만을 부
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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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은 제공범위의 논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
으로 보급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된다. 다만 위성방송의 기술적 특성을 활
용하여 제한적으로 일정 채널을 보편적 서비스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널의 운
영에 한하여 비용보전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라. 재원조달(funding)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제공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조달은 불가피하게 조세와 유사한 경제적 왜
곡을 초래하므로, 재원조달로 인한 경제적 왜곡의 최소화, 형평성,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
행정비용상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보편적 서
비스 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은 크게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다수 국가의 정책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고 이를
18)

이용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 정부예산 vs 사업자부담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예산과 사업자 분담 중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정부예산을 이용하는 방식은 보
편적 서비스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 또는 이용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방송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포함한 사회정책적 목표를 추구하
므로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반면, 사
업자의 비용분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주파수자원이 공익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고, 방송서비스의 기술발전에 따라 양방향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들 서비스의
이용자가 실질적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의 편익을 누리므로 방송망의 부설, 유지,
19)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 양 방식을
18) 여기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암묵적 상호보조, 상호접속료의 부가료(surcharge), 보편적
서비스 기금방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재원조달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조성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국내 방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신료, 방송발전기금도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재원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되어 회수될 수 있으므로, 결국 보
편적 서비스의 재원은 조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간에 보조
가 이뤄지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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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수 있는데, 통신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재원구성과 관련하여, ITU(2001)에서는 경
제적 효율성, 행정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보편적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가격변동에 반영되는 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선
택을 변경시키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비용조달 방식의
선택에 있어 가능한 한 효율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론적
으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큰 요금을, 탄력적인 재화에 적은 요금변동을 허용하는 램
지가격설정(Ramsey pricing)을 통해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각국
규제에서는 행정비용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램지가격설정보다는 비용부담 대상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단일수준의 요금변동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비용부담 대상이 넓어질수록 이를 회
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행동을 할 유인이 줄어들어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일부 논의에서는 정부가 경제전반의 비젼을 마련하며, 강제적인 조세 징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최적 조세수준 및 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해 보편적
20)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조달은 행정적 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체계화된 정부의 조세징수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다
고 하더라도 각국의 정책경험상 별도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운영주체를 설립하는데 큰 비용
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행정적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 재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산정을 단순화하여 재량이나 논쟁의 여지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보편적 서비스 재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기저(revenue base)의 확보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나 세
부적인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파수 경매와 같이 일회성 재원에 의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서비스 재원조달은 형평성(equity)을 고려해 공정하게 달성되어야 한
다. 대다수 규제기관이 접속료 등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접속료로 보편적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저소득층 등 모든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시내
20) 그러나, ITU는 아직까지 상당수 국가에서 재정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통한 직접적인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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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의 고려 때문이다.
종합하면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기금조성도 가능하며, 저소득층 지원과 같
은 복지정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예산을 통한 지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방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익을 보는 이용자가 실질적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측
면에서는 사업자가 재원을 분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회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표 11> 보편적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간 장․단점 비교
방 법
정부예산
(조세)

접속료

별도재원
(Physical
Fund)

가상기금
(Virtual
Fund)

장점
◦ 경쟁왜곡효과가 가장 적음

◦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 실행이
간편

◦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
◦ 분담사업자 확대등 제도의 유연성 확보
가능
◦ 접속료와 보편적역무 비용 분리로 통신
사업의 효율성 향상
◦ 기금수혜 사업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적
용 용이
◦ 기금운영기관 설립이 불필요
◦ 제도유연성 확보

단점
◦ 조세저항 및 실현가능성 미흡
◦ 접속과 무관한 원가를 접속료에 반영하
여 접속료제도 왜곡 및 통신산업의 비효
율성 반영
◦ 접속이용 사업자만 비용부담을 하게 되
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별도의 기금운영기관 신설을 위한 행정
비용 소요
◦ 타부처와의 협상등 실행상의 어려움

◦ 규제비용 과다 발생

◦ 통신사업의 효율성 향상
자료: 염용섭 외(1999) p.182 재인용

2) 적용가능한 재원조달 방식
시장여건이나, 경제․사회여건, 필요재원규모 등을 고려하는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를 참고
하여 사업자가 전액 분담하는 방안과 부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21)

있다.

여기서 변수는 필요재원규모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될

21) OVUM(1999)에서는 선진국형 보편적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
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 통신이용자에 과세(회선이용료를 가입자별로 요금에 부과)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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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서 필요재원의 규모는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방송서비스의 범위, 지원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필요재원
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보편적 서
비스 성격의 보조금이 이미 지원되고 있고, 유선방송도 초기에는 복지통신과 유사한 수준의
면제제도를 시행하므로 과도한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방송은 초기이므
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가 아니고, 일부 채널을 재난구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련 정책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기금보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방송부
문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재원조달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우선, 현행 제도와 같이 정부예산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이러한 예산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
째,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의하여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
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데,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조세인지, 혹은 특별부담금인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다. 특별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결요지는 ‘수신
료는 특별부담금으로써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
22)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헙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판시에 의하여 수신료의 금액은 과거 에는 KBS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입법부인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점, 특
정집단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부과된다는 점’ 등의 논거에 의하여
조세로서 공영방송의 재정에 충당되는 일종의 목적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다. 하지만 법적성격의 논란에 의하여 수신료가 정부예산의 성격을 띠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의 제도적 가치가 보편적 서비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여진다. 즉, 수신료는
모든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그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박선영, 2001).
둘째, 방송발전기금은 ’81년 이후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관리, 운용해 왔던 공익자금
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2000년 3월12일)의 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다.
방송발전기금의 근거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
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회선이용료를 가입자의 요금에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식과 정부의 예산을 이용하는 방식만을 검토한다.
2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11-1권, pp.6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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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는 방송법 제36조에 근거한다. 동법 제37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광고매출액의 일정 비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과징금
징수액,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표 12>는 2001년 6월 26일에 있었던 방송위원회
고시 제2000-1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내용이다.
<표 12>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지상파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의 5.25%
◦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광고
매출액의 3.50%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
의 10.00%

그럼 이러한 방송발전기금을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
기된다. 이와 관련,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의 항목 중에서는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언론공익사업, 기타 방
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에 기금지원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서
비스제도의 개념적 취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방송발전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23)

도 상당 비중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정부예산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방송산업의 공공성
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산업 전체로 볼 때, 이러한 보조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음은 보편적 서비스의 지원범위가 커지거나 보편적 기금을 통한 사업자의 비용분담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의
경우와 유사하게 모든 방송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3) 통신부문에서도 정보화촉진 등의 공익목표 수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설립되어 운용되는
데,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은 주로 정보화를 위해, 연구계발계정은 주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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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분담은 방송사업자들이 국가의 필수적인 공공재화인 주파수를 활용하여 편익을
본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향후 양방향 형태의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부
가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망외부성 효과도 중요한 분담근거로 작용할 것이
다. 다만, 이 방식은 장기적인 재원확보의 가능성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Ⅴ. 결 론
이상의 논의에서 방송에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
양한 이슈와 그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의 보편적 서
비스의 개념을 구체적인 제도로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명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공사업자의 선정, 비용보조제도, 재원의 조달과 운영 등 매우 다양한 이슈
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이제까지 방송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제도 수립시 고
려해야할 기본적인 경제적 판단기준과 적용 가능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물론 방송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수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보
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슈별 정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나,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취
지에서 본 고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송에도 통신부문과 유사한 형태로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는 명시적
인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의 기술진보에 따른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방송의 유료화 추세로 인하여 ‘국민
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는 점에 기인한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방송․통신의 융합수준, 계층간의 정보격차, 방
송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 방송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방송서비스의 상용화 초기인 위성방송과 디지털 방송은
시장의 자율적인 보급상황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위성방
송의 경우에는 농․어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제한적 채널의
독립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채널을 보편적 서비스의 제
공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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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공사업자의 선정은 방송시장의 시장별 경쟁상황 및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상파방송은 방송법에서 암묵적으로 이미 보
편적 접근의 의무를 지니는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
선방송은 모든 사업자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복지통신과 같이 특정계층에게 할인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성방송은 도입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시장형
성기이므로 보편적 서비스의 규제도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용보조제도는 방송시장의 제공사업자의 재원구성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여 손실
보전금 보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등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비용보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유선방송은 비용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특정 계층에게 단계적인 할인제도를 강제하므로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
지만 현시점에서는 복지통신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공의무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이라 생각되며, 향후 할인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제공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면
별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재원마련 방식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재원방식은
필요재원의 규모와 그에 대한 사업자의 분담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지만, 현실적
으로는 방송발전 정책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등의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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