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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영화와 대중가요, 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콘텐츠’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원형(元型)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지상파 주요 방송사를 중심으로 과거에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이 잇달아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영상콘텐츠를 

단순 재시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구·교육·창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영상콘텐츠 2차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작·편성된, 그리고 현재도 만들어

지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활용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화·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주요 

방송사들은 각 사가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구축한 사내 아카이브를 배타적으로 

활용하여 자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공백(空白)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의미의 저작권 거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방송·

영상콘텐츠를 문화유산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송·영상콘텐츠 외에도 시청각 유형의 공공

기록물, 영화·공연예술·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작품과 해당 작품 관련 시청각자료,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진·음성·동영상 자료,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연구자료 등 다양한 범주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Public Audiovisual Heritag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방송·영상 디지털아카이브센터(2000-2006)’폐관 이후 정책적 공백 상황이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방송·영상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영상을 문화유산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멸실·훼손·변형 위기에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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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위한 체제와 제도, 정책 등은 1980년대 이후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중심

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상문화유산’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네스코와 유럽·영미 

지역 영상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를 통해 ‘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정의, 범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제도·정책 등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했다. 국내에 새로 도입해야 할 개념인 ‘공공영상문화유산’

이란 ‘국내 제도와 산업 영역의 콘텐츠 중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이용해 공중

(公衆)에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정신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 배포되었고 해당 

영상물을 시청 또는 청취한 불특정다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진/영상/음성

콘텐츠와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 장비, 매체, 문서, 지식정보 일체’라고 

정의하였다. 하나의 영상은 제작-유통-소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관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증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정의는 공중에 노출된 다양한 시청각 유형 기록이 갖는 기술적, 문화적, 역사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용어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국내에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방송·영상컬렉션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국내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에 앞서, 방송·영상 분야 ‘영상문화유산’관리를 

위해 제도화된 5개 해외 국·공립 기관(프랑스 INA, 영국 BFI, 미국 의회도서관 

AAPB, 호주 NFSA, 벨기에 Meemoo) 사례를 탐색했다. 해외사례 조사 결과 국내

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각 기관의 설립형태나 법적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각국이 운영하는 국·공립 영상아카이브 기관과 방송사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컬렉션 수집·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기관은 수집된 방송·영상 컬렉션의 영구보존(Preservation)과 콘텐츠 접근권 

보장(Providing Access)이라는 2대 대기능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도 국내에서 참고

해야 할 시사점이다. 따라서 수집된 모든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와의 콘텐츠 이용 협의 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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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차별화한다. 이는 보안이나 비밀유지 등을 위해 일부 기록물에는 공공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문서 아카이브 제도와 다른 공공 영상아카이브만의 

특수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외 기관들은 수집된 콘텐츠의 저작

권자와 콘텐츠에 출연한 출연자 등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가 적용되기 힘든 국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 주요 

방송사의 사내 아카이브 구축 경과와 콘텐츠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HD제작시스템을 도입하며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으며, 사내에서는 내부 직원이나 각 사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 구축된 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방송사들은 저

작권 판매가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나(MBC), 

특정 부서나 자회사를 통해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판매(KBS, SBS)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사한 방송사들은 대체로 ‘클래식콘텐츠’에 특화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에 제작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업로드한다. 국내에서도 본 연구에서 

고민한 방송·영상콘텐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이 수립·추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디지털아카이브 센터

(2000-2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콘텐트사업(2016-현재)’, 한국정책방송

원(KTV)의 ‘개방공유포털서비스(2020-현재)’의 구축경과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주요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인 아카이브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방송·영상 현업 분야에서, 그리고 문화정책 

분야에서 일해온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인·대학(원)생·교육직·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200명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옛날 방송

콘텐츠’ 이용행태와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플랫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송·영상 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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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들의 의견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조사 결과, 방송·영상콘텐츠는 주제와 기획의도, 

제작 환경 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매체와 기술 면에서 다음 세대에 전승

해야 할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반드시 ‘문화유산화’해야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조사 결과 ‘공공 방송·영상컬렉션’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수집 

대상은‘지상파 주요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콘텐츠’와 ‘공적 재원이 

투입된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콘텐츠)’, 그리고 ‘『방송법』에 의한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의 콘텐츠’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수집대상을 확보하는 수집방법과 

서비스 방안, 연구·창작 목적으로 서비스 되었을 때 예상 가능한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두 조사 결과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활용 차원에서는 관련 현업 

종사자들이 ‘유튜브’에 의존하다시피 콘텐츠를 검색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편성·방영된 콘텐츠에 대한 망라적인 목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영구보존’과 

‘공공활용’양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플랫폼을‘보존/관리 플랫폼’과 ‘공공

활용 플랫폼’등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가 교류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고민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공급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권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 2개 서비스 

고객 중 하나로, 플랫폼 이용을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한 콘텐츠를 콘텐츠 이용자

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연구·교육·창작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주체이다.

 본 연구는 방송·영상 분야 방송사와 해당 분야 현업종사자들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 맞게 좀더 

포괄적인 수집과 공공활용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 분야 외에도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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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및 평생교육, 일반 시민들의 문화향유, 해외에서의 한류정책 운영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수집 대상과 방법을 모색하고, 분야별 이용자 서비스 대상 및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사회

에서 방송·영상콘텐츠가 특정 방송사나 제작자의 배타적 활용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향유 대상이자‘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공공기록, 공론장, 의미만들기, 개념적구성물, 레코드컨티뉴엄, 방송·영상 

아카이브, 공공영상아카이브, 공공영상문화유산, 클래식콘텐츠, 미디어공

공성, 동영상 기록관리, 동영상공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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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한 조사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은 ‘유튜브’였다.1) 이에 앞서 같은 기관에서 2019년 8월 기준 세대별 

스마트폰 앱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또한 ‘유튜브’였다.2) 특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Z세대3)’는 ‘유튜브’를 활용해 필요한 지식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정보 검색 서비스 순위는 ‘네이버’(88.1%), 

‘유튜브’(57.4%), ‘구글’(48.6%)로, ‘유튜브’에서도 포털사이트처럼 여러 

분야를 망라한 정보 탐색이 이뤄졌으며, 특정 연령만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40~60대도 2명 중 1명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4) 

 한편, 한국 영화와 대중가요, 드라마 등 이른바‘한류콘텐츠’의 관심이 세계적

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적인 콘텐츠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의 원형(元型)과 과거 한국영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 Wiseapp. (2020.12.15.). 한국인이 많이, 오래, 자주 사용하는 앱 서비스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
버’.https://platum.kr/archives/154536.

2) Wiseapp. (2019.09.10.).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https://platum.kr/archives/127950.

3) Z세대는 출생시기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세대들로, 2000년대 초반 IT기술 붐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라고도 불린다. 인터넷 사용, 이메일, 실시
간 채팅 등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기부터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익숙한 세대이다. -
Contenta M. (2019.8.). Z세대가 온다! Z세대 그들은 누구일까요?.
https://magazine.contenta.co/2019/08/z%EC%84%B8%EB%8C%80-%EA%B7%B8%EB%93%A4
%EC%9D%80-%EB%88%84%EA%B5%AC%EC%9D%BC%EA%B9%8C%EC%9A%94/.

4) 이데일리. (2021.4.14.). 영상 시청뿐 아니라 검색도 유튜브로..구글·다음보다 많이 찾아.
https://news.v.daum.net/v/20210414100432231.

https://platum.kr/archives/154536
https://platum.kr/archives/127950
https://magazine.contenta.co/2019/08/z%EC%84%B8%EB%8C%80-%EA%B7%B8%EB%93%A4%EC%9D%80-%EB%88%84%EA%B5%AC%EC%9D%BC%EA%B9%8C%EC%9A%94/
https://magazine.contenta.co/2019/08/z%EC%84%B8%EB%8C%80-%EA%B7%B8%EB%93%A4%EC%9D%80-%EB%88%84%EA%B5%AC%EC%9D%BC%EA%B9%8C%EC%9A%94/
https://news.v.daum.net/v/202104141004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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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급증했다.5) 해외 유력매체들이‘21세기 

비틀스’라고 부르는6) ‘방탄소년단(BTS)’은 2020년 미국 빌보드200, 영국 오피셜 

앨범 톱100에서 동시 1위에 오르는 등 Kpop아티스트들이 세계 음악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7) 한국영화 아카이브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마찬가지로, 이는 조만간 

한국 대중문화의 원형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팬들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먼저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외 한류 팬들이 Kpop을 비롯한 한국 대중 문화콘텐츠

(드라마,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콘텐츠) 접촉경로 1위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 의해서였다. 해외에서 한류콘텐츠 소비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세부 

플랫폼으로는‘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한 이용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8) 

이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동영상 콘텐츠의 주요 시청 수단이 

전년도보다 TV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조사에서 해외 

한류팬들이 TV를 이용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비중은 53.8%였는데, 

2019년에는 이보다 4.8%p 증가한 58.6%였고, 이는 Kpop,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전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다.9)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10)에서도 주요 

한류콘텐츠 이용경로가 TV였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는데, 그 요인으로 한국 방송콘

5) ‘한국영상자료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화목록이나 한국영화아카이브 인프라를 소개하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 IndieWire. (2019.6.4.). The Korean Film Archive Is Now Streaming
Over 200 Movies for Free on YouTube.
https://www.indiewire.com/2019/06/korean-film-archive-youtube-200-movies-streaming-free-1
202147293/.

6) BBC. (2018.10.9.). BTS and K-pop: How to be the perfect fan.
https://www.bbc.com/news/uk-45800924.

7) 더팩트. (2021.1.2.). 방탄소년단, 더 오를 곳 있었던 찬란한 1년.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1/2150/.

8) 해당 조사에서 해외 한류팬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이
용이 드라마, 예능, 영화 등 모든 동영상 콘텐츠에 있어 80% 내외를 차지했다. ‘넷플릭스’에 대한
이용률은 2018년과 동일하게 2순위로 나타났지만 ‘유튜브’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글로벌한류트렌드 2020』, pp.22-24.
http://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111&page=1&find=&search=.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한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

https://www.bbc.com/news/uk-45800924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1/2150/
http://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111&page=1&fin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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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의 소비가 TV를 통해 가장 먼저 이루어진 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스트리밍,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운로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민간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공유가 활발해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 공공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공문서 보존 및 관리 정책에만 

집중하던 국내 공공 기록관리 분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1,600여 곳 공공기관11)에서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행정기록들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기관명에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가 

전체의 사회적 기억을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법』제39조).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관리를 비롯해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리더십12)’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방송·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공 차원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정책이 공백(空白) 상태로 남아있다.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영화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송·영상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과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록물법』은 방송·영상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기록원’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11) 이는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 등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
대상 기준의 수치이다(국가기록원. (2019). 『2019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 사업』.
p.204.). 그러나 2019년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635곳,
보존연한 30년 이상 기록물 수집 대상 기관은 636곳이다. - 국가기록원. (2019). 『국가기록원
주요 통계연보』, p.7; p.14.

12)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 리더십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
한 바 있다. 여기서 ‘국가기록원 리더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시청각기록물을 비롯해 기록관리 정책, 기록관리기관 업무 지원, 협업과
협력 플랫폼 기능정립, 민간 및 산업계 협력 등을 의미한다. - 국가기록원. (2019.9.20.). 『국가
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 목표 및 과제 수립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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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영상 주무 부처와 협의하여 지상파 

방송사에게 해당 프로그램 원본 혹은 사본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제46조).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수집된 방송·영상 콘텐츠는 2019년 6월 기준 

9,278 여 점 정도이다.13)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 ‘(방송·영상)디지털아카이브센터’를 설립한 경험이 

있다.14) ‘(방송·영상)디지털아카이브센터’는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던 

기관으로,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당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의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설립·운영되었다. ‘방송발전기금’을 주 재원으로 하던 

이 기관에서는 지상파방송 3사와 YTN 등의 뉴스·다큐, 공적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 등을 이관받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열람서비스까지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문화부 내부에서 ‘한국영상자료원’ 등과 기관 기능 중복 문제, 

방송사와의 저작권(이관된 콘텐츠 활용권) 분쟁 등으로 인해 국회와 문화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지원과 운영이 중단됐다. ‘삼성전자’의 

서버 및 아카이빙 기술 지원 등을 받아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이 활용한 디지털 

전략이 수립되었지만, 이 시기에 이관된 데이터와 데이터를 보관하던 서버 일체는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방송·영상콘텐츠 공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성장한 한류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한국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해외 한류팬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콘텐츠를 접촉한다. 

그러나 과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 없다. 다만, SNS를 통해 과거 인기를 구가하던 콘텐츠의 재유통과 

13) 국가기록원. (2019). 『국가기록원 주요 통계연보』.
14)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방송법』 제93조에는 ‘방송프로그램보관소’라는 이름으로 명
기되어 있다. 그러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람공간의 이름은 ‘디지털아카이브센터’였다. -
미디어오늘. (2000.4.27.). 디지털 아카이브 출발부터 ‘삐그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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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류콘텐츠에 대한 현재의 관심이 

‘유튜브’ 등 글로벌 OTT15)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종

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채널 등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은 자사 과거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를 제작16)함

으로써 나름대로 각 방송사의 콘텐츠를 시청자 등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운영
주체 채널명 개설일 구독자 수

(단위: 만명)
누적 조회 수

(단위: 회)

KBS

옛날티비 : KBS Archive 2014.03.04 24.6 85,552,118

KBS Drama Classic 2006.03.02 137.0 1,235,899,020

KBS COMEDY: 크큭티비 2018.09.13. 42.0 518,270,125

Again 가요톱10 : KBS KPOP Classic 2018.10.01 27.8 193,886,300

KBS역사저널 그날 2018.12.26. 40.4 124,715,463

KBS Entertain: 깔깔티비 2019.04.04. 51.0 657,947,851

KBS 골든케이팝 2019.11.19  32.3 188,007,821

MBC

옛드 : 옛날 드라마[드라맛집] 2011.12.26 267.0 4,626,979,164

옛송TV : 옛날 노래 모음 2015.03.27 13.6 113,661,903

옛능 : MBC 옛날 예능 다시보기 2019.08.28 76.5 802,803,147

SBS

스브스뉴트로 2007.07.16 17.5 2,250,563

스브스케이팝 2011.02.17. 552.0 3,415,581,164

빽드 - 스브스 옛날 드라마 2011.05.09 15.9 210,105,510

빽능 - 스브스 옛날 예능 2012.01.04. 64.7  670,929,674

SBS Catch 2016.07.29. 177.0 1,628,280,671

평균 102.62 964,991,366
*총합 4,474,870,494

표 1. 과거 방송콘텐츠 활용 지상파 방송사 ‘유튜브’ 채널 현황 (2021년 4월 기준)

15) OTT(Over-The-Top) 서비스란,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ver the Top’
에서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기
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 의
미로 사용된다. - 배병환. (2012.5.). NET Term-OTT(Over The Top)서비스. 『인터넷＆시큐리
티 이슈』, 2012년 5월호.
https://www.kisa.or.kr/uploadfile/201306/201306101739593444.pdf.

16) KBS 1TV <모던코리아> 2019.11. 이후 시즌제 방영; SBS TV <선미네 비디오가게>
2020.9.17.～10.1.; MBCTV <배철수 잼> 2020.2.3.～3.30. ; Mnet <AI 프로젝트 다시 한번>
2020.12.7.～12.16. 등

https://www.kisa.or.kr/uploadfile/201306/2013061017395934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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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과거의 방송·영상콘텐츠를 재시청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콘텐츠를 교육, 연구, 창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9년 수행한 설문조사17)에 

따르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방송·

영상은 연구, 교육, 창작활동 등 공익적 목적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36.5%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기존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공공 

차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3사를 중심으로 자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콘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배포하거나 아카이브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것 외에는 외부에 

개방하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각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유일한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콘텐츠 공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개설된 지상파 방송사의 ‘유튜브’채널은 16개(KBS 8개, MBC 3개, 

SBS 5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채널당 평균 구독자 수 102만 명, 누적 조회수 

총합 144억 뷰, 채널당 평균 조회 수 9억 뷰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방송 클래식 콘텐츠는 공공적 가치보다 상업적 가치를 띠고 있으며, 이는 

각 사업자의 자사 홍보 혹은 수익창출에 그친 활용으로 평가된다.18)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공백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국내 공공 차원의 시청각기록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공공기록관리에서 시청

각 유형의 ‘기록관리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기에, 우선 다양한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영상아카이브 이용자 수요 조사 (2019.1.30.～2.7.)’ - 한국방송통
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225-280.

18) 방송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의 의사 때문이다.
기존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
어 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화제를 일으키기 쉽다, - 더피알. (2019.8.23.). 옛날 방송이 유튜
브와 만나 부활하고 있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68.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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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공공 시청각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에서 공공 차원에서 생산되는 시청각 기록에는 

방송·영상 콘텐츠 외에도 시청각 유형의 공공기록물, 영화·공연예술·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작품과 해당 작품 관련 시청각자료,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진·음성·동영상 자료,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연구자료 등 다양한 범주가 있다. 그 가운데 정책적 공백이 가장 오래되었

으면서도19) 최근 한류콘텐츠 급성장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립이 가장 시급한 방송·

영상 분야‘공공영상문화유산’의 수집, 관리,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기록관리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공공기록’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공공기록물법』과 기록학 연구·기록관리 실무에서 말하는 

‘공공기록’은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에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관리’정책과 ‘국가기록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수집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기록원’은 여러 유형의 기관들이 ‘공공

기록’을 생산·등록·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혹은 공공표준을 

제정하여 공개한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공공기관의 다양한 고유업무를 기록한 사

진과 영상회의록 등 디지털 시청각 기록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급증하면서 시청각 

기록에 대한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다양한 표준, 지침, 매뉴얼 등이 

개발된 바 있다. 현재 공개된 시청각 기록관련 지침은 2009년 제정된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NAK 22:2009(v2.0))』과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

19) 국내에서 문화예술 영역 영상아카이브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환경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
되고 수집, 관리, 활용 정책이 수립되었다. ‘아르코예술기록원’(옛 ‘국립예술자료원’)은 1979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예술자료 전문 아카이브이며, 2015년부터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s)’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립극장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등 대체로
2010년 이후 문화예술 부문 영상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영화 부문
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1995년부터 국내 제작 영화를 의무제출
받아 관리하고 있다. 공공 차원에서 생산·공개되는 다양한 시청각 자원 가운데 방송·영상 분야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디지털아카이브센터’ 사업 실패 이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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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2009)』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지침들은 스마트폰·태블릿 등 이동형 단말기와

‘유튜브’ 등이 일상화된 현재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각 공공

기관에서 시청각 기록 생산·관리·활용 환경 또한 변화했지만, 국내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국가기록원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일선에서 시스템 미비, 

작업 절대량 급증 및 업무량 한계 등으로 인해 시청각기록물 생산 단계부터 등록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20) 국가적 차원의 표준이나 

지침의 부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많은 조직 혹은 개인들이 사진·

영상 관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의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수집한다. 그러나 이는 

『방송법』에 의해 규제되는 400여 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가운데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수집범위에 불과하다.21) 또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환경에서 방송의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국가기록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전체 방송·영상콘텐츠의 일부인 지

상파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만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평가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기억을 반영하여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방송·영상콘텐츠를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부문 공공기록관리 현황과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수집 

기능을 중심으로 시청각 기록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0) 국가기록원. (2019.9.20.).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 목표 및 과제 수립을 위한 간담
회 결과 보고』.

21)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 지상파DMB, 종합유선방송, 종합중계방송, IPTV, 위성방
송, IPTV콘텐츠제공자(Contents Provider, CP),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는
404개이다. 이 중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51개사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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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를 기초로 ‘공공기록’의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상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방송·영상 콘텐츠는

‘민간기록’ 내지는‘특수기록’으로 분류된다.22) 그러나 이제‘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기록’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다. 일반적으로 공공기록관리에는 ‘설명책임성23)’이 강조되는데, 

앞으로‘국가기록원’은 기존과 같이 여러 주무부처의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책임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책임이 부여된 국가의 활동에 대해 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다원화 사회에서 더 이상 ‘공공기록’을 

‘행정기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각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공립 기관에서 생산하는 사진·

음성자료·동영상 행정기록 외에도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공공’기록관리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생산

되고 공유되는 ‘공공’의 기록의 정의와 범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공공’의 

기록이 관리·활용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지칭되는 ‘공공기록’은 향후에는 ‘행정기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공공기록’이라는 표현이‘우리 사회구성원 공동의 기록’이

라는 의미 그 자체로 쓰일 수 있도록 무엇을 ‘공공기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19세기 이후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록’이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온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수집한 물리적·논리적 

공간인 ‘아카이브’를 ‘공론장’으로 인식됐는지, 그 과정에서 ‘공공기록’ 및 

22) 『공공기록물법』 제46조 3항과 4항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의 대상으로 영화와 지상파방
송사의 방송·영상 콘텐츠임을 규정하고 있다.

23) 설명 책임(accountability) 또는 설명 책임성이란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
의 결정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통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오늘날 기록에
의한 설명 책임은 공적 영역의 기록 관리 행정의 중심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러한 중요
성에 의해 기록 관리 시스템 설계 시 시스템의 설명 책임은 시스템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되
었다.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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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소(아카이브)’가 어떻게 개념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기록 중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주사회 형성 등 정책 이념에 따라 

생산되는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성과 이를 ‘공공기록’으로서 수집·관리·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서 그 연구가 더욱 진척되었던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 기호학 이론, 문화연구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영상문화유산(Audiovisual Heritage)’이라는 용어는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 

영역보다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고 실무에 적용되어 왔다. 1970년대 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방송사마다 사내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디지털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공공의 이용 극대화와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각국은 그 방안의 하나로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문적인 아카이브 관리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국제

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IASA)’ 등 다양한 영상아카이브 국제기구24)는 국가적 차원의 영화, 

방송 ․영상, 음악,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 유형의 아카이브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권고안과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

으로 통용되는 ‘영상문화유산’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제적 지침 내지는 매뉴얼로 

공유되고 있는 공공 영상아카이브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24)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IASA)’,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IAF)’, ‘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
(FIAT-IFTA)’,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북미지역)‘음성컬렉션협회(ARSC)’, ‘영상아키비스
트협회(AMIA)’, ‘세계미디어라이브러리연맹(FOCAL International)’, ‘동남아시아영상아카이브
협회(SEAPAVAA)’ 등 8개 국제기구들이 ‘영상아카이브국제기구협의회(The Co-ordinating
Council of Audiovisual Archives Associations, CCAAA)’를 결성하고, 각국의 영상아카이브
보호와 보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이들 기관은 교육/연수,
권고안 및 지침 마련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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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을 토대로 하여 국내에서의 ‘공공영상문화유산’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새로 제안할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공공성 있는’방송·

영상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작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데 

있다. 아카이브 운영에서 ‘수집’은 아카이브 기관이 양도, 기증, 구매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양한 기록 소장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록을 취득하는 과정

이다.25) 국내외 기록학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형아카이브 컬렉션 구축에서 

수집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공성 있는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기준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은 과거 ‘(방송·영상)디지털아카이브센터’

사업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 사업의 여러 패인(敗因)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인 

방송사업자들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이의 협력체계의 부재인 것으로 

분석된다.26) 반면, 해외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면, 아카이브 

기관과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 정책적 실패를 분석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

구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 ‘공공성 있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즉,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문화연구 등의 

이론적 토대를 통해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논의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상업화 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 차원의 방송·

영상콘텐츠 수집과 보존, 활용 필요성과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콘텐츠 생산자 

범주, 수집대상 콘텐츠의 유형·주제 및 수집방법 등을 포괄하는 수집정책에 

25)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cquisition.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quisition.html.

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62.
27)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 · 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p.328.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quisi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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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방송·영상 컬렉션의  

활용방향을 논의한다.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수집되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주요 이용자층을 정의하고 공공 차원의 활용을 위한 이용자별 콘텐츠 

수요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설립방안,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 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공공기록관리에서 큰 공백으로 지적된 시청각 부문‘기록관리 리더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향후 ‘공공영상문화

유산’의 보호·보존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후속과제 또한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아카이브 

부재 현상에서 착안하였기에, ‘유튜브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방송·

영상콘텐츠가 생산되는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규제 대상 

방송사업자(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지역방송, 공공채널 등)가 제작·편성한 콘텐츠에 

제한된 연구임을 밝혀둔다. 또한, 방송·영상 제작자 외에도 일반 시청자, 학생, 

학부모, 각 급 교육자 등 다양한 아카이브 이용자 집단 중에서도 방송·영상 산업 

영역에서의 이용자 집단의 콘텐츠 수요와 방송·영상콘텐츠 활용 이슈를 파악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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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기록학 및 기록관리 분야 시청각기록 관련 연구의 내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시청각기록에 관한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28) 

초기 국내 기록학 연구는 기록관리 행정 차원의 제도 정착과 발전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록물법』이 도입되고 

이후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운영, 관련법 제·개정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 차원의 새로운 제도 필요성, 발전방향 등을 주로 연구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록’의 개념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소장한, 즉, 국가행정 혹은 

지방행정 차원에서 생산되는 기록에 대한 개념으로 한정되었다. 역사학이나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공공’의 의미는 ‘국가의’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록학 연구에서 공공기록은 국가기록과 동일한 의미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기록수집 및 관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이는 사실 공공기관들이 해당 기관이 소장한 기록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이 소장한 기록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행정중심적으로 

민간기록을 수집·보존하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되었다.29)

 시청각기록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분야인 방송·영상, 혹은 언론학 영역에서도 

방송·영상콘텐츠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나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방송·영상)디지털아카이브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시기를 계기로 

기록학이나 문헌정보학계에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었다. 방송·영상 분야의 

28) 홍덕용. (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12, 32,
pp.79-126.; 권정아, 이제혁, 진숭식. (2011).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pp.121-142.; 심보미, 장윤금. (2018). 영상기록물 기술의 개
선방향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pp.325-344.

29)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pp.41-84.;
배양희, 김유승. (2017).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pp.119-159.;
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pp.20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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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별 방송사가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방송사가 보관하고 있던 콘텐츠를 

공공에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새로운 문화정책 도입을 위한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필요성 연구

 1990년대 후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영상)디지털아카이브센터’구축에 앞서, 디지털 방송 환경변화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및 보도전문채널, 중소방송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콘텐츠 수집범위와 방법, 

디지털화 방안, 공공 차원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급속한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언론·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기록학, 역사학, 문화 콘텐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공 차원의 영상자료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는 기존 영상

물의 활용보다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도 컬렉션 활용보다는 보존을 위한 방법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즉, 이 

시기는 새로운 문화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던 시기로 영상아카이브에 특화된 초기의 

고민이나 문제의식이 그대로 연구 경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디지털화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러 연구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원소스멀티유즈’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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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방송 현업 종사자 출신 연구자들의 방송사 내부 

디지털 제작 시스템과 사내 디지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방송 현장의 디지털 제작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연계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방송사 

내에서 대체로 디지털 제작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개별 방송사 내에서도 

제작 효율화를 위해 자체적인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개별 방송사업자의 자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D, 카메라 기자 등 방송현업 종사자들이 연구자가 되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지상파방송사 등 개별사업자의 자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작 효율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방송사 밖에서의 콘텐츠 활용과 공공 기반의 아카이브 구축에 

구분 연구명

정책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6). 『방송영상물 종합보관소 설립방안 연구』.

정책연구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2002). 『인문학 관련 영상자료 
실태조사 및 인문학 영상 아카이브 구축 방안』.

학술논문
김창유. (2004). 디지털시대 영상자료 보존을 위한 디지털 영상아
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논문집』, 
9, pp.58-75.

학위논문
박수현. (2004).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방안』.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유은혜, 정연경. (2006).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07-213.

표 2.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까지 방송・영상 아카이브 연구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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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논의된 경향이 있었다.

구분 연구명

학위논문
이선명. (2004). 『방송 뉴스제작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 
조직변화와 성과에 관한 연구: SBS뉴스디지털시스템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김성철. (2006). 지상파 방송사 영상 콘텐츠 보존과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연구. 『조사연구』, Vol.18, pp.179-195.

학위논문
태양식. (2009).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영상 아카이브 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위논문
원성훈. (2011). 『디지털화의 따른 뉴스영상제작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동의대 영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3.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까지 방송・영상 아카이브 연구 경향

3.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활용과 방송사 대외 개방에 관한 

다양한 연구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기술, 제도,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그 중

에서도 공영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의 아카이브 외부‘개방’과 관련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공영 방송사들을 비롯해 방송사업자들이 자체 아카이브의 

‘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따라, 

방송사 소장 콘텐츠를 활용한 공공적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관련 연구들이 증가했다.

 2018년을 전후하여서는 국내 아카이브 기관 신설을 염두에 둔 연구들이 재개

되었다.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서 시청각 기록을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기술에 관한 연구30),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관 설립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31), 아카이브에 수집될 수 있는 주요 콘텐츠 주제 

30) 심보미, 장윤금. (2018). 영상기록물 기술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pp.325-344.

31)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 · 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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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콘텐츠 생산자에 관한 연구32) 등이 있다.

 2019년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가 수행되면서, 개인 연구자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공공’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화, 상업화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환경에서‘방송․영상 아카이브’를 

미디어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로 보고, 방송․영상 콘텐츠를 체계

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방송․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방송․영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방송·

영상)디지털아카이브센터’사업(1998-2006) 이후 오랜 정책적 공백 끝에 나온 

연구로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

였다. 공공 차원에서 수집해야 할 콘텐츠의 개념과 성격, 방송사업자들의 참여 범위, 

법·제도적 정비 방안 등은 후속 연구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에 이어 업무계획에서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33) 이에 앞서 

2020년에는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등이 보유한 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역량 있는 제작자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카이빙 범위 및 

방식,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 정비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주요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관계자들과의 실무자 협의를 세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된 아카이빙의 목적 및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하여, 실무자 

협의에 참여한 방송사 열 군데에서는 아카이브 추진 단계별 참여의사가 부정적이

거나 미온적이었다.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pp.297-337.
32) 최효진, 박주연. (2020).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핵심자원 수집 범위에 관한 연구 : 방
송법의 방송편성규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9년 겨울호(통권 제109호), pp.35-65.

33) 방송통신위원회. (2021.1.). 『2021년도 업무계획』,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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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명 연구주제

학위논문

박인애. (2016). 『방송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 
방안 :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 석사학위논문.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록적 가치 탐색

학위논문

박완. (2020). 『시대상의 재현기록으로서 
방송·영상 큐레이션: 지상파TV 평가·
선별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보·
기록학 석사학위논문.

학위논문
박지혜. (2012). 『영상 아카이브로서의 
<대한뉴스> 접근성 연구』. 서울대 협동
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
영상아카이브의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강화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송애영. (2014). 『디지털 방송영상자료의 
서비스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
학위논문.

학술논문 
임진영. (2020).『웹 기반 방송영상자료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4. 2010년대 중반 이후 방송・영상 아카이브 연구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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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명 연구주제

학위논문

노진선미. (2018).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공 방송콘텐츠 저작권 정책의 방향성 
연구: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경희
사이버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설립의 
당위성과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현황을 
분석

학위논문

유영식. (2018).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미디어대학원대 뉴미디어학부 미디어비
즈니스전공 석사학위논문.

정책연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국내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학술논문
심보미, 장윤금. (2018). 영상기록물 기술의 개선 
방향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pp.325-344.

국내 아카이브 기관 신설을 
목적으로 기관의 기능 및 
모델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34(3), pp.297-391.

학술논문 

최효진, 박주연. (2020.1.).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핵심자원 수집 범위에 관한 연구 : 
방송법의 방송편성규제를 중심으로.『방송통
신연구』, 2020년 겨울호(통권 제109호), 
pp.35-65.

정책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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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외에서도 문서 외에 사진·포스터·녹음자료·동영상 등을 공공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다. 19세기 후반 영화가 

발명되고 상용화된 이후, 그리고 1950년대 텔레비전 생방송 중계가 등장하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각 가정에 보급된 시기에 영화·방송 등은 국가 차원에서는 

대국민 소통 도구였고, 미디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에 따라 제작되고 유통

되던 문화상품의 하나였다. 이러한 영화나 방송·영상물이 영구보존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하였다. 호주 영화사서이자 영상아카이브 초기 연구를 이끌었던 에드몬슨(Ray 

Edmonson)34)은 그의 여러 연구에서 영화 발명 이후 영상아카이브 운영의 짧은 

역사와 연구 경험의 부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에드몬슨에 따르면, 

영상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1990년대를 거치며 그 이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부터 영화·방송·멀티미디어 전반에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이를 

도서관·기록관 등에 입수하여 관리하는 실무경험이 지속된 이후 각국, 각 기관

에서의 경험이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상아카이빙 자체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으므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종인 영상아키비스트 또한 그만큼 직업 

정체성이나 직업윤리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교육교재 등 표준화된 교육·훈련 기반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그 필요성이 주목받았다. 각국의 미디어정책에 의한 미디어시장 상황과 

국민의 미디어 경험에 따라 영상아카이브 운영 경험 또한 제각각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상아카이브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가진 세계 각 지역에서 오랜 

실무경험의 결과가 성문화된 특수성을 띠고 있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34) 에드몬슨(Ray Edmonson)은 호주 영화사서이자 영상아카이브 분야 대표적 연구자로, 초기 영상
아카이브 학술적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에드몬슨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다음이 있다:
Edmondson, Ray. (2020). Back to the Future: A Reflection on Fundamentals.
10.1007/978-3-030-18441-4_21.; Edmondson, Ray. (2020). Memory of the World: An
Introduction. 10.1007/978-3-030-18441-4_2. ; Edmondson, Ray. (2015). Memory of the
World: the Cinema Challenge. Journal of Film Preservation. 15-19. . Edmondson, Ray.
(2011).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The quest for identity. PhD thesis, University of
Canb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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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영상아카이브 제도·기술·지침 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젊은’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35)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접근 활성화 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기술, 제도 등과 같은 이론적 연구에 치중해 

있다. 또한, 제도적 기술적 환경이 다른 해외에서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국내 

방송사들과 협의하여 실제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수립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영상문화유산’ 관련 연구는 영상아카

이브 운영과 관련된 원칙이나 철학을 주제로 하는 한편 실무적 차원에서도 이루어

졌다. 여러 연구 결과 영화나 방송, 구술채록 등 다양한 성격의 영상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문화된 지침들이 발행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영상문화유산’관련 제도와 지침, 매뉴얼 분석을 

통해 국내에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기관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공공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사내에서 제작·관리해오고 있는 콘텐츠의 대외 개방과 공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35) Ray, Edmondson.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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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기록관리 부문과 방송·영상 산업 및 관련 정책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 기존 기록학 연구에서 논의되는 ‘공공기록’과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아카이브 역할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로부터 국내에 도입할 새로운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구체적인 성격을 탐색해

본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 ’등 국제

기구의 총회자료·지침·매뉴얼과 후속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공 시청각 기록관리 ‘표준(Standard)’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운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

까지 수행된 연구로부터 해외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이 연구

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납본형, 

협약형, 리더십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향후 국내에 설립될 기관이 참고할 수집 

및 활용정책과 온라인서비스 등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지금까지 미디어 분야에서 수행된 ‘미디어공공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미디어공공성’을 구체화하는 실천 가운데 하나로서 방송·

영상 분야‘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재정적 차원의 기본원칙을 세워본다. 이와 함께‘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영상아카이브 관련 제도 및 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기관별 방송·영상콘텐츠 대국민서비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관련법의 경우 『방송법』, 『저작권법』 등 국가

법령센터의 관련 법안을, 방송관련 주무부처 관련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가기록원’의 정책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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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정책 수립에 있어서 공동체아카이브, 로컬리티아카이브 등에서 강조하는 방송·

영상 분야 수집네트워크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

방영한 방송사업자 가운데 수집네트워크에 참여할 주체들을 선별하기 위해, 현행 

『방송법』과 과거 방송관련법의 규제대상 사업자 범주를 확인한다. 글로벌화·

상업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공공성 실현을 위해 왜 해당 사업자들이 ‘공

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작업에 참여를 하여야 하고, 그들이 방영한 콘텐츠 

가운데 공공성 있는 콘텐츠는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대상 사업자들을 가능한 망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

통신 관련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해 온 산업실태보고서를 참고하였다.

2. 국내외 방송·영상 아카이브 관계자 인터뷰 

 국내에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해외 유관 사례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 

소개된 사례를 포함해 프랑스 국립방송아카이브 INA, 영국영화협회 BFI, 미국공영

방송아카이브 AAPB, 벨기에 플란데런어권아카이브 Meemoo, 호주 국립영상음성

아카이브 NFSA등 5개 기관의 사례를 선정했다. 본 연구가 국내에서 시청각 분야 

‘기록관리 리더십’이 부족한 문제로부터 착안하였으므로, 해외 사례는 납본제도 

등 법적 근거나 관련 사업자와 파트너십 등에서 참고할만한 점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2019년 이후 각 기관에서 공개한 기관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추가적인 기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계자 서면 및 비대면(화상) 

인터뷰를 수행했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대상자는 

프랑스 INA, 미국 AAPB, 벨기에 Meemoo 등 세 곳의 관계자들이다36).

36) 프랑스 INA 디지털제작국장(Responsable du département des éditions numériques de l'INA),
비대면(Zoom) 인터뷰일자 2020.11.30.; 미국 AAPB프로젝트 매니저, 보스톤공영방송 부국장
(Associate Director, GBH Archives, Project Manager,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0.; 벨기에 Meemoo 디지털화 및 수집 매니저
(Digitisation & Acquisition Manager in Meemoo),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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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에서는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4사(KBS, EBS, SBS, MBC)와 지역방송 및 중소

제작사 등의 아카이브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와 

방송사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사가 제작해 온 방송·영상콘텐츠의 시청자 

공개, ‘유튜브’등 디지털 제작에의 활용, 저작권 판매 현황을 살펴보았다. KBS와 

EBS의 경우 관계자를 만나 문헌을 통해 알기 어려운 사항들을 인터뷰하였다.37) 

국내 방송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제작·편성 결과 각 사 아카이브에 

축적되어 온 컬렉션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영상콘텐츠를 시청자

들이 연구나 교육, 창작 등 2차 활용에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배경에 대해 

주로 질문하였다.

3. 방송·영상콘텐츠 공급자 및 이용자 심층인터뷰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컬렉션 구축을 위해 콘텐츠 

공급자·생산자 및 잠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방송사 소속 및 외부에서 오랜 기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7명으로 구성했다. 『방송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다양한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 보도전문채널, 지역방송사, 공공채널)관계자 9명을 대상

으로 공공 영상문화유산의 개념, 아카이브 컬렉션에 수집해야 할 콘텐츠의 유형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해보자 하였다. 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운영 과정에서 컬렉션 수집에 참여하거나 잠재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독립

영화감독, 독립프로듀서, 프리랜서 방송작가, 영상리서처 8명의 의견을 통해 방송·

영상 콘텐츠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두 그룹의 의견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컬렉션 유지와 활용도 높은 콘텐츠 수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영상아카이브 대국민서비스 관련 정책과 한류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37) KBS 콘텐츠아카이브부 부장, 인터뷰일자 2020.11.18.; EBS 융합기술본부 IT콘텐츠관리부 차장,
인터뷰일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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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도 심층인터뷰 대상자에 포함된다. 즉, 『방송법』규제대상 방송사업자 관계자, 

방송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방송·영상산업 분야 현업 종사자, 유관 정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조사항목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에 

관한 의견,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대상 및 수집방법, 수집된 콘텐츠 

활용 방안, 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4. 이용자들의 콘텐츠 수요 관련 설문조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통합서비스를 구상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수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 주요 이용자층으로 예상되는 대학(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등 16~69세 

사이의 다양한 연령·직업·지역별로 선정된 응답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공개된 ‘클래식콘텐츠38)’이용 목적·이용빈도 및 이용시간·시청방법·검색습관 

등과 관련한 문항을 구성하고, 그 결과로부터 방송·영상아카이브 서비스 수요를 

도출해 보았다.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분류된 

이용자들이 ‘클래식콘텐츠’를 이용하는 목적(정보검색, 일상공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재시청, 직업적 활용 등) 과 이용 유형(단순 스트리밍, 2배속 재생, 자막 

활용 재생, 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활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구성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인 방송·영상콘텐츠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가진 의식과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비교해보았다. 

38) 설문조사 당시에는 ‘옛날 방송콘텐츠’라는 용어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정의한 ‘옛날
방송콘텐츠’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가 과거 자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멀게는
1970-80년대, 가깝게는 2000년대나 2010년대 초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주제로 전량 방송프로
그램을 재방영하거나, 5-10분 내외 클립 형태로 일부를 5-10분 단위로 쪼개어 자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또는 방송사들의 레트로
콘텐츠 전용 ‘유튜브’ 채널(예: KBS옛날티비, MBC옛드, 스브스 옛날드라마 등) 등을 통해 공유
되는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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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공공 방송·

영상콘텐츠’유형 및 주제 등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답변내용과 심

층인터뷰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공공 차원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공공 플랫폼에 기대

하는 콘텐츠는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카이브의 수집 기준 마련을 위해 이용자들이 기존 민간플랫폼과 

달리 ‘공공’아카이브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콘텐츠의 선별 기준에 대한 의견, 

주요 이용자군과 서비스 이용목적(재시청, 제작, 연구, 교육 등), 서비스 이용 방법

(스트리밍, 다운로드, 외부 공유, 저작권 정산, 2차활용 후 저작권 판매 등)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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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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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기록’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와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 체계 도입 논의 

 ‘공공영상문화유산’개념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국내 기록학 및 

기록관리 현장에서 지칭되는 ‘공공기록’의 의미와 현행 공공 부문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 및 콘텐츠 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과 이 이론에서 언급되는 ‘공공성’ 및 ‘공공영역’개념을 통해 

국내에서 공론장으로서 ‘공공’아카이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다양한 기록 가운데 ‘영상’이 기호로써 생산되고 사회

적으로 공유되는 과정에서 의미화되는 과정을 기호학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제1절 ‘공공기록’ 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 탐색

1.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론장’으로서의 ‘공공’아카이브에 관한 논의

1)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록보존소’의 새로운 역할론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방송·영상콘텐츠는 물론,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운영 

전반에서 『공공기록물법』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론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39)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이관된 기록의 

물리적 관리와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서 역할 확립에 한정한 논의에 불과했다. 

즉, ‘국가기록원’이 기관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떤 점에서 우리 사회구성

원의 관심사를 담은 ‘공공성’있는 기록을 수집·관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39) 2020년 1월 발표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디지털 기록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시청각 기록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 맞는 세부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특수유형기록물의 관리범위를 명확화하고 생산·관리·이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
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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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서구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공공’아

카이브 역할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20세기를 전후하여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서구 사회의 ‘공공’아카이브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9세기 서구 근대의 기록보존소 

제도는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만나면서 ‘사료(史料)수집’의 구심점이 되었다. 랑케

(Leopold von Ranke)와 그의 제자 지벨(Heinrich von Sybel)은 실증사학의 실천을 

위해 기록보존소 설립 및 확대 운동을 전개했다. 실증사학에서는 역사 연구의 

대상이자 소재로서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랑케와 

그의 제자들은 역사 과정의 증거로서 남겨진 기록을 ‘있는 그대로’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벨의 제자 레만(Max Leman)은 ‘출처

주의 원칙’과 ‘원질서 원칙’을 정립하며 근대 서구 공공기록관리 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역사연구의 소재인 ‘사료’를 수집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데 주력했던 기록보존소의 역할은 이후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기록보존소 역할의 한계를 비판한 포스트모던 사상

가들은 푸코(Michael Foucault)와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앞서 베버(Max Weber)는 근대 서구 합리성에 기반한 관료제도의 발달에 주목하며 

관료제도의 핵심에 문서(기록)제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베버에 따르면 문서(기록) 

관리 및 소통에 의한 관료제는 투명성, 설명책임성, 행정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권력이 개인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40)

 이러한 베버의 분석은 20세기 이후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해 비판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푸코는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역사적으로 권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감시수단이 관료제의 

40) 노명환. (2011).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0), pp.100-103.



- 31 -

‘문서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감시란 지속적인 기록장치에 

의존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분증이나 여권 등 개인 신분에 관한 문서나 관료제의 

여러 기능을 성문화한 행정보고서 등이 이러한 기록장치에 속한다.41) 데리다 또한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기록의 속성을 지적했다. 그는 『아카이브열병』이라는 

저서에서 권력이 기록보존소가 갖는 정보와 기억의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늘 장악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42) 즉,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억의 담지체로서 ‘공공’아카이브 제도가 형성된 점에 대해 비판했다.43) 이들은 

‘공공’아카이브에서 관료제 사회에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관리하는 

것은 조직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한편 기록관리에 대한 조작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권력을 장악하여 기록관리 주체가 된 기득권의 

역사가 아닌 다양한 역사서술의 주체로서 ‘공동체’와 각 공동체 역사서술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지역·계층·문화 등의 기록에 주목했다. 즉, 이들은 기록을 

만들고 남기지 못하는 계층은 역사에서 배제되고 차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식을 표현하는 핵심적 체계를 ‘서사(Narrative)’라고 지칭한 리오타르

(Jean-François Lyotard)는 서구 근대성에 의해 보편화된 지식과 역사를 설명하는 

‘메타서사(Meta-narrative)’는 신화적 체계에 불과하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란 

총체성이 아닌 합의되지 않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수많은 작은 서사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였다.44) 

 1990년대를 전후하여 기록학계에서도 사회학, 철학, 역사학 분야에서의 포스트

모던적 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공식적 기억’의 담지

41)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2010). 『감시와처벌-감옥의역사』. 파주:나남. p.305.
42) Derrida, Jacques (author). Prenowitz, Eric (translator). (1996).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p.4.
43) Cook, Terry. (2000).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 http://www.mybestdocs.com/cook-t-postmod-p1-00.htm.
44)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저, 유정완, 이삼출, 민승기 역. (1992). 『포스트모던의 조건』.서울: 민음
사,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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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자 권력과 감시의 수단으로서 ‘공공’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아카이브는 특정 형태의 사회 일부의 기록만을 보존해왔으며 특정 계급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동원되어 왔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45) 케틀라르(Eric 

Ketlaar)는 기록관리에서 소외된 기록은 해당 기록의 주체가 가졌던 기억을 소외

시킴으로서 사회적 기억의 대상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배제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키발리제이션(Archiv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기록

관리의 순간마다 기록관리 주체, 좁은 의미로는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이 개입되며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는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그가 속한 사회와 

상호문화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6) 쿡(Terry Cook) 또한 이러한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록학, ‘공공’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 역할론을 주장한 

기록학자였다. 그는 현대의 아키비스트는 해당 사회가 유지해온 기록보존소 소장

기록물 보관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기록관리 행위를 통해 그가 속한 사회적 공

동의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공공’아카이브의 기록이 법적·행정적 증거로 인식되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록은 공공 차원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기억의 담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쿡에 따르면, 현대 ‘공공’아카이브는 

개인의 정체성, 로컬리티와 역사와 문화, 공동의 기억을 축적한 결과물이며, 이를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47) 

 즉, 포스트모던 사상을 받아들여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기록학자들은 ‘공공’아카이브가 해당 공동체에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에 따라, 

‘공공’아카이브와 아카이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기록관리 활동이 해당 공동

45) 윤은하. (2011). 북미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p.84.

46) Ketelaar, Eric. (1999).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pp.54-61.

47) Cook, Terry. (2000).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 http://www.mybestdocs.com/cook-t-postmod-p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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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행위주체들이 상호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지금까지 기록수집이나 관리를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아카이브는 기록 생산과 수집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의 기록을 이용할 이용자 사이의 문화적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공공’아카이브가 해당 기관의 행위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축적하고, 해당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기억이 축적되고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아카이브는 축적된 기록에 대해 누구에게나 이용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끼리 지속적인 체계적인 소통과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공론장이 된다. 이를 통해, 공론장으로서 ‘공공’아카이브는 사회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여론 형성의 장이자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주요 제도로 기능한다.

출처: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2001).『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p.111 변용.

부문 구분
사적 부문

(private realm)

공권력 부문
(sphere of public 

authority)

영역 구분
사적 영역

(private sphere)
공공 영역

(public sphere)

국가 (치안유지)
궁정

설명

시민사회
(상품교환과 
사회적노동)

가족의 내적공간
(부르주아 지식인)

정치적 공공 영역
문화적 공공 영역

(클럽, 언론)
문화생산 시장

아카이브
개인/가족/동호회의 

소장기록 
보관/상속/폐기

‘공공’아카이브 
영구적 관리 및 
공익적 활용

중앙 및 지역 
행정기관 
아카이브 

표 5. 사적 부문과 공권력 부문과 구분되는 제3의 영역인 ‘공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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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를 통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서‘공공 영역’은 사적 부문에 속해

있으면서 공권력 부문과는 구분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적 부문에 머물던 

개인은 공개성과 비판적 이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공공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이로써 ‘공공 영역’은 개인의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사소통의 의제들을 자연스럽게 공공적 관심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이처럼‘공공 영역’을 개인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집단적인 의견, 즉‘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공론장’이라고 지칭했다.48) 

2) ‘공론장’으로서 ‘공공’아카이브의 수집 및 관리 대상에 대한 논의

 앞서 인용한 글에서 쿡은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공’아카이브에서 

물리적 의미의 기록물 입수와 소장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의 맥락을 설명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해당 기록이 어떤 형태로 

사회구성원의 기억을 담고 있는지 밝혀내는 작업이 강조된다고 보았다. 한편, 

호주의 기록학자 업워드(Frank Upword)는 그의 ‘레코드 컨티뉴엄’연구에서 

기록을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 등 하나의 연속체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

하며, 아카이브에서의 기록관리 행위를 사유의 측면에서 의미만들기(Signification) 

과정으로 이해했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따르면, 기록은 맥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의미와 성격이 변화하는 ‘개념적 구성물’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공공’

아카이브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공공기록물법』제2조 정의)’ 외

에도 해당 기관과 관련된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기록 또한 ‘공공기록’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기존의 국가기록관리 (National Archives) 내지는 

행정기록(Administrative Archives) 관리 중심 체제에서 복수의 공동체들이 기억을 

48)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2001).『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
한 연구』. 파주:나남. pp.107-111.



- 35 -

재구성하기 위해 그들의 기록의 수집, 해석, 활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마을공동체, 성소수자, 소수민족 공동체 등 다양한 집단들의 기록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 실천 또한 이어졌다.49)  

 이러한 가운데, ‘공론장’으로서의 ‘공공’아카이브 역할을 강조하는 기록학자

들은 아카이브의 수집대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하였다. 특히 대중문화는 

19세기 후반 사진과 영화의 발명 이후 새로운 유형의 기록매체를 통해 재생산되는 

문화적 기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콕스는‘대중

문화는 사람들이 사회규범, 권위,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전망의 집합50)’으로 보았다. 그는 대표적인 문화연구(Cultural Studies)51)

학자 피스크(John Fiske)의 저서를 인용하며, ‘공공’아카이브가 관심을 두어야 할 

기록으로서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스크는 대중문화의 산물을 선택하는 

‘대중의 분별력’에 주목하며‘대중문화에는 언제나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요소, 즉 지배권력에 대한 도피나 저항의 요소가 담겨있다. 대중문화는 언제나 충돌과 

투쟁의 문화이며, 거기에는 언제나 종속 계층이 그들의 관심에 따라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투쟁이 담겨 있다52)’고 보았다. 즉,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활용한 대중문화 연구는 방송 제도를 운용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요시하는 가

치와 의식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 주목하는 해당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록’

으로서 방송․ 영상 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9)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 연구』, 33, pp.30-35.
50) 리차드 콕스,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사초 평가 원칙 (Cox, Richard. (1994).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In
오항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사초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서울:진리탐구출판사.
pp.365-366.

51)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는 문화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구축해낸다는 입장에 기반을 둔 연구
경향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등을 이론적 전통으로 하며, 1950년대 영국 버밍엄대
학의 현대문화연구소(CCCS)가 주창하고 실험했던 ‘비판적’ 문화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국내에
서는 1990년대부터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비판적인 분석의 도구로 ‘문화연구’를 받아들였다.- .
박일귀. (2016.6.18.). ‘문화연구자’ 양성 기획, 딜레마에 빠지다: 문화연구자가 본 국내 문화연구
자 양성의 현주소. http://www.bookpot.net/news/articleView.html?idxno=823.

52) 존 피스크 저, 박만준 역. (2016). 『대중과 대중문화』.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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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국가기록원’이 현재 『공공기록물법』제46조에 의해 

수행하는 영화 및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활동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는 ‘민간

기록물’로 분류되고, ‘국가기록원’에 주로 이관되는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기획수집을 통해 수집되는 대상이다. 이와 관련된 수집기준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즉,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일한 방송·영상콘텐츠 관리 제도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의 방송프로그램 수집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공공

기록’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수집·관리·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공동의 기억을 담은‘공공기록’

으로서의 기준 정립은 과연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국가기록원’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우리 사회구성원 다수의 관심사를 담고 있는지,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앞서 논의했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수집 기준을 정하고 수집 대상을 

결정하는 주체를 과연 ‘국가기록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공공’과‘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은 기록관리 실무나 

기록학 분야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공공’에 대한 개념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은 국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하승우는『공공성』이라는 저서에서 이와 같은 경향의 역사적 

근원을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경험에서 찾는다. 즉 그는 당시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도시 인프

라에‘공설’ 혹은 ‘공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이는 조선 민중이 주체가 된 

의미에서 쓰인 표현이 아니라 조선 민중을 통치 대상으로 하며 식민지 통치 수단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53) 총독부의 지배 과정에서 국내에 이식된‘식민지공공성54)’은 

53) 하승우. (2014). 『공공성』. 서울:책세상.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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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는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 등을‘공공’으로 인식․ 
지칭하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었다. 국민 개개인의 영역을‘민간’으로 보고, ‘공공’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민간을‘동원’하여 공공 차원의 제도와 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김세훈은 ‘공공성’의 개념 형성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 여부와 관련 있다고 보면서,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국가 통치의 합리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해‘공공성’의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55) 

 2000년을 전후하여‘공공기록관리 체제’가 참여정부의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도입되었으나56), 이 계획 역시 국가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제도 도입 초기 제정된 법령과 그 이후 개정된 법령,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연구와 실무 현장에서 통용되는 ‘공공기록’의 

개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기록학 연구와 기록관리 제도 운영이 기록을 활용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기존의 국가주의적

‘공공’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카이브가 민주사회 발전에 필요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적어도 국내에서‘공공기관의’

라는 의미로 지칭되었던 ‘공공’아카이브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의 

증거이자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는 물리적, 그리고 가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54) ‘식민지공공성’에 관한 개념은 2003년 윤해동이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일제하 공공성과 규
율권력」 (윤해동. (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서울:역사비
평사.)에서 이전까지의 식민지 인식을 특징지어왔다고 보이는 ‘회색지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
해서 제기한 개념이다. ‘식민지공공성’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윤해동은 ‘식민지공공성’이란 실체
로서가 아니라 식민 국가 비판을 위한 은유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
서는 ‘공공기록’의 개념을 국가와 공공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경향의 근원을 찾기 위해 ‘식
민지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논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식민지공공성’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윤해동이 후속으로 엮은 단행본 “윤해동 엮음. (2010).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
유의 거리』. 서울:책과함께.”를 참조.

55) 김세훈.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in 김세훈, 현진권, 이준형, 김정수, 이기호, 양현미.
(2008).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파주:미메시스. p.36.

56) 김계수. (2006.11.24.). 『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
관리혁신 T/F회의 발표자료.; 마원준. (2006.11.24.). 『기록관리 현황 및 혁신방안-중앙부처를
중심으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 T/F회의 발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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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이 독자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구성된 ‘기록 폐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관리, 활용하는 과정을 거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에 따라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컬렉션 수집 기준을 

정하여 수집된‘공공’기록을 관리․활용하는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즉, 공론장

으로서의 ‘공공’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의 여러 세대, 지역, 계층, 직업을 가진 

개인들의 관심에 따라 논의되는 의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간주관성의 소통(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는 개인의 주관성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소통을 의미한다.57) 이러한 

관점에서‘공공성’을 전제로 설립·운영되는 ‘공공’아카이브는 ‘공공기록’을 

매개로 사회구성원들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콕스는 이러한 소통 매개자

로서의 아카이브 역할에 대하여 ‘아키비스트는 기관의 기록생산자에서부터 

기록이용자에 이르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서 각각의 사람들과 교호할 필요가 

있다’58)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를 담아 방송·영상 분야 ‘공공기록’을 수집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를 사회구성원들이 

현행 정책과 제도 등을 비판․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에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57) 노명환. (2013).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역사문화연구』, 45, p.342.

58) 리차드 콕스,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사초 평가 원칙 (Cox, Richard. (1994).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In 오항
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사초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서울:진리탐구출판사.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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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호로서 ‘영상’의 구성요소와 의미만들기(Signification) 과정

1) 기호로서 ‘영상’의 구성요소 

 ‘공공’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자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기억을 보관

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므로, 많은 기록학자는 아카이브에 수집·보존해야 할 

기록의 범위, 유형, 주제 또한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이론적 토대 

가운데 기호학은 기록학 연구에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주제의 지평을 넓혀주었다59). 국내외 기록학 연구자들은 기록의 기호적 특성에 

따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기록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 개인 등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

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회에서 공동의 기억과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점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록을 기록 생산 및 

소장주체가 아닌 사회구성원 공동의 기억 구성 여부에 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 개인이 휴대폰으로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사적 

영역’의 기록도 ‘공공’아카이브의 ‘의미만들기’과정에 따라 ‘공공기록’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기록 가운데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청각 기록은 기록 생산주체와 무관하게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강조된다. 19세기 사진이나 영화 발명 초기에는 관련 장비의 비용 문제로 인해 

개인이 기록을 생산하여 배포하기 어려웠다. 1970년대 8mm필름카메라, 1990년

대 6mm비디오 캠코더, 그리고 2000년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 단말기 등이 

보급되어 시청각 기록 생산이 지극히 ‘사적 영역’에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59) 기록학 연구에서 기호학 이론을 도입한 연구는 다음 연구가 대표적이다: Burke, Frank G.
(1981). “The Future Course of Archiv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44(1) Winter 1981, pp40-46.; O’Toole, James M. . (1993).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56(2) (Spring 1993), pp.234-255.; Noh, Meung-Hoan .
(2013.6.18.). “The Value and Meaning of Semiotics for Archival Science”. 『제5회 AERI
2013 (주최: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장소: Univ. of Texas at Austin)』 발
제문.; 이영남. (2013.10.). 상징아카이빙. 『기록학연구』, 38, pp.125-187.; 조민지. (2014.1.). 이
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39, pp.73-100.; 이영남·조민지, (2014.7.). 새
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 『기록학 연구』, 41, pp.1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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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영상은 생산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대상으로서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매일 방송되는 TV뉴스 제작

에서 시민들의 제보영상이 활용되는 현상은 이를 방증하는 매우 일상적인 예이다.

 그렇다면‘영상60)’이 생산되고 공유·소비되는 과정에서 ‘의미만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영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이미지’의 한 종류로서61), 종이나 스크린, 모니터 등에 표현된 사물의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영상(映像)은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체의 상(像)’이다.62) 따라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배포

하거나 한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기 위해서는 종이나 스크린, 모니터 등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매체(media)가 필요하다. 영상에 의한 재현(再現)은 종이·

스크린·모니터 등을 이용해 부재(不在)의 대상을 조형적으로 잘 묘사하여 다시 

나타나게 함으로써, ‘지금·여기’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상을 형태적으로 그리고 내용 면에서 유사하게 다시 나타나게 하느냐가 

영상 기호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우리는 영상에 특정한 형태로 물질화된 이미지를 지각한다. 따라서 영상은 

실재하는 대상과 재현된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런 의미에서 영상은 

기호의 지위를 갖는다. 기호로서 영상은 특정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 

따라서 모든 영상은 특정한 의미를 반드시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상이 제작된 

60) 여기서 ‘영상’이란 ‘움직이는 이미지(dynamic images)’를 포함해 사진, 편집이미지 등 고정(still)
이미지, 음성 등 시청각기록 또는 비(非)문자 기록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문자 기록은 어절·음
절 등의 최소단위로 구분되는 ‘기호’로 구성되어 해석자 누구나 기록생산자의 의도대로 기호를
해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기호로서 ‘영상’은 최소단위 구분이 다양하고, 기호에 표현된 생산
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독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록의 유형 면에서 문자 기록과 비(非)문자
기록의 의미만들기 과정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61)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이미지는 실상, 반사상, 심상, 영상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실상(實像)
은 빛에 의한 자극으로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게 되는 외부 물체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고, 반
사상(反射像)은 거울과 같은 표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며, 심상(心像)은 두뇌 작용을 통해 상
상해내는 사물의 모습을 말한다. 반면 본 연구의 주제인 영상은 종이, 스크린 등의 미디어에 표
현된 사물의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다. - 주형일. (2018). 『영상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서울:
패러다임북, p.17.

6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영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2252&searchKeywordTo=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2252&searchKeyword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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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한다.63) 즉, 장르나 유형, 

재생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은 영상 제작자가 특정 의도에 따라 수용자가 해당 

의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한’ 고정이미지의 연속체이다. 따라서, 

아카이브나 박물관·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청각 컬렉션이나 방송사의 

자료실, 민간 차원의 다양한 영상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관되는 모든 영상에는 

영상 제작자의 의도나 영상을 소비했던 이용자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림 2. 영상의 형태와 내용

2) ‘영상’기호의 해석 과정

 영상은 조형적 차원·도상적 차원·해석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해석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영상의 의미는 조형적 요소의 지각으로부터 시작하여, 특정 

대상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된다. 이때 유사성의 발견은 영상을 

보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좌우된다. 함축의미는 물론 지시의미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개입된다.64) 특정 영상을 접하고, 해당 영상이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러 왕 가운데 ‘세종대왕’의 얼굴을 

외국인에 비해 한국인이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유는, 국사(國史)교과서나 

국내 미디어를 통해 오랫동안 세종대왕의 어진(御眞)을 접해왔기 때문이다.

63) 주형일. (2018). 『영상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서울:패러다임북, p.51.
64) 지시의미(denotation)는 기표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결부된 기의를 말하는 표현으로, 대개는 기
표와 기의 사이에 일대일의 단일한 대응관계가 수립된다. 함축의미(connotation)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지시의미에 부수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의미를 일컫는 말이다. - Ibid.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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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시뮬라크르’와‘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영상과 해당 영상이 형상화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즉, 특정 

영상을 보는 이는 해당 영상이 가리키는 대상과 영상에 형상화된 조형적 요소 사

이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대상이 실재하는 존재가 재현된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영상에 나타난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때도 있다. 보드

리야르는 이러한 이미지를 ‘시뮬라크르’라고 지칭했다. 즉,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인공물, 즉 ‘가상의 

이미지’를 지칭한다. ‘시뮬라시옹’은 이러한 ‘시뮬라크르’가 작용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동사이다.65) 앞서 예시로 든‘세종대왕’의 이미지는 조선 왕실에서 남긴 

‘어진’ 외에 해당 인물의 실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진’은 당시 조선 

왕실의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담긴 회화이다. 실제로 세종대왕을 

촬영한 광학적 영상66)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연극·영화·방송 

역사극의 영향으로 대중들은‘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갖는 특징을 각자의 기억 

속에서 어느 정도 형상화한다. 대중들이 대중문화 작품에서 접한 대부분의 

‘세종대왕’의 이미지는 ‘시뮬라크르’에 해당한다. 한편, ‘시뮬라시옹’현상이 

지속되면 이미지를 보는 이들은 이미지에 형상화된 대상이 실재한 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이미지를 사실로 믿게 된다. 최근 ‘유튜브’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유통되는 많은 

이미지를 접하고 해당 이미지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특별한 검증과정 없이 믿는다. 

이처럼 대중문화에서 유통되는 영상에 의해 ‘시뮬라크르’가 지배하는 현재 

65) 장 보드리야르 지음, 하태환 옮김. (2001). 『시뮬라시옹』. 서울:민음사. pp.9-29.
66) 영상은 관습적영상, 광학적 영상, 디지털영상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광학적 영상은 사
진 이후 기계가 빛의 흔적을 그리며 만드는 영상을 말한다. 사진, 영화, TV, 비디오 등은 주체
에 의한 의도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신, 사진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기술적 속성과 대상
이 처한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주체의 의지로부터 벗어난 사진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영
상으로서 자리잡는다. 사진이 발명되면서 대상은 드디어 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분
석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광학적 영상은 모두 빛의 흔적으로서 기본적으로 대상
의 존재와 기계의 특성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며,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주형일. (2009). 『영상매체와 사회』. 파주:한울.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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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이미지가 보여주는 대상이 실재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이

‘원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이 영상을 통해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영상에 나타난 대상이 대중의 기억 속에 어떻게 사실적인 

존재로 자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상은 해당 영상이 생산·

유통되고 소비된 사회구성원 공동의 기억을 이해하게 한다.

 그런데 영상은 제작되고 공유·소비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해석 과정에서 영상은 1차적으로 ‘해석체67)’와 실재 대상 사이에 

기호로서 파악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호를 해독하는 수용자에 따라 

제2차 해석이 시작된다. 하나의 영상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다의

성’은 이 2차 해석에서 비롯된다.68) 아카이브에 축적되는 영상이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세대에 의해 해석될 때에는 영상이 생산·소비된 세대와는 

또 다른 지시의미와 함축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영상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영상 기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언어기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아카이브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는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분류와 여러 메타데이터 항목을 활용한 기술(description)이 필요하다. 

19세기 중반 이후 복제기술 가운데 하나인 사진과 영화가 발명되면서 예술의 

의미가 변하는 현상을 분석하던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사진 ‘설명’의 불가

피성과 정치적·사회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사진의 작은 역사』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67) 철학자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기호를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
(interpretant)가 맺는 삼원적 관계의 결과물로 보았다. 표상체는 대상에 대한 규정된 개념을 전
달하는 문자, 말, 영상 등을 의미하고, 대상체는 표상체가 지시하는 대상이며, 해석체는 표상체
와 대상체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해석체는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표상체와 대상체 사이에 관
계를 맺어주는 해석하는 생각, 감정, 혹은 경험이다. 퍼스는 해석체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기호
의 사용자나 수용자 입장에서 의미작용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 즉 기호의 의미작용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게 만든 것이다. - 주형일. (2018). 『영상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서울:
패러다임북, pp.37-38.

68) Ibid.,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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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소형화되는 카메라를 통해 보다 많은 이미지들이 포착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진을 모든 삶의 상황을 문자화하는 일에 포괄시키는 표제(설명)가 들어서야 한다. 

그 표제 없이는 모든 사진적 구성은 불확실한 것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69)

따라서, 영상기호의 지시의미·함축의미를 영상을 생산한 의도에 가깝게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언어적 요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언어기호는 영상기호의 

의미를 정박시키는 기능을 한다.70) 따라서 영상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수집대상 

컬렉션과 개별 아이템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는 수집대상 컬렉션을 보조하는 

기능이 아닌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아카이브에서 특정 영상을 수집할 때에는 특정 영상이 지시하는 내용에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해당 영상에 표현된 내용을 한 사회의 ‘상징’으로서 수

집기준으로 두기도 한다. 기호로서 ‘영상’은 대상의 실제적 영향이나 물리적 

인접, 인과관계 등에 대상을 지시하는 지표를 통해 특정 대상을 설명한다.71) 이를 

영상의 ‘환유’기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를 끝내는

‘광복의 기쁨’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동아일보>의 사진이 국사교과서나 방송·

언론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는 1945년 8월 16일에 마포형무소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정확히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된 날 촬영되거나 이를 담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한국인들에게 1945년‘조국광복’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 이미지는 한국인들에게 ‘광복의 기쁨’을 상징하는 환유 역할을 한다. 영상은 

항상 특수하고 구체적인 대상의 일부분을 재현하기 때문에 의미 생산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환유로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영상의 환유 기능은 영화나 TV드라마, 

광고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69) 발터 벤야민 저, 최성만 역.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길. p.17.
70) 주형일. (2018). 『영상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서울:패러다임북, p.43.
71) Ibid., p.142.
72) 아이엠피터. (2018.8.15.).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기록. http://theimpeter.com/44450/.



- 45 -

그림 3. 국사교과서 등에서 인용되는 ‘광복의 기쁨’이미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기능의 활용과 관련해 이러한 이미지의

‘설명’처리, 즉 레이블링(Labelling)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레이블링’이란 

고정된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식별하여 이미지의 

설명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AI의 기술을 통해 딥러닝 기법으로 인물·사물·장소·

목소리를 자동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만, 아직은 이미지가 상징하는 

의미까지 기계가 인식하고 식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앞서 인용한 ‘광복의 기쁨’

사진을 두고, AI는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식별하거나 장소를 인식

할 수 있지만, ‘광복의 기쁨’이라는 환유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공공’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기술(descriptio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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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텔레비전 텍스트의 다차적 의미만들기 과정

 그렇다면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제작·시청된 이후, 텔레비전 영상이 아카

이브에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의미만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현재 

텔레비전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와 주제의 영상들이 제작·공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이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과 산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텔레비전 영상의 의미만들기 과정을 논의하는 데 한정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한 시대에 제작되고 방영되어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과정에는 ‘제작자의 의미만들기’와 ‘수용자의 의미만들기’가 이루어진다. 1차 

의미만들기의 주체는‘방송사’이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연출자나 작가, 연기자 개인의 차원에도 나름대로 ‘의미만들기’가 

진행된다. 또한,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기획되고 편성되기까지의 편성원칙, 심의

원칙과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규정하는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관할 주무부처

(현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와 

제작비를 투자하기 위해 개입되는 광고주 등 또한 별도의‘의미만들기’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일원화된‘제작자의 의미만들기’가 아닌 제작자 개인 및 집단별로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진다.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의 해독과 의미만들기 또한 연령, 지역, 계층, 직업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양한 해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 개인 및 

집단 별로 해독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홀(Stuart Hall)은 텔레비전 시청자를 

연구한 대표적인 미디어 학자73)로, 『약호화와 해독』이라는 그의 논문74)에서 

73) ‘텔레비전 연구’는 프로그램, 시청자, 방송산업 이 세 가지 중 최소한 둘 이상을 참조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라디오·텔레비전 등 방송문화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텔레비전이 일상에서 일반 대중이 누구나 접근하는 미디어라는 점에 착안해
전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텔레비전 연구는 영화 텍스트를 기호학적 관점 등을 활용하
여 연구했던 ‘영화연구(Film Studies)’의 흐름에 받아들이며 발전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의 수
용연구(reception studies)를 하는 점에서 기존의 영화연구와는 차별화되었다. - 존너선 그레이,
어맨다 로츠, 윤태진, 유경한. (2017). 『텔레비전 연구』.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11-12.
‘수용연구’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공유되는 프로그램 내용과 그 의미는 ‘수용자’, 즉 시청자에
따라 다양해진다. 텔레비전 텍스트 분석가들은 시청자들마다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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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한 가지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열린 텍스트로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다양한 해독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은 

시청자와 텔레비전 텍스트 간의 ‘타협’과정으로, 양자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라도 

절충을 요구하며, 텔레비전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청자에 따라 

텔레비전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가 아닌 다의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텔레비전 텍스트의 제작과 수용 모두 기호학적 틀 속에서 개념화하여 텔레비전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하나의 복잡한 의미의 사회적 구축으로 이해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75) 홀은 시청자가 텔레비전 텍스트의 약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으로 시청자가 지배적 

약호를 공유하는 유형이다. 약호 작성자(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 등)의 의도대로 

수용자가 직선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지칭한다. 두 번째 유형은 

‘교섭적 해독’으로, 시청자가 1차적으로는 지배적 약호를 공유하지만, 개별적 

이슈나 특정 상황에 따라 지배적 약호 밖으로 나와 해독한다. 마지막 유형은 

‘대안적 해독’으로 시청자가 지배적 약호의 틀을 벗어나 전혀 다른 약호의 틀에 

근거하여 해독하는 경우를 말한다.76)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는 이러한 유형 

가운데 하나 혹은 융합된 형태로 제작자들의 ‘의미’를 해독하게 된다.

 홀이 텔레비전 텍스트 해독 과정에서 ‘텍스트(텔레비전 메시지)’와 ‘수용자

(시청자)’를 모두 중요시 했다면, 또다른 대표적인 ‘수용연구’ 학자 피스크는 

텔레비전 메시지 수용에 있어서 시청자보다는 텔레비전 텍스트에 방점을 둔다.77) 

피스크에 따르면, 텔레비전 메시지가 시청자와 이해관계의 접합을 허용해 줄 때 

는지, 그 메시지가 이질적인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경험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독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본 논의에서는 대표적인 ‘수용연구’
자 홀(Stuart Hall)과 피스크(John Fiske)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74) Hall, Stuart. (1973). Encoding and decoding in the television discourse. Centre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Leicester, GB), & Council of Europe Colloquy on training in the
critical reading of television language. Birmingham: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https://core.ac.uk/download/pdf/81670115.pdf.

75) 박동숙. 대중문화와 수용자. In: 정재철 편. (1998). 『문화 연구 이론』. 서울:한나래, pp.118-119.
76) Ibid., p.120.
77) Ibid., p.121.



- 48 -

시청자들은 TV프로그램에서 의미를 생산할 수 있고 재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피스크는 텔레비전 텍스트의 다의성으로 인해 텔레비전 텍스트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적인 의미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피스크에게 시청자들의 능동적 

의미생산은 정치적 개념이며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인식된다.78) 

 한 시대에 제작·방영·시청된 방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공개성 원칙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공’아카이브에 수집될 수 있다. 특정 아카이브에 

수집된 이후 일반적으로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사본(copies)

이 서비스되며, 때로는 원본보다 낮은 화질의 저해상도(proxy)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이용자 집단에 의해 재시청 및 교육·연구·창작 목적으로 재활용되고 

이 과정에서 의미만들기가 이루어진다. 이 때에도 이용자 집단의 시각에 따라 하

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이용자 집단 가운데 

‘창작자’집단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미만들기’가 

이루어진다. 또한 2차 활용된 콘텐츠를 시청한 시청자들은 시청 과정에서 ‘시청자의 

의미만들기’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에 따라서 ‘이용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의미만들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

에서 찾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리뷰, 해외 팬들의 외국어 자막 영상 등이 

대표적인 ‘이용자 콘텐츠’이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78) 정재철. (2014). 『문화연구 핵심 개념』.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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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공’아카이브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 및 수집, 활용과 

다차적 의미만들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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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은 기획·제작·방영·심의를 거쳐 시청자에게 전달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공공’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카이브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사본을 재시청·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차적인 의미만들기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아카이브 플랫폼에 공개되는 콘텐츠의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의미만들기’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아카이브 이용자에게 만들어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공공’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충분한 설명정보 내지는 맥락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콘텐츠가 담고 있는 내용이 유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이후에도, 실제 2차 활용에 

필요한 형태의 원본화질 이용가능성에 따라서도‘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테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공개된 저해상도 영상에 대해 이용자가‘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여 2차 활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실제 2차 저작물 최종편집에 

고화질의 형태로 활용할 수 없다면, 해당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공공’아카이브에서의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아카이브 이용자들의 ‘의미만들기’에 중요한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카이브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의‘의미만들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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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상문화유산’관리 체계 도입 관련 논의 

1. 1980년대 이후‘영상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

 1장에서 본 연구가 문서 관리 중심의 국내 공공기록물관리 체계가 부재한 현상에 

착안하게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문서 외에 사진·포스터·

녹음자료·동영상 등을 공공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늦게 

진행되었다. 방송·영상콘텐츠를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써 영화·

방송·영상 등 시청각 기록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1980년 유네스코 제21차 

총회이다. 이 회의에서 『동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이 채택된 이후 영상

아카이브의 개념과 수집범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문화유산으로서 

동영상의 특징을 최초로 언급한 이 권고문에 따르면, ‘동영상(Images en 

Mouvement)’은 ‘인류의 문화적 주체성을 표현한 결과물이면서 교육적, 문화적, 

과학적, 역사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이다.79)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동영상 

매체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그리고 

기술적 조치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80) 독일 연방필름아카이브 총괄디렉터와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IAF) 회장을 역임한 독일 필름아키비스트 클라우

(Wolfgang Klaue)81)는 1988년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발표에서 이 권고문의 

역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79) …Considérant que les images en mouvement sont une expression de l'identité culturelle
des peuples et qu'en raison de leur valeur éducative, culturelle, artistique, scientifique et
historique, elles font partie intégrante du patrimoine culturel d'une nation… -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80) 정지나, 김건. (2017). 영상 아카이브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p.114.
81) Früherer Direktor des Staatlichen Filmarchivs der DDR (1969-1991) and Former president of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rchives du Film (1979-1985)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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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

문』이 통과되었다. 이 문서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 : 

처음으로 동영상(Moving Picture) 유산이 각국의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

로서 공표되고, 이 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정부의 책임이 정의되었다. 이 

권고문이 동영상 매체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82)

권고문에 명기된 바와 같이, 동영상은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

매체의 특징과 다양한 포맷으로 인해 시간적 흐름에 따른 물리적 열화, 원형 훼손,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소실(disapear)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클라우의 글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이 권고문에는‘영상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동영상이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에 전승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비교적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 

문서는 영상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동영상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즉 동영상 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도 

명기되어 있다.

(…) 일반사항 3. 회원국에서 생산된 모든 동영상 이미지는 각국에서 ‘영상문

화유산(Patrimoine d’images en mouvement)’으로 여겨야 한다.

4.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각국에서 제작된 동영상의 훼손이나 폐기, 손실을 피하고자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공공 또는 민간 아카이브 기관에 보존·보호되고 있는 동영상에 나타난 정

보와 작품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83)

 유네스코는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 ‘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유의미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1991년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코플러(Birgit Kofler)는 

82) Klaue, Wolfgang (1989). “Audiovisual Records as archival material” In P 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Paris 22-26 August 1988, Archivum, vol.XXXV,
1989, pp.69-74.

83)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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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아카이브에 관한 법적인 문제』의 연구책임을 맡아, 공공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영상·음성콘텐츠의 범주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중(Public)에 방영, 배포, 유통된 콘텐츠’는 공공 차원에서 수집·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배포되어 공중(Public)이 누군가의 

생각, 사상, 감정을 전달받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공공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아카이브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후 1998년 에드몬슨은 『영상아카이빙 철학』84)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영상문화유산의 범주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에드몬슨에게 ‘영상

문화유산’은 ‘이미지와 소리를 녹화, 녹음, 송신·수신 및 인식, 이해하게 하는 

장비 일체’와 이 장비를 통해 재생되는 ‘특정 길이로 제한된, 완결성 있는 

콘텐츠’이다. 또한, 해당 콘텐츠의 생산 목적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활용되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어도 이를 목적으로 생산된 콘텐츠 일체는 공공 

차원의 수집대상이 된다고 보았다.85) 1991년 코플러의 연구에서 제안한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레이 에드몬슨이 주장한 영상문화유산의 유형적 범주

84) 앞서 인용한 Ray Edmondson.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 rinciples
(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은 1998년 발간된 이 보고서를 미디어 환경 변
화에 따라 보완 개정한 발행물이다.

85) 최효진, 박주연. (2020.1.).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핵심자원 수집 범위에 관한 연구 :
방송법의 방송편성규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9년 겨울호(통권 제109호),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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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영상86)’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

 그렇다면 ‘공공영상’을 관리하는 기관, 즉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은 

무엇일까? 1980년 유네스코 『동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 승인 이후 

유럽·영미 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해 지속

해서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기존의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s)87)에서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단순히 시청각 매체 컬렉션 정도로 취급해 온 경향에서 비롯된다. 

코플러는 ‘공공영상’아카이브는 단순한 시청각 유형 기록물 컬렉션이 아니라 

아카이브가 보관하는 매체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기술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88). 즉, 영상문화유산 ‘보호체계’로서 ‘공공영상’아카이

브는 수집대상을 수집하는 물리적·가상의 공간과 시스템, 그리고 수집대상을 일

관성 있게 분류·기술한 컬렉션을 모두 포괄한다.

 에드몬슨은 1990년대 후반 전 세계에 소재해 있는 ‘공공영상’아카이브 기관들을 

8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표 6>에 정리된 유형은 에드몬슨

이 연구한 1990년대 후반의 상황을 반영한 분류로, 현재 인터넷과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광고 기반 온라인 플랫폼 등 이 분류보다 더욱 다양한 유형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6)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을 정의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물을 비롯해 영
화·방송·문화재·문화예술·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컬렉션 등 공중에 공개되는 시청각 유형 콘텐츠
일체를 ‘공공영상’이라고 지칭한다.

87) 기억기관은 일반적으로 도서관·박물관·기록관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김익한은 기억기관
의 정의를 ‘기억할만한 것들을 모으고 그걸 서사가 포함된 기록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들과 소
통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 김익한. (2020.6.10.) 기억기관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국회기록보
존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주최: 국회도서관, 장소: 국회의원회관)』 자료집, p.5.

88) (…) an audiovisual archive is not only a collection, but also a technical means for the
long-term survival of the material in its possession. - Kofler, Birgit.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 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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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몬슨에 따르면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이 전통적인 문서아카이브(기록관)·

박물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한 개념이면서, 세 기관의 기능과 다르게 

운영되기도 한다. 도서관이 공중에 공개된 간행물을 취급하는 것과 같이, ‘공공

영상’아카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발매된 음반, 상영된 영화,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등 

공중에 공개된 시청각 기록을 수집한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로 촬영·편집된 

이미지나 소리 원본 또한 수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본 기록을 수집·

소장하는 기록관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생산된 시청각 매체의 재생 장비와 

이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 또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물관의 ‘유물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등의 활동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복본이 태생적으로 많은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하는 ‘공공영상’아카이브는 기록관에서의 ‘출처주의’를 

항상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물과 함께 컬렉션이 구성

되기도 한다. 기록관이나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무상으로 열람서비스를 제공해온 

바와 달리, ‘공공영상’아카이브에서는 저작권 문제나 원본매체의 변환비용 등에 

의해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일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89) 최근에는 

네트워크 환경과 스트리밍 기술 발달에 따라 열람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기술적 

환경과는 별개로 ‘공공영상’아카이브가 수집된 시청각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자와 ‘공공영상’아카이브 사이의 협의·계약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무상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89) Ray, Edmonson. (1997). “Nature of the AV Media”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 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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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역할 및 기능 사례 

유형1/
국립영상
아카이브

국가의 영상유산 전체, 대부분을 
수집, 보존하고 공공을 위한 접근성 제공
(수집) 납본제도를 의무화 
(활용) 서비스 제공의 폭이 대국민 
서비스로 넓은 편

한국영상자료원
프랑스 국립필름아카이브 (AFF)
프랑스 국립방송아카이브 (INA)
호주 국립필름음향자료원(NFSA)

유형2/
라디오&TV
아카이브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상자료실.
(수집)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
램들과 관련 대본, 기획자료 등 
상업적인 자료들을 보존 및 관리
방송국 내 부서로 존재하거나 자
회사 등으로 독립조직화되어 있음
(활용) 주로 사내 서비스를 하거나 상
업적 판매를 통한 유료서비스 제공

KBS아카이브 (사내 부서)
MBC아카이브 (사내 부서)
BBC아카이브 (독립 법인)
NHK아카이브 (독립 법인)
AP아카이브  (독립 법인)

유형3/
영상(시청각)

박물관

(수집) 사진기, 카메라, 영상기, 음
향장비, 포스터, 의상 등을 아카
이브 대상으로 하고 보존 및 전시
(활용) 공공전시와 교육적 목적, 
문화활동을 통해 수집된 이미지와 
음향 활용 

이탈리아 토리노 영화박물관
제주신영 영화박물관
동서대 임권택 영화박물관
손성목 영화박물관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 
한국영상박물관 (대구)

유형4/
프로그래밍
아카이브
기관

자체 영화관 및 전시실을 통해 
프로그래밍된 영상작품 상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수집) 클래식 영화 
(활용) 극장 상영 및 관련 세미나, 
학술대회를 통해 일반대중의 
접근성 제고

서울아트시네마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유형5/
주제별 

전문아카이브 
기관

일반적인 영상유산이 민속음악 혹
은 구전 역사수집처럼 그 주제가 
명확하고 전문분야의 영상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곳

베를린 녹음기록보존소
오스트리아 녹음기록보존소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표 6 에드몬슨의 ‘공공영상’아카이브 8가지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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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dmondson, Ray (1998). Une philosophie de l’archivistique audiovisuelle, 
Programme général d’information et UNISIST. Paris: UNESCO.

 다시 말하면, ‘공공영상’아카이브는 공중에 공개를 목적으로 생산된 시청각 

콘텐츠의 보존 및 정보검색과 관련한 모든 활동, 수집된 콘텐츠를 보관하는 공간 

관리,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 있는 조직 등90)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은 수집된 콘텐츠에 대한‘장기보존

(Preservation)’과 ‘접근성 보장(Access)’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영상’

아카이브가 일반적인 기록관과 가장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은 관리 대상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지향한다는 점이다. 일반 기록관의 보존 대상 

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보존연한, 공개시점, 공개대상 정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공공영상’아카이브가 관리하는 ‘공공영상’은 입수 시점부터 이용자들

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입수된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주요 기능은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91)’이라고 요약

90) …all aspects of of the guardianship and retrieval of audiovisual documents, the
administration of the places in which they are contained, and of th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carrying our these functions. - Ray, Edmondson.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p.19.

91) A core responsibility of an (audiovisual) archive is to ensure sustainable access to

유형 역할 및 기능 사례 

유형6/
대학 및 

학술아카이브 
기관

대학 혹은 학술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상아카이브 기관

미국 UCLA 필름&텔레비전 
아카이브 

유형7/
지역아카이브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카이브의 시청각 컬렉션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등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프랑스 서쪽나라 기억여행
(Mémoire en Ouest)

유형8/
공공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국·공립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의 
시청각 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자료 목록’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 사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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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매체의 안정성과 최상의 재생가능성(readibility)을 

보장하고, 기술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리적매체에 기록된 이미지·소리 파일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때, 여기서 물리적

매체는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의‘원본(original)’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전 세대 

매체에 생산된 자료가 다른 매체에 복사되거나 다른 컬렉션으로부터 이관된 기록

으로서92),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유일본’이 아닌 버전이 컬렉션에 입수된다. 

일부 국내 방송사에서는 초기 방송원본자료가 16mm필름이나 헬리컬 비디오에 촬

영되었지만, 현재는 그 이후 세대의 매체인 디지베타 테이프에 변환하고 원본은 

폐기하고 변환된 매체인 디지베타 테이프를‘원본’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다.93) 

‘공공영상’아카이브는 보관하고 있는 파일과 물리적매체로 재생가능한 이미지와 

소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재맥락화하는 작업, 

즉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 

그림 6. ‘공공영상’아카이브의 두 가지 역할 : 장기보존 및 접근성 보장

information. - IASA Technical Committee. (2017). The Safeguarding of the Audiovisual
Heritage: Ethics, Principles and P reservation Strategy. ed. by Will Prentice and Lars
Gaustad. Version 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p.5.

92) For a number of reasons, some of the holdings retained in, or offered to, audiovisual
archives will not be the original recordings but copies. For the purposes of digitisation
and preservation, these copies should be considered to be originals, unless
earlier-generation or otherwise superior copies can be accessed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collection holder. - Ibid.

93) KBS는 지난 2017년 국립중앙도서관과 방송영상자료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S는
방송영상자료 비디오테이프 38만여 개와 영상 디지털파일 일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고,
추후 발생하는 비디오테이프와 디지털파일도 주기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7.2.17.). KBS-국립중앙도서관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7140900033?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714090003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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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공공영상’아카이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미션 등은 유네스코 관련 문서94)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성문화되었다. 즉, ‘공공영상’아카이브는 특히 보존 대상 

컬렉션의 진본성(Authenticity)과 신뢰성(Integrity)를 유지하고, 시청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관리 대상 기록에 대한 고의적인 변형·검열·삭제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기록의 생산 단계부터 영상아키비스트가 개입하여 생산 과정에서 의도적·비의도적 

삭제·배제·누락된 부분 없이 입수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방송·영상 분야의 글로벌화와 상업화 경향에 따라 시장에서의 저작

권자들의 권리가 보다 강조되는 환경에서,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일반 이용자

들의 보편적 접근권 및 문화유산 향유권과 저작권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본제 내지는 의무제출제도는 이러한 두 

가치 충돌에서 ‘보존’과 ‘접근권 보장’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에드몬슨은 ‘공공영상’아카

이브가 이러한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종인 영상아키비스트가 설명

책임성, 투명성, 성실성, 정확성 등과 같은 직업윤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영화·방송·영상콘텐츠 등 문화상품이 곧 기관의 수집대상이 되는 가운데, 

영상아키비스트는 특정 상품의 상업적 활용과 문화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95) 마지막으로 ‘공공영상’아카이브는 보존·활용 대상 콘텐츠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94)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1980); Memory of
the World: 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2002);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2003); Convention for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003);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er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2015)

95) Audiovisual archivists work in bot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contexts. These are
not mutually exlcusive domains, and archivists must often juggle judgements of cultural
value against the imperative of commercial exploitation. - Ray, Edmondson.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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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국내 ‘공공영상’ 관리 정책 및 

      ‘공공영상문화유산’ 개념 도입 제안

 

 국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미비 및 전문성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현장에서 지적되어 왔다. 1장에서 문제제기한 현재의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오래된 관리 지침’은 그러한 문제가 노정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가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기록학계 및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공공기록’의 개념과 ‘공공영상’관리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1. 기록학 및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공공기록’과 ‘공공영상’개념 논의

1) 국내 기록학 연구 및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공공기록’ 개념

 국내에는 2000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을 전후하여 기록학 

연구 및 기록관리 현장에서‘공공기록’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률명이 개정되

었지만, 개정된 법률명에 등장하는 ‘기록물’이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 조항에 

있던‘공공기관의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라 제43조에서 제46조에는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들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기록물의 

범위가 공공기록이 생산한 기록에서 해당 기관과 관련된 민간기록물까지 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국내 기록관리 정책에서는 새로운 변화로 평가된다.96) 

즉, 기록물의 정의에 국가적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민간 기록정보 자료가 포함됨을 

96) 서혜란. (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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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그 수집과 보존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확대, 보완하였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은 기존의 법령에 있던 공공기관의 ‘기록물’

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를 

의미한다(『공공기록물법』제43조). 즉, 민간기록물 가운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에 관하여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을 수집

하기 위한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록물법』제46조 4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방송·

영상콘텐츠는 민간기록물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같은 조항 3항에 따르면, ‘한국

영상자료원’이 수집하는 ‘영화’ 또한 민간기록물로 분류된다.97)‘한국영상

자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영화·비디오법』의 의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상영 혹은 온라인 공개 등급을 받은 모든 영화를 ‘의무제출’을 

통해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영화기록물이 법정 수집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법』에서는‘민간기록’으로 분류된다. 이영학은 2000년대 중반 우리 

사회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민간기록의 

영역도 발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국립영상아카이브즈(현재의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필름의 수집·관리 활동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활동을 ‘민간기록’수집 및 관리 사례로 제시했다.98) 두 기관은 설립 

97) 『공공기록물법』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
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
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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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수집·관리하는 

기록물은‘민간기록’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민간기록’은 공공기관이 생산

하지 않고 민간(영화제작사, 민주화 참가 시민 등)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이라는 

의미로, 기록의 출처 차원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금까지 국내 기록학 연구에서 ‘공공기록’의 개념은 법령상의 용어를 

바탕으로 논의됐다. 최근까지 수행된 기록학 분야의 많은 연구99)에서 공공기관이 

생산·취득한 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20년 

출간된 기록학 전문 단행본에서조차 ‘공공기록’관리는 민간 영역 기록관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지금까지의 공공기록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가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100) 

 다시 말해, 『공공기록물법』을 포함해 대부분의 연구와 현장의 기록관리 정책

에서 ‘공공기록’은 공공기관이 생산·소장한 기록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민간기록 또한 공공기록의 수집 및 관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논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민간기록’의 

개념은 기록의 생산 혹은 소장 주체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기록학계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과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를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아카이브가 사회구성원이 공유한 공동의 기억을 수집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공론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공공’아카이브에 수집되는‘공공

98) 이영학. (2008).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및 연대. 『기록학연구』, 18, pp.335-344
99) 설문원. (2020).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기록학연

구』, 63, pp.5-36.; 설문원, 김형국, 이원규.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기록학연구』, 56, pp.5-48.; 유병후, 이해영, 성효주, 권용찬. (2014). 공공기
록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대통령기록관 주제시소러스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127–151.;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153-175.

100) 한국의 기록관리체계를 공공기록의 관리부터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로 확장해가야 한다. 1999년
공공기관기록물법 제정 이후 한국은 공공기록의 체계를 구축해오는데 몰두하였다. 그 후 20년
이 지난 현재, 중앙부처의 기록관리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지방의 기록관리체계는 구축
해가는 과정이다. 반면에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앞으로 기업, 종교단
체, 대학, 병원,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의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국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영학. (2019). 『한국근현대기록관리』. 서울 :신서원,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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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이관된 범위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일기나 편지, 혹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등과 같은 사적인 기록 

또한 ‘공공’아카이브의 수집기획 전략이나 컬렉션 구성 방향에 따라 ‘공공기록’

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영화·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 등과 같이 한 사회의 

제도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적으로 공개된 영상은 그 수용맥락에 따라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공공영상’

아카이브는 국내 각 분야 제도에 의해 생산되고 공중에 공개되어 사회적 공유가 

이루어진 영상을 공공 차원에서 수집·관리·활용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공영상’ 가운데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과 가치를 

가진 기준이 있는 대상을‘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이를 

보호·관리할 인프라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공공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과 전문성 부족 현상

 『공공기록물법』에서 ‘시청각기록물’관련 조항은 제23조와 앞서 살펴본 제46조가 

있다. 『공공기록물법』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청각

자료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제46조 

3항과 4항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은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지상파 방송사의 협조를 통해 중앙기록물관리

기관(‘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방송·영상과 영화를

‘민간기록’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수집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공통으로 참고하는 『기록물 관리지침』101) 에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시청각기록물’의 목록을 정하여 각 

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이 지침에는 생산 대상 기록물의 주제는 제시되어 있지만, 

‘시청각기록물 생산 대상’ 및 ‘동영상기록물 생산 대상’이라는 용어로 구분

101) 국가기록원. (2019.3.).『공통매뉴얼 기록물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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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현하고 있어, 사진·영상·음성자료 등 생산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구분 시청각기록물 생산대상 동영상기록물 생산대상

생산
방법

시행 전·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 별도 
작성

생산
주제
(예시)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 외국의 원수·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
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행사
(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공사

표 7. 처리과에서의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출처: 국가기록원. (2019.3.). 『공통매뉴얼 기록물 관리지침』. p.44.

 처리과에서는 전년도 생산된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급 기록관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17년도 생산현황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과 생산목록의 

불일치 현상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생산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관의 91.7%인 44개 기

관이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을 통보하였으며, 문화재청·국방부·문화체육

관광부 등에서 시청각기록물을 특히 많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 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통보받은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과 생산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그 원인으로 기록물 건별 수량 또는 주제(철

명)별로 묶어서 통보하는 등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102)

 앞서 살펴본 『기록물 관리지침』에는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102) 박지태. (2018).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7, pp.128-129.



- 65 -

필요한 내용요약 정보를 추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 

요약 정보는 녹음 또는 촬영 일자 등의 생산일자, 주요 내용,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성명 및 직위, 위치 정보 등이라고 안내되어 있다.103) 이처럼 시청각 기록의 생산 

및 등록, 편철, 기록관으로의 이관 등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처리과에서의 관리

절차는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지만,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 시청각기록에 필요한 

관리 사항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공통 지침 외의 시청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형별 별도 지침인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 시청각기록물(2.0) (NAK 

22:2009(v2.0)』과 시청각기록물 매체 관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v3.0)(NAK 12:2018(v3.0)』을 참조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표 8>과 같이, 공공기록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관련 지침을 분석한 결과, 현행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관리는 생산 이후 등록, 편철, 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 상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에는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에 관한 많은 정보가 빠진 상태에서 외장하드 등에 

보관된 물리적 형태의 영상기록물만 이관되고 있다. 처리과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생산되는 단계에 획득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등장인물, 촬영시기, 촬영장소, 촬영맥락 

등의 내용정보)는 최종 이관 이후에도 내용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국가기록원’에 이러한 핵심적 메타데이터 기술요소가 망실된 

상태로 이관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영구기록물은 유형을 불문하고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의해 관리되는데, CAMS 등록항목에는 제한된 

기술요소104)만을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각 유형 영구기록물 정보 또한 이관 

단계에서 기존 기록관 시스템으로부터 입수된 정보에만 의지하여 ‘국가기록원’의 

기술(description)담당자가 기술하게 된다.105) 

103) 국가기록원. (2019.3.).『공통매뉴얼 기록물 관리지침』, p.46.
104) CAMS 등록항목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NAK 13:201(v2.0)』에 따라 기록물 군 및 하위군,

기록물계열 등 기술계층별로 ‘식별’, ‘배경’, ‘내용과 구조’, ‘접근과 이용환경’, ‘관련자료’, ‘추가
설명’, ‘기술통제’의 7개 기술영역 및 27개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문서 중심 기
록물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등록항목으로 시청각 유형 기록물 기술에 적합하지 않아 별
도의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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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심보미, 장윤금. (2018). 영상기록물 기술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pp.329-333.

지침 내용 문제점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지침
(2009)

§ 영상기록 생산 기본원칙
§ 영상기록 생산 과정 
(기획 및 생산준비-촬영-
생산내용-편집 및 관리-설
명문(메타데이터)작성-태깅 
및 인코딩-분류체계 설계-
영상기록 이관

§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국책사업에 
초점을 둔 매뉴얼로 다양한 공공기관 
활동 영상기록화에 적용 불가

§ 보존관리 부문에서 ‘일정 수준
(HD) 이상의 화질 권장’이라고만 
명기. 정확한 스펙(최소화질, 오디
오스펙, 비트 수 등) 기준 없음

§ 디지털화 영상 보존포맷인 
‘MKV’(NAK 26:2018(v2.0)기준)가 
아닌 MPEG-2로 보존하라고 명시

§ 별도의 백업 지침 없이‘보존용 스토
리지’에 저장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 
바이러스 침투 위험 등 보안 위험을 
고려한 관리지침이 아님

§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내용 부실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 시청각
기록물 

NAK 22:2009
(v2.0)

§ 처리과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절차

   (등록-정리-기록관 이관)
§ 기록관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절차
   (인수-보존-영구기록관 이관)

§ 사진 및 영상 디지털 생산 중심 워
크플로우에 맞지 않는 절차 제시

§ 생산 직전 첫 단계인 ‘등록’단계
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기록물 보호
케이스에 표기하라고 되어 있음.   
대부분 디지털 기기로 대량 생산하여 
일괄 관리하는 현재의 생산방식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임

§ 테이프, 디스크 등 현재는 대부분 
쓰지 않는 기록매체 관리 지침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

(v3.0)

§ 기록매체별 관리기준 
(종이, 필름, 음반, 자
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 저장
매체)

§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테이프 수명이 2023년 전후하여 
끝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긴급 
디지털화 계획 수립

§ 각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경고성 안내사항 
부족(오래된 매체일수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변환할 것을 권고
하는 정도)

표 8. 공공기록관리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관련 지침 및 공공표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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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은 공공기록관리 체제의 처리과-기록관-영구

기록관 등으로 이어지는 ‘이관체제’에 의해 수집된다. 반면, ‘국가기록원’의 

영화·방송·영상콘텐츠는 ‘한국영상자료원’과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조에 의한 

‘기획수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기록물법』제46조 3항과 4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집이 

어려운 수집방법이다. 실제로 ‘한국영상자료원’ 및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방송·영상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106) 2008년 이와 같은 수집정책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수집된 수집량은 영화기록물 628점, 방송기록물 9천여 점 정도 된다. 

1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56.

지침 내용 문제점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
(v2.0)

§ 디지털화 목적, 디지털화 
결과물의 신뢰확보 방안 

§ 디지털화 대상, 디지털화 
세부기준 등

§ 영화필름 디지털화 포맷 및 코덱 
정보 부족

§ 비디오테이프 보존포맷 ‘MKV’재
검토 필요. HD급 영상의 경우 대부분 
방송사의 보존포맷은 MPEG-2, 이미 
카메라에서 ‘손실압축’으로 생산된 
이미지를 ‘무손실압축’으로 보존할 
필요 없음. ‘무손실압축’ 및 
‘손실압축’파일포맷 모두 명기되어 
있지만 둘 중 어느 포맷으로 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대부분 아날로그 비디오로 보관되는 
SD급 영상은 이보다 더 낮은 포맷
으로 보존 가능 

§ 1,600여 곳 공공기관 기록관에서 
현재와 같은 스펙의 디지털포맷을 
유지하는 경우 보존비용 및 용량이 
과도하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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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집처 및 주요기록물 수량

2008년
§ EBS <일요초청특강> 등 교양프로그램 
§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 문화재 등록 한국 고전영화

84

2009년
§ MBC <그때를 아십니까>, <DMZ는 살아있다> 등 방

송 다큐멘터리
§ <집 없는 천사, 무궁화 동산 등 고전영화 

151

2010년
§ 구 동아방송·SBS 방송 기록물
§ <청춘의 십자로>, <독도와 평화선> 등 고전영화

540

2011년
§ EBS·독립제작사협회·지역민방 방송기록물
§ 순종황제 인산습의 등 기록영화

749

2012년
§ SBS·MBC·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기록물(방

송발전기금 지원작) 
§ <오발탄>, <5인의 해병> 등 고전영화

698

2013년

§ MBC·EBS·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기록물
(방송발전기금 지원작)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
§ 신상옥 감독 영화

2,096

2014년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고지원 영상기록물 
§ KBS·MBS·SBS 방송기록물, 
§ 신상옥 감독 영화

4,444

2015년
§ MBC 정치소재 방송기록물 
§ <수업료>, <낮은 목소리> 등 고전영화 및 다큐멘터리

120

2016년
§ MBC·SBS 경제 소재 방송기록물 및 기업(동아건

설, 포스코, 한국전력) 영상기록물
§ <사당동 더하기>, <끝나지 않은 전쟁> 등 다큐멘터리

239

2017년
§ MBC 한국 사회분야 주요 사건 원전 사고 관련 방

송소재 영상기록물
§ 사회 분야 다큐멘터리 및 국가인권위 제작 인권영화

178

2018년

§ MBC 경복궁 복원 등 정부 문화활동 관련 방송물
§ 한국문화재재단 <훈민정음>, <의궤> 등 한국 세계

기록유산 관련 영상
§ 이주노동자 소재 영화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 영상물

524

총합 9,823

표 9. ‘국가기록원’ 방송/영화/기업 영상자료 기획수집 현황 (단위: 점, 편)

 

출처: 국가기록원. (2019.8.) 『2019 국가기록원 주요 통계연보(2019.6.30. 기준)』.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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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기록원’의 영화·방송·영상콘텐츠 기획수집 기능에 대한 분석은 

수집대상과 수집기준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집대상 면에서 주요 

지상파 방송사 4개사(KBS, MBC, SBS, EBS) 등에 제한된 수집이 과연 우리 사회구

성원 전체의 관심사를 담은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가이다. ‘국가기록원’은  주

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관할 주무부처장(‘방송통신위워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대상 방송사업자는 153개사이며,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조사된 사업체(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공동체라디오 등)는 400여 개사가 넘는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OTT플랫폼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하면 보다 포괄적인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범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집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공공기록물법』에는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이라는 표현만 명시되어 있어, ‘국가

기록원’이 수집하는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의‘공공기록’으로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 인프라가 가장 미비한 

영역인 방송·영상 콘텐츠에 한해 ‘공공기록’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관심과 취향, 필요 등이 반영된 세부기준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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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공영상’의 범주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정의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외에 국내에는 어떤 ‘공공영상’이 생산되어 관리되고 있을까?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에 앞서, 국내 여러 

법·제도적 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공영상’의 범주를 살펴보고자 하다.

 국내에서의 ‘영상문화유산’개념과 관련한 제도는 ‘한국영상자료원’이 대표

적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1974년 설립되어 1996년부터 『영화·비디오법』

제정에 따라, 국내 상영등급을 받은 영화에 대해 해당 영화 제작자들이 ‘한국

영상자료원’에‘의무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07) 즉, 국내에서도 ‘영상

문화유산’의 개념을 기초로 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명

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영상자료원’은 극장상영 혹은 온라인 공개되는 영화 

외에도 독립영화, 기록영상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공공영상’을 수집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방송·영상 콘텐츠 또한 이 기관의 컬렉션에 일부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한국영상자료원’의 수집 활동은 다양한 범주의 ‘공공영상’ 

가운데 영화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108)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포함한 ‘공공

영상’을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칭하고, 이에 대한 

보호·보존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내 현행법 가운데 『공공기록물법』과 『영화·비디오법』은 ‘공공영상’관리 

체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법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법』에 

107)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 의무제출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1996년 3월이고, 같은 해 10월
문화체육부에서 의무제출제도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조치 사항이 승인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영화필름 의무 제출제도가 시행되고 국고지원까지 확보함으로써 동시대 제작·생산되는 영화들의
90% 이상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 한국영상자료원. (2014). 『한국영상자
료원 40년사』, p.101.

108)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기관 소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 필름과 함께 다양한 비필름 자료들(비디오물, 오디오물, 포스터, 스틸, 시나리오,
도서, 정기간행물, 의상, 소품, 영화인 애장품)를 포함하여 모든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화 필름은 극영화와 함께 뉴스릴, 기록물 등의 비극영화까지, 다양한 규격의 필름부터 최근
디지털 파일까지 모두 수집 대상이 됩니다.” -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https://www.koreafilm.or.kr/pages/PC_00000045.

https://www.koreafilm.or.kr/pages/PC_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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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기록원’이 수집하는‘시청각 기록’은 녹음, 필름류, 동영상, 음성 

등의 유형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사·공단·교육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장의 대외활동을 해당 지자체 홍보 관련 부서에서 기록화한 

영상물이나 최근 다양한 기관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관별 ‘유튜브’ 채널에 업로

드된 영상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영화·비디오법』은 ‘한국영상자료

원’에 의무제출되고 있는‘영화’의 정의를 규정한다. 『영화‧비디오법』이 규정

하는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109) 같은 법 제35조는 이 중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해 

상영등급을 부여받은 영화에 대한 필름 및 디스크, 대본 등을 의무 제출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외에도‘공공영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한 범주에 산재해 있다.

109) 『영화비디오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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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법 및 관할 국가기관 분야별 ‘공공영상’의 범주

영상 
일체

『영상진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 등에 고정된 것

공공
기록
관리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 등)

헌법기록물관리기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으로, 중앙행정
기관·지자체·공사·공단·교육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사진, 영상, 
음성 등

영화
『영화·비디오법』
한국영상자료원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
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
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방송·
영상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등 주무부처의 허가·승인·등
록 등을 거친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방송·영상콘텐츠 일체
웹툰,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한국콘텐츠진흥원
「박물관법」

국립중앙박물관

공공기관 및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문화·
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지역예술진흥법』
국립예술자료원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극장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무형문화재 등 문화예술 관련 
사진, 음성, 동영상자료 일체  

표 10. 국내 다양한 분야에 산재해 있는‘공공영상’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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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방송·영상 콘텐츠는 『방송법』이 정하는 편성 및 심의

원칙 등에 따라 기획, 제작, 심의 등을 거쳐 공개된 콘텐츠이지만, 영화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영상진흥

기본법』은 정부가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

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영상물’은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필름, 테이프, 디스크 등 유형을 의미한다.110) 이 법은 2020년 9월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111) 해당 

110)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1)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재작·유
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국회 의
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3617. 제안일자 2020년 9월8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심사중

분야 관련법 및 관할 국가기관 분야별 ‘공공영상’의 범주

도서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 공공 도서관 소장 ‘시청각 
자료’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재로 등록·지정된 고전영화나 고전 
만화자료, 영화·방송 관련 송·수신 
장비 등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
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관련 시청각 
자료 일체

기타 
교육 
연구

한국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연구소 등에서 국가보조금 등을 받아 
수행해온 구술채록사업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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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의‘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지칭하고, ‘연속

적인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을 이용자가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매체와 결합된 콘텐츠’로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112)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디지털 환경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웹툰, MCN(다중채널네트워크, 

Multi Channel Network,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과 조직한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중, 즉 네티즌이 이를 

접했다면113) 이 또한 ‘공공영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공공영상’은 분야에 따라 관련 산업 ‘진흥’의 

대상이자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효율적 창작 자원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부분적으로 수집·활용하도록 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공공영상’을 사업 추진기관에서 

영구기록물로 보존하고 있는 지는 각 사업 및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국내 ‘공공영상’의 범주와 해외에서 연구된 ‘영상문화유산’의 

정의 및 범주로부터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앞서 

영상문화유산 보호의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1980년 유네스코 제21차 총회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동영상의 개념과 가치가 처음으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권고안 채택 이후 수행된 코플러와 에드몬슨의 연구에서 ‘공공영상’은 공중에 

공개된 목적으로 생산된 이미지와 소리 일체로 보았으며,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의 장비, 관련문서, 지식정보가 모두 포함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제도와 산업 영역의 콘텐츠 중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이용해 

공중에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정신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 배포되었고 해당 

영상물을 시청 또는 청취한 불특정 다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진/영상/음성

콘텐츠와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 장비, 매체, 문서, 지식정보 일체를 본 연구

112)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17, 발의연월일 2020.9.8.)』 제2조
113)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프랑스 INA FRAME 영

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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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말은 ‘공공영상’이 가진 기술적, 문화적, 역사적,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용어다. 하나의 영상은 제작-유통-소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관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이자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가 가장 미비한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우를 예로 들면, 특정 방송·영상

콘텐츠는 외주제작사나 방송사 등을 통해 기획, 제작, 방영,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과 공동체의 행위 증거이자 해당 콘텐츠를 시청한 사회구성

원에게 ‘공동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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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설명

문화유산으로서
동영상의 특징  

인류의 문화적 주체성을 표현한 결과물이면서 교육적, 
문화적, 과학적, 역사적 가치를 문화유산
특정 시청각 매체에 녹음·녹화되어 재생장비와 이를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재생가능. 매체의 특성에 
따라 물리화학적 멸실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매체에 담긴 내용과 기록적 가치 유지
(유네스코 제21차 총회 권고안 등)

▼

‘공공영상’의 범주

공중(public)에 공개된 목적으로 생산된 이미지와 소리 
일체로 보았으며,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의 장비, 
관련문서, 지식정보 (1991년 코플러, 1998년 에드몬슨 
연구)

▼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정의

 국내 제도와 산업 영역의 콘텐츠 중에서 
1) (표현매체) 이미지와 소리를 이용해 
2) (생산목적)공중(公衆)에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정신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 배포되었고 
3) (내용) 해당 영상물을 시청 또는 청취한 불특정다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진/영상/음성콘텐츠와 
4) (구성요소)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 장비, 매체, 
문서, 지식정보 일체

표 11.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화 과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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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지금까지 국내 기록관리 실무·연구에서 논의되는 ‘공공기록’의 의미와 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공공기록’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의 기록’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록의 생산 또는 

소장 주체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기록’이라는 의미로 더욱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방송·영상콘텐츠는 라디오와 TV 송·수신 제도나 방송

사업자 규제 운영, 방송프로그램 심의 등의 주체가 공공 영역에 있다는 점,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편성하여 방영하는 목적이 대국민 정보전달 및 알권리 보장·문화생활 

향유·문화정체성 함양 등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수용 측면에서 보면, 방송·영상콘텐츠는 특정 

콘텐츠를 접하고 이에 대해 지식을 전달받거나 감정의 변화 등을 경험한 시청자의 

기억을 동시대는 물론 여러 세대에 걸쳐 지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기록’으로서 수용자에게 중요한 의미만들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장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을 통해 ‘공공’아카이브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고, ‘공공’아카이브가 수집․관리하는 기록물에 다양한 영역에 있는 시민

들의 활동과 관심사가 담겨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의 

의미만들기 과정과 해외에서의 ‘공공영상’아카이브 제도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기존 아카이브 관련 연구에 비해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국내에 필요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을 모색하기에 앞서 유네스코와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3대 기억기관(기록관·박물관·도서관)과 구분되는‘공공영상’

아카이브의 법적·제도적·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 살펴본 다양한 법적 근거들은 부분적으로 ‘공공영상’의 개념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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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앞서 제안한‘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에 

맞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특정 기술과 장비의존성이 강하고 

물리화학적 손·망실률이 높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권고안과 관련 연구 등을 참고

하여 내용·형태·영역 면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을 정의한 바를 토대로‘공공

영상문화유산’을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기술·재원·

전문인력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91년 코플러는 『영상아카이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서 영상아카이브가 

방송사들이나 영화제작사의 지원기관에 머물지 않고, 국립도서관·국립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의 역할과 동등한 문화적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114)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영상’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수집·관리·활용 단계에 따른 아카이브 

기능에 따라 <표 12>와 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2>에 나타난 요건을 갖춘 ‘공공영상문화유산’보호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포괄적인 컬렉션을 수집·관리·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5장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방송·영상 및 

문화정책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14) They(audiovisual archives) should be seen as neutral, officially recognized preservation
institutions equal in cultural importance to national libraries, national museums, and
national archives and not as mear supplier of services to TV or broadcast stations or to
film production studios. - Kofler, Birgit.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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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rgit Kofler.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p.46-54.

구분 설명

운영지원

§ 재원 마련(영상아카이브 예산 관리의 독립성 보장)
§ 운영위원회(대표성 있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관리·감독 기능 수행)
§ 운영위원 선임(정부 및 유관 부처 의사결정권자와 유관 기억기관

(도서관, 기록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 
§ 전문가를 단순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

수집

§ 납본(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제출에 의한 기록 수집)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과 정부 사이의 협정에 따라 ‘납

본’대상에서 예외규정 적용 가능 (기술적 차원에서 방송본 전
량 입수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 유관법령에 따라 납본대상 예외규정 적용 가능
§ 납본처 지정 / 납본자료 소유권 규정
§ 최소화된 평가·선별 기준 수립
§ 의무제출자(납본자) 접근성 보장
§ 납본 시기(가능한 콘텐츠 생산 혹은 공중에 공개된 직후)
§ 벌칙 규정 / 납본 비용
§ 납본 외 다른 형태의 수집 방법(영미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납본법 제정이 아닌 저작권자와의 ‘협약’형태로 수집) 
§ 영화 및 방송 대본 등 필수적으로 입수되어야 할 유관자료 목록 

보존

§ 장기보존 처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 베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아카이브기관은 보존 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에 대한‘보존처리’가능
§ 영상아카이브 기관의 보존용 목적의 복제권 
§ 멸실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 및 조치
§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 대상 자료 보호 

활용과 
복제

§ 보존용 및 활용용 2개 사본 복제권 
§ 교육, 연구, 문화예술적 활용 목적의 일반이용자 접근권 허용
§ 접근 제한(지정된 공공활용 목적 외에 접근 제한과 관련한 지

침은 반드시 필요)
§ 전시, 임대, 대여 관련 사항 (저작권자와의 협의 하에 상업적 

활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수집자료를 전시, 임대, 대여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항 필요) 

§ 인용(citation)활용 (교육, 비평, 보도 등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활용 범위 내에서 수집자료 활용 허용 가능)

§ 이용료 – 비상업적 성격의 공공활용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
에서 최소한의 이용료 부과 가능 (디지털화 실비 등을 의미)

표 12. ‘공공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요건





- 81 -

제3장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 제도화 해외사례 연구

 지금까지 영상문화유산 보호 체계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그 과정에서 연구된 

‘공공영상’아카이브, 그리고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장

에서는 국제적 표준에 따라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된 기관이 수립·실행하는 컬렉션 수집정책과 공공 서비스 유형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정책과 서비스 비전을 수립

하고, 플랫폼 제안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해외사례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2019년 이후 각 기관에서 공개한 기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영상’아카이브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기관 관계자들과 

서면(이메일) 및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 선행연구115)

에서는 대체로 각국에서 공공 차원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재원, 수집컬렉션, 관리 및 보존 기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국내 기관 신설에 참고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관별 컬렉션 수집대상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각 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수집하는 콘텐츠의 유형 및 내용, 수집방안, 

수집된 콘텐츠를 공공서비스 하는 방안, 저작권 협의를 비롯해 수집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방법 등을 분석한다. 공공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각 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웹사이트)을 별도로 분석할 것이다. 다양한 해외 사례에 대하여, 

115) 본 연구에서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해외사례를 참고한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인애.
(2016).『방송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 방안 :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영식. (2018).『국내 공공 방송․영
상 아카이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미디어비즈니스
전공 석사학위논문.;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 프
랑스 INA FRAME 영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
구』, (58), pp.95-145.;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34(3), pp.29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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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수집 및 서비스 방법을 기준으로 ‘납본형 모델’, ‘협약형 모델’, 

‘리더십형 모델’로 유형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 기관의 개요와 법적 근거, 수집 

정책,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5장에서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논의된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및 관리, 활용 방안을 이 장에서 검토한 해외기관의 

여러 특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해외 사례를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수
집정책과 서비스 비전을 수립하고, 플랫폼 제안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조사 대상

(수집) 각 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수집하는 콘텐츠의 유형 
및 내용, 수집방안 
(납본형) 법적 강제력에 의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대 생산한 
모든 콘텐츠를‘의무제출’에 의해 아카이브 기관의 수집활동
에 참여하는 유형
(협약형)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의해 아카이브 기관의 수집범
위 및 수집방법을 결정하고,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유형
(리더십형) 여러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기록관리 원칙을 수립
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정책이나 활용정책의 수립 및 실행하거
나 관리 및 서비스 관련 표준, 지침,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유형

(서비스) 수집된 콘텐츠를 공공서비스 하는 방안 
(이해관계자) 저작권 협의를 비롯해 수집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법 등

조사 방법
기존 선행연구 분석 및 각 기관 플랫폼 분석, 관계자 이메일 및 
비대면 인터뷰

표 13. 해외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사례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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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납본형 ‘공공영상’아카이브 - 프랑스 INA116) 

1. 프랑스 INA와 방송납본제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에서 ‘납본형’모델이란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기관 설립 및 수집, 관리, 활용 등의 기관 활동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이 상영등급을 받은 

모든 영화의 원·사본을 수집하는 사례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국제영상음성

아카이브협회(IASA)’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함께 2008년부터 ‘영상

납본제(Audiovisual Legal Deposit)117)’를 운영하는 기관을 전수조사하여 조사결과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118)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체로 유럽 지역의 

국가119)와 과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120)

에서 영화, 방송·영상,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음반 등 다양한 유형의 시청각 

매체에 대한 납본제가 운영되고 있다. 나라마다 납본제 도입의 역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도서납본제를 바탕으로 하여 영화와 방송·영상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납본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영상 분야 납본제를 운영하는 대표적 기관은 프랑스의 국립방송

아카이브(INA)이다. INA는 방송·영상 분야 국립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116)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117) ‘납본(또는 의무제출)제도는 새로 발행 제작된 저작물을 특정 기관에 특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서납본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발달했으나, 영화 필름,
방송·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등 시청각 유형 납본제도가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IASA는 각
국이 영상납본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영상납본제 운영 가이드라인(Policy
Guidelines for the Legal Deposit of Sound and Audiovisual Recordings)』을 발행하여 배포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납본 대상자들의‘예외 없는 참여’에 의한 포괄성·망라성 있는 수집
을 권고한다. 이는 영상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영구보존 대상 콘텐츠 가운데 폐기·누락·훼손
된 콘텐츠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방안이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 내용
참조: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

118) IASA·IFLA의 전수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DB 자료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register?page=1.

119)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안도라,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120) 스리랑카,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이란, 이스라엘.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register?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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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모델로 평가받는 기관으로, FIAF, FIAT, IASA 등 다양한 영상아카이브 국

제기구의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121) 국내에서 발행된 방송·영상아카

이브와 관련한 다양한 학위논문·학술논문·연구보고서 등에도 INA는 여러 차례 

소개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의해 설립된 ‘방송

프로그램보관소’는 INA를 모델로 한 기관이었다. 

 INA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사업을 독점 운영해오던 ‘프랑스국영방송공사

(ORTF)’122)가 1974년 해체되어 출범한 7개 기관 가운데 하나다. 출범 당시 방송

자료보관, 방송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신기술 개발부서로 구성되어 

공영방송사의 자료를 위탁 보관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커뮤니케이션법123)』, 

『문화유산법124)』과 1992년 제정된 『납본에 관한 법률(납본법)125)』에 따라, 

INA는 ‘방송납본제’가 시행되던 1995년 이후 방영되는 모든 TV와 라디오 프로

그램을 ‘문화유산’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매년 1백만 시간 분량의 TV·

라디오 방영콘텐츠가 수집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1천 8백만여 시간 분량이 

수집되었다. 또한 해당 법에 따라 관리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서비스컬렉션’을 

구성하고 대국민서비스, 교육, 연구, 창작 등 다양한 공익적 활용을 촉진한다.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INA의 운영재원은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부터 안정적

으로 마련된다. 가구당 연간 수신료 138유로(2019년 기준) 가운데 약 2.3%에 해당

하는 3.17유로126)는 INA의 운영수입으로 운용된다. 이처럼 수신료 분배가 운영

121) INA의 세계적 위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 프랑스 INA FRAME 영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
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pp.95-145. 참조.

122) 프랑스국영방송공사(Office de Radiodiffusion Télévision Française, ORTF)는 1974년 해체되
고 TF1, A2, FR3 등 3개 TV공영채널, 라디오 국영스테이션 RadioFrance, 공영제작사 SFP,
송출담당기관 Societe de diffusion, 방송자료보관소 INA가 출범한다.

123)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124) Le Code de Patrimoine
125) La Loi no 92-546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
126) République française. (2019.12.4.). E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NOR :
MICE1927829L/Bleue-1., p.361.
https://www.legifrance.gouv.fr/contenu/Media/Files/autour-de-la-loi/legislatif-et-reglementair
e/etudes-d-impact-des-lois/ei_art_39_2019/ei_mice1927829l_pjl_communication_audiovisuell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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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컬렉션 수집 및 활용, 아카이브 운영 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밖에 INA 운영 재원은 저작권 사업에 의한 수입, 영상제작 및 방송교육 

관련 수입 등이다. 자체 수입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 가운데 공영방송사의 

방영물 등에 대한 저작권 사업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2019년 기준 230억여 

유로로 자체 수입의 63% 이상을 차지한다.

출처: Legifrance.gouv.fr, Code de Patrimoine 일부 조항 발췌 및 번역

 

et_souverainete_culturelle_ere_numerique_cm_5.12.2019.pdf.

구분 내용

의무제출
대상

(R132-34) 프랑스에서 방송된 TV와 라디오의 방영물(방송법에 명기된 
일부 지역․독립방송사는 제외)은 INA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R132-35, R-132-36) 프랑스에서 제작·방영된 다음과 같은 분류의 
방송프로그램은 반드시 Ina에 제출하고, INA는 이를 수집·보존한다
 - 매거진(정보) 및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프로그램 일체, 정보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규정된 영화·방송작품(Oeuvres 
audiovisuelles), 버라이어티, 광고, 국·공립기관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

의무제출 
방법

(R132-38)방송사는 방송 15일전에 INA에 제출할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R132-39) 최초로 방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제출의 양식과 조건, 기술적인 기준은 INA의 제안에 따라 주
무장관에 의해 정해진 법령에 따른다.

표 14. 프랑스 『문화유산법』 방송납본제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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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9년 기준 프랑스INA 재원 구성 

출처: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2019). Rapport d’activités 2019.

2. 프랑스 INA의 수집정책과 공공서비스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 제49조127)는 수집된 자료가 공영방송 방영물이거나 

디지털화되고 권리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서, 문화향유·교육·연구·창작의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공공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INA는 주요 이용자를 교육·연구자(Researchers), 현업 이용자

(Professionals), 일반이용자(General Public) 등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세 분류로 

그룹핑된 이용자들의 콘텐츠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이용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7) EPIC(상업적·산업적 공공기관)으로서 INA는 국가 영상문화유산의 보존(conserver) 및 활용
(mettre en valeur)을 담당한다. (2항) INA는 공영방송사의 방송아카이브 및 첫방송 이후 저작
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방송프로그램 클립을 활용한다(exploiter).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Artical 49.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5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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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A 공공서비스 구성과 이용자 (2019년 말 기준)

 교육·연구자 대상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미디어 분야 종사자, 석박사 

학생들에게 수집된 방송자료 전량(2019년 기준 1,800만 시간 분량)을 연구·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송·영상 분야에서 수집된 콘텐츠를 완전히 개

방한 유례없는 사례이다. 1995년 『방송납본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2만 7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등록하여 다양한 주제의 학술연구를 수행해왔고, 매년 1,500명 

내외의 신규 등록자들이 있다. 2019년 기준 연구자들에 의해 열람된 영상·음성

자료는 2천만 시간 이상이다.128)

 한편, 보존자료 가운데 약 11% 이상(209만여 시간)129)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판매를 한다. 이른바 ‘현업 이용자 (professional users)’들은 방송·영상 

및 문화예술 분야 등 방송·영상콘텐츠를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B2B(Business to Business)전용 플랫폼인 ‘이나미디어프로(inamediapro.com)’를 

128) 국립중앙도서관 및 INA 6개 지역 지부 열람공간에서 열람된 비디오·음성자료는 20,873,143시
간 분량이다. -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2020). Rapport d’activité., p.4.

129) 납본제 도입 이후 수집된 18,697,584시간 가운데 B2B서비스 플랫폼인 inamediapro.com을 통해
저작권 사업을 하는 콘텐츠를 약 2,098,408시간 분량의 콘텐츠이다. -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2020). Rapport d’activité.,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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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검색, 열람, 주문,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다. 타 플랫폼과 구별되는 특징은, 

영상제작자들에게 필요한 자료 검색, 열람, 키프레임 선택, 디지털재생기기 활용, 

저해상도 다운로드 등의 기능요건이 대부분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플랫폼 유료 가입자는 1만 5천여 명, 130여 개 법인 회원이 있으며, 유료가입자 

가운데 약 30%는 외국 영상제작자이다. 2020년부터는 ‘미디어클립(mediaclip)130)’

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는 웹사이트·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배포를 목적

으로 콘텐츠 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현업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서 다소 길고 복잡한 검증작업131)을 생략하고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은 ‘이나닷에프에르(INA.fr)’로, 전체 수집

범위 1천 8백만 시간 중에서 5만 시간 분량(0.2%)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적인 콘텐

츠를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한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등이 

등장하면서, 고화질 구독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민간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9년 출범한‘마들렌(Madelen)’은 

시청자들이 다시 보고 싶은 장르·주제 1만 3천여 점을 선별하여 고화질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명은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마들렌’이 주인공의 향수를 자극하는 소재인 것에서 

착안하여, 예전에 방영된 영상들이 마들렌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프랑스 국민이 사랑하고 즐겨보던 드라마, 다큐멘터리, 콘서트, 공연, 

토론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OTT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 말 기준 10만여 명 이상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했다.

130) https://mediaclip.ina.fr/fr/.
131) 기존의 이나미디어프로에서 B2B주문을 하게 되면, INA담당자가 이용자들의 제작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작진, 제작규모, 배포지역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https://mediaclip.ina.f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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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에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큐레이션’입니다. 앞으로 모든 INA의 활

동을 큐레이션으로 기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INA의 아카이빙 역할에서 

차세대 전승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 중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꼭 필요한 순간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 이제는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트랜포메이션에 따라, INA는 그 자체로 방송아카이브에 특화된 미디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시청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INA 디지털

제작국장)132)

3. 미디어공공성 확보를 위한 프랑스 INA의 전략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은 2021년 이후 개정될 예정으로, 2019년 12월 

『디지털 시대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적 주권에 관한 법안133)』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영방송그룹인 ‘프랑스텔레비지옹’은 ‘프랑스

메디아(France Medias)’로 개칭되고, INA는 ‘프랑스메디아’의 일원으로서 다른 

공영방송사들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기존의 INA가 

갖는 방송납본처로서의 수집·보존·활용 기능은 유지하되, 공공활용에 있어서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 이상 INA가 방송사들을 지원

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1999년 시작해 지난 2019년 끝난 '디지털화' 정책 이후, 

축적된 디지털자원을 활용해 수신료를 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이다. 

INA의 향후 계획은 방송 분야 공사(公社)로서 공영방송사들과 더 많이 교감하고 함

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TV나 라디오 방송사들

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문화 교양 관련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 

제작 일입니다. Cuture Prime (프로그램 이름) 과 같은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앞

으로는 방송사들과 더 많이 작업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그만큼 많은 영상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INA 디지털제작국장)134)

132) Responsable du département des éditions numériques de l'INA, 인터뷰일자 2020.11.30.
133) République française. (2019.12.4.). E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NOR :
MICE1927829L/Bleue-1., p.361.
https://www.legifrance.gouv.fr/contenu/Media/Files/autour-de-la-loi/legislatif-et-reglementair
e/etudes-d-impact-des-lois/ei_art_39_2019/ei_mice1927829l_pjl_communication_audiovisuelle_
et_souverainete_culturelle_ere_numerique_cm_5.12.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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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최근에는 INA의 아키비스트들과 프랑스 공영방송사

(France2, France3, France5, Arte, FranceO 등) 들이 협업을 통해 제작된 많은 방

송프로그램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대체로 시의성 있는 시사 

주제와 과거의 영상클립을 교차 편집하는 숏폼(Short-form)형태의 프로그램135)이 

아침·저녁 정보프로그램이나 매거진 장르에 코너로 배치되어 일간·주간 프로그

램으로 편성된다.

134) Responsable du département des éditions numériques de l'INA, 인터뷰일자 2020.11.30.
135) <Retour vers l’Info>, <Flash-Back, Data Culte>, <INAttendu> 등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문화유산법』, 『커뮤니케이션법』, 『납본법』등

수집범위

§ 『문화유산법』에 따라 해외 프랑스령 포함 프랑스에서 제
작·방영된 텔레비전,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일체, 미디어 관
련 웹 자원 선별수집 

§  장르, 권리관계, 온라인 배포 방식(인터넷 방송 등) 에 따라 
실시간 수집·방영 후 일괄 수집 등 수집방법 차별화

§ 방송납본제에 의한 방송사업자들의‘예외없는 참여’(관련
법에 일부 수집 예외프로그램은 명시되어 있음)

공공서비스

§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창작자원, 교육, 연구자원, 문화
향유 대상으로 활용

§ 교육 연구자들은 컬렉션 전량 접근 가능 (회원제 운영, 방문 
열람 전제)

§ 컬렉션의 11%에 해당하는 공영콘텐츠는 B2B활용하여 저작권 
수입을 기관 운영수입으로 전용 (회원제 운영, 이용허락 조건 
준수 전제)

§ ‘마들렌’(고화질 유료 구독서비스), ‘룸니’(교육플랫폼), 
SNS활용 등 대국민 접근채널 다양화, 고품질 보장 

표 15. 납본형 모델로서 프랑스 INA의 미디어공공성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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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약형 ‘공공영상’아카이브 – 영국BFI136)와 미국AAPB137)

1. 협약형 모델 개요

 ‘공공영상’아카이브에서 ‘협약형’모델이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

집대상과 수집방법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컬렉션을 수집하는 유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기관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수집하고 수집된 컬렉션 가운데 저작권 협의된 경우에 한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한다. 프랑스 INA 사례와 같이 강력한 법적 강제성에 의해 공·민영 방송사들이 

수집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하는 ‘납본형 모델’은 영구적인 보존과 공공활용에서, 

그리고 ‘미디어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영상산업 주체들이 등장하고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주체가 수집사업에 참여하도록 강제

하는 방식은 복잡한 규제논리와 많은 비용·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협약형’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또한 보호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수행된 유네스코 영상아카이브 관련 연구와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IAF)’, ‘국제텔

레비전아카이브연맹(FIAT)’ 등에서 발행한 여러 공식문서 및 자료에서는 공공 

차원의 영상아카이브 운영과 영상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관련 산업 분야 유관사업자(규제대상)·저작권자와의 신뢰관계 구축과 그에 근거한 

컬렉션 수집·관리·활용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세계적으로 영상아카이브의 

시초라고 알려진 1980년 유네스코 『동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136) British Film Institute
137)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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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율적인 영상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생산·배포·보호·보존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업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동영상이 한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성과 이를 보호·보존해야 할 필

요성이 관련 산업계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공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138) 

 2016년 발행된 에드몬슨의 『영상아카이빙-철학과 원칙 제3판』에서도 이러한 

점은 역시 강조되었다. 즉, 디지털 영상제작 및 배포,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OTT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진 현 상황을 반영

하여, 영상아카이브와 영상아키비스트들은 공공 영역에서 시민의 문화향유권과 

콘텐츠 생산자들의 사적 권리관계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 산업계와의 협업(Collaboration)이 필요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영상’아카이브와 관련 산업관계자(방송사 등)와의 동

의와 협업과 관련한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역설하였다. 그리고 

‘공공영상’아키비스트와 수집가(기록소장자) 또는 산업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신

뢰관계 구축은 영상아키비스트 개인의 의무이자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최상의 

보상(greatest reward)’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139) 본 연구에서는 수집정책과 공

공서비스 차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영국 BFI-BBC 공조체계와 미국 의회

도서관 AAPB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8)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139) Archives should freely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to promote the profession,
and aid the development and enlightment of others in a spirit of collaboration. (…) Where
permitted, corporate sponsorship should be negociated and accepted on the basis of fair
and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s. Agreements should be in writing, of limited duration,
compatible with the archives character, code of ethics and objectives, and offer a net
benefit to the archive. (…) Trustful 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an archivist and (say)
collectors or suppliers are among the greatest rewars and obligations of an audiovisual
archivist. - Ray, Edmondson.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 rinciples
(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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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BFI National Archive – BBC와의 공조체계

 영국에서는 공영방송사인 BBC와 영국 국립영화협회 BFI의 공조체제 하에 방송·

영상콘텐츠의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BBC는 BFI가 구축하는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140))’에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방송자료를 이관하여, 

BFI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는 『공공기록물법』, 『커뮤니케이션법』, 『저작권법』, 『BBC와의 협약

(BBC Charter and Agreement)』 등이다. 영국에서는 BBC 등 방송사들이 프랑스

에서와 달리 납본 의무가 없어, BFI와 같은 공공 차원의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구보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국가가 수집하도록 하였다.

 BFI는 영국 문화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1933년부터 

영국의 필름 및 텔레비전 아카이브를 보존해왔다141). BFI TV컬렉션은 지난 60여 년간 

영국인들의 대중문화 및 사회적 기억을 형성해온 대표 방송프로그램을 수집한다. 

ITV, Channel4, Channel5 등 민영방송자료는 소장자료의 약 12.5%를 차지한다142). 

BFI TV컬렉션에서 콘텐츠 대부분은 BBC로부터 이관받는다. BBC는 원래 법률이 

아닌 ‘칙허장 및 정부와의 협정서(Charter and Agreement)’로 운영되는 기관이

지만, BFI와는 정부와 BBC 사이의 ‘협약’에 따라 협력한다. 해당 협약에 따라, 

BBC는 자체적인 자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BFI는 이와 별도로 대국민 개방이 

가능한 컬렉션을 BBC로부터 이관받아 공공 활용한다.143) 이 협약에 따라, BBC는 

140) https://www.bfi.org.uk/bfi-national-archive.
141) BFI is an 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sponsored by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british-film-institute.

142) We currently select about 12.5% of output, including main daily news bulletins, major
fictional and factual programmes and a representative selection of everything else. We
record this as regular complete days of output, with all commercials, promotions and so
on. Complete initial digital capture has allowed us to be more selective in recent years. -
Acquisition “Television”
https://www2.bfi.org.uk/archive-collections/about-bfi-national-archive/acquisition.

143) 국가기록원. (2009). 『방송·영화 기록관리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영국, 미국,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p.64.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british-film-institute
https://www2.bfi.org.uk/archive-collections/about-bfi-national-archive/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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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에서 영구 보존 및 공공 활용 대상 콘텐츠를 선별

하고, 이 과정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영상자료는 판매 또는 폐기에 앞서 BFI에 

우선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한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BFI는 모든 BBC채널

에서 방영되는 방송프로그램 방송본 전량을 녹화한다. BBC는 특히 오래된 매체에 

보관되어 영구적 보존이 필요한 콘텐츠를 BFI에 이관한다144). 이처럼 BBC가 영국의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전담기관인 BFI와 협업하는 사례는 국내에도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한다. 양 기관 간의 ‘이관협정’을 통해 영구보존과 공공활용에 관한 

내용을 성문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저작권자인 BBC와 이용자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아카이브를 운영한다. 

그림 9. 영국BFI-BBC 협약에 의한 협업 내용

 정부-BBC협약에 따라 학술연구 및 학생, 교육자들은 BFI가 이관받아 관리하는 

1990년 이후의 BBC 채널의 방영물 일체를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검색 및 영상정보만 제공하고, 열람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BFI 도서관 

및 미디어테크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다.145) 한편, BFI는 수집한 컬렉션을 활용해 영상제작에도 적극적 

144) We also have an agreement with the BBC, which has an obligation to preserve its own
output, to provide access to all BBC programming, and we record viewing standard
copies of all BBC channels. Broadcasters are also keen to offer us specific material,
especially on obsolete video formats, from which we make selective acquisitions. -
Acquisition “Television”
https://www2.bfi.org.uk/archive-collections/about-bfi-national-archive/acquisition.

145) 최효진. (2020). 디지털 시대, 대중문화 아카이브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 In 한국국제문화교

https://www2.bfi.org.uk/archive-collections/about-bfi-national-archive/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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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다른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에 소장자료가 활용되도록 공급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해서 주요 텔레비전 회사, 

주요 배급자, 지역필름 아카이브 등에 비영리적 활용을 위해 복사본을 제공한다. 

소장자료에 대한 상업적 활용은 소재영상(Footage) 판매부서, BFI 영상콘텐츠 

유통부서 (Sales&Distribution), 스틸이미지 판매부서(Still Sales) 등을 통해 저작권 

구매가 가능하다. 

 BFI는 ‘현업이용자’들이 BFI가 소장하는 영상자료 가운데 방송·영상 제작이나 

전시·출판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상업적(commercial project)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복수의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즉, BFI의 

컬렉션을 영상제작 등 창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BFI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컬렉션, 미디어테크 소장자료, 필름 및 텔레비전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BFI의 온라인 콘텐츠(Archive collection highlights, BFI 

Player)·오프라인 열람을 위한 온라인 카탈로그(BFI Mediatheque)·소장자료 전체

DB (BFI Film and TV database)를 모두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검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INA가 방송·영상 현업 이용자, 일반이용자, 

학술이용자 등 이용자 그룹별로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류진흥원 편. (2020). 『한류에서 교류로 (2020년 한류정책서)』, 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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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FI 창작자원 이용신청을 위한 검색용 카탈로그 

출처: BFI Archive content sales and licensing

3. 미국 의회도서관-공영방송사 협업에 의한 공영방송아카이브(AAPB) 구축 

 미국의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는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78년부터 연방 의회법 제170조 『텔레비전및라디오아카이브

법146)』에 따라 의회도서관 내에 동영상·음성자료관리과(The Motion Picture, 

Broadcasting and Recorded Sound Division, M/B/R/S)라는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방송프로그램과 녹음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미국 『텔레비전및라디오아카이

브법』에는 의회도서관이 국가의 방송·영상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유지한다는 

내용과 의회도서관이 수집한 방송자료를 미국의 유산으로 영구기록으로서 보존하고, 

역사가나 학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47)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송영상산업 

환경에서 의회도서관에서는 방송자료 수집에서 망라성 있는 수집방식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 공영방송공사(Corporation of Public 

Broadcasting, CPB)로부터 후원을 받아 전국에 분포한 공영방송사와 협력을 통해 

‘공영방송아카이브(AAPB)’를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의회도서관이 보스톤 

146) American Television and Radio Archives Act
147)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미디어, 젠더&문화』, 34(3),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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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WGBH)가 협력하여 미국 PBS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공영방송사의 

컬렉션을 하나의 플랫폼에 수집하고, 수집영상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부 영상과 함께 일반에 공개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AAPB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의회도서관은 1940년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미국 

전역에서 방영된 공영방송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다. 2017년 250만 건의 방송영상 

기록물에 대한 목록 조사 작업을 마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2020년 기준 

4만 시간 분량의 68,000여 개 디지털 파일을 생산해 이중 약 50% 정도(약 3만여 점)는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공개되지 않은 음성·

영상 디지털 자료는 의회도서관이나 보스톤 공영방송 열람공간인 WGBH Media 

Library and Archives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대상 이용자들은 콘텐츠

는 학생, 연구자, 교육자 등이다. 본 프로젝트에 재원을 마련하고 후원하는 미국 

공영방송공사(CPB) 회장 존 로슨은 ‘미디어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AAPB 프로젝트의 의의와 앞으로 영구보존 대상 컬렉션 수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역사책과 달리, 오디오, 영화 및 비디

오 역사의 대부분은 미국 대중에게 잠겨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컬렉션으로 머

물러 있으며 결국 영원히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카이브를 사

용하여 공영방송의 교육적 미션을 넓힐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자와 학

생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 고유한 디지털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언론인 및 다큐멘터

리 영화 제작자는 연구 목적으로 또는 새로운 교육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카

이브의 수천 시간의 원본 영상(raw footag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이러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면 일반 국민이 (수신료를 통

해) 공영방송에 대한 투자한 만큼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148) 

따라서 AAPB 프로젝트는 공영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수집영상을 관리하는 의회도서관보다도 이에 참여하는 

공영방송사들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48) John Lawson, President, Association of Public Television Stations.
https://americanarchive.org/about-the-american-archive.

https://americanarchive.org/about-the-american-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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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국 120여 곳 이상 공영방송사가 소장자료 및 소장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회도서관과 AAPB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보스톤 공

영방송(WGBH)은 전국에 소재한 다른 공영방송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디어관리 

시스템 운영, 보존처리, 저작권 분쟁 해결 등에서 전문적 역할을 한다. 존 애버트 

보스톤 공영방송사 사장은 WGBH사의 참여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AAPB는 미국인들이 지불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자산이 노후화된 테이프와 

필름에 갇혀있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풍부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의 역사, 국민, 문화 및 민주주의의 가장 포괄적인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퇴색하기 위해 방

치해서는 안 됩니다149)

 전국에 산재한 1,250여 곳 공영방송사 가운데 약 10% 정도가 현재 AAPB에 참여

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방송사업자의 참여가 예상된다. AAPB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송사에는 디지털화 비용 및 작업을 지원한다. AAPB 홈페이지에 따르면, 

AAPB 측은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방송사에 아날로그 방송자료의 디지털화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참여 방송사들은 의회도서관 측에 개별 아이템 단위의 

메타데이터와 디지털파일을 제공한다150).

 AAPB구축 프로젝트는 방송사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 

유형은 의회도서관이 일괄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사마다 디지털화 현황이 서로 다르고, 대외 개방할 수 있는 저작권 확보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AAPB 구축 프로젝트 수행 주체 및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은 <표 16>과 같다. 

149) Jon Abbott, President and CEO of GBH Boston.
https://americanarchive.org/about-the-american-archive.

150) Contribute content to the AAPB. https://americanarchive.org/help/contribute.

https://americanarchive.org/about-the-american-archive
https://americanarchive.org/help/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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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관 보스톤 공영방송

법제도 및 운영재원 마련
인력 및 기술 지원
관리 및 공공활용 인프라 구축
워크플로우 구축 
AMS (Archive Management System) 관리 
온라인/오프라인 열람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수행 코디네이터
타 공영방송사 참여 독려
방송자료에 특화된 미디어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보존처리 지원 
저작권 분쟁 해결 등
온라인/오프라인 열람서비스 제공

참여 공영방송사 (현재 120여 곳)

소장자료 보관형태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참여 방식 다양화 
□ (아날로그 형태로만 보관된 경우) 테이프/필름 형태 소장자료 메타데이터 제공
□ (디지털화 완료, 온라인서비스 제공 중인 경우) 디지털아카이브 온라인 플랫폼 

링크와 서비스 콘텐츠 메타데이터 제공
□ (디지털화 완료한 경우) 다음 중 선택

þ 저해상도 디지털파일과 메타데이터 제공
þ 보존/활용용 디지털파일과 메타데이터 제공

표 16. 미국 AAPB 구축을 위한 의회도서관-방송사 협업 체계

방송사의 참여 유형은 각 사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현황, 저작권 

정보에 따라 방송사가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필름이나 

테이프 형태로 보관된 경우 AAPB의 워크플로우를 따라 디지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자료의 메타데이터(관리대장 형태 등)만 제공하면 된다. 이때 

디지털화를 하고 나면 아날로그 매체는 콘텐츠를 공급한 방송사에 반납한다. 

AAPB는 최종적으로 보존용 및 활용용 디지털 사본만 관리하게 된다. 

협력 대상 방송사가 정해지면 AAPB의 미션을 설명하고 방송사의 콘텐츠가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시작합니다. 방송

사들이 AAPB의 기증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협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에는 기증 대상 컬렉션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보조금 관련 서류 (grant 

proposals)를 작성합니다. 펀딩을 받으면, 방송사들은 디지털화 대행 업체에 

테이프들을 보내고, 대행 업체는 디지털화 작업 후 해당 방송사와 AAPB에 보

존용 및 활용용 디지털 사본을 보내줍니다. 디지털화 이후 테이프는 해당 방

송사에 반납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사에 지원한 디지털화 지원금은 최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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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서 50만 불 정도 됩니다. 비교적 많은 지원금을 펀딩한 방송사들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키비스트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비용은 매체 이관, 스토리지에 마이그레이션, 디지털화 작업 및 관련 

처리(테이프나 VCR수리 등) 등의 실비로 지출됩니다. 방송사는 개별 아이템 

단위의 인벤토리를 준비합니다. 테이프가 담고 있는 정보와 테이프의 ID식별

정보, 위치정보 등을 담은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합니다 (보스톤공영방송 부국장, 

AAPB 프로젝트 매니저)151)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하는 방송사라면, 해당 링크와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AAPB 측에 

제공한다. 또한, 아직 온라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방송사들은 AAPB에 제공할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와 저해상도 파일을 제공

하거나 또는 보존용·활용용 파일을 제공하여 AAPB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사 콘텐츠를 대외 개방할 수 있다. 

 방송사로부터 제공받는 콘텐츠의 입수 및 관리, 대국민 공개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AAPB 측은 먼저 ‘수집참여 신청서(Acquisition Collection Form)’를 통해 

1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공영방송사들의 제공 대상 컬렉션 정보를 취득한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Grant) 등을 활용해 디지털화 및 

장기보존 처리를 지원 필요성, 방송사로부터 아카이브에 이관하는 절차와 방법, 

온라인접근 가능한 컬렉션을 제공할 방송사 웹사이트와의 연계방안 등을 결정한다.

151) Associate Director, GBH Archives, Project Manager,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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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 AAPB 워크플로우 

 

 방송사가 AAPB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제공 대상 콘텐츠를 선정

하면, AAPB 측은 이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보존 및 

차세대 전승이 필요한 콘텐츠를 선별한다. 이때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유일성’

내지는 ‘희귀성’이다.

우리는 방송사의 기증 단계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테이프나 매체 중에 우선 

작업해야 할(prioritize) 콘텐츠 선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해당 방송사에서 유일하게 생산된 콘텐츠 (unique content 

created by the station that is not available elsewhere)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보스톤공영방송 부국장, AAPB 프로젝트 매니저)152)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집 대상 컬렉션이 선별되면, 수집참여를 결정한 방송사는 

수집 대상 컬렉션에 대한 ‘기증동의서(Deed of Gift)’를 작성하여 AAPB에 이관

하는 저해상도 파일·보존용 및 활용용 파일·메타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친다. 

 AAPB가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기술과 카탈로깅 작업은 콘텐츠를 제공한 방송사와 

152) Associate Director, GBH Archives, Project Manager,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0.)



- 102 -

AAPB 사이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송사에 따라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입수한 

콘텐츠의 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메타데이터와 카탈로그 작업은 AAPB와 방송사들이 나누어서 합니다. 몇몇 방

송사들은 정말 기술상태가 매우 좋은(really good descriptive) 메타데이터를 제

공합니다. 특히 디지털화 펀딩을 받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

질의 메타데이터를 생산할 시간과 자원이 없어, 우리가 인턴이나 자원봉사자 

등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메타데이터 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AAPB에 입수된 아이템에 대해 검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녹취록도 생산하

고 있습니다 (보스톤공영방송 부국장, AAPB 프로젝트 매니저)153)

 AAPB는 콘텐츠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구체화하는데, 

공공 차원의 방송유산관리가 차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전문 교육기관

과도 협력한다. 2018년부터 미국 ‘박물관도서관지원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후원으로 미국‘공영방송 아카이브 장기보존 펠로우십154)’을 

운영한다. 이는 보스톤 공영방송이 5개 기록학 및 정보과학 대학원155)과 협약을 

맺고, 대학원생들이 전국 공영방송 기관에서 디지털 보존 사업에 참여하여 시청각 

보존 실습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자료 관리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멸실 위기에 놓인 방송콘텐츠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전국 도서관 및 정보과학 대학원 프로그램의 시청각 보존 교육 역량을 

높이고 있다. 각 학교는 지역 공영 미디어 방송국156)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펠로우십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벤토리 작성, 디지털화, 

153) Associate Director, GBH Archives, Project Manager,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0.)

154) Public Broadcasting Preservation Fellowship
https://americanarchive.org/about-the-american-archive/projects/pbpf.

15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ersity of Missouri, University of
Oklahoma, Clayton State University, and San Jose State University

156) WUNC, KOPN Community Radio, the Oklahoma Educational Television Authority, Georgia
Public Broadcasting, and the Center for Asian American Media in partnership with the
Bay Area Video Coalition

https://americanarchive.org/about-the-american-archive/projects/pb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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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깅, 메타데이터 작성, 디지털파일 인제스트 작업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작업 과정을 기록하여 핸드북 또는 비디오를 제작한다.

 AAPB프로젝트는 미국의 방송문화유산을 교육 및 연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착수한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콘텐츠를 창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AAPB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콘텐츠에 대해 

일정한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AAPB 측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저작권 대리중개’를 하고 있다157)

특정 이용자가 AAPB에서 검색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문의한 콘

텐츠를 제작한 방송사에 이용자가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뉴저지 공영방송(New Jersey Public Broadcasting) 외에는 방송사들을 대

행해서 라이센싱을 하지는 않습니다. 뉴저지공영방송의 경우는, 콘텐츠 수익

이 발생하면 수익 공유(Revenue Share)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많은 방송사들을 위해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

니다(보스톤공영방송 부국장, AAPB 프로젝트 매니저)158)

 지금까지 영국 BFI와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각국의 복수의 방송사와 협력한 사례를 

통해 ‘공공영상’아카이브의 ‘협약형 모델’을 살펴보았다. 방송 부문 ‘공공영상’

아카이브 운영에서 두 나라의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적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두 나라는 방송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를 ‘미디어공공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저작권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 차원의 방송아카

이브 제공을 주저하는 국내 방송사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159) 국내 ‘공공영상

157) We often get requests from producers seeking to license content they found in the AAPB.
We refer them back to the contributing organization, and we can also provide licensing
information on your records and organization page. - Referring Licensing Inquiries
https://americanarchive.org/resources.

158) Associate Director, GBH Archives, Project Manager,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0.)

159) 한 방송계 인사는 “저작물은 방송사의 사적 자산이다. 공공재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없는 상
황에서 위와 같은(방송자료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방송사 사업에 지장을 받
게 된다”고 우려한 뒤 “특정 기간이 지난 콘텐츠만 2차 가공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완된 논의
와 함께 아카이브 작업으로 방송사업자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 미디어오늘. (2018.8.31.). 국내 모든 영상 보관하는 공공아카이브 나올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12.

https://americanarchive.org/resources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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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영국 BFI가 BBC 등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라 

영구보존대상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이관받아 보존·활용하는 사례나 미국 의회도서

관이 방송사들의 디지털화 및 소장콘텐츠 저작권 사정에 따라 기증조건을 차별화

하는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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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리더십형 ‘공공영상’아카이브 

      – 호주NFSA160)와 벨기에Meemoo161)

1. 리더십형 모델 개요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세 번째 유형은 ‘리더십형 모델’로, 시청각매체 

보존·활용 분야에서 기록관리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기록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침·매뉴얼을 개발하거나 교육을 운영하는 

유형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납본형 모델’과 ‘협약형 모델’이 컬렉션 수집 및 

서비스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라면, ‘리더십형 모델’은 수집·서비스를 

비롯한 기록관리 기획 및 실행 차원에서 여러 기관이 공유해야 할 공통의 원칙을 

제공하고 이를 지침, 매뉴얼, 교육, 훈련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데 집중한다. 

유네스코가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개념 수립 및 보호·보존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이러한 ‘리더십형 모델’에 속한다. ‘유네스코’ 

외에도 ‘FIAF’, ‘FIAT’, ‘IASA’등의 영상아카이브에 전문화된 국제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상문화유산 보호 체계 마련의 시초가 된 1980년 유네스코의 『동

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법적·

행정적 조치 및 기술적 조치와 국가가 자국의 영상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160)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161) 벨기에 플란데런어권 아카이브연구소(Vlaams instituut voor het archief, Mee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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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국은 인력·시설·장비·재원 면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아카이브를 갖

출 것을 권고한다.

9. 회원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모든 혹은 부분적인 콘텐츠를 아카이브 기관에 

제출하고, 보호 및 보존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조치는 국가적·국제적 기준에서 인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

호하는 법적인 틀과 상응해야 하며,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10. 각국은 후대에 전승을 위한 녹음·녹화·제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결

정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때 우선순위는 한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patrimoine national d’une nation) 동영상이 교육적·문화적·예술적·

과학적·역사적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162)

또한, 유네스코의 권고문에는 기록학적 표준에 맞는 수장고 및 스토리지 설치 및 

운영, 정리와 기술, 보존처리 등의 작업 수행, 카탈로그 제작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아카이브 기관이 보존 대상 영상작품

의 출처, 생산, 배포, 상영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보

존·이용자 공개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편, 이 권고문에서는 ‘공공영상’아카이브가 소장하고 보관하는 컬렉션 보호 

및 보존 외에도 민간(수집가, 기업 등)에서 소장한 영상작품이 기술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공공영상’

아카이브에 민간이 소장한 기록을 위탁 보관하거나 1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소장한 사진·비디오·

필름이 최상의 상태에서 보존되고 장기적으로 재생되는 데 필요한 튜토리얼이나 

가이드북 등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에 비해 시청각 유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권고문에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민들에게 자국의 

영화·방송·음반 등이 다음 세대에게 문화유산으로 전승해야 할 중요한 문화

162)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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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한다. 각국의 국·공립 시

네마테크나 미디어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영·교육·세미나 등은 이러한 활동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리고 본 권고문에서는 회원국의 시청각 유산 보호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최신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 또한 영상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록관리 리더십의 하나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리더십형 모델’에 속하는 기관은 이러한 유네

스코가 제시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영상문화유산 수집·보호 및 보존·관리·

대국민 공개 등의 정책과 지침들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NFSA)와 벨기에 

플란데런어권 아카이브연구소(Vlaams instituut voor het archief, Meemoo)를 중심

으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호주 NFSA의 『수집정책』과 방송·영상콘텐츠 공공활용 리더십

 호주는 2008년 신설된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법』에 따라, 영화·음성·방송·

영상 아카이브 전담기관인‘국립영화음성아카이브(NFSA)’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법 

제5조와 제6조는 NFSA가 호주의 영상음성 부문 아카이브 수집과 보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임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NFSA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자료 수집, 수집 자료에 대한 보존, 유지, 활용 촉진 및 접근성 

제고. 음향, 뉴미디어 유산에 대한 보존 및 접근성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163).

 NFSA는 앞서 살펴본 ‘협약형 모델’에 속하는 영국 BFI나 미국 의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방송사들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방송·영상자료를 수집한다. 호주에도 

영국·미국처럼 납본제도가 없지만, ‘호주영화위원회’와 음향 레코드 산업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영상자료 보존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163)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 200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08A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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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기관간 협력 기반 수집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기관 설립이나 

의무제출 제도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앞서, 정부의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활성화’에 대한 홍보 등으로 국민이 영상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호주방송공사

(Australia Broadcasting Cooperation, ABC)’ 캔버라 지국에서 기관 간 공조 체제에 

따라 NFSA에 방송 복사본을 제공하는 한편, ABC 시드니 지국은 ‘호주 연방 

국가기록원(NAA)’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다.164) 방송사뿐만 아니라 민간 

미디어 그룹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방송컬렉션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165). 

이처럼 호주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음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국가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방송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교적 원활한 수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166). 이러한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토대로 NFSA는 필름,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기록 3백만여 점을 수집해왔다. 이 가운데 방송사와의 협력에 의해 수집된 방송

콘텐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4) 국가기록원. (2009). 『방송·영화 기록관리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p.175.
165) The NFSA has entered into donation agreements with FOXTEL Management P ty Ltd,

P remier MEDIA group and FOX Sports to ensure that we capture the story of
subscription television in Australia.
https://www.nfsa.gov.au/about/what-we-collect/television.

166)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미디어, 젠더&문화』, 34(3), p.318.

https://www.nfsa.gov.au/about/what-we-collect/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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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FSA What we collect 기관 홈페이지 내용 발췌·정리.

 NFSA는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을 수립·공표하고, 기관의 비전과 기능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정책』의 목적은 컬렉션 개발, 보존 및 공유를 위한 

원칙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NFSA는 각국에 산재한 다른 기관보다 수집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빈도가 정기적(연 1회)

이다.167)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이 설립 초기 기관의 사명과 역할, 목표 등과 관련된 

167) NFSA의 수집정책은 매년 재검토·발표된다. 우리나라의 ‘한국영상자료원’ 수집지침은 2013년
제정되어 3년에 한번씩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지침은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다(한국영상
자료원 지침 제57호). 현재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수집정책은 기
관의 수집 대상과 유형별(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 정부간행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해외기록
물 등) 수집 절차를 소개한 간단한 텍스트와 한글파일을 통해 홈페이지에 기관의 수집업무를
소개한다(https://www.archives.go.kr/next/manager/collect.do). 한편, 전세계 시청각 기록관리
기관 모델 사례 중 한 곳인 영국 BFI가 현재 공개하는 수집정책은 2011년 공개된 버전이다
(BFI Collection Policy November 2011).

구분 내용

NFSA 
텔레비전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컬렉션

1988년부터 10개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컬렉션. 
1956년부터 호주 텔레비전 방송이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어떻게 호주 시청자들에게 전
달해왔는지 보여줌
* 협력 방송사: Network Ten, Nine Network, Seven Network, 
Sky News Australia, FOX Sports Australia, GWN7, WIN 
Network, Southern Cross Austereo, ABC and SBS

초기 
뉴스컬렉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초기 방송채널로부터 방영된 뉴
스 프로그램 컬렉션
* 관련 방송사: ATVO, NEW10, TEN10, CTC7, GLV8, GTV9, 
NBN, NWS9, STW9 and Seven Network

제작지원드라
마 컬렉션 

정부의 제작지원을 받은 드라마 컬렉션
 * 대표 수집작품:
Mystery Road (2018), The Family Law (2016–2018), Doctor 
Doctor (2016–current), Nowhere Boys (2013–current), Picnic at 
Hanging Rock (2018) and The Justine Clarke Show! (2017) 

라디오 컬렉션

호주 상업·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 수집가 등으로부
터 기증받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퀴즈쇼, 뉴스, 시사, 토크쇼, 
다큐멘터리, 스포츠, 기념식중계, 중요이벤트 및 자연재해 중계녹
음본 등

표 17. 호주 NFSA 소장 텔레비전 컬렉션

https://www.archives.go.kr/next/manager/collec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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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가치를 담은‘수집원칙’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재검토와 발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구별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NFSA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이처럼 정기적으로 

『수집정책』을 재검토하고 발표한다. 이는 특정 공공기관의 단순한 문서 공개 

행위를 넘어 NFSA의 이용자와 수집활동에 잠재적으로 참여하게 될 유관 산업

관계자와의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볼 수 있다. 호주의 『수집정책

(Collection Policy)』은 이는 ‘매뉴얼’이나 ‘전략’이라기보다는 수집 담당자들이 

기관 기능에 맞는 자료 수집을 위해 참고할만한 원칙을 정리한 ‘구체화된 정책’ 

혹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168). 매년 업데이트된 『수집정책』을 발표

하는 만큼, 새로 수집된 컬렉션(Acquisition highlights for the year)을 연감(Annual 

Report)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는 점도 타 기관에 비해 두드러진 점이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NFSA『수집정책』은 아카이브 여러 기능 중에서 수집 

활동뿐만 아니라 보존·디지털화·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집 이후 기록의 관리와 

대국민 공개 원칙들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유관 기록 

소장자에게 기관이 수집하는 컬렉션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하는 문서이면서, 기록이 

아카이브에 입수된 이후 관리와 활용 과정에 대한 자세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수집정책’은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기록 소장자와 기증자, 의무제출 관계자, 위탁자, 그리고 이용자 등 아카이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아카이브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활동을 일

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다.

168) 2. Purpose of this policy : this policy is not a manual or a strategy document. There are
a number of specific policies and guidelines which relate to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is policy, and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NFSA collection. - NFSA. (2020). NFSA Collection Policy 2020, p.2.



- 111 -

출처: NFSA. (2020). NFSA Collection Policy 2020.

 NFSA 『수집정책』의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s)은 NFSA의 미션과 목표에 따른 

기록수집 및 관리 원칙을 담고 있다. 호주 시청각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록 수집

(Collect)-보존(Preserve)-공유(Share)가 기관의 주요 기능인 NFSA는 ①호주 생활의 

모든 측면과 다양한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영상기록 및 관련자료 ‘수집’, ② 국제 

구분 내용

1. 기관소개 1.1 NFSA 기관소개
1.2 NFSA 소장자료(컬렉션) 개괄 

2. 정책수립 
목적 ‘수집정책’의 성격과 목적 요약

3. 기본 원칙

3.1 수집-보존-공유 
3.2 역사의 설명책임성 (Accountable to history)
3.3 큐레이션 기반 선별적 수집 (Curatorially driven)
3.4 국가적·국제적 표준 준수 (Committed to standards and 
best practice)
3.5 커뮤니티, 유관산업,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기반 수집 (Connected and collaborative)

4. 컬렉션 개발 
원칙

4.1 수집 지역 및 우선순위
4.2 수집 방법 – 기증, 위탁, 유증, 구입
4.3 공적자금에 의한 제작지원사업 성과품 납본
4.4 국·공립 주요 기관과의 협업 기반 수집
4.5 데이터 관리 원칙 / 4.6 수집 취소(Deselection) / 4.7 처분 
(Disposal)

5. 보존 및 
디지털화 원칙

5.1 주요 원칙 / 5.2 표준 및 가이드라인 /
5.3 원본(original work) 보호방안 / 5.4 아날로그 및 디지털 포
맷과 미디어 / 5.5 수장고 관리 / 5.6 디지털파일 스토리지
5.7 조사연구 및 혁신

6. 접근 및 
공유 원칙

6.1 주요 원칙 / 6.2 컬렉션 참고문헌 서비스 (Collection 
Reference service) / 6.3 온라인 접근 /6.4 타 기관 지원 
6.5 협업

7. 원주민 
문화자원 관리

NFSA가 소장하는 3만여 점 호주 원주민 문화자원 관리 원칙 
및 수집계획
공동체, 예술가, 영상제작자, 음악가, 문화유산 지식전수자
(cultural knowledge holder)와의 파트너십 기반 관리 원칙 준수

표 18. 호주 NFSA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 2020 목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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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 따른 컬렉션 보존 및 영구적인 이용자 ‘접근 보장’, ③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컬렉션 공유’ 등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 수집·관리하는 컬렉션이 역사의 설명책임성(Accountable to history)을 

가질 수 있도록 호주 사회 내 민족·젠더·연령·계층·성적취향·종교·사회적

약자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 문화적 다양성 있는 컬렉션을 수집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호주 역사·문화의 대표성과 설명책임성 등을 담은 관련 

기록물을 선별하여 큐레이션 기반 수집(curatorial principles)을 한다. 이는 NFSA가 

호주영화위원회로부터 독립한 2004년169) 이후 계속 이어지는 수집원칙이다. 여기서 

큐레이션의 기준은 수집 이후 활용 및 공유 가능성이다. NFSA이 수집하는 영상·

음성자료는 기록이 단순히 아카이브라는 타임캡슐에 일시적으로 동결된(frozen in 

time) 보존대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표현으

로서 전문적인 표준에 따라 영구적인 접근 가능성 보장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콘텐츠 저작권자 혹은 소장자 등과 수집 협의를 하고 수집 이후에는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개 처리를 한다는 뜻이다. 즉, NFSA의 큐레이션 기반 수집은 

전문성(professionalism),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불편부당성(impartiality), 타 기관·

동료와의 평등성(collegiality)와 수집자원 활용의 윤리성, 효율성,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칙이다.170) 

 NFSA는 영상 및 음성자료를 소장한 가정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기술적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영상자료 홈케어(Preservation at Home)』는 

169) NFSA는 2003년 호주영화위원회와 조직을 통합하고 기관명을 ‘Save ScreenSound’로 개칭한
바 있으나,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청원을 통해 이듬해인 2004년 다시 공공 영상아카이브로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하였고, 기관명도 종전의 NFSA를 되찾았다.

170) The NFSA does not simply store materials that are isolated and ‘frozen in time’. The
goal of our curators is to ensure that cultural materials are physically safe, permanently
accessible and interpreted to high professional standards, as significant and valuable
manifestations of history and as cultural concepts.(…) Our curatorial approach values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impartiality, collegiality and the ethical,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resources- NFSA. (2020). NFSA Collection Policy 202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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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비디오, 오디오 등 매체별 소장자료 보관 및 장비관리 방안, 클리닝 방법, 

재생장비 수급 방법, 물리화학적 훼손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법, 훼손 시 응급처치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영상/음성보존 기술 핸드북(Technial 

Preservation Handbook)』은 필름의 구조, 소재별 필름 식별 방법, 필름 수리, 보

존처리, 인화, 재난복구 대책 등 타 기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지침 및 교육자료 

형태로 제공한다.171)

 한편, NFSA는 『2019-2020 연감(Annual Report)』에서 『NFSA 디지털화 전략 

2018-2025 (NFSA Digitisation Strategy 2018-2025)』을 수립하였음을 밝혔다.172) 이 

계획에 따라 NFSA가 소장하는 아날로그 매체 가운데 가장 훼손과 멸실 위기에 

놓인 매체, 문화적으로 중요한 콘텐츠, 그리고 공공수요가 많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선 디지털화 처리할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행가능성(capability), 

수행역량(capacity) 등을 검토한다. 이는 2025년까지 마그네틱 비디오매체를 파일로 

변환하지 않으면 매체에 담긴 콘텐츠를 영원히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적 

합의와 연구에 기반을 둔 정부의 계획이다. 전 세계 방송사와 ‘공공영상’아카

이브 기관에서는 장비, 인력, 매체 모든 면에서 아날로그 매체에 담긴 콘텐츠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2023-2025년 정도로 보고 있다.173)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NFSA에 국비 5천 5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45억 원) 지원을 통해 

『NFSA 디지털화 전략 2018-2025)』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NFSA가 선별한 대략적인 우선 디지털화 대상은 ‘호주 방송을 대표하는 텔레비

전 프로그램, 지난 60년간의 보도영상, 멜버른 컵 등 대표 스포츠이벤트, 주요 역

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라디오 TV방송 미디어 이벤트, 라이브공연 등 호주를 대표하

171) 한국방송통신전파방송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100.
172) NFSA. (2020).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of Australia Annual Report 2019-20, p.19.
173) 인디아나 대학 기술팀장 마이크 캐세이(Mike Casey)는 지난 2013년 ‘세계영상아카이브연합

(AMIA Association of Moving Image Archivists)’ 콘퍼런스에서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 Casey, Mike. (2015). “Why Media Preservation can’t
waite the gathering storm”. I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 Audiovisual Archives
Journal, No. 44,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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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인 마스터테이프’등이다.174) 『NFSA 디지털화 전략 2018-2025』에 따라 

NFSA는 매년 4만여 점의 아날로그 매체를 디지털화하게 된다. 이후 지속적인 이행

가능성 및 수행역량 검토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 기술적인 인력 및 기술 

확보 방안, 디지털 스토리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게 된다175). 

이처럼 NFSA는 수집된 컬렉션의 중장기적인 영구보존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화 

작업 기한(Deadline)을 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예산·인력·기술 확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록관리 리더십을 구체화한다.

3. 벨기에 Meemoo의 플란데런어권 미디어·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 관리 리더십

 리더십형 ‘공공영상’아카이브의 또 다른 모델은 벨기에 플란데런어권 아카

이브연구소(Flemish Institute for Archives, MeeMoo)이다. 이 기관은 벨기에 플란

데런어권 공동체 정부176)가 공적 자금으로 문화·미디어·공공기관 디지털아카

이브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플란데런어권 방송사 VRT를 

비롯해 161개 문화기관의 콘텐츠를 영구보존하고 디지털로 보관된 콘텐츠에 대한 

대국민 접근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립 아카이브가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전담하는 것과 달리, 이 기관은 특정 

174) The Canberra Times. (2020.7.30.).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receives funding to
digitise collection.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813140/tv-and-radio-treasures-preserved-for-nation/
?cs=14264&fbclid=IwAR2VPbbHEegPxOgdBIwrNX_qPVY_7sHVlxRGNv1FeKoUXOH9bID8CpS
FG8Q#gsc.tab=0.

175) (…) the plan also recognises that in order to meet our target of digitising 40,000 items
annually by 2025, we will need significant additional funding to invest in digitisation
equipment, technical staff and digital storage and infrastructure. -NFSA. (2020).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of Australia Annual Report 2019-20, p.19.

176) 벨기에는 3개 지역(플란데런 지역, 왈롱 지역, 브뤼셀 수도권 지역)이 4개 언어(네덜란드어, 프
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프랑스어 이중지역)를 쓰는 국가이다.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of Belgium) 하위에 지역에 따라 3개 지역정부와 3개 공동체 정부(플란데르어 공
동체(네덜란드어권), 프랑스어 공동체(프랑스어권), 독일어 공동체(독일어권))를 독립적으로 운
영한다. 3개 지역정부는 부동산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3개 공동체 정부는 언어·교육·문화
정책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Meemoo는 3개 공동체 정부 가운데 플란데르
어권 공동체 정부의 아카이브 기관이다.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813140/tv-and-radio-treasures-preserved-for-nation/?cs=14264&fbclid=IwAR2VPbbHEegPxOgdBIwrNX_qPVY_7sHVlxRGNv1FeKoUXOH9bID8CpSFG8Q#gsc.tab=0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813140/tv-and-radio-treasures-preserved-for-nation/?cs=14264&fbclid=IwAR2VPbbHEegPxOgdBIwrNX_qPVY_7sHVlxRGNv1FeKoUXOH9bID8CpSFG8Q#gsc.tab=0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813140/tv-and-radio-treasures-preserved-for-nation/?cs=14264&fbclid=IwAR2VPbbHEegPxOgdBIwrNX_qPVY_7sHVlxRGNv1FeKoUXOH9bID8CpSFG8Q#gsc.t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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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을 소장하지 않고 디지털아카이빙 전문 기관으로서 유관 문화기관(필름

아카이브, 방송사,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의 소장자료의 관리·대국민 공개를 

위탁받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장기보존과 활용(교육, 연구, 시청)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코디네이팅’ 기관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관리

하는 디지털 객체의 수는 450만 점, 지금까지 디지털화한 아날로그 매체 수는 

47만여 점이 넘는다. 2019년 기준 Meemoo 디지털 아카이브에 입수된 디지털 

객체는 75만여 점, 디지털화 작업을 마친 아날로그 매체는 5만 6천여 점 이상이다.

출처: MEEMOO Content Partners 홈페이지 내용 발췌·정리.

177) Vlaamse Radio- en Televisieomroeporganisatie
178) Scandinavian Broadcasting Systems Belgium
179) De PersGroep

구분 대표기관 및 기관 수

방송·영상
(전국)

VRT177) - 플란데르어 공영방송
SBS Belgium178) - 북서부 유럽 지역 유료채널로, 벨기에에서
는 Play4 등 10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채널 운영
DPG179) Media Group - 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를 기반으
로 활동하는 벨기에 미디어 그룹. 

방송·영상(지역) ATV, AVS, BRUZZ 등 10개 방송사

박물관·미술관 국·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36개 기관

문화유산 지역별, 주제별 문화유산 관련 기관 17개 기관

기록관 지역별, 주제별 기록관, 대학기록관 등 27개 기관

도서관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7개 기관

예술기관 및 단체 미술, 연극, 공연, 무용 등 20개 기관

정부기관
문화부, 외교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농수산부, 
교통공사, 플란데르어 의회 등 9개 기관

연구기관 플란데르어권 서커스, 플란데르어권 예술연구소 등 2개 기관

표 19. 벨기에 Meemoo의 콘텐츠 파트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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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Moo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파트너가 소장한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

화와 데이터 관리이다. 160여 곳 문화·미디어·정부 기관이 소장한 신문, 사진, 

문헌, 예술작품, 디지털데이터 등을 유형별로 관리한다. 필름·비디오 매체 등에 

담긴 시청각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이관, 변환한 데이터 혹은 이관받은 

문화기관의 데이터를 Meemoo 보존스토리지로 이관, 스토리지에 이관된 미디어 

및 메타데이터 가독성(readable and findable) 관리, 파트너에게 디지털 콘텐츠 관리 

교육 등을 수행한다. 아날로그 매체 가운데 필름 컬렉션을 예로 들면, 유관기관

(대부분 VRT방송사 소장자료)의 소장 필름의 장기보존 전략 수립 및 실행, 비용 

완화, 보존 및 활용포맷 결정 등 전문화된 보존처리 작업을 위탁 수행한다. 이는 

파트너 기관에 필름 매체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훼손 위기 

필름을 수리하고 스캔하며, 스캔된 파일을 Meemoo 스토리지에 등록하고 메타

데이터 입력하는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필름의 보존처리 방안을 

연구하고 수행할 때 벨기에 왕립필름아카이브, 시네마테크(Cinematek) 및 VRT와 

협업하기도 한다.

 Meemoo는 2014년 디지털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OAIS 기반 아카이빙 

인프라를 설계하였다. 이때, 입수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메타데이터 

표준인 PREMIS180) 표준을 준용하고 파트너 기관과의 협약(Collaborative 

Agreement)을 바탕으로 파트너로부터 아날로그 매체 혹은 디지털 데이터를 입수 

받는다. 복수의 기관이 소장한 자료를 하나의 스토리지에 통합관리하는 만큼 

Meemoo와 파트너 사이의 협약은 매우 중요하다. Meemoo는 매일 150여 곳 기관

으로부터 25TB 용량의 데이터를 입수 받기 때문에, 기관마다 협약을 통해 입수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자동화하였다. 따라서, Meemoo는 입수에서 활용에 이르는 

관리체인(chain from import to re-use) 유지에 각 기관과의 협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OAIS 모델 권고 사항에 따르면 기록 생산자와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자사

180) PREservation Metadata :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MIS 표준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
를 참조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Trend.do?cn=IWT200904168.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Trend.do?cn=IWT2009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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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부서별 업무분장과 입수포맷 등 

자세한 사항들이 성문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Meemoo는 각 기관과의 협약 

문서에 입수 포맷, 장기보존 방법, 파트너기관(데이터 소유권이 있는 기관)의 

의무와 협력 조건 등에 관한 조항을 명기하였다181). 양 기관 사이의 협약을 체결

하면, Meemoo는 온라인 관리플랫폼에 관리 대상 아날로그 매체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정보 등록 등에 대한 연수를 시작한다. 각 파트너별로 담당 매니저

(account manager)를 배치하고, 파트너-Meemoo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마다 Meemoo와 협업을 하는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과 같은 방식으로 협업합니다. 먼저 Meemoo의 기능에 관심있는 기관이 우리

의 ‘전략 및 정책 매니저(Strategy and Policy Manager)’에게 연락합니다. 

파트너별 담당매니저(account manager)가 해당 기관이 우리와 협업이 가능한 

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협업이 가능하면, Meemoo는 협약 체결 내용을 협의합

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기관의 매체들은 Meemoo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협약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디지

털화 작업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는 Meemoo의 프로젝트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화 이후 우리 스토리지 인프

라에 해당 파일을 보관하게 되고, 파트너들은 우리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플

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각 기관과의 표준 협약은 디지털화 

대상 매체 수량이나 유형 등 일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고, 디지털화 절차는 

반자동화된(semi-automizing) 방식입니다. 기관에 따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내용을 협약에 반영합니다(MeeMoo 디지털화 및 수집 매니저)182)

 이러한 협약 기반 협업과정을 대표적으로 하는 기관이 플란데런어권 공영방송 

VRT이다. VRT방송사는 2016년부터 매일 3TB 용량에 달하는 방송콘텐츠를 Meemoo

아카이브 시스템에 전송한다. 물론 Meemoo는 2016년 이전에도 VRT의 사본을 관리

181) The agreements we make with our content partners are crucially important throughout the
entire chain from import to re-use. We fin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in OAIS that
relate to relationships between makers and the archive system, such as obtaining a
mandate to perform certain actions and determining the formats the data needs to be
supplied in. All agreements – about the formats to be received, how we ensure
sustainable preservation, the content partner’s obligations and the conditions for possible
termination of the collaboration – are fixed.
https://meemoo.be/en/how-we-archive-sustainably.

182) Digitisation & Acquisition Manager in Meemoo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1.)

https://meemoo.be/en/how-we-archive-sustai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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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고 있어 지금까지 입수된 Meemoo의 VRT콘텐츠 용량은 8PB에 달한다. 

 VRT의 디지털데이터 외에도 1990년대 이전의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화 관리도 Meemoo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1-2015년 

VIAA(Meemoo의 전신)는 VRT방송사의 VHS컬렉션(1987-2005년 녹화본) 4만 6천여 점

(16만 시간 분량)을 디지털화했다. 이는 방영 당시 법적 근거에 의해 의무적으로 

방송사가 녹화해야 했던 ‘보존본’으로, 플란데런어권 방송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183) 또한, VRT는 필름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던 

유일한 방송사로,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된 약 5만 4천여 점의 VRT 필름 

컬렉션 관리를 Meemoo에게 의뢰하였다. Meemoo가 전담하여 디지털화 작업 및 

DB구축 작업을 하지만, VRT 또한 보존, 디지털화, 활용 과정에서 근본적인 업데

이트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184)

VRT방송사와 현재 작업하는 것은 VRT필름 컬렉션 중에서 미훼손

(non-threatend) 필름 디지털화입니다. 그 외 작업은 베타캠 SP, 베타캠SX, 디

지베타, 레코드 음반, CD 등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

관하고 작업을 할 때는 전문적인 시청각미디어 디지털화 업체와 작업을 하지

만, VRT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CD 아카이빙의 경우, 

VRT는 매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지식, 인력, 장비 등이 갖춰져 있으므로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에 따라 Meemoo는 VRT에 타 업체에 지급하

는 시장가 기반 디지털화 비용(market-based fee for this work)을 지급했습니

다. 한편, VRT콘텐츠를 대외 개방하여 대국민 접근을 허용하는 플랫폼 업로

드에 대해서는 VRT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Meemoo가 이를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에 업

로드할 클립을 선별하는 작업들은 Meemoo와 VRT 담당자 사이의 협업에 의

해 가능했습니다(MeeMoo 디지털화 및 수집 매니저)185)

입수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분산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Meemoo가 위치한 겐트

(Ghent)와 이곳에서 약 40km 떨어진 도시인 우스트캠프(Oostcamp) 두 곳에 데이터 

183) https://meemoo.be/en/projects/vrts-vhs-collection.
184) https://meemoo.be/en/projects/registration-and-searchability-of-the-vrt-film-collection.
185) Digitisation & Acquisition Manager in Meemoo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1.)

https://meemoo.be/en/projects/vrts-vhs-collection
https://meemoo.be/en/projects/registration-and-searchability-of-the-vrt-film-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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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두고, 각각 사본을 보존하며, 여기에 더하여 클라우드를 활용해 2차 사본을 

미러링(miroring)한다. 그리고 수장고에 3차 사본을 관리하여 결과적으로는 4개 

사본을 만들고 관리한다. 1개 원본 콘텐츠를 입수하면, 보존·활용·백업용 3개 

사본을 생성하여 관리하고,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존 파일, 저해상도(Proxy) 파일과 메자닌(Mezzanine) 파일 생성을 자동화하여 관리 

대상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입수 받는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Meemoo는 『디지털

컬렉션 입수(Influx of Digital Collection)』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 기관마다 

생성되는 디지털 포맷은 다양하지만, Meemoo의 시스템에는 콘텐츠 유형별로 

하나의 인제스트 포맷(a single photo, video or audio)을 정하여 파일과 관련 메타

데이터를 입수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입수 절차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디지털 객체 입수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는 Meemoo와 파트너의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공개된다. 

Meemoo가 파트너의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Meemoo-파트너 웹사이트 API연계를 통해 파트너의 직접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용 미디어파일(혹은 스트리밍동영상)과 메타데이터 사본을 파트

너의 자체 서비스 플랫폼에서 검색·열람·시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Meemoo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The Archive』를 통하는 방법이다. 

Meemoo는 현재 협업 중인 160여 곳 파트너의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이 플랫폼에서 연구·교육·문화예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플란데런어권 아카이브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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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명 설명 서비스 대상

The Archive
『hetarchief.be』

Meemoo 파트너 소장 컬렉션 
교육, 연구, 문화예술 창작
활동 목적 검색

일반이용자, 연구자, 교육자
업무이용자 

Digital images 
from Flanders’ 
richt heritage 

history
『Artinflanders.be』

플란데런어 문화유산 및 역사 
이미지 열람, 공유, 다운로드, 
활용 등

일반이용자, 문화예술 및 문
화유산 향유자, 교육자, 연구자,
업무이용자, 예술 관련 출판 
관계자,언론 관계자

The Archive for 
Education

교사들과 함께 구축한 교육용 
플란데런어권 아카이브 플랫폼

교원 및 교원연수생. 중등교
육과정. 학생

News from the 
Great War

1차대전 관련 신문 및 잡지 
데이터베이스

일반이용자, 연구자 

Catalogus Pro
Meemoo 파트너 컬렉션 검색 
및 열람 플랫폼

Meemoo 파트너 기관

표 20. 벨기에 Meemoo가 관리하는 서비스 플랫폼

출처: MEEMOO Accessible via meemoo channels 홈페이지 내용 발췌·정리.

 특히, 파트너들이 위탁한 문화자원의 데이터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atalogue Pro』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현재 위탁 관리 중인 데이터의 보존 

및 복원처리 현황, 서비스 현황 등을 파트너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가 위탁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의 소장 컬렉션을 검색·

열람할 수 있다. 이는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는 배타적 접근(exclusively accessible) 

채널이다. 

Catalogus Pro는 우리가 다른 파트너가 어떤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곳입니다. 이 플랫폼은 정말 사용하기 쉬우며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시회를 위해 조사를 하거나 심지어 우리 컬렉션을 확

인하기에 좋은 곳입니다(엘린 릭스, 박물관 코디네이터)186)

186) Ellen Ryckx, Coordinator Studio Alijn, Huis van Alijn
https://meemoo.be/en/catalogu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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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Moo는 지난 2020년 『전략계획 2020-2023』187)을 발표했다. 플란데런어권 

공동체 정부는 2020년 2월 Meemoo의 출범과 이 계획을 발표하고, Meemoo를 통해 

장기적으로 플란데런어권 방송·영상·문화·예술 전반의 아카이브 관리를 총괄

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Meemoo는 우선 2023년까지 파트너가 제공한 

콘텐츠 가운데 훼손 위기에 놓인 시청각미디어에 대해 작업 우선순위를 정해 

디지털화하고 그 결과 생성된 데이터를 Meemoo 아카이빙 시스템에 입수·등록

한다. 이 계획에는 비(非) 시청각 미디어(문서, 신문 등)의 디지털화 계획을 포괄

한다. 박물관 파트너들이 2023년까지 계획된 전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화 

작업을 우선 수행한다.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진컬렉션 스캔 및 3D스캔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3년까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메타데이터 

표준모델(Open Standards for Linked Organisations, OSLO)을 개발한다. 2022년까지 

미디어 및 메타데이터 통합 (Influx of digital collection and existing metadata)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및 데이터 활용 제한(usage limitations) 

관리를 위해 신뢰성있고 완전한(reliable and complete)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하

고자 한다. 이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목적은 Meemoo가 관리하는 문화유산 분야 

데이터 교환 및 교류에 있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미술관·갤러리 등의 간행물 및 

유물(Objects)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핸드북(『Objects Entry 

Book』, 『Publications Entry Book』)을 출간할 예정이다.

 Meemoo는 유관 기관과의 상시 협업구조를 통해 미디어 및 문화예술 부문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Meemoo가 데이터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전담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생산기관이 직접 데이터 관리 

절차를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파트너 대상 워크숍을 매년 여러 차례 

운영한다. 주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데,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리, 카탈

로깅, 사진컬렉션 관리, 디지털화, 열람서비스 등과 관련한 워크숍을 운영한다. 

그중에서도 파트너 대상이 참여하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툴(tool) 활용 워크숍’은 

187) https://meemoo.be/en/news/the-meemoo-strategic-plan-in-summary.

https://meemoo.be/en/news/the-meemoo-strategic-plan-in-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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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moo가 관리하는 데이터 소장 기관들이 해당 기관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화와 같이 비교적 질의응답 

비율이 높은 분야는 별도의 지식공유 플랫폼『knowyourcarrier.com』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호주 NFSA와 벨기에 Meemoo의 사례를 통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리더십형 모델’을 살펴보았다. 호주 NFSA는 관련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벨기에 Meemoo는 160여 곳 이상의 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다. 양 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두 나

라가 미디어 환경도 다르지만, ‘영상문화유산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전문화된 수집, 보존, 활용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 기관 모두 

공·민영 방송사나 미디어 사업자, 영상자료 민간 소장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각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결과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호주NFSA의 

『수집정책』이나 벨기에 Meemoo의 파트너와의 『협약(Collaborative agreement)』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내용을 문서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멸실 위기에 놓인 마그네틱 비디오를 비롯해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를 위해 양 기관 모두 2023-2025년을 콘텐츠 재생‘마지

노선’으로 두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 계획(strategy plan)’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관 기관이나 시민들이 시청각 매체 관리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을 만들고, 워크숍·교육·연수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는‘리더십형 모델’개요에서 살펴본 1980년 유네스코 『동영상 보호

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에 기술된 법적·제도적 조치, 기술적 조치, 대국민 홍보

와 관련한 조치 등이 구체화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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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공영상’아카이브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다섯 기관의 사례를 납본형·협약형·리더십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컬렉션 수집·보존·활용 과정에서 

수립·추진 중인 정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섯 기관은 모두 물리적 

매체와 디지털파일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콘텐츠가 이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수집된 매체의 안정성과 최상의 재생가능성

(readability)을 보장하고, 메타데이터와 카탈로깅, 인덱싱 등의 작업을 통해 과거의 

이미지와 소리로 표현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

내에 신설될 기관에 필요한 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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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납본형 
모델

법적 강제력에 의해 모든 방송사업자가 당대 생산하여 공중에 공개
한 콘텐츠를 국가의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유형

프랑스 
INA

§ 1995년부터 『방송납본제』, 2006년부터 『웹 납본제』시행에 따
라, 방송사업자의 의무제출대상 콘텐츠를 『문화유산법』에 명시

§ 1995년 이후의 모든 콘텐츠는 이나테크에서 연구자 대상 전량 대
국민 공개 

협약형 
모델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방송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아카이브와 방송
사업자가 수집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선별적으로 아카이브가 컬렉션
을 수집하는 유형 

① 영국 
BFI

§ BBC 등 방송사와의 협약 기반 방송콘텐츠 수집. 대부분 BBC콘텐
츠를 수집하지만, 민영방송 컬렉션 또한 12.5% 정도 이관

§ BBC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구 자료는 폐기에 앞서 BFI에 우
선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협약에 명시

② 미국 
AAPB

§ 2013년부터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보스톤 공영방송사와 함께 미국 공
영방송공사 후원을 받아 전국에 있는 공영방송사들의 아카이브를 
이관받아 수집. 전국 소재 1,250 여 곳 방송사 중에 현재 10%인 
120곳 방송사의 콘텐츠 이관

§ 방송사의 디지털화 및 시청자 개방 정도에 따라 참여 방식 다양화 

리더십
형 모델

여러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기록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정책, 활용정책을 수립, 실행. 해당 공동체의 여러 기관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 표준, 매뉴얼을 제시하고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① 호주
NFSA

§ 큐레이션 기반(curatorially driven) 컬렉션 수집을 통해 보존 대상 
콘텐츠는 반드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로 제공

§ 커뮤니티, 유관산업관계자,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몇 협력 기반 
수집 프로그램 운영

§ 시청각콘텐츠 관리를 위한 대국민 배포 매뉴얼, 지침 제작 및 공개

② 
벨기에
Meemoo

§ 미디어 및 문화 분야 161개 기관 시청각콘텐츠 관리 위탁 수행
§ 코디네이팅 기관으로서 컬렉션 소유는 하지 않지만, 협약

(Collaborative agreement) 기반 콘텐츠 파트너와의 협업을 수행. 
컬렉션 입수부터 공공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절차, 
방법, 특이사항 등이 일종의 ‘계약서’처럼 협약내용에 명시

표 21. 해외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 및 제도화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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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 및  

      국내 현황 분석 

 최근 ‘유튜브’등 글로벌 및 국내 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사적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해외 다섯 

기관은 공공 차원의 영상아카이브 기관 운영 철학을 ‘미디어공공성’에 두고 있다. 

따라서, 영상콘텐츠 사적 활용과 ‘공공’아카이브에서의 무상공개를 통한 시민

들의 문화향유권 보장 사이에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방송·영상사업자들과의 

협의와 파트너십이 매우 강조된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국내 ‘미디어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미디어공공성 실천으로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어떤 점에서 ‘미디어공공성’을 구체화하는 대안이 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국내 

주요방송사의 아카이브 구축 경과를 살펴보고 2000년대를 전후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미디어공공성’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해온 방송·영상 콘텐츠 아카이브 관련 사업과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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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산업과 ‘미디어공공성’ 개념 논의

 먼저, 2000년대 초반부터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미디어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유튜브’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입으로 인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모든 시청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도록 보편적서비스로 제공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미디어공공성’에 

대한 개념 논의도 구체화 되었다. 

1.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참여’와 ‘접근’이 강조된 ‘미디어공공성’ 

1) ‘미디어공공성’개념 이해

 일반적으로 ‘미디어공공성’은 매체적 관점에서 공공재 개념과 공동체 관점에서 

공론장 역할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된다.188)매체적 관점에서 미디어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제작, 유통된 ‘상품(Product)’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적 여론 수렴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이기도 하다. 공동체 관점에서 미디어는 시민들의 의견을 객관

적이고 불편부당하게 반영하는 매체로서 여론의 형성과정을 담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미디어공공성’은 경제적 범주, 행정적·정치적 범주, 커뮤니케이션 범주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공개성 차원에서‘미디어공공성’이란 미디어를 통해 표상되고 공개되는 

내용과 과정, 즉 미디어의 수용자인‘공중’에 노출되고 알려지는 대상과 방법을 

말한다. 미디어가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사상, 집단들을 드러내고 이를 공개적인 

검증과 비판의 과정에 노출하는 가시성이나 공개성과 관련된다. 미디어는 사적인 

것들을 공적인 세계에 드러나도록 하는 매개자이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비교와 검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밀스럽고 사적인 영역 속에서 공적인 

대상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189) 공개성 차원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188) 미디어공공성포럼. (2009). 『미디어 공공성』.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15.
189) 이영주, 박은희, 김경환. (2006.9.). 방송통신융합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

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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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공중에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필요한 쟁점을 제공함으

로써, 개인들이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경제적 의미에서 ‘미디어공공성’은 공적 소유와 통제를 의미한다. 즉, 미디어가 

국가권력 혹은 자본이 일반 기업이나 사적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소

유에 있거나, 공공재로서 미디어가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된 미디어정책에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지점이며, 

2012년 신문·방송 겸영 체제 도입을 계기로 전개된 ‘미디어공공성’ 논의와 관

련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행정·제도적 개념에서는 『방송법』 등 

관련법에 의한 규제나 다양한 미디어 정책 등으로 ‘미디어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다. 방송사 등이 제작·편성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부나 

미디어 규제기구, 정당의 정책 등은 제도적 차원의 ‘미디어공공성’과 관련해 

논의된다. 미디어의 공적 통제와 운영원리로서 방송사의 민주적 운영이나 노동과정, 

방송사·미디어 규제기구·시민사회 사이의 거버넌스와 이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생산관계, 임금구조 등도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적 개념에서 미디어는 여러 영역의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경험으로 노출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함으

로써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론장 기능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공론장과 공중의 관계적 개념, 규범적·가치적 개념, 정치적·사회

철학적 개념에서 미디어는 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디어공공성’이 구체화된다.

 이 가운데‘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관리·활용 대상으로서 방송·

영상콘텐츠는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된다.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해당 콘텐츠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영역들을 드러내고(공개성, 콘텐츠 및 의견의 

다양성), 이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토론되도록 하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통의 문화(common culture)의 제공을 통해 한 사회에 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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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합리적인 지식과 정신적 전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가를 ‘미디어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적 차원에서 ‘미디어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미디어의 공적 소유와 통제(경제적, 행정·제도적 차원), 미디어에 

노출된 방송·영상콘텐츠(공개성 차원)와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대중문화에 

대하여 전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디어공공성’은 시청자의 광범위한 

참여나 다양한 가치, 공개된 의사소통보다는 권위적 국가와 보수정당, 미디어 

기업과 엘리트 집단 사이의 역학 관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

관계는 지금까지 방영된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쳐왔다.190)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방송·영상 콘텐츠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제작되고 공유되는 시대의 기록적 가치를 갖는지, 따라서‘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수집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다. 

2)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공공성’과 ‘디지털공유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료

서비스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미디어공공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미디어 수용자들의 ‘참여(participation)’와 ‘접근

(access)’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편재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자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생산, 유통,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미디어

공공성’ 실현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했다. 디지털 기술의 공공적 전유

(appropriation)는 아날로그 시대의 수혜적이고 수동적인 방송의 의미를 보다 능동

적이고 적극적이며 시민 참여적인 방식으로 돌려놓는다. 디지털 방송 이전 시대

에는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 위해 소수의 사업자가 관련 기술과 

190) 이영주 등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문화적 차원(재현의 범주)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였다.
(Ibid.,p.87.)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수용하되, 방송프로그램보다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
아카이브의 수집대상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성에 대해 논의한다. 미디어에 특정 콘텐
츠가 공중에 노출되고 알려짐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개된 콘텐츠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재현하고, 이를 매개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공통문
화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문화적 차원의 미디어 공공성 논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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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유통을 위한 채널 등을 소유해야 했지만,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통·소비하며 콘텐츠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디어공공성’ 개념은 기존의 공익성과 사회문화적 가치 실현,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평등하고 지속적인 미디어 사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시민의 접근과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수용자 주권’이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191) 

 이처럼 참여와 접근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공공성’에 관한 연구는 

영국의 미디어 학자 머독(Graham Murdock)이 ‘문화적공론장’과‘디지털공유지’

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의 동시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미디어 집중, 소유 및 통제구조, 광고재원 등을 하버마스의 정치적 공론장에 논의와 

관련지었지만, 머독은‘문화적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보, 지식, 재현, 

참여’라는 네 가지 핵심권리를 통해 문화시민권의 모델을 발전시켰다.192) 2005년

『디지털공유지 건설』이라는 논문193)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공 영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공유지’이론은 미디어의 

상업화와 공영방송 위기의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했다. 

‘디지털공유지’는 공영방송과 같이 국가와 시장 영역 모두에서 자유로운 공공 

부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로 연계를 강화할 때 필요한 개념이다. 머독은

‘디지털공유지’를 공공도서관이나 위키피디아, 대학 등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운동과 이해집단,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링크를 연계하여 확대하고, 국가와 시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울타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공공 영역의 여러 기관은 

온라인에서 각 기관의 소유물과 전문성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용자

191) 정지연, 윤상호, 박태희. (2007). DMB 정책과정에서 살펴본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
(publicness)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1, pp.167-168.

192) 최은경. (2015).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자들』.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45.
193) Murdock, Graham. (2005). Building the digital commons: public broadcasting in the age of

the Interne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4750526_BUILDING_THE_DIGITAL_COMMONS_
PUBLIC_BROADCASTING_IN_THE_AGE_OF_THE_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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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 기관과 소통하고, 이용자끼리 대화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194)‘디

지털공유지’ 운영에는 문화적 시민권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시민권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권, 시민들이 정보와 사건에 

대한 원인과 관계를 선택해 알 수 있는 지식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숙의적 토론장의 숙의권, 시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개입의 재현권, 마지막으로 행위자와 생산자의 입장보다 수용자와 청취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머독은 ‘디지털공유지’ 구축을 위해 보편적 접근권과 무상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공영방송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방영콘텐츠를 비롯해 디지털 공공 

영역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용 시점에 무료여야 하며, 가능한 광고로부

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용자가 가장 먼저 

들르는 공간이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개방적인 숙의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공유지’의 기능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림 12. 머독이 주장하는 ‘디지털공유지’ 구축의 세 가지 원칙

 머독은 이러한 사례 가운데 영국의 공공서비스방송인 BBC의 2000년대 초반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했는데,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해볼 사례는 BBC <창의적

194) 그레이엄 머독 저, 임동욱 외 역. (2011).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 공공성 :미디어, 문화, 경제』.
파주:나남,,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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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라이선스 (Creative Archives License)> 사례이다. BBC의 <창의적아카이

브라이센스>는 2005년 영국의 BBC, BFI(British Film Institute), Channel 4, Open 

University가 결성한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선스 그룹(Creative Archive 

License Group)에서 만든 시청자서비스로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의 아카이브 

콘텐츠를 영국 자국민에 한해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콘텐츠는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제, 배포, 수정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기 BBC <창의적아카이브 라이센스> 구축 프로젝트에 의해 수집, 

서비스되었던 약 500여 점의 콘텐츠는 BFI, 개방대학 등 문화예술 및 교육기관에 

이관되어 공공서비스되고 있다.195) 

2. 국내 미디어 정책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공공서비스방송’ 및 ‘공공서비스

미디어’ 체계 도입 논의

 1) 국내 미디어 정책에서의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그렇다면‘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제공할 주체는 누구일까? 

‘미디어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하는 ‘공공’미디어의 범주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미디어 정책의 성격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방송사업자들에게 부여한 ‘공적 책무’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미디어 학자 강형철은 유럽·미국·일본 등 

타 지역의 방송제도사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에서 방송의 공익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문물로서 방송의 공익 개념이 등장했다. 또한 해방 후에도 

오랜 기간 발전국가196) 체제 한국의 방송은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195) http://www.bbc.co.uk/creativearchive/.
196) 발전국가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주도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발전국가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
란 목표를 위해 국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를 말한다. - 강

http://www.bbc.co.uk/creative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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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었고 방송이 국가 목표에 동원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방송은 당대 

정부를 옹호하는 홍보기구가 되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날 한국에서의 

방송의 공익성 가운데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가치는 가장 중요시되었다. 윤석

민은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의 저서에서 국내 정치 시스템과 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미디어의 위상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지배양식 전반에서 합리적·법적 권위에 의한 통치가 아닌 ‘후견

주의적’통치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유신체제 및 신군부 체제의 후

견주의적 통치 관행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후견주의적 

통치 관행으로 인해, 미디어 정책사(史) 전반에서 방송사업자들은 규제‘대상’에 

불과하였다.197) 이러한‘후견주의’정치체제와 동원형 미디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결정

되어야 하는 미디어 정책에서 규제 대상자와 정책 수혜자인 방송·통신사업자와 

시민사회는 비공식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최영묵은 한국의 역대 방송정책에는 공보정책, 산업정책, 영상문화정책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전에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표방하며 방송을 여론 형성과 정치적 통제 도구로 취급해왔고, 이에 

따라 당시 방송정책은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공보정책’의 성격을 

지녔다. 과거 우리나라 방송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국책을 홍보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크고 

작은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다. 1990년대부터는 

방송의 산업적 의미가 강화되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방송정책은 새로운 미디어 사업권 허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새로운 방송 매체가 등장하면 해당 매체 사업자들은 동종사업자들과 갈등하고, 

통신사업자 같은 연관 사업자와도 갈등하게 된다. 또한 정책기관과 규제기구, 해당 

형철. (2020).『융합미디어와 공익』. 파주:나남, p.218.
197) 윤석민. (2020). 『미디어 거버넌스』. 파주:나남,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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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결합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고수하고 새로운 매체의 사업권을 확장하

고자 한다.198) 국내 미디어 정책은 이런 가운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형태로 이어졌다. 

 이처럼 매체별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내 미디어 정책은 본 연구의 

주제인‘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수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미디어 정책은 전송수단을 불문하고 정부가 (재)허가, (재)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이때 방송사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전제로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에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 이후에도 제공

하여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와 

접근이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공공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8) 최영묵. (2010). 『한국방송정책론:역사와 전망』. 서울:논형,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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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내 방송산업의 급속한 발전

 출처: 최영묵. (2010). 『한국방송정책론:역사와 전망』. p.21. 그래프 변용.

 

2) ‘이용자 소외’현상과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 개념 도입 논의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도 진출하면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존의 규제들이 규제목적에 맞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99) 이와 함께‘미디어공공성’과 관련된 

여러 논의 가운데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 PSB)’ 및‘공공

199)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특별세미나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민영방송 규제 합리화 방
안)』에서 현재 방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 목적이 지금 현실과 맞는지, 그리고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 JTBC. (2020.9.25.). 미디어 빅뱅 시대에 20년 된 방송법?… 타당한지 뜯어봐야.
https://news.jtbc.joins.com/html/393/NB11971393.html.

https://news.jtbc.joins.com/html/393/NB11971393.html


- 135 -

서비스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PSM)’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개념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방송·영상 분야‘공공영상문화

유산’방송·영상 컬렉션 범주화를 위해 매우 유용하다. ‘공공서비스방송’ 또는 

‘공공서비스미디어’의 공적 책무 중 하나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참여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근 OTT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디어 정책과 

‘이용자 소외’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6월 정부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플랫폼 규제 완화, 콘텐츠 창작 지원, 

해외 진출 기반조성,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상생 여건 조성 등으로 구성

되었다.200) 이처럼 최근 미디어 정책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OTT의 

국내 시장 진출에 맞서 국내OTT산업 활성화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OTT 가입자에 불과한 존재로 머물러 

있다. OTT플랫폼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은 복수의 플랫폼에 가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유료로 접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OTT가 생겨나면서 예전에는 1주일만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었던 다시보기 서비스가 월정액으로 전환되거나, 여러 채널의 콘텐츠를 

제공하던 OTT가 갑자기 중요 프로그램을 누락시키는 등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01)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개별 이용자마다 콘텐츠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OTT플랫폼의 콘텐츠는 대부분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에게는 콘텐츠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복수의 OTT

서비스를 취향에 따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세분화하고 미디어 정보가 파편화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통의 다수’를 고려하는 방송과 달리 OTT는 

2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6.19.)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및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96955.

201) 동아닷컴. (2020.1.28.). OTT 전성시대 ‘고민’ 빠진 이용자…“도대체 몇개나 구독해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128/99420476/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128/9942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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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냥된 소수’에 콘텐츠를 맞추려 한다는 점에서 특정 이용자가 특정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202) 

 다양한 OTT플랫폼 등장에 따라 이용자들이 소외되는 환경에서도 당대 사회구성원

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의제를 제기하고,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공공서비스방송’ 

및 ‘공공서비스미디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미디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공공서비스방송’이란 방송서비스를 의료·교육·

치안 등과 같은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전제하고 방송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해 등장한 ‘공공서비스미디어’는 모든 공중에 봉사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방송의 오랜 원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영국 BBC 등 유럽의 

공영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즉, 기존의 ‘공영방송’ 혹은 ‘국가

기간방송’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나 재원 

구조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서비스를 기준으로 ‘공공성’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전송기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방송’을 대체하는 용어로 ‘공공서비스미디어’

라는 용어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03) 

 국내에서 ‘공공서비스방송(공공서비스미디어)’는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1월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법적 실체가 있는‘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을 

분리, 정립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적 실체가 있는 

‘공영방송’에 명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서비스방송’ 면허체계를 

수립해 ‘공공서비스방송’의 공적책무를 규정하고 적절한 공적재원을 분배할 것을 

의미한다.204)

202) 이소은. (2020.11.). OTT 시대, 이용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OTT 전쟁에 지친 구독자들… ‘이
용자 소외’와 ‘다양성 상실’ 우려도. 『신문과방송』, 2020년11월호, p.53

203) 최선욱. (2015). 『공공서비스미디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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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은 공영방송과 배타적으로 분리·정립돼야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매체·다채널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205)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에 

속하는 방송사업자 범주화는 방송사의 소유구조나 운영재원 외에도 방송프로그램과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성격의 시청자 서비스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를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송종길은 광고나 협찬 등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206) 강형철은‘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가 국내로 

도입되면서 용어 번역의 모호함으로 인해 ‘공공방송’개념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며‘공공방송’의 기준을 소유의 ‘공공성’, 영향력의 ‘공익성’, ‘사회

적혜택의 수혜 여부 기준’ 등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공방송’의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에 속한다고 알려진 KBS, EBS 외에도 

보도전문채널 YTN, SBS와 같은 민영방송 등 비교적 포괄적인 방송사가 포함된다.207) 

윤석민은 기간 공영방송, 공·민영 혼성적 형태로 대중적인 공영성을 실천하는 

방송, 특수목적방송 등으로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를 분류했다.208)

20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2019.11.).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pp.39-41.

205) 정영주. (2020.2.). MBC, 공공서비스방송(PSB) 분리의 의미:차별적 책무 구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신문과방송』, 2020년 2월호, p.83.

206) 송종길. (2007).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 운영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41-42.

207) 강형철. (2008).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 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방송문화연구』.
20(1), pp.25-26.

208) 윤석민. (2011.3.). 다채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 공공성 이념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료집』.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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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준 공공서비스미디어 방송사업자

송종길
(2007)

§ 수신료
§ 공적재원(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

금, 기금 등)

(수신료) KBS, EBS
(공공재원)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 
교통방송

강형철
(2008)

§ 소유의 공공성
§ 영향력의 공익성
§ 사회적혜택 수혜 

(소유의 공공성) 아리랑TV, KTV, 국회방송
(영향력의 공익성) 종편, 보도전문채널, 
SBS 및 지역민방
(사회적 수혜 혜택) SBS 및 지역민방
(3개 기준 모두 적용) KBS, MBC, 
EBS, YTN

윤석민
(2011)

§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
§ 공·민영 혼성적 형태로 대중적 

공영성 실천 
§ 특수하게 규정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 지원되는 채널
(공영 및 민영)

(기간공영방송) KBS, EBS
(민영/공영적 혼성방송) KBS 2TV, 
MBC,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특수목적방송) KTV, 국회방송, 방송
대학TV, 공익채널 등

표 22. 연구자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기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구축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를 범주화해보면 <그림 1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제도상으로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범주에 속하는 사업자는 미디어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면허·허가·

승인을 받는 사업자와 공공성 및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그리고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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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존 논의에서의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범주

3) 방송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의 역할

 디지털 시대 ‘미디어공공성’논의에서는 현재 지상파 방송 또는 공영방송이 

담당하였던 가치인 보편적 소구, 다양성, 소수자 보호, 공공영역(공론장) 형성, 

창의적 콘텐츠, 정제된 중요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강조된다.209) 강형철은 『공영

미디어 재창조』라는 저서에서 디지털 시대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210)’의 

의무와 서비스를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방송(미디

어)‘는 개인이나 공동체 단위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콘텐츠·서비스를 제공

하면서도 폭넓은 수용자층에 개별적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며, 가능한 높은 도달률을 확보하여 가능한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211) 

209) 강형철. (2014.8.). 융합미디어 시대 보편적 서비스와 공영방송.『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67호, p.51.
210) 강형철은 그의 저서에서 이를 ‘공영미디어’라고 지칭했다.
211) 강형철. (2012). 『공영미디어 재창조』. 파주:나남,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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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내용

문화적
전통 유지

§ 소수자와 이민자들의 문화와 언어적 욕구에 봉사하되 전체 사회와의 
통합도 고려

§ 인근 국가 및 국제적 통합에 관계된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 조성
§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 촉진, 이용자가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 제공
§ 디지털 격차 방지 노력

사회교육
§ 평생교육 시스템에 기여 
§ 비대면강의 활성화
§ 새로운 변화에 맞는 교육콘텐츠 제공

문화산업
활성화

§ 방송시간 대부분 국내제작을 유지하여 국내 영상제작 촉진
§ 외부사업자와의 협업, VOD 등 신규서비스 출시 등 새로운 채널을 출

범시켜 기존 영상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 라디오, TV, 인터넷콘텐츠 제작을 위한 독립제작사 외주를 활성화. 

독립제작사와의 거래 표준을 정하여 제작사의 권리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방송국 및 제작센터 유지, 전국적 차원의 독립제작사 외주
§ 영상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관련 전문교육
§ 영상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 활성화
§ 수신료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재원 발굴
§ 사영 기업과 제휴하되, 비상업적 프로그램 목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함
§ 경쟁, 공정거래 규칙, 국가보조금 규정 존중
§ 돈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표 23. 디지털 시대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의 역할

출처: 강형철. (2012). 『공영미디어 재창조』. 파주:나남. pp.224-225.

특히, 문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사업자와 협업하거나 새로운 VOD서비스 등을 

출시하여 기존의 영상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 

역할 가운데 하나로 보는 점은 본 연구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역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3장에서 살펴본 해외사례 중에서 미국 의회도

서관이 ‘보스톤공영방송사’와 함께 미국‘공영방송협회(CPB)’의 후원을 받아 

전국에 있는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공익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 수

집하고 있는 사례를 이러한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INA는 2020년 온라인콘텐츠 제작용 저작권판매 플랫폼

‘미디어클립(MediaClip)’이나 대국민 고화질방송아카이브 구독플랫폼 ‘마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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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len)’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들은 기 제작된 콘텐츠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로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마들렌’은 INA가 큐레이션한 작품을 일정 비용(한달 3유로, 약 4천원)을 

내고 무제한 전량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영상아카이브계의 ‘넷플릭스’

라고 할 수 있죠. 서비스 출시한 지 약 1년 반쯤 되었는데, INA의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대국민 개방되는 영상들을 

이용자들이 무료로 짧은 포맷으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일정 비용을 내고 고화

질로 전체 내용에 모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INA 디지털제작국장)212)

현재 국내에서는 KBS, MBC, SBS 등 상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영상자료를 보유한 

지상파방송사가 지금까지 제작·방영한 콘텐츠의 목록조차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과거에 제작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은 지금까지 방송사에 비교적 활용도가 낮던 과거 방송프로그램을 재활용한

다는 점에서 시청자 복지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방송사가 보관하던 콘텐

츠의 활용주체는 방송사 내부 직원이나 방송사 콘텐츠 제작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배타적 활용’에 해당한다. 일부 방송사는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조차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213) 이러한 해외에서의 구 방송프로그램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매우 유용하다. 

 지금까지 ‘미디어공공성’과 ‘공공서비스방송’·‘공공서비스미디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적 환경에서 공공영역을 창출하고 공론장 역할을 하는 

‘공공’미디어의 범위와 역할을 검토했다. ‘공공서비스방송’ 및 ‘공공서비스

미디어’는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방송 관련 제도로서 자리잡지 못했다. 

212) Responsable du département des éditions numériques de l'INA, 인터뷰일자 2020.11.30.
213) 지상파 방송사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는 KBS, EBS 등 방송 직후에도 홈페이지에서 VOD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송사가 있는 한편 방송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료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도 있다. 또한, 편당 VOD이용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송사가 있다. SBS의 경우 종영
방송프로그램 중 일부를 선별하여 2021년 2월 기준 469건의 VOD를 무료서비스하며, MBC도
종영프로그램 중 일부를 선별하여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 광고를 시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서비스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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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심이 파편화되고 글로벌화·상업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가 지켜야 하는 공공성 원칙을 검토하여 이 원칙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로 보고, 이에 속하는 

매체들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주체로 보기로 하였다. 

특히 기존 방송들이 제작해온 영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부사업자와 연대

하고 새로운 VOD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선택권 안에 두게 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카이브와 관련된 ‘공공’미디어의 주요 역할임을 확인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공공’ 미디어가 

제작하고 배포한 콘텐츠에 담겨있는 여러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수집해

가는 컬렉션이자, 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접근권을 제공

하는 제도 및 기관이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은 당대 사회

구성원이 공동 노출되고 다수가 주목했던 이슈, 이렇게 노출되고 주목받은 의제를 

놓고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담는다. 

그리고 아카이빙되는 당대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은 해당 의제가 

언급되는 동시대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승되어 유사한 사회문제가 당면

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카이브 

컬렉션의 주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미디어공공성’의 구성요소에 의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 도출

1) 공개성 원리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 대상

 ‘미디어공공성’개념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운영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공공성’이 기본적으로 공개성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지금까지 극장 상영, 

TV나 라디오 방영, 온라인 공개 등 공중에 공개된, 혹은 공개를 목적으로 촬영·

편집한 콘텐츠를 주요 수집대상으로 한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납본형·협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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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형 ‘공공영상’아카이브 해외사례로 제시한 기관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컬렉션들은 공통적으로 극장 상영이나 라디오·TV편성, 혹은 시장 출시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1991년 유네스코에서 공공 차원의 수집 대상 연구를 초기에 맡았던 코플러는 

‘공개된 콘텐츠’정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된 이미지와 

소리 매체’를 공개성 원리의 아카이브 수집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촬영된 원본 영상214)이나 제작은 

되었으나 심의, 검열, 내용규제, 혹은 다른 편성조건 등에 의해 공중에 공개되지 

못한 콘텐츠들은 비록 공중이 이를 직접 보거나 듣는 행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에 수

집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14) 일반적으로 국내 방송사에서는 이를 ‘소재영상’이라고 지칭한다.

구분 기관명 수집 대상

납본형 
모델

프랑스 
INA

『방송납본법』에 의해 방영된 공영 및 민영 TV,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수신
방송 광고클립 (광고주와의 협의에 의한 수집)
미디어 관련 온라인 자원 (선별 수집)

협약형 
모델

영국 BFI
BBC 및 민영방송에 방영된 프로그램 
공·민영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 의해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

미국 
AAPB

전국 1,250여 곳 공영 방송사의 방영프로그램
(현재 120여 곳 참여)

리더십형
모델

호주 
NFSA

공·민영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 의해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
정부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아 제작·방영된 프로그램

벨기에 
Meemoo

플란데런어권공영방송 VRT, 유료채널 SBS Belgium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서 제작된 방영 대상 프로그램  

표 24. 공개성 원리를 기준으로 한 해외 ‘공공영상’아카이브 수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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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마그네틱테이프, 키네스코프,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등에 녹화된 녹화자료 (유성 혹은 무성)

(ii) 마그네틱테이프, 디스크, 사운드트랙, 시청각녹화자료, 레이저디스크 등 음

성 녹음 자료 : (a) 텔레비전 방영, 프로젝션이나 스크린 상영 등 공중 수용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intended for public reception) ; (b) 공중이 사용할 수 있

도록 만들 의도로 제작한 것 (intended to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215)

 

코플러의 연구 이후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서 영상아카이빙 철학과 원칙에 대한 

연구를 여러 차례 수행한 호주 영화사서 에드몬슨 또한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를 

영상문화유산의 1차적 조건으로 제안했다. 그의 저서 『영상아카이빙 : 철학과 원칙』

2016년 개정판에는 영상문화유산(audiovisual heritage)에 포함되는 영구적 보존 및 

활용 대상 영상자료(audiovisual documents)의 조건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자료의 생산 목적이‘공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인 경우에 제한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아카이브 대상) 영상자료는 특정 매체에 보관되어 재생이 가능한

(reproducible) 이미지와 소리가 포함된 작품으로, 

 - 이를 녹음, 전송, 수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기술적 장비

 - 특정한 길이로 된 시각적 혹은/그리고 청각적 콘텐츠 

 - 생산목적은 타 목적에 의한 기술 활용이 아닌 콘텐츠의 (공중)커뮤니케이

션인 것216)

 이처럼 ‘미디어공공성’에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운영원리를 찾는

다고 할 때, ‘공공 방송·영상컬렉션’을 구성하는 우선 원칙은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 혹은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시점에서, 그리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는 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후 공중은 공개된 내용을 통해 특정 정보나 의견, 사상을 접하게 되고 

215) Birgit Kofler.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 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43.

216) … purpose is the communication of that content, rather than of the technology for other
purpose –Ray Edmonson. (2016).『Audiovisual Archiving – Philosophy and
Principles(Third Edition)』. Bankok:Unesco.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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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제로 한 논의과정에 노출된다. 사적인 영역에 있던 의제들을 공적인 세계에 

드러나도록 하는 매개자를 미디어로 본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시대별 미디어의 행적이 영속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공공재 관리 제도로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공공성의 경제적 범주에서 보면‘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공개된 콘텐츠 

중에서도 ‘공공재’로서 공정이용 및 공공활용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수집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수집하는 콘텐츠와 관련 자료들은 

공공재로서 이에 대한 공적 소유와 활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미디어 수용자라면 누구나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에 접근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연구·창작 등 다양한 공적 활용 결과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

하는 것을 지향한다. 공공 차원의 방송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많은 해외기관이 특정 

단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국비나 보조금 등의 예산을 

통해 공공 차원의 기관을 설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특정 단체나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영상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저작권 활용사업 등에 컬렉

션을 사적으로 활용한다.217) 월트디즈니사(社)의 기업 아카이브인 ‘월트디즈니

아카이브(Walt Disney Archives)’는 1970년대 기업이 설립하여 창업주와 기업의 

자산을 활용하여 마케팅과 홍보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공적 소유·공적 운영 형태의 방송·영상아카이브는 이러한 

사적 활용과는 달리 수집한 컬렉션이 공공재가 되어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217) 이스트만 코닥 회사를 설립한 기업의 조지이스트만뮤지엄(George eastman museum/motion
picture department), 스미소니안 재단이 설립한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름을 딴 스티브스필버그 유대인 필름아카이브(Steven Spielberg
Jewish Film Archive) 등은 특정 개인, 기업, 공동체 등이 설립한 대표적인 영상아카이브다.
민간에서 설립했지만 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컬렉션을 연구, 교육, 창작자원으로의 활용
등 공공활용을 위해 아카이브 운영 주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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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의 ‘산업적·상업적 공공기관(EPIC218))’으로 운영되는 

프랑스 INA는 2021년 『커뮤니케이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프랑스텔레비지옹과 

합병된 공영방송그룹 ‘프랑스메디아(France Medias)’의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219) 

따라서 프랑스 INA는 국가가 운영재원 및 자본금을 100% 부담하는 형태의 아카

이브 기관으로 ‘미디어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 

기존의 운영방식으로는 수집된 컬렉션을 활용한 마케팅이나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판매 수입을 보다 확대하고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공영텔레비전

채널, 공영라디오 등 다른 공영방송 회사와 통합되면서 소유 및 운영과 같은 경

제적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 협력이 확대되고 프로그램의 장르, 주제, 서비스 방식 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 의회도서관이 보스톤 공영방송사와 협업하여 구축하고 있는 AAPB 또한 

미국 ‘공영방송공사(CPB)’, ‘도서관·정보리소스협의회’, ‘박물관도서관협의회’, 

‘멜론재단’, ‘국립인문재단’ 등220)의 공적자금을 통해 수집 및 보존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플란데런어권 공동체 정부의 예산 100%로 운영되는 

벨기에 Meemoo는 공영방송사 VRT를 포함한 161개 문화·미디어 기관이 소유

한 콘텐츠 디지털화 및 장기보존,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전담한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기관들이 우리와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지 플란데르어권 정부와 함께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019년부터 Meemoo의 설

립과 운영은 플란데르어권 법에 의해 규정되고, 운영재원은 공동체 정부 연간 

예산에 의해 확정됩니다(Meemoo 디지털화 및 수집 매니저)221)

218)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219) Challenges.fr. (2019.9.25.). L'audiovisuel public sera regroupé dans un holding baptisé

France Médias.
https://www.challenges.fr/media/audiovisuel/l-audiovisuel-public-sera-regroupe-dans-une-h
ol ding-baptisee-france-medias_676369.

220) 미국 AAPB를 후원하는 기관은 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CPB) , The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CLIR),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ndrew W. Mellon Foundation,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등이 있다.

221) Digitisation & Acquisition Manager in Meemoo (서면인터뷰 일자 2021.2.11.)

https://www.challenges.fr/media/audiovisuel/l-audiovisuel-public-sera-regroupe-dans-une-holding-baptisee-france-medias_676369
https://www.challenges.fr/media/audiovisuel/l-audiovisuel-public-sera-regroupe-dans-une-holding-baptisee-france-medias_67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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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는 공적 소유·공적 

운영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을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머독이 지칭한 ‘디지털

공유지’의 역할을 한다. 정보 공유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의 공공재적 성격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은 국민 누구나 접근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물리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고, 수집된 콘텐츠의 식별정보는 물론, 맥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적 차원의 접근성도 아카이브 서비스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사전에 협의된 절차를 통해 콘텐츠를 아카

이브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관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집한 콘텐츠에 대한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 디지털 

공유지’를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다.222)

 셋째,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법에는 운영 과정에서 아카이브 주요 

기능인 수집, 관리, 활용의 구체적인 근거와 방법론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법적 근거에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 혹은 공적 자금의 출연근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과는 별도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운영위원회 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다섯 기관 

가운데 호주 NFSA는 그 전신 기관이 1935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됐으나, 2008년 

관련법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법』을 신설하였다. 이 법에는 기관의 역할, 법적 위상, 

의사결정기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예산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즉,‘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공공의 목적에 따른 활용과 문화 창작의 

원천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축된다면, 이 

2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32.



- 148 -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운영원칙과 세부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파방송진흥원’의 연구에서 인용한 공공 방송·영상아카

이브 설립 형태와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아카이브 설치 자체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면 재원의 사용이나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출연 특수목적의 공공법인으

로 운영되고, 정부는 기관에 대해 법·제도적 정책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재정과 정책 지원을 하되,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율성을 보장해

야 할 것이다(방송사 관계자D, 정부기관 관계자J, 연구자L)

해당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산하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같은 기존 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부여하

는 것이 필요하다(방송사 관계자E, 연구자M)223) 

이해당사자들인 방송사, 영상제작사, 시청자, 시민사회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송·영상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운영기구 등 상설 논의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연구자 L, M)224) 

본 연구의 5장에서는 이처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방송·

영상콘텐츠 수집대상과 수집 기준, 수집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를 도출하고, 

수집된 콘텐츠의 공공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한다.

3) 공동성의 원리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 구축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공공 차원의 

논의를 거친 수집기준 및 수집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콘텐츠에 대한 공공 활용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영상콘텐츠는 

문자, 소리, 고정된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당대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223) Ibid., p.228.
224) Ibid.,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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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미디어 산물이다. 이에 따라 방송·영상콘텐츠는 콘텐츠를 매개로 소통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집단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해당 공동체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중요성이 있다 점에서 문화유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김재영·박규장은 디지털 시대의 방송 공익성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성’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동성’이란 내용적 측면과 역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가치 이념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 의해 공유될만한 내용이어야 하며, 역사적 차원에서는 방송프로

그램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석과 전승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225)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아날로그 방송 시기부터 강조되는 방송의 공익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두 연구자는 디지털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기존의 텔레비전을 대체하는 현상은 몇 년 전부터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226) 이에 따라 개인의 관심에 따른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만 소비하고 기억하면서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있다. 

확증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기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지칭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미디어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 형성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 등에 의한 가짜뉴스가 양산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227) 이런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공동성’원리는 점차 강조되는 

‘미디어공공성’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즉, 디지털시대의 방송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의 의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중개하고, 

225) 김재영, 박규장. (2005). 디지털 시대의 방송 공익성과 지상파 방송 정책 패러다임. 『사회과학
연구』, 16, pp.55-56.

226)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상파TV 프로그램 시청 비중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일주일동안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
는 91.7%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 반면, TV수상기 외 데스크톱이나 태블릿, 스
마트폰을 이용해 방송매체를 이용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늘
어나는 추세이다. TV시청자 두 명 중 한명은 스마트폰 등 타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pp.23-25.

227) 미디어스. (2020.1.15.). 확증편향과 가짜뉴스, 대중매체의 위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51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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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학수는 방송 공익성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공동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체화된다고 

주장했다.228)

그림 15. 공동성의 원리

 출처: 김학수. (1993). 방송의 공익성: 그 이론적, 실천적 한계의 극복. 『방송연구』, 
1993 겨울호, pp.149-15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이러한 공동성 원리에 따라 제작·방영되는 방송·

영상 콘텐츠를 수집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공유할 컬렉션을 구성해야 한다. 아카

이브 이용자들은 특정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 당시까지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나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사회구성원들의 주관

성과 개별성이 강조되는 공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버마스는 

비판적 개인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공론장이 형성되고 그러한 

공론장은 시민사회라는 환경에서 가능하며 역으로 그러한 공론장은 시민사회를 

추동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버마스의 ‘간주관성의 소통(Communcation of 

intersubjectivity)’ 개념은 인간 각자의 주관성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소통을 의미한다. 따라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 방송·영상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성 원리’에 의해 제작·

228) 김학수. (1993). 방송의 공익성: 그 이론적, 실천적 한계의 극복. 『방송연구』, 겨울호,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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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되어 온 방송·영상콘텐츠를 핵심자원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되 아카이브가 

해당 콘텐츠를 물리적 차원에서 수집하는 데 머물지 않고 콘텐츠를 매개로 사회

구성원 개인이 상호소통하는 행위 또한 아카이빙 해야 한다. 이를테면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분석·시청자반응을 비롯해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에 제작한 

2차 저작물 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의 수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논의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를 도식화하면 <그림 16>과 같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공개성
개념

경제적
개념

행정적
제도적
개념

커뮤니케이션 
개념

공론장-
공중 
관계적
개념

규범적
가치적
개념

정치적
사회
철학적
개념

알림
공개,
노출

공공재
국가/정부
공공기관
권위

공론장
공공영역

비판적
시민
참여적
공중

미디어
소유자가 
아닌

이용자/
소비자 

이익 추구

비판적
이성
숙의

민주주의
공적이성
참여

민주주의

↓ ↓ ↓ ↓ ↓ ↓ ↓

방영/
온라인 
노출된
콘텐츠 
수집

보편적
서비스,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
공정이용
공공활용

아카이브
관련법
아카이브 
기관

아카이브 
운영

매뉴얼
아카이브 
운영

위원회

콘텐츠
수집기준,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

수집된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주제별 토론

(연구, 교육, 출판, 전시, 영상 및 
문화콘텐츠 제작 등)

세대, 계층, 지역,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에 따른 비판적 담론 형성
주제별 사회교육의 장 제공

그림 16.‘미디어공공성’ 개념에서 차용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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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공공성’을 경제적·행정적/제도적·커뮤니케

이션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운영원리를 도출하였다. 디지털 시대에는 TV나 라디오 외에 다양한 이동형 단말

기와 초고속 네트워크가 일반화되면서, 미디어의 편재성과 콘텐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다 강조되었다. 단지 물리적으로 방송·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해 공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장에 미디어 이용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디어는 디지털 시대에도 민주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대상에 

대한 보편적접근권 또한 이 맥락에 있다. 즉, 방영을 통해 공중에 공개되고 공동

체가 공유하는 방송·영상 콘텐츠는 공공재로서 공적 소유 및 통제를 통해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관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도 있다. 

새로 마련된 법적 근거와 관련조항에 따라 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관 기관(‘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전문화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기관의 운영에서, 즉 아카이

브의 수집, 관리, 활용 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원칙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독자적 운영보다는 콘텐츠 공급자·이용자 참여형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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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방송사업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플랫폼 현황

 이 절에서는 국내에서 방송사업의 역사가 가장 길고 이에 따라 공공성·공익성 

있는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지상파 주요 방송사들의 사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과정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 논의한 ‘미디어공공성’ 및 

‘공공서비스방송(미디어)’개념 도입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상파 방

송사들은 2000년대 중반 HD디지털제작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디지털화한 자사 콘텐

츠를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자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등장하여 이용자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민영 등 소유구조나 운영재원의 성격을 불문하고 각 사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한다.

 민영방송인 SBS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가장 먼저 디지털제작시스템을 도

입하고 디지털화된 자사 콘텐츠를 가장 먼저 시청자에 공개하는 듯 했다. 2017년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콘텐츠를 시청자에 개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229) 그러나 일부 장르·특정 이용자(미디어 스타트업 사업자) 및 

사내 인트라넷에서의 활용으로 제한하면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공공성’을 구체화

하는 수준의 개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을 전후하여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에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영상자료 활용 콘텐츠가 비교적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전에도 <KBS

영상실록>(1995), KBS <인물현대사> (2003~200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1999~2005) 등 

현대사 소재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된 바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료화면 

편집보다는 관련 인물 인터뷰 및 스튜디오 출연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KBS에서 

2018년 선보인 <88/18>, 이듬해 제작된 <모던코리아> 등을 기점으로 다큐멘터리 

장르에서는 각 사의 방대한 자료화면을 90% 이상 활용한‘풋티지(Footage) 

다큐’가 잇달아 제작되었다. 그리고 시사교양 장르 외에도 뉴스, 예능, 생활정보, 

229) 블로터닷넷. (2017.1.18.). SBS, 개방형 영상 아카이브 '오아시스' 2월 오픈.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1701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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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자료화면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이동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제작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재방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사들이 수십 년간의 방송사업 

결과 축적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HD제작시스템 도입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사의 사내 아카이브는 대체로 개별 방송사 내부 이용에 제한되어 있다. 즉, 편성

정책을 통해 방영 프로그램을 제작해 TV와 라디오 등에 방영하고, 방영된 프로그

램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TV·라디오에서 방영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230)를 토대로 주요 방송사들이 사내 아카이브를 TV 및 

라디오프로그램, 온라인온리(Online only)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사가 자사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면서 제기되는 문

제점과 공공성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공영방송의 아카이브 활용 및 

대외 개방에 관련된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KBS와 EBS관계자 인터뷰231)를 실시하였다. 

230) 이 절에서 참고한 국내 방송사 사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이선명
(2004). 『방송 뉴스제작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 조직변화와 성과에 관한 연구:
SBS뉴스디지털시스템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철
(2006). 『지상파 방송사 영상 콘텐츠 보존과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연구』.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동원. (2008).『디지털 방송시대의 영상아카이브 시스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태양식. (2009).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영상
아카이브 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애. (2016). 『방송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 방안 :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영식. (2018). 『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미디어비즈니스전공 석사학위
논문.; 박완. (2020). 『시대상의 재현 기록으로서 방송·영상 큐레이션: 지상파TV 평가·선별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전공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방송·
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최종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2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31) KBS콘텐츠아카이브부 부장, EBS 융합기술본부 IT콘텐츠관리부 차장, 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8일.



- 155 -

1. KBS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제작이나 광고시장 점유율 등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32) 정부가 라디오·TV를 국내에 대국민 정책홍보 

및 사회교육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지상파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사업권 

허가를 받고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 한국방송공사(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으로(『방송법』제43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재원의 많은 부분이 수신료로 구성된다. 수신료 

외에 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와 국가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KBS는 매년 초 예산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결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각각 제출한다.233) 

‘KBS아카이브’는 방영프로그램 및 소재영상(취재원본), 음성, 사진,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내의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 디지털아카이브 

<K-DAS>를 구축하여 사내제작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작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비디오콘텐츠, 오디오콘텐츠, 사진콘텐츠, 문헌콘텐츠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KBS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장량은 다음과 같다.

232) 김정태. (2016).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107.
233) 정인숙. (2013). 『방송 산업 구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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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분 세부유형 소장량

비디오 콘텐츠 
(단위: 개)

필름 130,646

테이프 251,760

디지털파일 773,410

오디오 콘텐츠
(단위: 개)

CD 315,415

LP 217,413

DAT 음악 15,219   라디오 41,411

파일 음악 2,397,912 라디오 845,732

사진 콘텐츠
(단위: 장)

인화사진, 슬라이드 
필름

121,104

디지털파일 376,797

단행본 93,482

도서
(단위: 권) CD롬 1,103

전자책 5,885

표 25. ‘KBS아카이브’ 소장량 (2020.12.31.기준)

출처: KBS아카이브 홈페이지.

‘KBS아카이브’는 『콘텐츠관리규정』에 따라 사내 이용에 제한된다. 사내 제작 

목적 이외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의 자료협조 요청이 있으면, 요청 시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0조(이용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콘텐츠는 방송제작 및 콘텐츠 사업 관련부서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본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

  2. 콘텐츠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자

제22조(콘텐츠 이용) ② 콘텐츠관리부서에서 대출․전송받은 콘텐츠는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재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인 소유의 저장매체로 전송받은 

콘텐츠는 사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삭제해야 한다234)



- 157 -

수신료가 방송사 운영의 주요 재원이며, 『방송법』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공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KBS아카이브’는 홈페이지 내에서도 소장 자료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KBS아카이브’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방영된 프로

그램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VOD로 제공하거나 ‘유튜브’에 개설된 주제별 

채널에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공개하는 정도이다. 아카이브 외부 

개방과 관련하여 KBS 관계자는 저작권 및 초상권 이슈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 시청자의 KBS콘텐츠 활용에 대해) 일반인이 신청하면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KBS미디어’를 통하구요. ‘KBS미디어’에서 신청한 프로그램 복사를 하고 

DVD나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뉴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87년 뉴스부터 전량 공개해 놨어요. (…) 그리고 디지털미디어국을 

운영하고, 이 부서에서 과거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초상권에 저작권에 좀 위배되지 않는 것

들만 그리고 그 채널 안에 보면은 대부분 옛날 꺼를 신청하는 코너들이 다 

있어요. (개인의 소재영상 활용에 대해) 개인한테는 아직은 열려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저희 그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 해결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도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간 어느 정도 

범위로 공개해야 할지 그거는 어떻게 됐건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 

회사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KBS 콘텐츠아카이브부 부장)235)

KBS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적 책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추진된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정책236)에서는 KBS의 참여가 항상 우선적

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미디어공공성’ 구현 사례로 소개한 BBC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사업과 이를 뒤이은 NHK의 아카이브 개방 사례237)가 발표되면서, KBS 

234) 『KBS 콘텐츠관리규정(개정 2016.11.16. 규정 제1354호)』
235) 인터뷰일자 2020.11.18.
23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프로그램보관소 사업(1998～2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콘텐트

뱅크(2016～현재) 등.
237) 일본의 공영방송사인 NHK는 BBC의 아카이브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다. NHK는 2007년, 2009년부터 시작될 5개년 경영계획에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전송로를 종래의 방송 전파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로 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NHK온라인’ 및 ‘NHK온디맨드’서비스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전
부 혹은 일부 재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하고, 콘텐츠 아카이브를 활용한 특선 라이브러리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NHK 창의적 라이브러리를 개설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
본 국민에게 문화적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NHK 아카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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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아카이브 개방 계획을 검

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8)

2. EBS 교육디지털리소스뱅크(EDRB) 구축과 강의콘텐츠 구독서비스 출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효율적인 교육방송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교육방송

공사방송법』 제1조). EBS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 출자하여 만든 방송사로, ‘방송

통신발전기금’ 출연액. KBS로부터 지원받은 수신료,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교육

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 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EBS는 우리나라 교육문화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수성 있는 방송사로, 관련법에 

명시된 EBS의 임무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교육방송 실시. 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교육 관련 행사 주관 및 국제교류, 교육방송 

조사연구 등이다.239) 

 타 방송사에 비해 EBS는 시청자 개방 정책을 비교적 빨리 마련한 방송사이다. 

2010년 공교육 시스템에 교육방송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디지털리소스뱅크

(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 EDRB)를 구축했고, 2012년부터 <EBS클립뱅크>

라는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방송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2020년 1월 종료되었

으며, 일부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BS는 디지털제작시스템 구축을 전후하여 콘텐츠 대부분을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등장한 비디오 소재 자료와 오디오 자료를 일반에게 무료
로 공개하고,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17-31.

238) 2018년 2월 선임된 양승동 사장은 사장후보 등록 당시 KBS아카이브 및 플랫폼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노컷뉴스. (2018.2.26.). 양승동 KBS PD, KBS 새 사장 후보로 선임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734
48&fbclid=IwAR2TNXE-2u7JeWKb-8vR4TH6tzp0FuV3pPLPmpiYtd0xpYTBJGzH_cZhENs.

239) 정인숙. (2013). 『방송 산업 구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37-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73448&fbclid=IwAR2TNXE-2u7JeWKb-8vR4TH6tzp0FuV3pPLPmpiYtd0xpYTBJGzH_cZhEN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73448&fbclid=IwAR2TNXE-2u7JeWKb-8vR4TH6tzp0FuV3pPLPmpiYtd0xpYTBJGzH_cZ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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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아카이브에 보관된 60만여 건 

파일이 방송 제작 및 대국민 사업에 활용된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3만 5천여 건, 

소재자료 1만여 건, 음원 및 사진 2만여 건 정도가 입수된다. 2011년도부터 2016년

까지 그 5년에 걸쳐 25만여 점 테이프를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였다. TV프

로그램 약 36만여 점, 촬영본 등 소재영상 약 23만여 점이 있다. 영상, 음성, 

사진자료 등을 유형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테이프 자료는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방송자료 아카이브실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재활용 단계에서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을 확인하고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EBS아카이브’ 메타데이터 항목과 

기술 수준에서 저작권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 단계에서 계약서 

내용 및 저작권자와의 확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EBS아카이브에서 메타데이

터를 통한 권리관계 정보 관리는 개별 콘텐츠 활용 단계에서 정보가 확인될 때마다 

메타데이터를 보완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그 계약이 그 콘텐츠마다 다 달라가지고 일단 저작권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콘텐츠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 (메타

데이터에 기술된 정보는) 저작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사실 계약서를 보지 않는 한 이 콘텐

츠가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까지 플랫폼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 저희가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그 생길 

때마다 계속 메타데이터에 추가하고 있는 거죠. 이 콘텐츠는 언제 초상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용하면 안되다. 뭐 이런 식의 것을 메타데이터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거죠 (EBS 융합기술본부 IT콘텐츠관리부 차장)240)

240) 인터뷰 일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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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EBS아카이브’ 사내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안내메시지

 

 현재 EBS에 구축된 디지털아카이브는 대부분 사내 이용에 활용된다. EDRB로 

구축된 콘텐츠는 학교교육 지원에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BS방송콘텐

츠를 활용하여 EBS TV 및 라디오 다시보기용 웹사이트 외에 특정 교과목(영어방송, 

수학교육, 소프트웨어, 종합외국어교육), 학급별(EBS초등, EBS중등, EBSi), 교육대

상별(시각 및 청각장애인 대상, 다문화 한글교육) 교육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BS는 2020년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여 EBS의 통합 강의 브랜드 <클래스e> 등 9개 

구독서비스241)를 2020년 출시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리패키징하고 구독 서비스 

대상 콘텐츠는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고, 기존 방송사 홈페이지에서의 VOD 

단건 결제 정책을 폐기했다. 교육콘텐츠의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한 구독서비스인 

241) <오디오 어학당>, <애니키즈>, <클래스e>, <다큐프라임>, <세상의 모든 기행>, <지식채널
e>, < EBR >, < D-BOX >, <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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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e>는 2020년 4월부터 방송과 인터넷으로 동시 서비스한다. EBS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중에서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클래스 

350개, 강의 1,500편 이상을 확보하였고 매월 새로운 클래스 10개, 100편의 강의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구독료는 시장에서 최저가로 책정했던 EBS수능 교재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월 4,900원으로 책정했다. 서비스 출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는 

이르지만, 전년 대비 VOD매출보다 2배 증가했다. <클래스e>와 같은 EBS 방송콘

텐츠를 활용한 구독서비스는 EBS 사내에서도 과금을 내세우는 모델이 공영방송이 

추진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242) 그러나 이와 같은 EBS의 유료 구

독서비스가 향후 시청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 조회 수(히트 수) 등에서 성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방송․영상 컬렉션의 대국민 콘텐츠 수요를 

가늠하기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 MBC아카이브 방송콘텐츠 저작권 유통 플랫폼 운영

 MBC는 1961년 민간상업방송으로 출범한 후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소유형태가 전환된 독특한 역사를 가진 방송사이다. 즉, 『상법』에 의한 주식

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이후 공적 책무를 구현하도록 1988년 제정된 『방송문화

진흥회법』에 의해 규율 받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243) MBC의 소유구조는 

공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 70%를 소유하지만, 재원구조는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민영방송 형태를 띠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MBC 운영 

수익의 15%는 공익 목적으로 재단에 환원되고 『방송법』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 

242) 방송사 최초의 구독 모델 적용을 앞두고 내부 우려가 많았다. “대세는 유튜브인데 플랫폼 비
즈니스가 될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 “과금을 내세
우는 모델이 지상파 TV의 길은 아니지 않을까?”, “방송의 공영성을 놓치면 소탐대실이 될 수
도 있는 거 아닌가?” 구독 서비스 출시 전 들었던 우려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공영 미
디어가 가도 되는 길인가? 나아가 생존할 수 있는가? - 김민태. (2021.2.). 온라인 유료 강의
전성시대, 지상파 구독 모델은 성공할까?:EBS <클래스e>. 『신문과방송』, 2021년2월호, p.56.

243) MBC. (2019). 『MBC 2019 연례보고서』,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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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244) 따라서 앞서 살펴본 KBS, 

EBS와 함께 MBC는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며 공익적 목적의 

방송활동을 하는 책무가 부여된 공영방송사이다. MBC와 종사자들의 법적·도덕

적 책임이 규정된 『방송강령』 전문에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

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과 건강한 문화창달을 통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한다245)’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MBC의 연혁과 공적 

책임, 그리고 MBC가 제작·편성해온 방송프로그램 공공성으로 인해 MBC는 앞서 

살펴본 두 공영방송사와 함께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정책연구 및 추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왔다.24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의 참여주체로서 ‘MBC아카이브’의 저작권판매플랫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MBC는 2015년 ‘MBC아카이브’ 플랫폼을 개설하여 방영프로그램, 항공촬영본, 

제작현장 이미지 등 자사 보유콘텐츠에 대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색, 열람, 

저작권을 판매를 시작했다. 타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일찍 B2B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기관・기업・도서관・학교 등에서 학술연구, 업무활용, 교육용의 목적으로 

연간 구독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뉴스 등 프로그램 및 영상, 

오디오, 사진자료 약 23만여 건에 대한 DB에 대해 구독기관 이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서비스 중인 콘텐츠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교양, 다큐멘터리, 드라마, 

보도, 스포츠, 연예/오락, 예술공연, 라디오 등이 있고, 주제별로 브라우징하여 

플랫폼에 공개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자연과 환경, 역사, 인물, 문화예술 등 

18개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주제 하위에 세부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세부

주제를 선택하면 지명, 인명, 사건명 등의 해시태그를 선택하여 주제별 컬렉션을 

244) 정인숙. (2013). 『방송 산업 구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34-35.
245) MBC『방송강령』 1조. http://with.mbc.co.kr/m/public/pledge/protocol/.
246) 1998년 추진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프로그램보관소’ 설립 추진 당시, 그리고 이후 2006년

폐관되기 직전까지 콘텐츠 이관 협의에서 MBC는 KBS, SBS와 함께 주요 협의 대상 방송사
업자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최종
보고서』. pp.62-63.

http://with.mbc.co.kr/m/public/pledge/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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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 할 수 있고, 특정 해시태그를 선택하면 대표이미지(섬네일), 제목/부제, 

방송(촬영)일/영상길이, 영상보기 및 과금정보 등의 검색결과 목록이 필터링된다. 

그림 18. ‘MBC아카이브’ 검색결과

출처: MBC아카이브 홈페이지.

 ‘MBC아카이브’플랫폼은 대학, 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 

업무활용, 교육용의 목적으로 연간 구독하여 해당 기관 구성원들이 관내·외 

이용이 가능하다. 구독서비스는 개별 저작권 판매에 비해 일부 장르를 제한하고 

있다. 시사/교양/다큐멘터리/뉴스 프로그램 및 촬영원본 소재들을 자유롭게 검색

하고 시청할 수 있다. ‘MBC아카이브’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구독

기관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과 공공기관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 

 타 방송사에 비해 영리적 목적을 위해 보유 콘텐츠를 개방하고 이를 창작, 연구, 

교육 등 2차 활용을 위한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 검색, 열람, 개인소장 서비스를 제한하고, B2B전용으로 

사업자, 법인, 기관 등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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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BS <오아시스(OASYS.tv)> 프로젝트 및 IP(사진/영상)판매서비스 제공

 SBS는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가 상업방송을 허가하며 1991년 개국한 

국내 최대 상업방송으로, 2001년 ‘강원민방’, ‘제주민방’ 허가 이후 전국적으로 

9개 가맹사를 두고 있다. 2004년 보도뉴스 디지털제작시스템을 도입하여 타 방송

사에 비해 디지털제작시스템 구축이 가장 빨리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오아시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창사 

이후 26년간 축적된 영상콘텐츠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오아시스>는 ‘영상 

콘텐츠 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Open Archive SYStem)’의 약자로, 자사의 콘텐

츠를 외부에 영상 아카이브 API를 공개하고, 미디어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제휴사

업자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오아시스> 서비스 발표 당시, 장면 설명 등 다양한 메타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편집기 제공, 공개 API를 통한 외부연동, 전용 플레이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 방송사에서 개방한 콘텐츠를 개별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업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오아시스> 웹사이트 내에서 큐레이션한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공유할 수 없고, 편집 클립 러닝타임은 3분을 넘지 못하며, 철저

히 SBS의 내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단점 때문에 완전한 개방과 공유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5월에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SBS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촬영원본에 대하여 IP(사진,영상)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SBS IP(사진,영상) 판매는 상업 및 공공 목적의 업무용 

소재영상/사진 판매, 출연업체나 출연자들의 사진 및 홍보물 판매, 개인소장용 

DVD판매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업무용 소재영상 및 사진 판매는 사용목적, 

사용범위, 기간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통해 판매 적합성을 검토한 후, 자료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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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판매가가 정해진다. 

구분 내용

업무용 
영상/사진 
소재판매

(상업적활용) 방송화면을 기업 광고, 홍보, 대외시연에 활용. 프로
그램 컨셉을 활용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고화질(4K) 및 특수(VR) 
콘텐츠 활용 상업목적 시연
(공공 활용) 미디어 및 영화에서 활용, 사내교육 등 대외배포 되지 
않는 기관 내 활용
한국풍경, 해외풍경, 문화유산, 동식물, 스포츠/레저 등으로 분류
플래시서비스 종료(2020년 12월)로 인해 현재 저해상도 시청 불가
자료사용료 및 자료등급, 용도에 따라 판매가 결정

출연자 대상 
사진판매

출연자 혹은 출연업체가 방송화면을 사진 및 홍보물 형태로 활용
규격별 디지털 사진 출력, 현수막, 배너 등 정액제 운영

개인소장
DVD판매

SBS방송프로그램 중 시청자가 개인 소장하고자 하는 방송프로그
램을 DVD에 복제하여 영상길이에 따라 판매가 부과.
30분 이내 28,600원, 120분 이내 41,800원, 음악프로그램은 2배 가격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및 자료사용 제한  

표 26. SBS IP(영상/사진) 판매 서비스

출처: SBS IP(영상/사진) 구매 홈페이지.

이와 같은 SBS의 IP(사진, 영상)판매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MBC아카이브 B2B서비스, 

KBS미디어의 콘텐츠 판매와 마찬가지로 외부 공개 및 판매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방송사 외부의 2차 활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로 평가된다. 이처럼 KBS, 

MBC, SBS 등의 방송사들은 국내에서 방송권 면허를 얻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공공성·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결과물을 일부 선별하여 외부에 유상

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사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방송사 

밖의 이용자들이 판매용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책무가 부여된 방송사들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 따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치가 다각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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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시사점

 이 절에서 살펴본 KBS, EBS, MBC, SBS의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을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사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은 사내 이용에 제한되어 

있고, 방송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MBC) 및 영상판매 서비스(SBS)를 통해 자사 

수익창출을 위해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방송사들이 TV나 라디오 편성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옛날방송 다시보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 또한 

이러한 배타적 활용의 한 형태이다. 멀게는 1980년대, 가깝게는 2000년대나 2010

년대 초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부분별로 쪼개거나 5-10분 내외의 영상으로 편집

하여 제공한다.247) 

 ‘유튜브’에서의 활용 외에도 자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최근 영상자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대 이후의 문화계 전반에서 보이는 흐름인‘레트로열풍’과 

tvN <‘응답하라’ 시리즈>(2012~2015),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2015~2019), MBC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2014) 등 1980-1990년대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

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과거 대중문화를 주도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에 

제작했던 자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평론가 성상민은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레트로 열풍은 어디까지나 ‘과거’가 뒷받침되는 움직임이다. 방송국들은 자

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직간접적으로 레트로 열풍에 영향을 주었던 것에 착

안하여 다시 경쟁적으로 레트로를 활용한 TV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열풍에 

오르려 했다. (…) 방송사들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제공하는 이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점차 버거워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시청자-향유자들은 최근 제작된 프로그램들에 흥미를 서서히 

잃고 과거 프로그램이 낳는 기묘한 복고주의의 감각에서만 흥미를 찾는다. 

30-40대 이상의 시청자들 역시 자신들이 과거 즐겼던 프로그램에서 향수를 

느끼는 이상으로 새로운 경향성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248)

247) 미디어오늘. (2019.9.22.). [성상민의 문화뒤집기]방송사들의 ‘레트로 열풍’, 그 양날의 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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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지상파 주요 방송사들이 보유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유튜브’나 방송

편성을 통해 과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배타적 서비스는 시청자들의 선택, 큐레이션, 

창작 등에 의해 이용자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는 ‘미디어공공성’ 구현

과도 배치된다. 지상파 방송사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무료 ‘다시보기’영상클립은 대부분 광고 기반 서비스이다. 이는 콘텐츠의 사용료 

등을 받지 않는 대신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적 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광고기반 

주문형 비디오(Advertising VOD)이며, 업계가 주목하는 사업모델이다.249)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도 

물론 광고 기반 서비스이다. 하지만, KBS 2018년 『연차보고서』는 이를 시청자에 

과거 영상을 제공하여 공적책무를 다한 성과로 소개한다. 

수십 년간 KBS아카이브에 축적된 콘텐츠를 선별, 가공하여 시청자에게 유익

한 콘텐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유머1번지>, <개그콘서트> 등 KBS 코미디 콘

텐츠를 엄선한 ‘유튜브’ 레트로 채널 <크큭티비>를 론칭하여 불과 3개월만

에 약 2만 3천명의 구독자, 약 1천 6백만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250) 

이에 대하여 미디어학자 최선영은 공영방송사가 ‘대외적으로는 창작자와 상생해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지만, 실상은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특집 하이라이트 재방송을 기획하고, 큐레이션이 새로운 수익창출원이라며 방송 

전편을 통째로 온라인에 올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과거 방송프로그램 

재활용하면서 수반되는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의 권리관계 문제, 저작권자와의 수

익배분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251) 이처럼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아카이브 활용에서 

출연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저작권자의 권리관계 보호 문제 등 

248) Ibid.
249) 신아일보. (2020.12.29.). [기자수첩] 무료 VOD는 없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321&fbclid=IwAR0oz3HyWd_SxDsdZ.
250) KBS. (2018).『KBS 2018년 연차보고서』. p.28.
251) 한겨레. (2020.7.28.). 공영방송의 불공정한 ‘지식재산권 장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568.html.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321&fbclid=IwAR0oz3HyWd_SxDsdZ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5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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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3장에서 ‘영상납본제’ 등 제도적으로 영상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운영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권리관계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의 참여에 의한‘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는 국내 방송·영상 산업 환경에서 아카이브에 수집된 콘텐츠 

활용과정에서 문제가 될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 중소방송사·지역방송의 아카이빙 현황

 국내에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방송사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 등), 종합편성채널(JTBC, MBN, 채널A, TV조선), 보도

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 CJ E&M 등 대형 방송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지역방송사 및 중소 

영세 방송사는 아카이브 구축비용과 열악한 콘텐츠 보존 환경으로 인해, 소재

자료는 물론 방영본(On-air)조차 분실될 위험에 놓여 있다.252) 소규모 방송사·제

작사에서는 촬영본 및 외부영상 획득, 편집·제작, 영상파일 출력으로 제작 단계가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제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는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촬영본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촬영본 혹은 방송본 영상은 파일 형태로 보관하지만, 해당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출연자, 저작권 정보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253) 

 그 중에서 지역방송사는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1조)하는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의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은 지역마다, 방송사

마다 편차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방송은 케이블방송이 출범하던 1995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지역 민영방송 사업권이 1차 허가되면서 개국하였고, 

25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최종보고서』.
pp.40-42.

253) 유영식. (2018). 『 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뉴미디어학부 미디어비즈니스전공 석사학위논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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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차로 울산, 청주, 전주, 인천, 지역 등 4곳에 SBS가맹국 형태로 출범했다. 

이후 2001년에는 ‘강원민방’, ‘제주민방’, 2005년 ‘부산경남 KNN’이 개국

했다.254) 지역민영방송은 원래 지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체 

편성권을 가진 독립국 형태로 허가를 받았지만,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SBS가맹국 형태를 띠고 운영된다.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중심의 편성과 제

작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255) 

 지역민방을 포함해 지역MBC(17개사), 지역라디오방송(경기방송, 경인방송) 등 

지역방송은 최근 미디어 수용 환경의 변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스템의 경쟁

체계 도입과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256) 이에 따라 

지역방송사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외에 방영콘텐츠나 소재자료를 중장기적으로 

보관·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설에 재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표 27>에서 『2020 방송산업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카이브 

시스템 시설 현황의 지역별 분포를 알 수 있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송출시설에 

포함된 시설로, 서울과 강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 조사에서 지칭하는 

‘아카이브시스템’은 송출 이후 방영본(on-air)을 보관하는 시스템으로서 본 

연구의 관심인 방송사별 컬렉션 보관현황과 중장기적인 보존(preservation) 시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표를 통해 지역 방송사의 아카이브 시스템은 앞서 

살펴본 지상파 주요 방송사 4개사에 비해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4)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지역민영방송사는 ㈜KNN, ㈜티비씨(구 ㈜대구
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OBS
경인TV㈜, ㈜경인방송, ㈜경기방송 등 13곳이다.

255) 정인숙. (2013). 『방송 산업 구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38-39.
256) 김영수. (2015). 『(방송문화진흥회 2015년도 방송연구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지역방송발전지원

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지역방송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p5.
http://www.fbc.or.kr/pds/report/Details?sq=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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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BS MBC SBS
지역MBC
(17개사)

지역민방
(11개사)

지역라디오방송
(2개사)

2 1 2 1 6 9 2

표 27. 지상파 주요방송사 및 지역방송 아카이브시스템(송출시설) 시설 비교 

(단위: 개, 2019년말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2020년 방송산업실태조사』. p.243.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지역MBC 17개사 가운데 아카이브시스템은 6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MBC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생산된 

지역MBC의 방송·영상콘텐츠는 70만 시간 분량이며, 지역별로는 최대 부산MBC 

24만여 시간, 최소 원주MBC 9,691시간 이상 보유하고 있다.257) 김은총·김수정은 

지역방송국 기록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전주 지역의 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두 곳의 실무자와의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역방송국은 디지털 송출된 방송영상물은 방송국 내 서버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디지

털화 작업은 방송사마다 편차가 있으며, 보유 기록물의 수량조차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들은 보존설비나 검색장비가 

낙후되어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존과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8) 2017년 수행된 이 연구와 앞서 살펴본 2020년 『방송산업실태조사』

에서의 지역방송사 아카이브시스템 시설 현황을 통해 현재 지역방송사가 대체로 

아카이브 관리에 있어서 불안정한 환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과제에서 이러한 지역방송사가 보유한 컬렉션의 

보유현황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는 작업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57) 이는 SD 및 HD급 테이프 자료와 파일형태의 영상자료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아날로그 매
체로 보관된 자료의 영상길이는 테이프 수량과 런닝타임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보다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강병규. (2020.11.7.). 공공콘텐츠로서 지역방송사의 아카이브
활용전략: 지역MBC와 KTV MOU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
기학술대회(주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장소: 서울 센터포인트)』 발표자료.

258) 김은총, 김수정. (2017). 지역방송국 기록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4(4),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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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관련 정책 경험과 주요 쟁점

 지금까지 사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본 주요 방송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추진한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관련 정책에 주요 사업자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정부에서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구축 단계에서 방송사들과의 협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연구·교육·창작 등 방송사 밖에서 유의미한 2차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방송·영상콘텐츠 아카이브 사업은 크게 세 개 

사업이다. 서론에서 언급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 사업> 

(1998~2006)을 비롯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콘텐트뱅크 사업>, 2020년 시작된‘한국정책방송원 KTV’ <개방공유아카이브 

포털서비스 구축사업> 등이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방송·영상아카이브 관련 사업 

경험을 통해,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아카이브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공활용을 위한 국내 정책 경험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19. 국내 방송 아카이브 구축 관련 정책 경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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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공급자 및 방송·영상산업 관계자와의 파트너십 부재 

 3장에서 살펴본 여러 해외 기관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성 있는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컬렉션 수집을 위해서는 콘텐츠 공급자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유관 사업에서 가장 부재했던 점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 사업>은 1990년대 중반 

‘한국방송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259)의 설립 필요성 연구, 예산 확보 

등을 주도하며 시작되었다. 현재의 방송회관에 ‘디지털아카이브센터’라는 이름

으로 열람공간을 공식적으로 개원한 시기는 2000년이었지만, 이 사업은 아카이빙 

착수 시기부터 방송사와의 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 ‘디지털

아카이브센터’개원과 관련한 기사는 이 정책과 관련한 당시 방송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전했다. 

공공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진흥원의 목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방송사 컨

텐츠의 경제적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 80년대 초의 물리적인 통폐합을 연

상시킬 수도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영상자료 통합보다는 진흥원 아카이브와 

방송3사 아카이브, 기타 방송사 아카이브를 향후 네트워크화, 포탈화하는 쪽

으로 사업방향을 재설정하자 (KBS관계자)

아무리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방송국의 핵심인 영상자료를 내놓으

라는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송콘텐츠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방송의 콘텐츠까지 달라는 것 아니냐 (MBC관계자)26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1999년부터 3차에 걸쳐 주요 방송사업자로부터 

테이프자료 등을 이관받아 디지털화하고, 당시 방송되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녹화하여 아카이브 수집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케이블TV, 지역민방 등 아카이빙 

259) ‘방송프로그램보관소’ 사업을 추진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1989년 재단법인 ‘한국방송개
발원’으로 설립되어, 1999년 ‘한국방송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2년 후인 2001년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관련법 설립에 의해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고, 2009년에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
흥원’의 기능을 통합해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260) 미디어오늘. (2000.4.27.). 디지털 아카이브 출발부터 ‘삐그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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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미비한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4년까지 약 8천 7백여 시간의 공공 활용 대상 콘텐츠를 

수집하였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인 2007년 프랑스 INA 부회장 생빌(Dominique Saintville) 박사를 초청하여 

1995년 프랑스 방송납본제 시행 이후 약 10여 년 이상의 기관 운영경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아카이브 사업 추진 당시 콘텐츠 수집의 주요 

파트너였던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방송사 관계자들과 강연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은 방송·영상콘텐츠 공공 활용에서 방송사가 중요시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한다.

저작권 문제는 어떠한지, 만약 재가공 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에 관한 저작

권은 누구에게 있는지?(EBS 관계자)

- 납본과 관련해서는 방송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기보다는 방영되는 순간 

디지털로 캡처를 해서 보유하게 되는 것임. 이 자료에 관해서는 INA에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캡처를 해서 국립도서관에 비치를 하

게 되면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 국영TV나 국영방송

국이 우리에게 납본을 해서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권리라는 것

만 우리가 가지게 됨. 제작자 권리 말고 예를 들어 만약에 노래 관련 프로그

램이라면 가수라든지, 드라마의 경우 작가 등과 같은 제작자 외에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100유로에 판

매를 하게 되면 20~25유로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됨(도미니크생빌)261)

 이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10년대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추진된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콘텐트뱅크 사업>이 있다. 

<K-콘텐트뱅크 사업>은 사업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국내 콘텐츠 저작권자와 

해외 미디어 기업 사이의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26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프랑스국립시청각기구(INA) 부회장 초청 전문가 간담회‘프랑스
국립시청각기구(INA) 성공의 교훈’ 녹취록.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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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까지 국가 예산 25억 원 규모가 투입됐지만, 콘텐츠 판매 

실적은 2018년도 상반기 약 140만 달러를 비롯해 누적 약 360만 달러 정도이다.262)

 그러나 이 사업은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착수 시점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16년 사업 시행 당시 개최된 관련 토론회에서 한 

학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플랫폼 논의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넣고, 수익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 중 KBS와 MBC는 콘텐츠를 단 한 건도 등록하지 않았다.263) 

이에 따라 2016년 <K-콘텐트뱅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은 4건, 2만 

6,700달러(한화 3천만 원)로, 전년도 방송수출액의 0.006%에 불과한 규모였다.264)

 2020년 기준 <K-콘텐트뱅크> 플랫폼은 90개 채널을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활성

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방송사들이 시의성이 떨어진 콘텐츠를 

주로 등록함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과 유의미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업적 가치가 높지 않은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고, 콘텐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배분에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65) 앞서 살펴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사업 경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할 이해관계

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공익적 활용 성과는 높지 않았다. 

 방송·영상 콘텐츠 공공 활용을 둘러싼 방송사업자들과의 협의, 즉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3장에서 검토한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262) 이투데이. (2018.9.11.). K-콘텐츠 뱅크, 한국 방송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지원.
https://www.etoday.co.kr/news/view/1662299.

263) 방송기술저널. (2016.9.29.). 16억 들인 ‘K콘텐츠뱅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http://journal.kobeta.com/16%EC%96%B5-%EB%93%A4%EC%9D%B8-k%EC%BD%98%ED%
85%90%EC%B8%A0%EB%B1%85%ED%81%AC-%ED%98%B9%EC%8B%9C%EB%82%98-%
ED%96%88%EB%8A%94%EB%8D%B0-%EC%97%AD%EC%8B%9C%EB%82%98/.

264) 지디넷코리아. (2016.9.29.). K콘텐츠뱅크, 16억 예산 쓰고 수출은 3천만원 불과.
https://zdnet.co.kr/view/?no=20160929085152,

265) 방송통신위원회. (202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p.15.

https://www.etoday.co.kr/news/view/1662299
http://journal.kobeta.com/16%EC%96%B5-%EB%93%A4%EC%9D%B8-k%EC%BD%98%ED%85%90%EC%B8%A0%EB%B1%85%ED%81%AC-%ED%98%B9%EC%8B%9C%EB%82%98-%ED%96%88%EB%8A%94%EB%8D%B0-%EC%97%AD%EC%8B%9C%EB%82%98/
http://journal.kobeta.com/16%EC%96%B5-%EB%93%A4%EC%9D%B8-k%EC%BD%98%ED%85%90%EC%B8%A0%EB%B1%85%ED%81%AC-%ED%98%B9%EC%8B%9C%EB%82%98-%ED%96%88%EB%8A%94%EB%8D%B0-%EC%97%AD%EC%8B%9C%EB%82%98/
http://journal.kobeta.com/16%EC%96%B5-%EB%93%A4%EC%9D%B8-k%EC%BD%98%ED%85%90%EC%B8%A0%EB%B1%85%ED%81%AC-%ED%98%B9%EC%8B%9C%EB%82%98-%ED%96%88%EB%8A%94%EB%8D%B0-%EC%97%AD%EC%8B%9C%EB%82%98/
https://zdnet.co.kr/view/?no=201609290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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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아카이브(AAPB) 운영팀은 미국 전역에 산재한 

공영방송사의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참여 유형을 다양화했으며,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참여 방송사의 아카이브관리시스템(AMS) 운영권한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으로 AAPB구축 참여의 의의를 방송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향후 국내에도 이와 같은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콘텐츠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수립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콘텐츠 공급

자는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한 지상파 방송4사를 포함하여, 외주제작사나 개인 

제작자 등 공공 아카이브에 공급되는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자를 모두 포괄한다. 

2.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 및 중장기 운영계획에 의한 아카이브 사업 

연속성 부족

 역대 방송·영상콘텐츠 아카이브 관련 사업의 두 번째 시사점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수집정책266)’ 및 중장기 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아카이브 기관의 사명과 목적, 

아카이브 내외 이해관계자가 공유해야 할 가치를 담은 공식 문서이다. 리더십형 

‘공공영상’아카이브 모델의 사례로서 호주NFSA는 『수집정책』에 기관의 기

능(영구보존 및 공공활용)과 수집 대상, 수집방법, 그리고 정부기관·미디어사업

자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수집우선 원칙 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호주 

NFSA의 『수집정책』에는 아카이브의 여러 기능 중에 수집뿐만 아니라 관리, 복

원, 활용 등에 기록물이 기관에 입수되어 대외 공개되는 전 과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 유관사업에서는 이러한 ‘수집정책’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과정이 부재했다. 또한, 공공 활용 대상으로 뉴스, 시사다큐, 방송 

266) 아카이브 운영에서 수집정책은 체계적 수집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이며, 기관의 성격과 업무에
적합한 수집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수집정책은 체계적 수집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이며, 기
관의 성격과 업무에 적합한 수집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 배양희, 김유승. (2017). 민간 디
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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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상작 등 방송 장르 수준으로 단순히 구분하고, 이를 아카이브 운영 기관이 

지정하여 방송사에 콘텐츠 이관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형식의 아카이브 수집 

방식으로 인해 활용 대상 콘텐츠가 양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수집 지속성도 보장

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 사업>(1998~2006) 당시 콘텐츠를 이관받은 

출처 방송사와 수집 방법을 확인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방송·영상컬렉션 수집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경험적 토대를 제공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집된 성과는 

어떠한 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적절한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방안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및 수집방법 수집량

한국방송진흥원 보유자료
제작지원프로그램, 출품작, 수상작 사본 등

701

지상파 방송콘텐츠 테이프 인코딩 및 녹화
(KBS, EBS, SBS, MBC)

3,445

케이블방송 위탁보관
(중앙방송, YTN, 제일방송, 예술영화TV)

3,067

지역민방(대구방송, 부산방송) 위탁보관 94

기타자료
방송 관련 수상작, 정치방송, 동양방송,

국립민속박물관 등
1,416

합계 8,723

표 28. 1999~2004년 방송프로그램보관소 사업 수집 성과 (단위: 시간)

출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디지털아카이브사업 관련 추진상황(자료: 손봉숙 의원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케이블방송, 지역민방 등과 위탁보관 협의를 

시도했지만, 케이블방송 및 지역민방이 출범한 지 약 10여 년 이상 지난 후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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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실제 콘텐츠 이관으로 이어진 방송사는 열 곳이 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콘텐츠 이관 및 직접녹화 성과도 지상파 방송사 4곳에서 3천 4백여 시간 

수집했다. 이러한 수집 성과는 ‘디지털아카이브센터’ 개관 당시부터 방송사들의 

미온적인 협조로 인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주요 콘텐츠 공급자들과의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

하였다. ‘디지털아카이브센터’가 개원한 2000년부터 ‘방송자료협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본 사업의 주요재원이었던 ‘방송발전기금’ 지원 중단

(2005) 전후에도‘소재자료뱅크’ 설립안 논의(2004), ‘방송프로그램공동보관소’

설립안 논의(2005) 등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267) 

2006년 10월 20일에는 방송 3사 방송콘텐츠 담당 부서장들과 ‘방송콘텐츠 

공동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본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방송콘텐츠 유통정보센터 구축방안 모색, 방송콘텐츠 메타데이

터 공동활용 방안 모색 등 기타 방송콘텐츠 공동 활용방안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도 원론적인 논의에 그쳐 앞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268)

이 사업은 추진 당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관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2005 대한민국 정부 국정감사 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사

업추진 당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예산 낭비가 빚어지고 있는 바, 동 

사업의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사업이 갖는 전략상의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방향성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화 절차를 진행 중임. 사업전략 수정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인 「재난복구센터 

구축 추진」으로 사업전환 검토 중. 방송사․정부부처․IT기술 간담회 및 통합포럼을 개최

하여 재난복구센터의 필요성 부각 및 의의 확산’ 계획으로 답변한 바 있다.269)

26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62.
26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디지털아카이브사업 관련 추진상황(자료: 손봉숙 의원실).
269) 대한민국정부. (2006.4.). 『2005년도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서(문화관광부 소관)』,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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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수행된 관련 연구에서도 방송사 관계자들은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이유로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목적과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 완료되어 제작지원용으로 실사용중이며, 콘텐츠 

보존을 위한 파일저장시스템이 이미 각사별로 구축 완료되어 공공아카이브에서 

‘보존목적 아카이빙’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 투자로 판단된다(A사)

공영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단순 영상 시청은 이미 기존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B사)270)

해당 연구에서도 콘텐츠의 영구보존과 장기적인 공공활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

공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수집정책’은 

아카이브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대상을 ‘공공’아카이브에 제공할지, 제공 이후 어떠한 보존처리 및 활용 

과정을 거칠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권리관계 관련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5장에서는 방송사 내외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콘텐츠 공급자의 

범주와 그들이 적극적으로 컬렉션 수집에 참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집 및 아카이브 운영계획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3. ‘한국정책방송원(KTV)’- 미디어사업자 협력 모델

 유관 산업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수립 및 지속적인 사업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개방공유아카이브 포털서비스(이하 ‘개방공유포털’)>는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콘텐츠를 공유하는 대안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는 방송·

영상아카이브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정부사업으로, 최근 ‘KTV’ 보유 영상물에 

27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에 관한 방송사업자 협의체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 (202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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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책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정부 부처에서 제작된 신속한 영상을 대국민 공개하고 국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장에서 시청각 분야 기록관리 리더십 

부재 현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KTV’ 또한 정부 영상 아카이브 부재로 인해 

정책 콘텐츠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2020년 

이 사업을 착수했다.271)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개방공유포털>사업 운영팀을 

신설하고 2020년 3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후 3개월(2020.4~2020.7.)간 정부

기관과 일부 미디어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 2월 기준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등 55개 정부 기관, 

‘한국지역민방협회’ 소속 방송사(9개사), ‘지역MBC’계열사(16개사), ‘한국지방

신문협회’ 소속 신문사(9개사), 온라인미디어 3개 매체 등 9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 외신통신사, 공공채널(‘국방

TV’, ‘국회방송’), 온라인미디어 등 단계별로 공공·민간 기관 협약 기관을 확

대하여 2022년에는 <개방공유포털> 플랫폼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부·처·청·위원회 등 
52개

특별시·광역시·
각 도 17개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340여개 공공기관

36개 미디어
(방송·지역MBC·신문) 확 대 확 대 확 대

그림 20.  ‘KTV’ <개방공유포털> 서비스 단계별 확대 계획

출처: KTV. (2021). 『2021년 KTV 주요업무계획』.

271) KTV 내부자료. (2020.7.15.). 『개방공유아카이브 포털 서비스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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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TV’ <개방공유포털>사이트 ‘나누리포털’ 미디어 영상 검색 화면

출처: KTV 나누리포털 홈페이지.

 이 사업은 ‘KTV’와 정부 부처의 콘텐츠를 방송·신문사업자에 우선 공개하고, 

향후에는 협약된 방송·신문사업자들의 영상자료도 ‘KTV’ 플랫폼에 공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서 알아본 두 사업과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KTV’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송·신문사업자들이 ‘e-역사영상관’ 등의 홈페이지에

서 <대한뉴스>, 정부 정책방송 자료를 검색하여 영상자료 구입 절차를 통해 필

요한 콘텐츠를 구입했다. 그러나 <개방공유포털>사업을 통해 구축된 플랫폼에서 

‘KTV’와 협약을 체결한 신문·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방송과 관련한 

영상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저작권 이슈로 인해 협약 

체결 대상 미디어사업자의 콘텐츠를 ‘KTV’ 플랫폼 이용자들이 이용하지는 못하

고 있다. 성경환 ‘KTV’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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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공유 아카이브 플랫폼에 확보할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등 제한을 각 

매체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출입처에서 제한을 두는 풀단 영상. 그 풀단 

기자들이 속한 매체도 저희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 서로 돕는다. 실제로 그들

이 우리에게 무료로 가져가는 영상도 많다. 현장에서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272)

이용자 구분 수량

다운로드
3,971 (*미디어사업자 다운로드 1,802)

**콘텐츠(다큐, ‘유튜브’, 인터렉티브 등) 제작 541

업로드 611

표 29. ‘KTV’ <개방공유포털>사이트 ‘나누리포털’플랫폼 이용현황 

(2020.7.13.~2021.2.21., 단위: 건)

출처: KTV 나누리포털 홈페이지.

 이처럼 ‘KTV’<개방공유포털>사업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미디어 사업자와 양

방향 콘텐츠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자인 

‘KTV’가 자사 콘텐츠 대외 공개 및 사회적 공유를 위해 지역 거점 신문사·

방송사·온라인미디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TV’는 수집된 영상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초상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국가기록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하반기‘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을 개정하여 협약기관에 콘텐츠 무료제공 방안, 상호교류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안 등을 성문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KTV<개방공유포털> 플랫폼에서 KTV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가 공유되고 활용

되도록 하기 위한 이용규정, 매뉴얼, 이용자와의 협약내용 등을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시에 참고할 수 있다. 

272) 오마이뉴스. (2020.6.15.). 모든 영상 콘텐츠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1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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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영상납본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의 영상납본제 운영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제도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되어야 한다.273) 프랑스『커뮤니케이션법』, 영국『공공기록물법』및 『방송법』, 

벨기에『지방정부법』, 호주『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법』, 미국『텔레비전및라디오

아카이브법』 등 3장에서 살펴본 해외 기관들은 관련 법적근거를 통해 설립·운영

된다. 각국의 법적 근거가 가진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카이브 

운영에 있어 강력한 근거가 되는 법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카이브의 핵심자원 수집 및 공공 활용, 그리고 저작권자 보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다.274) 따라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구축하기에 앞서 아카이브의 컬렉션을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우선적

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현행 법률은 방송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방송법』과 문체부를 중심으로 영상콘텐츠의 개념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부개정안이 

발의된『영상문화진흥 기본법』등이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 관리 및 활용 과정

에서 각종 권리관계 보호와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된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 등을 검토한다.

273) IASA 영상납본제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원칙 중 하나에는 ‘법적 집행(enforcement)’이 있다.
enforcement – legal deposit arrangements should be formulated in full cooperation with
publishers and repositories, and enforced through legislation (including as a last resort, the
imposition of penalties), rather than through voluntary provisions. - Policy Guidelines for
the Legal Deposit of Sound and Audiovisual Recording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

274)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 · 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p.315.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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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영상 분야 관련 사업자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법·제도

 앞 절에서 살펴본 지상파 주요 방송사업자들은 희소성 있는 주파수 이용자로서, 

그들이 제작·방영하는 콘텐츠의 보편성과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

에게는 비교적 강제성 있는 공적책무를 부여했다. 반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는 방송의 공익성은 유지하되, 지상파방송에 비해

서는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유료방송의 범위와 시장규모가 확장

되면서 사업자들 간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275) 2020년 

기준 유료방송 가입 비율은 92.2%이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276)

 현행 『방송법』제9조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방송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로 

‘진입규제’를 규정한다. 국내에서 방송사업자의 진입규제는 ‘허가’, ‘승인’, 

‘등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허가’와 ‘승인’은 가장 까다로운 진입 

규제에 속한다. 지상파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

미디어사업자 등은 산업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허가’절차를 통해 

방송사업자들이 공적 가치를 유지하며 콘텐츠를 제작, 편성,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277) 

종합편성사업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 또한 ‘승인’절차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등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278) 진입규제 별로 기준을 두고 

방송사업자가 일정 기간 수행한 방송행위의 공공성·공익성을 평가하며, 평가 

275) 정인숙. (2013). 『방송 산업 구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7.
276)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가구 기준 유료방송 가입 비율은 디지털전환(2012.12.31.) 이전

인 2011년 91.0%로 2020년까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매체별 비중을 보면, 2011년
당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77%, 디지털케이블 16.8%, 위성방송 12.4%, IPTV 6.8% 순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20년에는 IPTV 가입자가 50.1%로 가장 높고,
디지털 케이블 41.0%, 위성방송 7.6%, 아날로그케이블 0.7% 순으로 매체별 비중에는 변화가
있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p.8.

277) 정인숙. (2013). 『방송 산업 구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p.76-83.
278) 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과 유사할 정도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승인권이 ‘희소’하다는 점, 승인의 요건에 불
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있어 승인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허’
로 볼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7).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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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995년 케이블TV 출범 당시, 케이블 

채널 또한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일반 케이블 

채널은 2001년부터 진입제한이 완화된 규제인 등록제279)로 전환되었다. 

 『방송법』제10조는 방송사업자의 사업권을 허가·승인하는 심사기준을 규정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등 포괄적 가치 외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이 있다. 『방송법』

제17조는 허가·승인 유효기간(7년 이내)280)이 지나면 재허가·재승인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재허가·재승인 기준은 방송평가, 『방송법』에 의거한 시정명령 횟수 및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여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허가·승인 당시 방송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방송평가’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홈쇼핑채널 등을 대상으로 한 절차로, 매년 

개별 방송프로그램 내용, 품질, 프로그램 수상실정, 자체심의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방송 ‘내용’관련 사항과 ‘편성’ 및 ‘운영’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279) 방송채널사용사업자(케이블채널) ‘등록’ 기준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 원 이상일 것,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
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방송법』 제9조의2

280) 2020년부터 재허가·재승인 결과의 유효기간은 심사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면 유효기간 5년, 650-750점이면 4년, 650
점 미만이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는다. - 연합뉴스. (2019.5.1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점
수에 따라 유효기간 차등화.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00797000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00797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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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법』에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93조이다. 이 조항은 복수의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

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된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는 실제 정책 

구분
규제대상

*괄호 안은 규제기관
비고

허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2019년 기준 70개사
KBS, MBC, SBS, EBS
지역 MBC(17개사), 지역민방(11개사),
지역라디오방송(2개사), 종교방송(5개사) 
교통방송(2개사), 영어방송(3개사)
보도전문(YTN라디오), 
국악전문(국악방송). 공동체라디오(7개사)

(과기정통부)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

위성, 케이블, 인터넷 등을 이용하
여 방송콘텐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제공

승인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보도, 오락, 교양 등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편성(4개사)

(방통위)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과기정통부) 중계유선의 종합유선
방송 전환, 홈쇼핑채널

등록
(과기정통부) 일반 케이블채널, 
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
업자, 전송망 사업

일반케이블채널 세부분류
2019년 기준 153개사
- 공공정보(국방TV, 국회방송, KTV) 
- 특정 대상 채널(노인, 어린이, 
실향민, 농어민, 이산가족)

- 교양, 교육, 종교, 취미, 드라마, 
만화, 스포츠, 영화, 오락, 음악, 
게임, 문화, 정보 등

표 30. 『방송법』제9조에 규정된 국내 방송사업자 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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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조항은 규제대상 방송사업자의 제작 효율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방송사업자의 제작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및 방송사 외부 이용자에게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공개하기 위해

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항 내지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9월부터 『영상진흥기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TT로 공급되는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상콘텐츠 진흥 및 규제체계는 『영화·비디오법』, 

『방송법』 등을 중심으로 한 영화·방송·영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281) 그런 의미에서 먼저 법률의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조항들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법률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존의 방송채널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 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ㆍ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개정된 법률을 통해 규제 대상을 방송 통신 인터넷 사업자 등 전송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정별로 구분하여 ‘기획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제공업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진흥·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현재 ‘OTT’로 지칭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282)가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온라인영상콘텐츠(구독형 

VOD, 단건구매 VOD 등) 를 공급하기 전에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넷플릭스’등 글로벌OTT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OTT산업을 활

성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283) 이와 같은 자체등급분류 절차는 플랫폼을 통해 

281) 황승흠. (2021.2.17.).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 한국콘텐츠진흥원, 장소: 유튜브)』 발표자료.

282) 온라인영상콘텐츠제작업자 또는 온라인영상콘텐츠배급업자로부터 온라인영상콘텐츠를 공급받아
공중 또는 개별계약에 따른 이용자가 이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17, 이광
재의원 대표발의, 2020.9.8.)』 제2조(정의)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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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콘텐츠가 공개되는 과정이므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 대상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물론 ‘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는 

앞 절에서 언급한 ‘공공’ 미디어로 범주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소유구조나 

운영재원의 공공성과 관계없이 플랫폼의 가입자 수나 콘텐츠의 사회적 파급력 등에 

따라 아카이브 수집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진흥기본법』전부개정안의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기존 법률에서 ‘영상자료 보존’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안에는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법안 제15조는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상자료 보존과 

관련한 국가적 책임을 규정한다. 하지만 2021년 3월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부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다만, 전부개정안에는 아카이브와 관련된 

조항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84)’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

에서 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은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을 위한 인프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심사 단계에 있는 이 개정안이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진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문화상품이 ‘문화유산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2) 방송·영상 분야 콘텐츠 관련 권리보호 관리에 관한 법·제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방안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에는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영상사업자 규제 외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될 콘텐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제도가 있다. 현행 

283) 연합뉴스. (2021.2.7.). OTT 중복규제 우려에…문체부, 영상진흥기본법서 신고의무 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7008400005.

284)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과 관련
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3617,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2020.9.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7008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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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은 62개, 문화재청 소관법률은 7개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살펴볼 방송·영상콘텐츠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 권리관계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그 하위에 있는 『저작권법』,『콘텐츠산업진흥법』등이다. 

 먼저 『콘텐츠산업진흥법』에는 제10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

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규정한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법률은 ‘공공정보285)’ 이용자로서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또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항에서 

콘텐츠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

정하며, 공공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조건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컬렉션에 제공되는 

콘텐츠를 제작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상파사업자 등

‘공공’ 미디어로 범주화된 방송·영상 제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공공정보’로 

정의하고 콘텐츠제작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는‘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및 제도적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조항이 가장 많다. 먼저 제34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방송 녹화(녹음)일로부터 1년까지만 보존할 수 있지만, 기록의 자료로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6조에는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또는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위탁을 받아 보존하는 시설’등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86) 하지만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방송

28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11조

286) 『저작권법』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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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의 ‘보존’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도, 보존 대상 콘텐츠를 공공 

활용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이 

없어 방송·영상콘텐츠를 별도의 공공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

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저작권법』제18조)로, 2000년대 이후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해진 권리 중 하나이다. 한편, 영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저작물에는 제작자 외에도 출연, 집필, 음악, 출연 등 다양한 권리자들이 

있지만,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인 ‘이용허락’(『저작권법』제

46조)은 해당 저작물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위임된 영상제작자에게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제99조).즉,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등을 위해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제작자에게 모든 권리가 허락‧양도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수집된 컬렉션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방송·영상콘텐츠의‘공중송신권’과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저작권 침해 소지없이 이관된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 특히 특정 

콘텐츠 활용을 위해 저작권자인 영상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
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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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개별 콘텐츠에 출연한 인물에 이용허락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사가 보유한 과거 방송콘텐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뉴스 및 시사다큐 등 보도

영상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한 선행 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공공 활용과 관련해 사전 검토해야 할 개인의 권리와 이를 보

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분 관련 법률 및 조항

저작권자 
권리 보호

『콘텐츠산업진흥법』제10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임,
제11조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촉진
『저작권법』제18조 방송사업자의 공중송신권, 제46조 이용허락, 
제99조 영상저작물특례규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방송녹
화(녹음)본 보존이 가능한 저작권 예외기관 지정

출연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방송·영상콘텐츠 공공활용에 관한 관련 조항 별도 검토 필요

표 31. 방송·영상 분야 콘텐츠 관련 및 권리보호 관리에 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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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구축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국내 산업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미디어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검토했다. 

‘미디어공공성’은 미디어가 한 사회의 공공재이자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공개성 차원에서 ‘미디어공공성’은 미디어 수용자에게 특정 콘텐츠가 미디어를 

통해 표상되고 공개되는 내용과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은 이러한 의미로부터 방송사의 편성행위를 통해 노출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 노출된 콘텐츠에 제한된다. 이에 더

하여 실제 방영 또는 온라인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도 공개를 목적으로 촬영·

편집된 ‘소재영상’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미디어공공성’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미디어가 한 사회의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특정 

콘텐츠가 당대에 노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사회구성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공재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미디어공공성’은 사회구성원들의 경험과 관심, 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장이

라는 의미가 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여러 세대를 거쳐 공유되어 온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송·영상콘텐츠의 집합체이자 이를 관리·활용하는 체계와 기술, 

제도를 지칭한다.

 이처럼 이 장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미디어공공성’을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대안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본 지상파 주요 방송사의 

사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을 통해 ‘미디어공공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BS, MBC, SBS, EBS 등 이른바 ‘메이저 방송사’들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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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이후 HD방송제작시스템과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고, 현재는 그 결과 디지

털화된 콘텐츠를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자 서비스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민영 방송사 등 운영재원이나 소유구조를 불문하고 이 장에서 살펴본 ‘메이

저방송사’들 대부분은 자사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배타적’성격을 띤 활용에 

주력한다. 한편, 지역MBC나 지역민방 등 각 지역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방송·영상콘텐츠 관리 현황은 ‘메이저 방송사’에 비해 미비한 상황 또한 확인

했다. 지역 방송사들은 『방송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주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띤 방송사임에도 불구

하고 전국에 산재한 지역방송사들의 콘텐츠 관리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 장에서는 또한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검토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구축사업과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K-콘텐트 사업’, 그리고 2020년 착수한 KTV의 ‘개방공유포털서비스’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이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참여주체와 사업 추진주체 

사이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명확한 수집정책 

및 아카이브 운영계획 등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 및 제도 현황 분석내용을 토대로 이후 5장과 6장에서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통해, 향후 아카이브 신규 구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공영상문화

유산’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방송·영상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집·활용·

기관 설립 및 운영 차원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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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구축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앞서 국내 유사 정책 또는 사업을 검토하며, ‘수집정책’과 아카이브-산업관계자 

사이의 상호 협의 과정과 ‘수집정책’을 포함한 지속적인 아카이브 운영계획이 

부재하였음을 확인했다. 반면, 3장에서 살펴본 해외 기관들은 이에 방점을 두고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국내 공·민영 방송사 내외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유통·활용에 종사하는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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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수집 및 활용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1. 조사목적

 4장에서 국내 유사 사업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수집계획 및 실행은 장기적인 아카이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민간플랫폼이 경쟁하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아카이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는 더욱 이해관계자들과의 개방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방송·

영상아카이브 활용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독립PD 및 

독립영화감독 등은 민간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민간플랫폼의 콘텐츠를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민간플랫폼과 대비되는 개념인‘공공영상문화

유산’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2장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및 방송·영상콘텐츠의‘의미만들기’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축적하고 새로운 의미를 재생산

하는데 기여하는 플랫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의 방송·영상 컬렉션 구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수집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인터뷰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주제로부터 질문내용을 구성하고, 주제와 관련된 

응답자를 선정하여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연구 행위이다.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호관심사인 주제에 관해 연구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가게 된다.287)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 195 -

목적은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컬렉션 수집, 공공서비스,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산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 차원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논의에는 기존의 정부 주도형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조사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방영·활용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맥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석적 연구

(interpretative research)’의 성격을 가진다. 해석적 연구는 사회현상 안에 내재

하여 있는 추상적 개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가정에서 이것을 이해 

(sense-making)하고 해석(interpret)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288)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방송·영상 분야 종사자와 문화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17명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방송·영상 산업 부문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상파·케이블·지역방송 공·민영 방송사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현업종사자 

그룹(9명)과 방송사 외부에서 일하면서 방송사의 아카이브 활용 경험이 있는 현업

종사자 그룹(6명)으로 구분하였다.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운영 목적에 대한 의견이 

방송사 사내 아카이브를 배타적으로 활용해 본 경험과 방송사 외부자로서 활용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으로부터 향후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구축 과정에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를 정책으로 제안

하기 위해 문화 부문 정책 실무자(2명)들의 의견 또한 알아보았다.

287) 고미영, (2012). 『(초보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서울:청목. p.79.
288) J, Song., M, Kim., Bhattacherjee, A.. (2014). Social Science Research: Principles, Methods,

and P ractices [ In Korean] . KOCW Open Access Textbooks. p.103.
http://www.kocw.net/home/common/contents3/document/SocialScienceResearch.pdf.

http://www.kocw.net/home/common/contents3/document/SocialScienceResear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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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으로, 사전조사와 

심층인터뷰,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 응답자의 의견을 취합했다. ‘공공영상문화유산’

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응답자들의 사전 이해가 필요하여, 인터뷰 시행 전, 

서면 질문지를 먼저 제공하고, 이때, 응답자에 따라 1차 답변을 작성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대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여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자별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내용을 취합한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방식으로 설문지 

작성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담 인터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면 인터뷰와 전화 통화에 의한 비대면 인터뷰가 불가피한 때도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이 제공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산업 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의 

부가 자료 조사, 기관 보고서, 통계 조사 보고서, 해외 조사 보고서, 논문 등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 분석을 병행했다.

그림 2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방안 심층인터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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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소속 직급(직업) 경력

방송사 소속
산업종사자

(9명)

A 지상파/공영 팀장(엔지니어) 30년

B 지상파/공영 팀장(아카이브관리) 14년

C 지상파/공영 차장(프로듀서) 17년

D 지상파/민영 본부장(촬영기자) 30년

E 보도전문채널 부장(아카이브관리) 20년

F 공공채널
기획매니저(프로듀서,

아카이브관리)
30년

G 지역방송/공영 국장(프로듀서) 27년

H 지역방송/공영 차장(프로듀서) 17년

I 지역방송/민영 부장(아카이브관리) 30년

방송사 외부
산업종사자

(6명)  

J 영상제작사 독립다큐멘터리감독 40년

K 영상제작사 독립다큐멘터리감독 30년

L 영상제작사 독립다큐멘터리감독 20년

M 영상제작사 독립프로듀서 20년

N 프리랜서 프리랜서 방송작가 23년

O 프리랜서 프리랜서영상리서처 30년

문화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
(2명)

P 영화아카이브 차장(보존관리팀) 29년

Q
한류 

관련문화기관
대리(조사연구팀) 7년 

표 32.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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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조사항목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에 관한 의견,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대상 및 수집방법, 수집된 콘텐츠의 공익적 활용 방안,‘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방안 등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이 현재 국내에는 낯선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므로, 방송사 내외 현장에서, 그리고 문화 부문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어떤 점에서 방송·영상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

서의 성격을 갖는지, 즉 특징, 주제, 유형, 표현방식 면에서 어떤 콘텐츠가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영상문화유산 관리 기관 

유형에 관한 에드몬슨의 8가지 유형 구분 가운데 국내에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가 설립된다면 응답자들이 보기에 8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이 적절

한지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어떻게 컬렉션을 구성해야 

하는지, 즉 공공 차원에서 구축된 아카이브가 수집해야 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 17명 가운데 15명이 방송사 내외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현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방송·영상사업자와 콘텐츠 유형별 수집 범위와 필요성,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수집방안 등에 관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수집된 콘텐츠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응답자들이 보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주요 

이용자 그룹과 그들의 콘텐츠 수요 및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현재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응답내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예외기관 지정, 산업적 활용을 위한 B2B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수집네트워크’운영을 통해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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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방송·영상 컬렉션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여, 방송 현장에서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보기에 적절한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어떤 기관·단체가 적

절한지 질문했다.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질문지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질문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즉, 일부 문항에 대해 선택사항이 있는 구조화된 질문(6문항)과 응답자의 

경험을 배경으로 응답할 수 있는 비구조적 질문(7문항) 등 1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비구조적 질문(서술형)은 응답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살펴보는 문항이라면 

구조적 질문(선택형)은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주어진 선택 문항으로부터 답을 

고르는 목적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과 예시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들이 제작이나 기획, 혹은 자료 검색 경험에 따라 ‘문화유산’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응답

자들이 개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아카이브 설립 유형이나 

정부의 역할, 구체적인 수집대상과 방법, 주요 이용자 그룹에 대한 의견은 문항별로 

기존 선행연구와 해외 운영사례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구성하여 응답자

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 수집, 활용에 관한 의견들을 선택항목으로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제도에 도입하기 위해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조적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구조적 질문의 선택항목 중 적절한 

답이 없으면 응답자가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송·

영상컬렉션 수집(2절), 공공활용(3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4절)을 차례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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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질문내용
문항형태

선택 서술

‘공공영상
문화유산’
의 개념 및 
보호 체계

문항1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개념
과 특징 (주제, 유형, 내용, 표현방식)

●

문항2
공공 영상문화유산 보호기관 유형
에드몬슨 연구에서 제시된 8가지 유형 중 선택

●

‘공공영상
문화유산’
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구축을 위한 
콘텐츠 수집

문항3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수집 대상 ●

문항4
공공성을 담보하며 수집하는 방안
(기증 2개 유형, 구입 2개 유형, 정보제공 
및 저작권중개 중 선택)

●

문항5
콘텐츠 공개에 협력하는 방송사업자에
보상(이용료 지급 등)에 대한 의견

●

수집기록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사항

문항6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주요 이용
자 집단을 선택 

●

문항7
문항6에서 선택한 이용자집단의 콘텐츠 수
요와 서비스 제공방안

●

문항8
방송·영상콘텐츠 공공활용시 쟁점이 되는
권리문제와 해결방안

●

문항9 방송·영상콘텐츠의 저작권 예외기관 필요성 ●

문항10
아카이브에서 B2B서비스(저작권 판매 등) 
제공에 대한 의견

●

‘공공영상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역할과 

운영모델

문항1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 선택 ●

문항1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네트워크 
구성방안

●

문항1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표 3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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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송·영상 분야‘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 관련 이슈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제도화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아카이브 기능은 컬렉션‘수집’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아카이브의 

‘수집(Acquisition)’은 아카이브 기관이 양도, 기증, 구매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양한 기록 소장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289) 국내외 

기록학 연구에서 ‘수집’기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특히, 민간 영역 아카이브 신설과 이에 따른 적절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활동 결과 생산된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이관하는 ‘이관형아카이브’이다. 

그러나 기업, 교회, 지역공동체, 동호회, 가정 등 민간 영역 아카이브는 정기적 

이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의 정체성이나 미션, 역할, 활동 등과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에 의해 기록물이 입수된다. 따라서, 조직의 설립 및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고 기록물의 주제와 유형, 수집 대상, 수집 방법, 아카이브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에게 수집정책은 수집의 일관성과 아카이브 

지속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다.290)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공’아카이브로 제도화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영상사업자들이 제작·편성한 콘텐츠로부터 컬렉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수집형아카이브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절에서는 방송사 내·외부에 있는 방송·영상 산업 종사자들과 문화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서 방송·

영상콘텐츠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과 유형, 성격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가 영구보존과 공공 활용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주제, 즉 ‘수집대상’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3장에서 살펴본 

289)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cquisition”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quisition.html.

290) 배양희, 김유승. (2017). 민간 디지털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p.122.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quisi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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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들의 수집범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방법을 탐색해본다.

1.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

 여러 영역의 ‘공공영상’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인 방송·영상 콘텐츠는 구체

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적 

의미의 ‘저작권’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방송·영상콘텐츠를 제도적으로‘문화

유산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법제는 『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

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된다(『문화재보호법』제2조). 여기서‘문화재(文化財)’라는 말은 그 한자 

표기와 영어 표현(Cultural Property)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와 관련된 

‘재산’이라는 뜻으로 특정 집단이 어떤 유·무형의 산물을 문화재로 인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소중함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문화유산

(文化遺産)’이란 용어는 선대(先代)로부터 내려온 문화적 자산을 의미하며, 해당 

집단이 어떤 유·무형의 산물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문화재’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중함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된다.291) 방송·영상콘

텐츠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적·민족적 ‘재산’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법적인 

의미에서보다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방송·영상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주제·유형·특징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시청자에 공개된 콘텐츠는 공개와 동시에 당대 커뮤니케이션

291) 김병섭. (2018). 한국에서의 문화유산 개념 확장 경향과 특징 분석 :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제
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5(3),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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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방송사의 제작 및 편성에 

의해 방영된 콘텐츠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전승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방송 

현장에 있는 응답자들인 만큼, 방송·영상콘텐츠는 기술적 차원에서 시대별 기록

매체, 장비, 송·수신 기술 등이 변화되어 온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즉, 필름, 마그네틱테이프, 그리고 디지털파일 등은 보존매체에 의존적이라는 점, 

대부분의 방송용 기록매체가 보존 환경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멸실 위기에 

놓이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공공 차원의 보존과 전승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응답자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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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다음 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대상

§ 역사적(기록학적) 의미가 있는 영상 콘텐츠
§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cf. 인본주의, 자유, 평등, 환경보호 
등)가 있는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있는 대상

§ 정부의 허가·승인·면허 등을 받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송사에서 
작·편성되어 실제로 방영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자 정보 미비 
등으로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관리

보존 매체 차원에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

§ 테이프나 필름, 서버,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유통과 보존매체에 의존적

§ 물리적 훼손과 망실, 유실 등에 취약
§ 1990년대 이전 자료는 희귀해서 존재 자체가 

문화유산적 성격을 지님

국내에 도입되어 온 
방송기술 기록화 역할을 

하는 대상

§ 촬영·편집·송·수신 등 방송이 제작되어 
편성·방영되고, 시청자가 이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시청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화

방송 장르 차원에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

§ 보도·예능·드라마 등 장르별로 제작 맥락, 
촬영 대상, 제작 기법 등의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짐

주제 차원에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

§ 과거에 실재했던 생활상이나 자연환경, 풍경 
등이 드러난 이미지

§ ‘공공성’있는 인물·사건사고를 촬영한 
이미지

§ 현대사의 여러 주체가 남긴 증언
§ 제작주체의 시점, 제작주체가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수용(reception) 
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주제들

표 34.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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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대상

 많은 응답자가‘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에 관한 질문에서 언급한 키워드가 

‘후대에 전승’이었다. 특히 방송사 아키비스트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주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생산된 콘텐츠를 관리해 온 경험에 따라, 

동시대인들의 기억을 담아 다음 세대에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공영

상문화유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후대에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기록학적) 의미가 있는 영상 콘

텐츠,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cf. 인본주의, 

자유, 평등, 환경보호 등)를 지니면서 매체의 특수성을 띤 방송영상이 문화유

산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종이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서와 같이 당시 

시대를 보여주고 후대가 그것을 해석하고 복원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방송과 영상 등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응답자들은 공중(Public)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편성된 방송·영상 콘텐츠가 

우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로 일하는 

한 응답자는 방송·영상콘텐츠를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와 비교하며, 우리 시대에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증거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방송·영상콘텐츠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한다.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다시 만들 수는 없다.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가 후손들을 위해 그렸을까? 그 그림은 그 당시 동시대인들끼리 짐승 

몇 마리 잡았고, 사냥은 어땠는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증언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영상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 나서 이를 촬영한 영상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레깅스 입은 여성 패션을 담은 영상은 현재의 

트렌드를 남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70년대에 긴 머리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영상이 몇 커트 안 남아있다(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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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및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있는 대상

 정부의 허가·승인·면허 등을 받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송사

에서 제작·편성되어 방영된 콘텐츠는 국민에 알권리와 사회교육·문화 전승의 

매개체이므로, 이를 제작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로 공영방송과 영화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공공성’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주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 조직이나, 국민, 혹은 시민을 대표하는 조직, 혹은 그 시민들이 임명한 

일정의 대표자들이 취재하고 촬영해서 만든 방송·영상 콘텐츠는 모두 공공

영상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다(지상파 지역방송 프로듀서 H)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 함은 생산된 방송·영상 콘텐츠 중 사회적 이슈, 사건

을 담은 것이나 애매하긴 하나 기록적 가치를 담은 영상콘텐츠에 사회적 합

의해 의해 공공성을 부여해 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개념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좁게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가 내놓은 콘텐츠’를 공공영

상문화유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류정책 관련 공공기관 종

사자 Q) 

한 공영방송 프로듀서는‘공공성’의 범주를 저작권이라는 법적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제작비 절감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소장한 영상자료 검색을 자주 하는 직업적 특성이 드러난 의견으로 해석

된다. 즉, 방영 이후 관리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자 정보 미비 등

으로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성’이 있는 콘텐츠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저작권 만료기간이 WTO에서 합의한 만료기간에 준하는 방송 및 영상 자료. 

더 이상 저작권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리 및 보존에 공공의 개입과 비용이 들

어가는 자료. 이외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제작되는 영상 

중 관리 기관과 협의 가능한 영상자료가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다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듀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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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 매체 차원에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

 방송사 아카이브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은 기술적 차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보존 및 전승 가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술적으로 

‘기록’의 구성요소는 내용을 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체’, 내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규칙을 의미하는 ‘서식’,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특정행위를 하는 

‘주체’, 행위가 발생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맥락’, 여러 기록 간의 결합관계

(Archival bond), 기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내용’ 등이다.292)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시청각기록은 ‘매체’의존성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방송사 아키비스트들은 이러한 시청각기록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방송콘텐츠는) 매체의 보존 측면에서 오히려 종이나 실물 기록보다 보존하기 

더 난해하다. 테이프나 필름, 서버,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유통과 보존매체에 

의존적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방송영상 콘텐츠는 도서나 유물, 유적과 달리 매체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훼손 

열화 망실 등에 대한 물리적 보호도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 따라서 방

송·영상 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특징은 (…) 물리적 훼손과 망실, 유

실 등에 취약하다는 점, 기기에 따른 매체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보도전문채

널 아키비스트 E)

사내 아카이브 관리를 담당하는 응답자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 일선에서 오랜 

기간 방송사의 콘텐츠 검색 및 활용 경험이 있는 영상리서처도 매체 보존 차원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시기적으로 1985년 전 영상자료들은 양적으로 많지 않다. 개인이 소장하거나 한 

자료들은 별로 없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비디오 관련 기기의 발전으로 개인

이 촬영, 녹화해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1990년대 이전 자료는 희귀

해서 존재 자체가 문화유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자료들은 공공 차원의 

보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292) 임진희. (2013). 『전자기록관리론』. 서울:선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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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 도입되어 온 방송기술을 기록화 역할을 하는 대상

 프랑스 기록학자 샤방(Marie-Anne Chabin)은 영상아카이브의 개념에 관한 글293)

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기술(Technique)로서의 영상(l’audiovisuel)이 방송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미디어학자 드라보(Gilles 

Delavaud)의 연구294)를 인용하며, 사진·영화·라디오·TV 등의 기술은 그 이전

에도 존재했지만, ‘영상’이라는 단어는 2차대전을 전후한 시기(프랑스에서는 

1947년, 미국에서는 1937년)에서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류의 역사에서 

‘영상’은 문헌과 그림을 대체하여 이미지와 소리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outil)이자 기술(technique)로 등장했다. 그런데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책을 만드는 작가·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이에 따라 ‘영상’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산업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미지와 소리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은 영화·방송·영상 산업 분야를 창출했

으며 그 결과 아카이브로든 문화자산으로든 우리 세대에 남아 있는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산업 분야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다. 이처럼 방송·영상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표현기술

로서 등장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관리감독할 제도·기구·정책 등을 도입

하게 하였다. 그런 점에서‘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도입해 온 방송기술을 기록화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들 또한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다.

293) Chabin, Marie-Anne. (2014). “Qu’est-ce qu’une archive audiovisuelle?”. E-dossiers de
l’audiovisuel: l’extension des usages de l’archive audiovisuelle, pp.7-15.

294) Delavaud, Gilles. (2010.11.17.). “Historique du terme <audiovisuel>”. Archimages10 - De la
création à l'exposition : les impermanences de l'œuvre audiovisuelle (주최: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Collectif 24/25,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NAP) et
Institut national du patrimoine (Inp), 장소: 프랑스 파리 Institut national du Patrimoine
Auditorium Colbert) 발표자료.
https://www.academia.edu/42788433/Historique_du_terme_audiovisuel_.

https://www.academia.edu/42788433/Historique_du_terme_audiovis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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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옛날에 새에 카메라 달 생각을 누가 했을까? 지금은 

그게 일반화되었다. 새가 나는 것을 어떻게 찍을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록이 가능하다. 펭귄 한 마리 잡아서 거기에 마이크 달아서 제작하기도 하고. 

자연다큐 입장에서는 카메라 발달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변화를 가져와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올림픽 중계, 쇼 무대, 

드라마 촬영, CG 등의 기술적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독립다큐멘터리 감독 K)

 이 논의와 관련하여 ‘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범주화해야 할 기술적 요소들은 

촬영·편집·송·수신 등 방송이 제작되어 편성·방영되고, 시청자가 이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

년대 국영방송 KBS와 TBC, MBC 등 상업방송이 출범하고 TV방송이 본격화295)된 

이후 국내에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는 방송기술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특히 ENG

카메라296)와 VTR297)장비 도입은 국내 방송·영상 아카이브에서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198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ENG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필름카메라와 혼용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비디오 역사상 ENG 카메라의 등장은 제작 도구가 전자화되었다는 

의미 외에도 비디오테이프298)를 사용하여 촬영한 취재물을 현장에서 동시에 녹화할 

수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동성과 동시성을 얻게 되어 이에 따라 생산된 방송·

295)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자율과 규율사이 방송의 길을 찾다 ‘텔레비전방송’.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television.do

296) 이엔지(ENG)카메라는 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라의 약자로, 휴대용 TV 카메라와 비
디오카세트 레코더를 함께 사용해 뉴스의 현장 취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이영돈.
(2014).『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이엔지카메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50898&cid=58190&categoryId=58190.

297) Video-Tape-Recorder의 약자. 테이프를 기반으로 하는 VTR 시스템의 출연으로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에서도 편집과 재방송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텔레비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한 비디
오의 역사는 사실상 테이프 기반 동영상 포맷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 김도훈.
(2014). 『비디오 코덱과 동영상 포맷』.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동영상 포맷: VT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0425&cid=58161&categoryId=58161

298) 비디오 녹화기나 TV 시스템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도록 만들어진 산화철을
입힌 자기 테이프.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방송용 TV 녹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2인치 테이프를
사용하여 왔으나 그와 동등한 품질을 갖춘 1인치 테이프로 대체되었다. 한때 유메틱(U－
matic)이라 불리는 3/4인치 테이프가 뉴스, 기록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을 위해 쓰였으나 소니의
1/2인치 베타 캠과 그것을 개선한 베타 캠 SP가 3/4인치 방식을 대체해서 뉴스, 기록 영화, 비
디오 촬영의 표준이 됐다 - propaganda. (2004). 『영화사전』. ‘비디오테이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9368&cid=42617&categoryId=42617.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television.do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0425&cid=58161&categoryId=5816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9368&cid=42617&categoryId=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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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성격과 품질, 사회적 파급력에 변화를 가져왔다. ‘86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ENG카메라가 도입되면서 마그네틱테이프와 VTR장비에 

의한 편집이 일반화된다.299) 이후 2010년대 초반 비선형편집기(Non Linear 

Editorial, NLE)300)가 보급되기 전까지 ENG카메라에 의한 촬영과 VTR을 활용한 

선형 편집은 널리 사용되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은 이러한 국내 방송역사를 

기록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방송사(史)는 일제강점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각 방송사에서는 1987년을 전후하여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방영 이후 녹화물을 보관

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비용 타당성, 효율적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값비싼 

매체를 재활용하여 신속한 방송 제작 및 방영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도 심의용으로 단기간 방송물을 보관하는 행위 외에는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에는 여전히 

필름 및 마그네틱 비디오 형태로 방송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방송사

에서는 아직 디지털화되지 못한 채로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지역방송사에서 

오랜 제작 경험이 있는 한 프로듀서는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의 테이프 매체 보존 

현실과 해당 매체가 담고 있는 콘텐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지역방송사에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고 테이프 형태로 남아 있는 

많은 자료가 있다. 유형적으로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기 생산된 유메틱 테이

프부터 2000년대 후반 이후까지 사용된 HD테이프 등이고, 지역의 이러한 매

체 자료 안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담고 있다. 병산서원을 가장 많이 촬

영해둔 방송사는 안동지역 방송국이고,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방송사들이 

제일 많이 촬영했을 것이다. 매체 보관된 영상들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진 

영상들이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G)

299) 양용철. (2010). 『보도영상 현장매뉴얼』. 서울: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p.55.
300) 테이프를 돌리면서 원하는 장면을 찾아 편집하는 방식을 ‘선형 편집’이라고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타임코드에 기록된 장면을 쉽게
찾고 쉽게 갈아 끼우면서 하는 편집을 ‘비선형 편집(Non Linear Editorial, NLE)’이라고 한다.
2000년대 중반 NLE의 등장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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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 장르 차원에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

 현행 『방송법』시행령 제50조와 제57조는 정부의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

자들이 의무적으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균형적으로 편성하여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담은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1) 이와 같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고시제도는 1991년부터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비율’, ‘외국방송 프로그램 

편성허용비율’, 그리고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해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고시

했다. 이후 2000년 3월 개정된 현행 『방송법』에는 이 외에도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편성비율’ 등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편성비율은 정책목표 

및 방송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방송 관련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방송사업자에게 규제내용으로 자리 잡은 방송 장르에 대하여,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방송 장르 자체가 방송·영상 산업 영역의 기록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직종에 따라 보도·예능·드라마 등의 

예시를 들어 어떤 점에서 장르별 방송·영상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지 강조했다. 

영등포구치소가 이전되어 아파트 단지가 됐다면 이 또한 역사적인 자료이다. 삼

풍백화점 붕괴 영상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라는 대한민국의 백화점에서 6.25 전쟁 이후로 5백몇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이를 담은 영상은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드라마 같은 경우, 과거부터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시대상이 보인다. 한국의 

드라마도 역사가 쌓이니까 어느 시대의 어떤 드라마가 어떤 발언을 통해서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드라마 같은 

30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 제57조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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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장인물, 스토리라인, 만드는 분의 테크닉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특

히 쇼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적 변화를 반영한다.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도 

당대 기술이 그대로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그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콘텐츠

가 어떤 형태로 제작되어 어떤 형태로 소비되는가를 연구할 수 있고 트랜드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자들은 현장에서 체득하여 알고 있는 정보들

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객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술을 공유하거나 기술을 저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K)

6) 주제 차원에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

 방영 여부, 편성 장르, 그리고 보존매체 및 방송기술 등 콘텐츠 외부적인 요소 

외에 개별 콘텐츠가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지어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후대에 전승해야 할’ 주제를 더욱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중매체를 매개로 자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주체’를 ‘공중’이라 규정한다면 

이들의 형성과 지향에 큰 영향을 미쳐온 대중매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영상을 연구하는 일은‘공중들의 역사’서술이 갖는 의미를 확장하는 작업으로서 

공중에 의한 영상역사 쓰기와 결합방식, 그리고 공중들이 생산한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역사서술의 의미를 확장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302)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과거에 실재했던 생활상이나 자연환경, 풍경 

등이 드러난 이미지나 ‘공공성’있는 인물·사건사고를 촬영한 이미지, 그리고 

현대사의 여러 주체가 남긴 증언을 영구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도 전승해야 할 

‘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꼽았다. 이러한 주제의 영상들은 역사학적 차원에서 과거 

‘공중들’이 인식한 지식체계와 세계관, 가치관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방송사 외부에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실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검색한 

자료를 편집에 활용해온 응답자들은 이에 주목하여, ‘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02) 허은. (2014). 기록영상물의 공공재화와 영상역사 쓰기. 『역사비평』, 2014년 겨울호(통권 109호),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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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영상에 담기기 시작한 1900년대 초기부터 일본 강점기, 해방기 우

리의 모습을 담은 영상 등 지난 추석에 방영된 KBS <김씨네 이야기>에 나온 

자료들과 같은 영상들이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리랜서 영상

리서처 O)

이 시대에 마지막 사람(공예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등) 인터뷰가 가장 좋은 

예다. 예전에 문화유산채널 영상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드잡이 장인’을 

인터뷰했었다. 이분은 촬영 후 바로 사망하셔서 그분에 대한 기록은 해당 방

송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을 듯. 또한, 공간, 장소 

등 변화하고 사라지는 대상에 대한 기록도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프리랜서 

방송작가 N)

공공활용, 문화유산화 하는 영상은 공적인 인물, 공적인 사건, 그 시대에 중요한 

사건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6.25나 광주민주화항쟁, 노조운동, 빈

민운동을 했던 정일우 신부 이야기 등은 공적인 소재로 볼 수 있다. (독립다

큐멘터리감독 J)

재일동포들의 증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증언 등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

요한 사건을 증언하는 기록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지만 방송 나가고 나면 

원본은 대부분 찾기 어렵다 (독립프로듀서 M)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보관되는 방송·영상콘텐츠에는 제작주체의 시점, 

제작주체가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수용(reception) 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주제들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4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이해하는 데, 국가 정책 공보 도구로서 방송제도가 도

입된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한 아키비스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방송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와 선전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점차 사람이 

즐기는 콘텐츠가 되어갔다는 특성을 지닌다. 점차 유익하고 즐겁게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능적, 유희적 특성을 지닌다. 즉, (국가 사회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하는 선전용 프로파간다 성격에서 대중이 듣

고 보고 즐기고 감동을 받는 콘텐츠 특성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람

들의 당시 지향점도 알 수 있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방송·영상콘텐츠는 전후 복구, 탈(脫)식민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 복원, 경제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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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면한 노동윤리와 근검절약 등 시대별로 국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가치를 

담아왔으며, 때로는 국가의 대국민 사회교육의 효율적 수단이자 정책홍보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1960년대 방송심의기구인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에는 

국민에게 근면한 노동자상과 근검·절약하는 소비자상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나친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텔레비전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연예오락프로그램이나 성표현, 성윤리, 소비양식 및 소비윤리 등의 ‘건전성’을 

규정하였다.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치고 

제재한 사례가 많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근검절약, 근면한 노동윤리, 공중도덕,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이를 

‘국민교육’차원에서 제작하기도 하였다.303) 이처럼 TV와 라디오는 국가 정책의 

홍보도구나 정책 추진을 위한 동원 매체로서,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송·수신기를 보급하고 방송사들은 정책기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영하였다. 이러한 방송의 기능은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져, 여전히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시민들에게 공공 영역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적 

덕성을 교육하는 데 둔다.304) 따라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방송·

영상컬렉션이 담고 있는 주제는 이처럼 시대별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주제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주제선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03) 강명구. (2016). 『훈민과 계몽: 한국 훈민공론장의 역사적 형성』. 파주:나남, pp.217～307.
304) 2019년 개정된 KBS의 편성규약은 이전의 편성규약과 비교할 때 국가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

율성이 강화된 조항들을 담아 개정되었다. 현행 『KBS방송편성규약』에는 ‘건전한 여론형성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통합에 기
여한다’(제3조 3항),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편적인 세계문화와 융
합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화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 공헌한다’(제3조 4항) 등의 내
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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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범위

 방송·영상콘텐츠가 주제·유형·특징 등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특징을 토대로 

아카이브에서‘공공 방송·영상콘텐츠’로 수집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방송·영상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아카

이브 컬렉션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 절에서는 콘텐츠 

생산자 및 저작권자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심층인터뷰에서 이 논의와 관련한 질문은 ‘설문조사’의 형태로 구성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공공 차원에서 수집·관리·활용해야 할 방송·

영상 컬렉션과 관련한 질문에는 8가지 선택 항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자 모두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된 

콘텐츠는 공공 차원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법』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을 받는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응답자마다 의견차를 보

였지만 응답자 17명 중 13명이 수집 필요성에 동의했다. 즉 응답자들은 콘텐츠 

생산 주체와 제작예산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공성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와 운영재원 면에서만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집 범위가 너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콘텐츠의 내용이나 

성격 등 다양한 차원에서‘공공성’의 기준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응답자도 

있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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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 기준2
응답 수

(전체 17명)

공공성 
차원

전파를 이용해 송출되는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17

국가예산(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지원받아 제작된 콘텐츠 17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면허 대상 방송사의 콘텐츠 13

특정 
기준
적용

국내외 방송 및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한 콘텐츠 10

비교적 장기간 방송된 콘텐츠 10

시청률, 콘텐츠지수, 다양성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대국
민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8

문화
전승 
차원

‘문화재보호법’,‘문화예술진흥법’,‘국어기본법’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진흥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다룬 
콘텐츠

10

권리
보호 
차원

‘저작권등록부’등록 콘텐츠 등‘저작권법’등의 보호
를 받는 방송·영상 콘텐츠

6

표 35.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집 기준에 대한 의견 (중복선택 가능)

1) 공영방송의 콘텐츠와 공적 재원이 투입된 콘텐츠는 반드시 수집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모두 지상파 방송사 4개사(KBS, EBS, MBC, SBS)의 콘텐츠는 

공공 차원의 수집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방송사들은 공공재인 

‘전파’의 공적 수탁자(public trustee)305)로서 국내에 라디오·TV기술이 도입된 

305) ‘공적수탁자’라는 표현은 1960년대 미국 판례에서 구체화된 표현으로, ‘수탁이론(public trustee
model)’에서 비롯되었다. ‘수탁이론’은 1927년 미국 『연방전파법(Radio Act of 1927)』, 『연방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즉 주파수 이용을 둘러싸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방송사업자는 내용물을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누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선택된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하는 지를 감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신문사에 비해 독특한 언론자유를 가지게
된다고 이론을 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파수의 유한성’(scarcity of waves)이라는 경제적 현
상이 왜 정부의 규제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유발했다. - 방석호.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연구:사업규제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4년 여름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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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허가받아 국민의 알권리 충족·사회교육·문화전승 등의 

역할을 해왔다. 17명의 응답자 모두 이처럼 전파를 통해 송출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반드시 공공 차원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방송사 외부에 

있는 독립PD, 독립영화감독 등은 지상파방송사 공개 당위성을 더욱 명확하게 

주장한다. 이들은 각자의 방송제작 경험에서, 지금까지 편성되고 방영된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현재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표는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간 단위 혹은 1개월 전후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방송된 편성내용은 

정보공개 절차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없다.306)

KBS의 콘텐츠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 영역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국민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독립프로듀서 M)

KBS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사이니 해당 방송사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영상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

서지 않는다면 방송사가 독점하는 체계가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콘

텐츠를 생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즉, 공공의 돈으로 제작

되는 콘텐츠를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

적 자료 같은 경우를 말한다(독립다큐멘터리 감독 K)

본 조사에 참여한 한 프리랜서 영상리서처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 공영방송 역사

다큐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사들이 자사 

다큐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해외 기관의 현대사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발굴한 자료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사 자료실에만 보관하는 관행을 언급했다.

306) KBS, MBC, SBS, EBS 방송사 시청자서비스 확인 결과 역대 방송프로그램 편성결과는 확인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편성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
계포털’을 위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방송사별 장르별(보도/오락/교양) 방송시간
과 편성비율에 대한 양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목과 방송일자를 확인하는 통
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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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한 공영방송사가 해외 기관에서 발굴한 자료 중에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한 이후 일부는 프로그램 편집을 통해 공개하지는 않고 방송사 안에 보

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통 추후 다른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거나 여러 가

지 목적으로 보관한다. 한 연구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방송사에서 보관

하고 있던 자료 중에 특정 자료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확인하고 최

초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반면, 2020년 KBS가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서 발굴한‘만삭의 위안부’자료에 대해서는 발굴 이후 방송제작진

이 공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 이런 사례가 있지만, 방송사들은 여전히 

개방에 대한 의사가 별로 없다. 과거에도 이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지만, 방

송사 내에서는 타사와의 경쟁력 문제로 반대했었다. 공영방송사에서 개방하게 

될 경우 타 방송사에서 이를 갖다 쓸 것이니 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응답자가 언급한 KBS의‘만삭의 위안부’자료는 2020년 KBS <다큐인사이트> 

제작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굴한 자료 9천여 건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과거 한국사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굴한 영상이다.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김형석 PD는 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취재기를 통해 KBS가 소장한 영상자료 검색 과정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의 현대사 

영상자료 확보 과정을 소개했다.

먼저 KBS와 국내 기관에서 보관 중인 영상 자료를 모두 모았다. 1990년, KBS

의 ‘6·25 40주년 특별제작반’(CP: 강대영 PD)은 13개국 30여 개의 방송국

과 라이브러리 그리고 개인 소장 영상 자료를 수집했다. 총 분량은 약 450시

간. (…)이 외 ‘국가기록원’,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영상자료

원’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와 있었다. (…) 2019년 말경,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기록연구사(Archivist)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리스트업 했고, 이 자료에 기초

해서, 2020년 3월 영상리서처가 직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했다. 

영상리서처는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해 복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한국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파일 수만 약 9,000개, 개당 10분씩으로만 

계산해도 9만 분, 약 1,500시간 분량이었다307)

307) 김형석. (2020.8.). KBS 다큐인사이트 <만삭의 위안부>:진실은 도처에 있었다. 『신문과방송』,
2020년 8월호,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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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큐인사이트> 제작진은 이렇게 KBS가 확보한 영상을 다양한 사람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KBS가 공개한 영상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새로운 창작작업의 원천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KBS가 보유한 영상을 시청자에게 공개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KBS가 보유한 대량의 1945~1955년 영상 

아카이브를 시청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해,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

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더불어 관심 있는 일반 시청

자들이 영상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모습을 가감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KBS의 공익성 및 공영성에 충실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위안부 영상

도 KB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308) 영상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영상의 세부

적인 목록과 내용이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ADC 내용 목록집을 같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309)

김형석PD가 공개를 하려고 했던 KBS 보유 영상아카이브는 지금까지 KBS 역대 

해외에서 수집해 온 영상자료들로, 『ADC, LC 영상자료목록 (1944-1954년)』, 

『한국전쟁관련 영상자료목록집』, 『리버티뉴스 자료목록집』이 책자 형태로 

정리되었고, 해외 각 기관에서 복제하여 수집된 영상은 KBS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후 1990년 <6･25 40주년 특별제작반>이 광복 50주년 특집을 준비하는 <현대사

발굴반>으로 재정비되면서 영상기록물들을 계속하여 수집, 정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와의 수교 이후 공산권 국가의 영상자료들도 수집하였고, ‘안경호필름’, ‘제임

스하우스만필름’, ‘격동의 기록’ 등 개인 소장자들의 영상물도 수집하였다.310) 

KBS는 해외 기관에서 수집했거나 개인에게 구입한 후 영상의 일부를 <KBS영상실록>과 

현대사를 다룬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 정리된 목록집은 KBS 내부 제작

308) KBS 다큐인사이트 ‘만삭의 위안부 영상 최초 공개 및 다운로드’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docuinsight/pc/board.html?smenu=54a5c9&bbs_loc=T2019
-0296-04-51694,read,none,1,931543.

309) 김형석. (2020.8.). KBS 다큐인사이트 <만삭의 위안부>:진실은 도처에 있었다. 『신문과방송』,
2020년 8월호, p.66.

310) 김정아. (2020.6.).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뉴스영화에 관한 고찰:<前進朝鮮譜>와 <전진대한
보>를 중심으로. 『서울과역사』, 제105권, pp.186-187.



- 220 -

진이 인가를 받아 참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방영된 프로그램 외에 해외 기

관에서 발굴한 영상 및 메타데이터는 일반인이나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자 허은은 ‘영상자료 공공재화’란 단순히 영상자료의 수집

작업을 넘어 영상사료를 소수가 독점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적 자료로 

전환하며 다양한 관련 분과학문 연구자들이 결합하여 영상에 담긴 정보를 풍부히 

해석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311)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7명이 모두 공공 차원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 

또 다른 콘텐츠는 국고보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된 콘텐츠이다. 방송통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네트워크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에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보조금 및 기금 등 공적재원을 통해 제작되는 방송·영상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수집 및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민영방송사 등 

방송사의 성격을 불문하고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과 방송사 외부 응답자들 모두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콘텐츠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아카이브 구축

시 저작권 공유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넣어야 하고 

반드시 수집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국고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콘텐츠 90% 이상이 방송이 되고 있

으니 당연히 아카이브를 해야 한다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보조금이나 기금을 받은 콘텐츠는 지원사항에 콘텐츠의 공익적 활용이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제작지원 받아 제작된 콘텐츠는 공공아카이브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독립다

큐멘터리 감독 L)

311) 허은. (2014). 기록영상물의 공공재화와 영상역사 쓰기. 『역사비평』, 2014년 겨울호(통권 109호),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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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만여 점 이상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투입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예산규모는 855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실 집행

액은 849억 원이었다.312) 이 예산은 EBS, KBS,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등 공공

채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특히 지역방송사와 중소 영세제작사에서 제작지원사업 예산을 받아 제작한 

경험이 많은 한 방송작가는, 사업 선정·선정 후 프로그램 제작·제작 후 납품 과정을 

설명하며, 그 결과물을 국가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작지원사업과 아카이브 수집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를테면 공공기금

이 들어간 작품을 클린본, 자막편집본만 납품하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

자료까지 같이 납품하고, 해당 소재자료는 공공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사에는 자막 있는 편집본과 클린본만 납품

을 하는데, 방송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재영상은 납품하지 않는다. 1분짜

리 인터뷰 편집을 위해 30분 녹화를 했는데 해당 녹화본은 외주제작사가 관

리하거나 추후 다른 편집에 사용하기도 한다(프리랜서 방송작가 N)

또한, 지상파 민영방송에서 일하는 촬영기자는 정부의 제작지원사업과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활동에 대한 연계방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수익 배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에서 제작지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공공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면 좋겠다. 저작권은 정부와 저작권자가 50%

씩 공동소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콘텐츠 제작비만 지원하고 방영 

이후 보고용으로 CD로 납품하고 끝나는데 그 CD가 10년 후에는 어디에 보관

하는지 잘 모른다. 만약 공공아카이브가 생겨서 그렇게 제작지원사업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를 정부와 방송사/제작사가 저작권 공동소유하는 형식으로 수집

하고 서비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소유하는 저작권 비율을 50:50 혹

은 60:40 이런 방식은 정할 수 있을 것이다(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그러나 영화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다양한 저작권자(영화제작사)들과의 소통 

경험을 토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콘텐츠라고 하여도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등 

312) 방송통신위원회. (2020.5.).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3-2):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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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들과 협의 전제로 수집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작권 문제는 국가예산을 들였다 해도 강제화 할 수 없기에 공공성에 기반

한 부분 사용권을 전제로 한 사전 협의 기반하에 추진하는 아카이브 사업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0.5.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3-2):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17-20쪽 요약

집행내역 예산 집행액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5,678 편)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1,353편, 청소년 프로그램 1,672편, 평생교
육 프로그램 484편,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153편, 
독서교육 라디오 프로그램 317편, 초중학 안전교육 프로그램 152
편, 동남아 언어교육프로그램 256편, 2TV 프로그램 1,291편 등 

28,339 28,339

아리랑국제방송지원 (8,854 편)
(TV제작) 해외방송을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
해 역사, 인물, 공연 예술, 시사 경제, 청년세계 도전, 기업홍
보 상품,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 총 4,049편
 (Radio제작) 시사 보도, 교양 문화, 음악 오락, 제주특화 등 
18개 프로그램 4,805편

37,156 37,156

국악방송 지원 (8,641 편)
국악 전문감상, 교육, 대중화, 현대화 및 세계화 등 국악과 연
계된 프로그램 8,031편 제작
국악 활성화와 방송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악영상 실황 
중계 등 국악영상 콘텐츠 610편 제작

5,717 5,094

KBS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26,440 편)
 (대외방송) 11개 언어로 연간 135 정규프로그램, 13 특집프
로그램 등 총 18,597편을 제작 방송
(사회교육방송) 북방동포를 대상으로 29개 정규프로그램, 46
개 특집프로그램 등 총 7,483편 제작

8,712 8,712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7편)
프로그램 제작지원(27개) 중 14개 프로그램 한국방송대상 수상 4,100 4,100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60,033분, 60분 기준 1000편)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48개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총 60,033분에 대한 방송채택료를 지원

1,520 1,520

전체 (50,640 편) 85,544 84,921

표 36.  2019년 방송통신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223 -

 ‘국가기록원’은 2013년과 2014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작지원 

예산이 투입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기획수집한 바 있다. 앞으로는 매년 제작

지원사업 성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살펴본 해외기관 중에서 호주NFSA는 제작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에 

대하여 별도 컬렉션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작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프로그램 제작을 하게 되는 제작사 및 제작진에 지원결과 선정 단계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을 고지한다. 호주정부 제작지원금을 받는 제작사들은 제작된 작품이 

종영했거나 상영이 끝난 이후 영구보존을 위해 NFSA에 해당 작품을 정해진 포맷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313). NFSA측은 제작지원금을 받는 방송사·제작사들이 NFSA에 

이관해야 할 의무와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서인 『제작지원사업 

프로그램의 NFSA제출본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제작이 완료되면 귀하의 제작투자계약서(Production Investment Agreement, 

PIA) 또는 제작지원계약서(Production Grant Agreement, PGA)를 통해 귀하가 

제작한 NFSA에 대한 마스터 및 관련 홍보 자료 1부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 PIA/PGA에 목록화된 제작물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작품이 호주의 가장 방대한 시청각컬렉션으로서 안전하게 보

호되고 보존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권리는 완전히 보호

되며 귀하의 작품은 NFSA에 방문해야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서화

된 이용허락 없이 사본이 제공될 수 없습니다314)

즉, 제작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해관계자들

에게 NFSA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제작지원을 받은 콘텐츠 사본을 제작해야 할 

의무와 그 가치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다. 이를 통해 NFSA의 수집활동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공성 있는 컬렉션을 구축하는 방안임을 설명

313) Our formal agreements with federal and state screen funding agencies ensure the
continued growth of the contemporary television collection. This has enabled the NFSA to
preserve a range of popular Australian TV series.
https://www.nfsa.gov.au/about/what-we-collect/television.

314) NFSA. (2020). Information For NFSA Delivery Materials (‘DELIVERABLES’) of Screen
Agency Funded P roductions. p.1.

https://www.nfsa.gov.au/about/what-we-collect/television


- 224 -

하는 것이다. 

 4장에서 현행 『방송법』의 진입규제에 따라 정부의 허가·승인·면허를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방송의 공적 책무가 요구되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인만큼 공공 차원의 수집 및 관리, 활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응답자 17명 중 13명이 앞서 알아본 지상파 주요 방송사 4개사의 콘텐츠 

외에도 더욱 포괄적인 수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방송사업자는 

2019년 기준 지상파 사업자 70개 사, 종편 채널 4개 사, 보도전문채널 2개 사 등

이다.315) 허가·승인받는 방송사의 자료 수집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를 특정 방송사의 아카이브와 달리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 관한 기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 차원의 방송·

영상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KBS나 EBS, KTV, 국악방송 등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 공공채널 등을 중심으로 참여범위를 논의됐다. 그러나 본 조사를 위해 

만난 한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촬영기자는 방송사의 성격을 불문하고 방영(on-air)된 

콘텐츠의 포괄적 수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방송사 소장 콘텐츠의 가치와 공공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으로 이미 공중에 공개된 자료는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의 방송사든 공

공아카이빙 대상이다. (…) 공공아카이브는 방송사의 역사를 보관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A방송사가 망해서 B라는 다른 방송국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과

정에서 A방송국의 역사는 누군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그 

방송사의 콘텐츠를 보관해준다면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다(지상파 민영

방송 촬영기자 D)

지역 방송사들의 자료를 공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가

진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병산서원이라도 병산서원의 오

래전 모습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담은 모습을 안동 지역방송사엔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지금과는 조경도 다르고 많이 다를 것이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G)

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 『2020 방송산업 실태조사』,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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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화아카이브에 근무한 응답자는 영화제작자 등과의 권리관계 관리 경험을 

토대로 저작권자(방송사업자)와의 활용 관련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류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한류콘텐츠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추진 경험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방송통신위원회’승인 대상이라 

하여도 해당 사업자의 사적 활용권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사용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활용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산업을 저해할 요인이라고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법

에 따라 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 하여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종편채널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쉽지 않을 듯. 

법리적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류정책 관련 공

공기관 종사자 Q)

2) 특정 기준이 적용된 대상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 대상으로 방송된 기간, 수상 여부, 시청률 등 

특정 지표에 의해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등 특정 기준이 적용된 콘텐츠를 

고려할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 가운데 미국 AAPB는 특정 수집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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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기준

내용

§ 콘텐츠 유일성 (Unique content)
§ 컬렉션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
§ 관련 사건사고, 장소, 인물, 여론, 역사적·문화적·정치적·사회학적·

인류학적·과학적·교육적·기술적·미학적 중요성 등이 나타난 콘텐츠
§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문화, 정치, 공동체 가치가 나타난 콘텐츠
§ 원주민문화, 서브컬처(Subculture), 사회적 그룹, 특정 인구학적 구분

(population segments)을 나타내는 콘텐츠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저널리즘 유형과 행위의 독창성이 드러난 콘텐츠
§ ‘최초’방송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콘텐츠 
§ 사회교육적 가치(educational initiative)를 갖는 콘텐츠 

물리적 
조건

§ 열악한 보존조건에 의해 멸실 위기에 있는 콘텐츠
§ 생산연대가 오래된 콘텐츠

배포
가능성

§ 비교적 배포 및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 (not widely 
distributed or preserved elsewhere)

§ 내용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처 혹은 문서, 사진 등 다른 
유형의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not 
merely illustrate material available elsewhere, but includes unique 
content not found in other sources)

저작권
§ 해당 방송사가 생산 및 소유한 콘텐츠
§ AAPB 열람실에서 방문열람을 허락할 수 있는 콘텐츠

표 37. 미국 AAPB 프로젝트 컬렉션 수집기준

출처: Charles Hosale. (2017). AAPB Access workflows, 『Association of Moving Image 
Archivists conference(New Orleans, 2017)』 발표자료, p.4.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수집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7명 중 8명 이상이 수집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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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전체 
17명)

동의 사유

국내외 방송 및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한 
콘텐츠 

10
§ 수상작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은 영상콘텐

츠이므로 문화유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음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비교적 장기간 
방송된 콘텐츠

10

§ 시대에 따른 사회 문화 변화 과정을 담고 
있어 수집해야 됨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 전부는 아니라도 중요한 특정 시기별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음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전국노래자랑만큼 오랫동안 활약한 
방송콘텐츠가 있을지? (한류정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Q) 

§ 장기간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그 만큼 장기간 방송된 사유 
자체가 아카이빙의 주요 이유기도 함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시청률, 콘텐츠지수, 
다양성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대국민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8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
들에게 콘텐츠제작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지상파 공영방송 엔
지니어 A)

§ 당 시기 대중 문화를 보여주는 내용이므로 
보존이 필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함 (프
리랜서 영상리서처 O)

표 38. 특정 기준이 적용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

 방송·영상 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아카이빙하기 위한 평가·선별 주요 지표로 

시청률, 화제성, 통합지표 등이 있다. 시청률은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형태에 대한 

조사로서 시청자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시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방송사와 

방송 관련 기관에서 방송프로그램 기획, 광고전략 수립, 행정규제 및 방송정책 수립 

등을 위해 참고해왔다. 2010년대 방송통신 융합환경이 본격화되고 스마트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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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의한 TV 시청행태가 일반화되면서 TV시청률만으로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졌다. 방송콘텐츠를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VOD 등으로 시청

하거나 다른 기기로 시청하는 행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TV가 

아닌 기기로 방송을 시청하는 정도를 TV시청지표와 합산하는 수치를 의미하는 

‘통합시청지표’와 인터넷 여론 또는 인터넷 반응이 얼마나 활발한가에 대한 수치 

등을 지칭하는 ‘화제성’ 등으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

템’(RACOI)과 KBS의 ‘코코파이’(KOCOPIE) TV 지수 등이 ‘통합시청지표’와 

‘화제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316)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1년 방

송 평가제 시행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TV조선, JTBC, 채널A, MBN)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품질 평가 방식(KI시청자평가지수)과 방송사 자

체의 프로그램 질을 평가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317)

316) 박완. (2020). 『시대상의 재현 기록으로서 방송·영상 큐레이션 : 지상파 TV 평가·선별을 중심
으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지표명 내용

KI시청자
평가지수

주 1회 이상 TV를 시청하는 전국 만 13세~69세 남녀를 대상
으로 분기당(5주×2,400명) 만 명 이상 (전체4만명)
 지상파 방송 4사, 종편 4개사 조사기간내 편성표 전체. KBS, 
MBC의 경우 지역자체 방송 포함
흥미성, 창의성, 유익성, 공정성 등 7개 항목 조사 

KBS PSI(Public
Service Index)

전국 20세 이상 시청자 연 3만명(분기당 15,000명, 연2회)
KBS1, KBS2, MBC, SBS
제작완성도, 정보지향성(유익성), 감성지향성(흥미) 평가

MBC QI 
(Quality Index)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일반 시청자 약 3천여 명(연 1회)
지상파 3사와 종편 4개 채널 프로그램 (정규 및 상위시청률)
시청지속의사 및 장르별 지표(유익성, 공정성, 흥미성 등) 

SBS  
ASI(Audience 
Satisfaction 

Index)

수도권 거주 전 연령 시청자 약 6천 명(연 1회)
지상파 3사 일부 프로그램(SBS 24개, KBS 20개, MBC 17개)
프로그램 완성도, 객관/공정/신뢰성, 창의성, 즐거움/재미, 사
회적기여도, 몰입도 평가

표 39. 국내 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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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PEI(프로그램 몰입도)지수’, CJ E&M 

‘CPI(콘텐츠 파워지수)’, 굿데이터코퍼레이션 ‘TV 화제성 지수 및 점유율’등

이 있다. TV 화제성이란 각 프로그램 방송 후 1주일 동안 온라인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동영상에서 나타난 네티즌 반응을 수집해 지수화한 것으로 TV 

화제성 점유율을 통해 콘텐츠 파워를 화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

으며 지상파, 케이블, 종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318) 

 하지만 이러한 특정 지표를 적용한 수집대상 선정에 대해 수집의 완전성 및 

포괄성, 망라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영화의 경우, 의무

제출을 통해 극장 상영등급을 받은 모든 영화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영화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이러한 의무제출을 통해 ‘포괄적, 망라적’으로 

수집된 컬렉션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지표를 근거로 특정 콘텐츠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률, 다양성 지수 등이 객관성을 띠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자칫 편향적

으로 판단되어 아카이빙의 주목적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아카이빙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려우며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

공기관 종사자 P)

따라서 아카이브 수집 및 평가·선별 기준으로서 시청률을 비롯해 다양한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지표들을 수집기준의 

근거로 활용하되, 현재 평가되고 있는 이와 같은 지표의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을 

검증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317) 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 개선방안 연구』, pp.8～13.
318) Cheil Magazine. (2016,.5.24.). <응답하라 1988>과 <태양의 후예>의 공통점은? 콘텐츠 파워의

또 다른 지표, TV 화제성 지수. https://blog.cheil.com/magazine/14155.

https://blog.cheil.com/magazine/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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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전승 차원

 과거 방송관계법과 현행 『방송법』을 통해, 정부는 전통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부여했다. 현행 

『방송법』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내용을 명시한 조항이며 같은 법 

제33조에는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는 심의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에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전승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문화예술작품,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주요 수집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17명의 응답자 중 10명이 『문화재보호법』,『문화예술진흥법』,『국어

기본법』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진흥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다룬 콘텐츠가 

공공 아카이빙 대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영방송 및 공공기관에 근무

하는 응답자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더욱 명확히 제시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수집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

지니어 A)

국어를 비롯한 문화유산의 경우, 모국어 보호 전통문화의 보호를 통해 제2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진흥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의 경우 아카이빙과 공공

활용 대상 수집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현재 주요 지상파 방송4사를 비롯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들은 표준어 

관련 프로그램, 국악 및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작·편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시청자 참여형 한국어 및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 제작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앞서 2019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제작지원사업 집행내역에서 

살펴본 대로 이와 관련한 주제의 방송·영상콘텐츠는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KBS, EBS 등 국·공영 방송사에서 제작된다. 대체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제작

되기 때문에 공공 차원의 수집과 관리, 영구보존, 그리고 공공활용의 근거가 더 명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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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적인 저작권자 권리 보호 차원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수집 대상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관련 제도’에 의해 등록된 콘텐츠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저작권자와의 협약에 의해 시청각컬렉션을 수집하는 대표적인 기관

으로, 저작권자가 매년 7~8천여 점 영화·비디오물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컬렉션 

(Copyright Collection)’을 관리한다.319) 국내에는 ‘저작권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가 있다. ‘저작권

등록부’에는 저작자의 실명, 이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공표 여부 

및 처음 공표된 국가 및 날짜, 2차저작물인 경우 원저작물의 제목과 저자, 공표된 

경우 공표된 매체정보,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분에 관한 내용 

등을 등록한다. (『저작권법』제53조) 

 이러한 ‘저작권등록 제도’와‘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 이슈에 의한 문화 관련 

정책추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한 응답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에서 기존의 저작권 관련 제도와 관련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저작위(저작권위원회)야말로 방송영상아카이브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

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 (한류정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Q)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등록 제도’와‘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사에서 

일하는 아키비스트와 영화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주로 했던 경험에 따라 ‘저작권 등록’대상 콘텐츠를 필수적 수집 대상으

로 보기보다는 선택적 수집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19)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컬렉션’에 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참조 :
https://www.loc.gov/rr/mopic/mpcoll.html.

https://www.loc.gov/rr/mopic/mpco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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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아도 저작권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집대상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저작권 등록시 저작물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료 아카이빙에서 요구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아카이

빙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현물)를 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필수사안은 아니며 선택적 사안이라 판단된다(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

사자 P)

5) 기타 의견

 선택 항목으로 제시된 콘텐츠 분류 외에도, 일부 응답자들은 특정 방송사업자나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콘텐츠 외에도 개인이나 공동체 등의 소장자료나 

창작물 또한 공공 차원의 수집과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로 

공영방송사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이다. 공영방송사에서 

일했던 응답자들은 미디어 정책 환경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미디어 시장이 

다양한 온라인 영상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미디어공공성’의 가치가 좀더 

강조되는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공 차원의 아카이빙 대상 또한 다양성이 중

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영화필름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발굴

하고 수집되어야 한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TV나 라디오가 아닌 유형의 콘텐츠) 최근 공공(public, 대중)에게 시청되는 영

상은 매체(플랫폼)의 한계가 없어진 상황이다. 특히 TV를 통한 퍼스트/온리 

서비스가 줄어들고 영향력 역시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 공공영상문화유산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3. ‘공공’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방안

 3장에서 살펴본 해외기관들의 사례를 통해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검토했다. 프랑스와 같이 법적 

근거를 통해 ‘방송납본제’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영국과 호주, 미국 등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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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사적 권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카이브 기관 사이의 

‘협약’ 또는 ‘파트너십’에 의해 영구보존하고 공공 차원에서 활용되기 위한 

콘텐츠를 저작권자로부터 선별적으로 기증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박물관·

도서관 등 기억기관에서는 이 외에도 기증, 위탁, 구입, 생산(구술채록 포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컬렉션을 수집한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수집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0>과 

같다.

 

 국내외 OTT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방송·영상 콘텐츠는 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 

보호 및 수익 창출에 필요한 자원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

카이브의 방송·영상 컬렉션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

방법 내용
응답 수

(전체 17명)

콘텐츠 목록 
제공 및

저작권 중개

콘텐츠 공급자가 아카이브에 저해상도 영상과 메타
데이터를 통한  영상정보 형태로만 제공. 이용자가 
고해상도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자와 저작권 협의 창구를 제공

14

기증 유형

(기증 유형1) 아카이브에서 무상으로 대국민 서비스
할 콘텐츠를 방송사업자가 직접 선별하여 공급 

7

(기증 유형2) 아카이브에 ‘공공 방송·영상’콘텐
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제도적 혜택을 제공
(세제혜택, 공적 제작기금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등)

6

구입 유형

(구입 유형 1) 공공 아카이브에서 수집 예산을 마련
하고,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를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구입

6

(구입 유형 2) 아카이브에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공개 시 노출되는 방송광고 수입을 해당 사업자와 배분 

1

표 40.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집 방안에 대한 의견 (중복선택 가능)



- 234 -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항에 많은 응답자가 ‘콘텐츠 목록 및 

저해상도 영상’제공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즉 기증이나 구입과 

같이 선별기준을 별도로 고민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예산, 시간 등이 필요한 

다른 수집방법에 비해 이와 같은 ‘콘텐츠 목록 공개 및 정보제공’은 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에 모두 컬렉션 수집 및 보존 비용, 콘텐츠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공공’방송·영상콘텐츠로 합의된 컬렉션은 선별적으로 기증(무상제공)을 받거나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수집예산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에 이용료 등을 

지불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1) 콘텐츠 목록 제공 및 저작권 중개

 17명의 응답자 중 14명이 ‘저해상도 영상 및 메타데이터 정보 등 콘텐츠 목록을 

공공아카이브에 공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방송사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영상 혹은 음성 콘텐츠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이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저화질의 영상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제공한다. 이는 응답자의 소속

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제시된 의견이었다. 

저해상도 영상을 보고 검색하고 저작권 활용이 필요하면 저작권자에게 연락

해서 활용방법을 문의하고 쓰면 된다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정보제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하다. 

저작권 연계는 큰 어려움이 없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나쁠 것도 없어 보인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학술적 차원, 정보습득의 차원에서는 저화질 서비스가 바람직하고 고화질 상

업적 활용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모든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색가능하게 한다

면 좋겠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J)

물론, 응답자들은 방송사업자들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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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를 하더라도 원본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저작권중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다.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험에 방송영상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시된 의견

으로 해석된다. 특히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검색 과정에서‘유튜브’등 동영상공유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형태의 영상을 편리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수집 차원에서도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수준의 저해상도(proxy) 영상 수집과 영상정보(메타데이터) 수집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등 국가주도적인 

정부사업 참여 과정에서 일부 뉴스·다큐 사본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사업

자와의 협의 없이 공공 활용하고자 했던 경험과 기억에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제 활용대상 콘텐츠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 

다시 접촉해야 하여 이용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다양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확보를 위해 콘텐츠 

공급자와 합리적인 협력을 하는 데 이러한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화아카이브에서는 시청각 유형 아카이브 서비스 기획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플랫폼 사례를 조사한다. 본 조사에서 참여한 영화아카이브 소속 응답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방송콘텐츠에 관한 단순 정보제공 형태가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본다. 

최근 비교적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이나 사용자 입장에선 이

용절차의 불만 민원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상콘텐츠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동 방안이 현재로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영화아카이브 관

련 공공기관 종사자 P)

 공영방송사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은 저해상도 및 메타데이터를 제공한 방송사업

자에게 콘텐츠의 품질이나 활용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계에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콘텐츠 공급자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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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들은 역대 국내 방송역사에서 공영방송사가 소장한 콘텐츠가 양적으로 

가장 많고 공공 차원의 활용가치가 있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방송사업자들의 

참여동기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비평 보도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저해상

도의 서비스에 방송사업자들이 협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 경우에

도 보관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세재 해택 내지 보조금 지원

이 필요할 것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듀서 C)

고해상도 아카이브 서비스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필요한 경우 활용 

용도에 따른 사용료를 콘텐츠 공급자가 차등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송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은 수집사업에 참여하는 콘텐츠 공급자 성격을 불문하고 방송사업자 외에도 

좀더 다양한 내용과 성격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각 방송국이 영상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료실(아카이브)의 역량 강

화를 지원하고 이를 클라우드 형태로 집합시켜 콘텐츠 활용의 협의 창구로 

만들면 좋을 듯 하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이와 같은 ‘저해상도 영상 및 메타데이터, 콘텐츠목록 제공’등에 의한 수집

방안이 일반화되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일종의 ‘정보아카이브’

형태로 운영된다.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콘텐츠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지만, 저작권자(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3장에서 살펴본 미국 AAPB와 벨기에 Meemoo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방법적으로 자료공유는 디지털파일(저해상도영상)과 파일 목록 내지는 API 제공에 

의한 수집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방송사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 등에 이용자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콘텐츠의 교환과 기증 등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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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앞서 영화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응답자가 말한 대로, 이러한 ‘정보아카

이브’는 이용자 차원에서 비효율적 검색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영국 BFI 홈페이

지에서 현업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카탈로그 가운데 소장자료 전량을 찾아볼 수 있는 

카탈로그는‘BFI Film and TV database’이다. 이 온라인 카탈로그는 기본적으로 

소장자료를 직접 시청하기보다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중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메타데이터는 검색한 자료의 제목, 공개(방영, 상영)일자, 제작사 및 제작

국가, 시놉시스, 분류, 소장자료 유형(디지털파일 및 물리적매체), 서비스방식, 유

관 문헌자료(관련기사 등) 등이다.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영상의 품질을 확

인하거나 실제 편집에 활용가능한지 문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담당자에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영상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상

이 이용자의 창작작업에 필요한 영상인지 정확히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저작권자 정보, 영상품질, 가격견적 등을 확인

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즉 ‘유튜브’ 등을 비롯해 대부분 플랫폼에서 최근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비

교적 쉽게 서비스 대상 자료를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서도, BFI

의 소재자료 저작권 판매(Footage Licensing)의 경우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그림 23. BFI창작자원 이용을 위한 개별 콘텐츠 검색화면

출처: BFI Film and TV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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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 정보를 기준으로 현업이용자들이 편집에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2) 기증 유형1 -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무상으로 대국민 서비스할 

콘텐츠를 방송사업자가 직접 선별하여 공급

 아카이브 운영에서 ‘기증’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보관권이 아카이브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320) 여기서 보관권(cusotody)은 ‘물리적 보관권’과 ‘법적 보관권’

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보관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법적 보관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증 단계에서 이와 관련해 아카이브와 기증자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 일부 응답자(17명 중 7명)들은 이러한 방법에 동의했다. 콘텐츠 공급자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제공된 

콘텐츠를 공공활용하는 단계에서 유·무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활용목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외주제작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관행과 이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컬렉션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기증받을 수 있지만 이를 서비스할 때에는 활용목적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체로 카피레프트 정신에 동의한다. 다만 영리적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에는 서비스 단위에서 유상제공하게 해야 한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J)

한편 무상 기증에 의한 수집방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각 방송사 내에 별도 

인력을 두고 기증 대상 콘텐츠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작가·영상리서처는 각자가 일했던 

방송사 영상자료실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아닌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외부의 업무를 위한 별도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

320)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Donation’.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donation.html.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don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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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전망했다.

케이블이나 외주제작사 등 기증 대상 자료들이 많을 것이다. 사업자들이 기증

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증을 위한 재편집이나 인덱싱 작업 등 추가적인 작업

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프리랜서 방송작가 N)

대외개방 대상 콘텐츠를 정리할 비용을 방송사에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면 좋

을 것 같다. 90년대 이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공공 차원

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공공에서 활용하

고자 한다면 방송사에 이를 정리할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프리랜서 영상

리서처 O)

그러나 아카이브 기관 혹은 컬렉션 운영 경험이 있는 영화아카이브 소속 응답자는 

기증에 의한 방법으로 방송사에 공공활용 대상 콘텐츠를 선택하는 자율성을 부여

하면 수집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긴 하나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공공영역 활용에 

함께 공급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며 그에 합당한 콘텐츠 양도 극히 적을 것이다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기증은 조건 없이 기록물을 제공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많은 기관에서 법적 

권한을 문서화하는 데 소홀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료의 소유권 외 이용권, 저

작권 등의 법적 권한까지 세밀하게 성문화하여 기증 이후 이용을 원하는 소장자

들에게 부분적 권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밀한 기증의 법적 절차 구

현은 잠재적 기증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법적 갈등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AAPB는 다음과 같은‘기증동의서’

양식을 통해 미국 전역에 있는 공영방송사로부터 기증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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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소유권 
이전

§ 기증자(방송사 이름), 기증처(AAPB) 명기 
§ 영구적 기증 처리 기재 (irrevocably donates and conveys to AAPB)

기증 
대상 
저작권

§ 기증 대상 기록물 (Donated Materials)
(현재 소유권 관련, 다음 중 택일) 
  - 기증자(방송사)가 기증기록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소유 및 관리
  - 기증기록물 중 일부는 기증자(방송사)가 소유 및 관리, 
     일부는 개인 및 타 기관이 관리 (외주제작 등을 의미)
  - 기증자가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
(저작권 양도 방법, 다음 중 택일)
  - 기증자가 AAPB에 모든 저작권 관리권 양도

    - 기증자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CC0 1.0 Universal License)에 저작권 공개 동의 
    - 기증자가 AAPB에 저작권 영구 양도하여 전세계 활용 가능 
 * 이 옵션 선택시, 기증대상 콘텐츠 재활용 이용허락 여부 선택
§ 메타데이터 (Metadata) - 기증자(방송사)는 AAPB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따라 메타데이터 접근가능성에 동의
§ 처분(Disposal) : AAPB는 영구보존을 위해 기증 대상 기록물과 메

타데이터 중 선별하지 않음

표 41. 미국 AAPB 프로젝트 기증동의서(Deed of Gift) 항목

출처: AAPB Deed of Gift

3) 기증 유형2 -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에게 제도적 혜택을 제공

 일반적으로 기억기관에서는 개인이나 공동체 등으로부터 기관의 성격에 맞는 

기록물을 기증받으면 ‘기증자 예우’ 혹은 ‘기증혜택’사항을 마련321)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운영을 국내 미디어 정책과 

연계하여 세제혜택, 공적 제작기금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기증유형1’의 보완 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

자들이 있다. 

321)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민간기록물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예우 사항으로 기증 감사장 발급,
감사선물 증정, 정부 포상 추천, 필요한 경우 복사본 제공 등이 있다고 공지되어 있다. ‘대한민
국역사박물관’은 자료수증증서 발급,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영구 보존,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특별전 추진 등을 기증자 예우 사항으로 제공한다고 홈페
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인 ‘기증자료관’을 통해 상시적으로 기증
받은 콘텐츠를 공개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기증자료를 무상 열람 및 대여하며, 홈페이지
<고마우신분들>에 기증내역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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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유형1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적 혜택 통해 방송사에서 콘

텐츠를 오픈할 요인이 좀 필요할 듯 하다. 혜택의 방법은 토론 통해 결정하면 

된다 (한류정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Q)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므로 콘텐츠 수요에 따른 이익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되 공익적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일부분 지원해야 한다

고 본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그러나 여러 저작권자와 함께 수집비용 및 수집방법 협의를 했던 방송사 아키비

스트와 영화아카이브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혜택의 기준도 모호하고, 기증을 하는 방송사에게 큰 경제적 혜택이 낮다면 

유인요인은 낮을 수 있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공공 사용의 콘텐츠 제공에 따른 세제혜택 또는 공적 제작기금 지원 등의 혜

택은 부여하는 쪽이나 수혜받는 쪽이나 시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4) 구입 유형 1 -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수집 예산을 마련하고, 아카

이브에서 서비스할콘텐츠를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구입

 아카이브 운영에서 ‘구입’은 합의에 의한 보상(Reward)을 통해 법적·물리적 

보관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콘텐츠를 구입을 통해 수집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결정되면 협상 통해 가격 조정과 가치평가를 진행한다. 방송·

영상콘텐츠와 같이 특수 매체 자료의 경우 사용권, 저작권, 출판권을 모두 구입하는 지 

일부 권한만을 구입하는 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일본BPCJ 등 해외 공공 방송·

영상아카이브 가운데에도 이처럼 구입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집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일부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콘텐츠 구입예산을 ‘협력’비용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기증유형2’에서 방송사 아키비스트·영화아카이브 관계자를 중심

으로 효율적인 수집비용 예산 마련 및 집행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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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콘

텐츠 대가를 요구하면 유명무실할 수 있다. 콘텐츠의 제공의 기본원칙은 무료이

어야 하고, 이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나 공공성 항목에서 지원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협력의 대가이어야 하지, 구입의 대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가급적 수집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공공서비스를 위해 가능한 제한없이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제한된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 콘텐츠 구입 서비스가 최선이라 생각한다. 다

만,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관 대부분 이에 대한 예산 수급의 어려움이 최대 난

제인 상황일 것이다 (영화아카이브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P)

구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응답자도 있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일하는 한 

응답자는 미국의 AAPB사례와 같이,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화 대가로 콘텐츠를 수

집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프로듀서는 현재 방송사에 방치된 아날로그 매체들의 

보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의 중소영세 방송사 혹은 외주제작사들과 일했던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기증’이나 ‘구매’를 통해 방송사 콘텐츠의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았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해주고 디지털화 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H)

기증이나 구매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에게 수익성이 있다면 사업자들은 좋아

할 것 같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N)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집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비용 자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일본 BPCJ는 일부 콘텐츠를 선별하여 유상

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322) 즉,‘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구입에 의한 컬렉션 수집 

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구입’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3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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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입 유형 2 -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공개 시 

노출되는 방송광고 수입을 해당 사업자와 배분 

 구입의 또다른 방법으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제공하는 대신 플랫폼에서‘광고수입’을 방송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 응답자가 이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방송사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무료

공개란 측면에서 광고수입이 얼마나 클지도 가늠이 안 된다 (보도전문채널 아

키비스트 E)

6) 기타 의견

영화아카이브 소속 응답자는 구입·기증·목록공개 등 수집방안을 불문하고, 

콘텐츠 수집과 활용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30여년 간 영화제작사 등 국내 영화 

저작권자들과 영화아카이브의 이용자 사이에서 다양한 소통경험이 반영된 의견이다.

국내 영화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제도가 그다지 다양한 방안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자 입장에선 사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 많은 비용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방송영상은 영화콘텐츠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

긴 하나 큰 틀에서 보면 사용자의 저작료를 낮추려면 다양한 유통체계를 통해 

저작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그에 대한 저작자와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진다면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사용자가 고액의 저작료로 인해 콘텐츠에 접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중개

기능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영화아카이브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 P)

일부 응답자들은 방송 분야에도 납본제도를 도입해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가 당대 생산되는 모든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하고 방송사의 콘텐츠를 

백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지역방송 아키비스트, 

그리고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등 주로 공공 부문 방송사에 오래 근무한 응

답자들을 중심으로 ‘방송산업’을 기록화하는 방안으로서 ‘공공영상문화유

산’아카이브 컬렉션을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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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했다.

프랑스의 INA처럼 영상납본제도가 필요하며 반드시 아카이브 되어야 하는 콘텐

츠는 일본의 사례처럼 선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방송영상유산 재난 손실 방지를 위해 납본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칭 

‘K-archive Open network Service’를 운영하여, 공공 아카이브에서 무상으

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방송사업자들에게 오픈할 수 있다(지

역방송 아키비스트 I)

공공영상 아카이브 기관이 만들어 진다면 영상 콘텐츠 데이터 백업 역할 및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고 제작사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

프트웨어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4. ‘방송통신발전기금’등을 활용한 방송사의 콘텐츠 공개 참여 활성화 방안

 방송사업자들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수집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지원을 통해 콘

텐츠 공개에 협력하는 방송사에 적절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작지원사업 중에는 방송의 지역성·공공성·공

익성 구현을 위해, 관련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확보

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의 제작지원사업 혜택을 받아온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은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어 수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콘텐츠 이용료는 수익의 차원이 아니라 또 따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원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용료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공공채널 

프로듀서 F)

지역방송사가 자체 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 제작비를 조달해서 방송영상 

콘텐츠를 다 만들 수 없게 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콘텐츠 공개에 

협력해 적절한 이용료”를 받아 새로 제작하는 로컬 방송의 자체 제작비로 

활용해야 한다(지역방송 프로듀서 H)  

 반면, 한 프로듀서 응답자는 공공 방송아카이브 사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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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면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편성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화아카이브 소속 응답자는 영화 부문 영화발전기

금의 운용을 예로 들어, 공공예산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해진 항목에 따라 명확

히 집행되어야 사회구성원이 이견(異見)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발전기

금’을 아카이브 수집예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시 다른 지원분야 대한 예산편성 축소로 오히려 조삼

모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른 형태의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듀서 C) 

방송기금이든 영화발전기금이든 관련업계 또는 관련 사용자로부터 모인 기금

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경향은 대체적으로 방송사업 또는 영화제작. 유통사

업에 활용될 경우에 한해 잡음이 없다. 이를 벗어난 활용은 업계관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영화아카이브 부

문 공공기관 종사자 P)

또한 선택문항으로 제시한 수집방법 중에 ‘구입유형 1’에 해당하는 아카이브에서 

콘텐츠를 구입하는 방안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료 지급’과 

‘콘텐츠 구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콘텐츠의 이용료의 대가이어야 하지, 콘텐츠의 구입료의 측면이라면 안될 것

이다. 기금의 활용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원은 

아카이브와 방송사 간 협력의 명분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작지원기금과 아카이브 수집 사업을 연계

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방송통신발전기금’ 원래 취지에 맞게 해당 기금을 

수집 예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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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활용 관련 이슈

 앞서 여러 해외 기관이 연구자, 교육자, 창작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방송·영상 

컬렉션을 구축하게 되면 주요 이용자층은 누구일까?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

들의 의견을 통해 영구보존 대상으로 수집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공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이용자 세분화와 콘텐츠 수요

 해당 조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 확인된 국내외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주

요 이용자층을 6개 문항으로 그룹핑하고, 각 응답자에게 이 가운데 주로 ‘공공영

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용자층을 3가지까지 선택하도

록 하였다. 17명의 응답자 중에서 분야별 학술연구자가 주요 이용자층이 될 것이라

고 보는 응답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들을 선택한 응답자

가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업무상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활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층은 교육자(초, 중, 고교 교원)와 문화예술 분야 종

사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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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용자
응답 수

(전체17명)
콘텐츠 수요 및 서비스 제공방안 

분야별 
학술연구자

16

§ 방송영상 학술연구자나, 역사나 사회학 관련 

연구자도 방송영상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음 

이들에게는 대국민서비스보다 좀 더 접근의 

대상을 넓혀주는 콘텐츠와 부가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 연구 분야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전체)의 선별 

제공 (독립 다큐멘터리감독 K)

§ 역사, 문화 관련 콘텐츠 온라인 열람, 오프라인 

복사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
(제작 및 
유통 부문 
종사자 
포함) 

15

§ 방송사가 보유한 메타데이터 열람 서비스. 저작권 

협의를 위한 기초적 정보 제공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 자료영상 제공.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소용

되는 자료 영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영상

자료 목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독립 다큐멘터리감독 K)

§ 고전영화 및 고전방송콘텐츠의 참고영상 또는 

신미디어, 타플랫폼 산업유통 수요 등. 대부분 

방송,현업종사자의 경우 산업적으로 영상콘텐츠의 

재유통을 위한 사용이 가장 많이 있는 편임(영화

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초등·중등
·고등 
교육자

8

§ 대학, 대학원, 중고교 등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 

(독립 다큐멘터리감독 J)

§ 학습자료 활용 / 수업 중 필요한 자료영상 제공

(프리랜서 방송작가 N)

§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온라인 열람, 오프라인, 

프로그램 일부 편집 복사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6

§ 음악, 공연 등. 검색 및 다시보기 제공. 영상 

다운로드 필요시 저작권보호 동의서 필요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표 4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주요이용자 집단과 
공공서비스방안에 대한 의견 – 상위 4개 집단(중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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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반 시청자들의 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미 ‘유튜브’등 국내외 OTT에서 과거 방송프로그램을 재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일반 시청자들이‘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같은 

목적으로 찾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았다. 이는 방송·영상 분야 현장 경험이 많은 

응답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조사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이용자
응답 수

(전체17명)
콘텐츠 수요 및 서비스 제공방안 

일반 시청자 4

§ 무료로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방송사별 콘텐츠 

유통 사업을 침해하지 않을 수준의 프로그램 

VOD. 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된 서비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 지나간 방송·영상 콘텐츠 등 비교적 광범위한 

콘텐츠 수요. 일반 시청자의 경우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지나간 영상콘텐츠의 시청을 위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영화아카

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학부모/ 
학생

2

§ 영상학습자료를 찾기 위한 저화질 스트리밍 서

비스(무료) (공공채널 프로듀서 F)

§ 일정 화질까지 무상제공. 그 이상은 활용 내용과 

용도에 따라 과금 (지역방송 프로듀서 H)

해외한류팬 1 § 다국어 서비스

기타

§ 마니아, ‘덕후’, 취미 직업화 그룹

§ 해외 방송사업자(공영방송 및 민영방송)

§ 개인광고를 통해 수익을 낼 유튜버

§ 신규미디어 및 플랫폼 사업자

§ 기타 이용자 집단에게도 저해상도 시청 및 메타

데이터 정보서비스가 필요

표 4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주요이용자 집단과 
공공서비스방안에 대한 의견 – 하위 3개집단 및 기타 의견 (중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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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학술연구자 대상 연구지원 서비스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에 따르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은 분야별 학술연구자이다. 국내에서 학술연구에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사례는 <대한뉴스>를 비롯하여 일부 뉴스영화를 활용한 

역사학 내지는 사회학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다323).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영상자료를 방영용 다큐멘터리로만 접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 시청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홈페이지 VOD 서비스를 통해서만 과거 

제작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영상

자료들조차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역사학 분야에서도 영상자료를 소재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324) 역사사회학자 김한상은 일부 연구자들만 배타적

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국내 학계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

영상자료원’이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일본과 중국·대만 등에서 우리 영화를 

되찾아오는 과정,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역사연구자가 방학 때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자료 더미를 뒤져 스캔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는 과정을 

통해 제국주의의 이미지로‘국가 지식 체계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식민 국가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결정한 일부 사업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한 일부 연구자에게만 옛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국가의 자료에 

더 많은 접근성이 허용325)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즉, 방송·영상 분야 외에도 

323) 그간 진행된 연구중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김한상. (2011). 냉전체제와 내셔널 시네마
의 혼종적 원천. 『영화연구』, (47), pp.87-111.; 박선영. (2015). 냉전시기 뉴스영화의 정체성
과 실천의 문제들:<리버티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2015년 선정 박사후국내연수지원
사업』.; 정근식·강성현. (2016).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위경혜 (2018).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와 구술사 방법론. 『한국극예술연
구』, 59, pp.85-114.

324) 김정아. (2020.6.).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뉴스영화에 관한 고찰:<前進朝鮮譜>와 <전진대한
보>를 중심으로. 『서울과역사』, 제105권, p.184.

325) 김한상. (2020.12.) 발견된 푸티지 속의 박영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은 말하지 못하는가)? :
사진적 생존자의 영화적 현전과 포스트/식민 아카이브의 냉전 지식체제. 『문학과영상』,
21(3), p.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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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외교·문화 부문 정부 사업의 여러 예산을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이 

발굴되어 국내에 소개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많은 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공공재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역시 일본 공영방송사 NHK 사례를 참고하여 영상자료 

공공재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NHK에서 한일 역사문제 관련 방송자료 검색 및 자료

협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 독립 다큐멘터리감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NHK에서는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NHK자료를 대부분 무제한 볼 수 있게 

해준다. NHK라이브러리에서 전후보상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고해서 연구가 가능하다. 전량 공개는 아니라고 해

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해외 공영방송의 영상자료 대외 개방 및 시청자 공공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해온 한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또한 NHK를 모델로 한 학술연구자 대상 서비스가 

국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방송역사 연구 대상의 방송 프로그램 목록 제공 및 영상 미리보기 서비스. 

NHK의 학술이용공모와 유사한 방법의 서비스나 심층연구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일부 응답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주로 활용하게 될 주요 전공들과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사고 

등을 다룬 작품을 주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가 제작했던 영상이 활용된 

연구분야를 언급했다. 

다큐는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많이 쓰일 것 같다. 주제별 큐레이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로 가장 필요한 연구자가 있을 것이므로 (분류체

계도) 주제별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J)

또한, 한류 관련 정책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지금까지 한류와 관련한 연구가 일반

적인 콘텐츠 시장 분석이나 단기적인 트렌드 분석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한류콘

텐츠에 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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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연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류에 대해

서는 대부분 시장분석이나 트렌드 분석 정도로 연구해왔다. 그런 연구는 시장

이 변화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보다는 한류팬들에 의한 문화수용과 

문화현상이나, 사회문화적 변화, 한류에 의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현장의 변

화, 글로벌 콘텐츠 가운데 한류의 위상 등과 같은 깊이 있고 시간적 범위가 

큰 연구가 나와야 한다. (한류정책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 Q)

‘NHK 아카이브즈’의 학술연구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NHK 자료실에 보관된 프

로그램에 대해 학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송자료를 선별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이다. 매년 공모를 통해 방송자료 활용 연구프로젝트를 모집하고, 공

모에서 채택된 연구자는 도쿄의 ‘NHK 방송 박물관’, ‘카와구치NHK 자료실’, 

‘NHK 오사카 거점 방송국 연구 열람실’에서 연구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 

검색하고 그 결과를 연구 논문 또는 학회 발표문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2010년 

시작된 이 서비스를 통해 213명의 연구자가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다.326)

열람 가능한 콘텐츠

드라마

가요

연예

애니

어린이

다큐

그림 24. 일본 ‘NHK아카이브즈’ 학술이용서비스 대상 방송프로그램 장르 구분

출처: NHK 아카이브즈 홈페이지.

326) NHK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주제 목록은 다음 페이지 참조 :
https://www.nhk.or.jp/archives/academic/results/index.html.

https://www.nhk.or.jp/archives/academic/resul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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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영상 분야 현업종사자 대상 저작권 정보 공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주요 이용자층

으로 꼽은 두 번째 이용자그룹은 방송·영상 분야 현업종사자들이다. 이와 관련

하여 방송사 내외에서 제작 일선에 있는 응답자들에게 검색 및 저작권 활용 경험을 

먼저 질문하였다. 현재 여러 방송사의 영상자료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이슈로 언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 출처 자체가 부재하여 어떤 사업자가 어떤 콘텐

츠를 제작했는지 ‘신뢰도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방송사가 소장한 영상자료의 저작권이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방송·

영상콘텐츠의 저작권을 구입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사 

외부에 있는 응답자들은 ‘유튜브’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방송·영상콘텐츠를 정

확하게 검색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활용 단계에서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 고민은 그다음 문제이다. 적어

도 어떤 콘텐츠들이 있었는지 검색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현재 타 방송

국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시된 자료가 아닌 지인을 통해 알

음알음 들어서 안다 (독립프로듀서 M)

방송자료검색은 뉴스화면 찾을 때 많이 필요하다. ‘유튜브’나 웹상에서 다

른 장르는 아예 검색이 안 된다.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은 검색이 안 된

다. 뉴스는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며칟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외에는 클립으로는 검색이 안 된다. 그거 외에는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단위로는 제목을 알지 못하면 아

예 찾을 수 없다(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일부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 또한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정보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타 방송사의 콘텐츠 유무를 확인하고 저작권 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유튜브’외에는 별도의 검색 플랫폼이 없어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 사이의 ‘자료협조’ 에 의해 

배타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하거나 KBS나 MBC 등과 같이 지역 총국 혹은 계열

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구매 없이 ‘자료협조’를 받아 영상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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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고 있다.

현재는 타 방송사 자료를 검색할 때는 ‘유튜브’에서 주로 확인한다. 요즘은 

거의 ‘구글’에서 검색 안 되는 게 없다 보니 ‘구글’검색을 하고, 섬네일

이라도 걸려있으면 ‘유튜브’나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 많아졌는데, 그 제작진들이 지

역방송사에 연락이 온다. 계열사 같은 경우엔 그냥 제공하고, 타 방송사 같은 

경우는 판매한다(지역방송 프로듀서 G) 

공중파 방송사끼리는 아카이브 자료 공유를 하는데, 케이블이나 지역민방, 영

세한 중소방송사들은 그런 협약이 없다. 방송사, 제작사 사이의 보유목록 DB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프리랜서 방송작가 N)

이 질문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던 방송사 외부의 응답자들은 국내 방송·영상 

제작 환경에서 사내 아카이브가 구축된 일부 주요 지상파 방송사 소속 직원들만 

배타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외부에 저작권 판매는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KBS <모던코리아> 등 이런 작품들이 인제 나오는데, 방송사 외부

에서는 그런 기획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자료 목록이 없으니 자료 리서치

가 불가능하고,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예산도 허락되지 않는다. 

도서관 같은 공간이 없으니 그런 기획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독립다큐멘터

리감독 K)

일반적으로 방송 제작에 있어서 영상구입 비용은 기획 초반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작 후반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어서 영상구입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 있다.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보니) 외주제작사나 예산이 적은 기획의 경우

에는 보통 부담하지 않고 영상편집에 해당 자료를 안 쓰게 된다 (프리랜서 방

송작가 N) 

 이에 따라,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저작권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영상콘텐츠 포괄적 목록과 메타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방송

사가 보관하고 있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정리·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 차원의 

활용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 공영방송사의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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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한 독립프로듀서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추후 해당 

방송사의 콘텐츠를 대외개방할 때 필요한 작업을 언급했다. 

창작 등에 활용하려면 영상에 대한 정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다큐 제작을 할 때 자료화면을 잘못 쓸뻔한 상황이 있었다. 한 공영방

송사와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 해당 방송사에 1987년 데모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신청했는데 인덱스(정리)가 안 된 1992년의 유세 그림이 섞여서 

전달되었다. 시민들의 리엑션 커트를 찾아 편집하던 중 과거에 같이 활동하던 

감독의 젊은 시절 얼굴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촬영해서 개인적으로 

보냈더니, 당사자가 그 영상이 87년 유세가 아니고 92년의 화면이라는 얘기를 

해줬다. 이런 위험이 없도록 정확한 콘텐츠 정보를 정리해두고 서비스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M)

같은 방송사 영상자료실에서 비교적 오래 역사다큐 제작을 위한 영상자료를 검색

해온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또한 방송사 영상자료 재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국내에서 헬리컬 1인치 비디오 매체를 방송 제작용 매체로 

활용하던 시기부터 영상 리서치 작업을 해왔다. 해당 응답자에 따르면, 필름이나 

헬리컬 비디오 등 구 매체에서 ‘디지베타’테이프나 HDCAM테이프 등 신매체로 

이관하거나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구 매체에 있던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KBS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 맺고 구 매체는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그런데 이렇게 변환된 자료의 내용 정리는 다시금 필요하다. 자료를 찾아

서 확인해 본 경험상 디지털로 된 자료 중에 원본 자료의 내용과 정보가 제

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

다. 이런 상황에선 원본을 다시 봐야 한다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효율적인 영상저작권 검색 및 구입이 가능한 플랫폼 중에는 국내에서는 ‘MBC

아카이브’와 해외에서는 프랑스 INA의 ‘미디어클립(Mediaclip)’이 대표적이다. 

‘MBC아카이브’에서는 주제별 또는 유형별 브라우징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할 수 

있지만, 영상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해상도 영상 무제한 이용권(30일, 15,000원)을 

구매해야 한다. 저작권 구매는 원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주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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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다. 구매 방식은 건별 구매와 대량구매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5. ‘MBC아카이브’ 개별 아이템단위 서비스 화면

출처: MBC아카이브 홈페이지.

 한편, 영상제작자에게는 저작권 비용이나 이용허락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프랑스 INA의‘미디어클립’플랫폼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선 제시하여, 기존 영상

제작자 대상 플랫폼‘이나미디어프로’보다도 더욱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였다. 이를 통해 SNS유통 콘텐츠 등 ‘온라인온리’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들이 편집에 필요한 영상을 신속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INA ‘미디어클립’플랫폼은 10개 주제로 구분된 주제(사회, 인물, 과학기술, 

보건, 역사, 스포츠, 문화 및 미디어, 경제, 국제, 민속, 세계, 정치) 브라우징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주제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부분 최근 만들어진 

플랫폼들이 구글과 같은 형태의 자연어 검색창을 첫 화면에 배치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2004년부터 ‘이나미디어프로’운영 경험을 토대로 많은 현업이용자가 

정교하게 설계된 주제분류·세부 지식정보분류·유형분류 등을 따라‘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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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의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접근한다는 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이처럼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필요한 10개 주제는 인물, 

장소, 프로그램명 등의 키워드로 세부분류에 접근하고 검색결과는 인물·장르·

프로그램제목·영상길이·제작자명 등으로 필터링할 수 있다. 개별 클립을 선택

하면 클립별로 제목, 설명, 영상길이, 방송일자 등의 영상정보가 게시되고, 저작권 

비용, 이용허락 및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다운로드창·선호콘텐츠표시·장바구

니담기 아이콘에 접근할 수 있다. 

클립별 권리관계, 이용허락 조건
(새창으로 보기)

영상시청, 하단에 메타데이터게시

클립 가격
이용허락조건 보기
다운로드창
선호콘텐츠 담기 
장바구니 담기

그림 26. 프랑스 INA ‘미디어클립(Mediaclip)’ 개별 콘텐츠 열람 인터페이스

출처: INA 미디어클립(Mediaclip)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외부 판매용 기존 방송사 영상저작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 외부에서는 기존 방송사의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제작을 

쉽게 기획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큐멘터리 제작 및‘기록적 가치’가 

있는 증언 영상 촬영 경험이 많은 독립 다큐 감독 및 프로듀서는 ‘카피레프트327) 

정신’을 설명했다. 이들의 의견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공공플랫폼에서 가치 있는 

327) 저작권(copyright) 소유자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5.4.7.).『시사상식사전』. ‘카피레프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020&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020&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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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최대한 많은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 정신에 동의하기 때문에, 영상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많이 받으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제작 후 1-2년만 지나도 사

후 활용에서는 저작권료 안 내고 그냥 써도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카피레프

트 정신에 의해서 비영리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고, 출처 표시를 해야 하고 그

런 조건들은 있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J)

경우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 자료들에 대해 유상 이용을 해야 한다면 일부 저

작권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적 가치가 많은 영상을 이미 

많이 촬영해본 입장에서 누군가 나의 영상을 쓴다고 했을 때, 나는 영상을 요

청한 이들에게 저작권을 요구해본 적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내 카메라 앞에 섰

던 증언자들은 가능한 그 이야기 그 영상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최대한 그 영상을 많이 알리고 활용하

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저작권을 받지 않는다 (독립프로듀서 M)

한편, 영상제작 외에도 콘텐츠 유통 및 서비스 기획 영역에서도 ‘공공영상문화

유산’아카이브 이용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극장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에서 영화콘텐츠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본 영화

아카이브 소속 응답자는 OTT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영상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산업적으로 신규미디어 및 새로운 플랫폼 출현의 경우 가능한 많은 콘텐츠를 

축적해 서비스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원본에서의 화질 개선 및 플랫폼

에 맞는 콘텐츠를 재가공해 유통 서비스를 하는데 최근 아카이브가 중간 역

할로 콘텐츠 재가공 유통 서비스를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해 가는 경향이 높

아지고 있다(영화아카이브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 P)

3) 해외 한류팬들을 위한 한국 대중문화 재시청 및 정보서비스

 1장에서 본 연구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해외 한류팬들의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2021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지난 3년 연속 1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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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었다. 방송·영상콘텐츠의 하위 분류인 ‘드라마’와 ‘한류스타’ 

또한 2019년과 2020년 한국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5순위 이내에 있었다. 해외 

한류팬들이 한국문화 콘텐츠를 접촉하는 경로는 지난 3년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또는 TV를 통해 한국 동영상과 음악 콘텐츠로 접해왔다. 해외 한류팬들이 주로 

한국문화를 접하는 방송·영상콘텐츠 하위 장르는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

메이션 등이다.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편』. p.24.

 장르를 불문하고 지난 3년간‘유튜브’가 해외 팬들이 한국 방송·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1순위 플랫폼이며, ‘넷플릭스’는 그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넷플릭스’의 비중이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외부활동이 제한되

면서 모바일 기기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328) 

이처럼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팬들이 한국 방송·영상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해외 한류팬들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를 구상한다면 기존 플랫폼보다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한국 대중문화 

소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류정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32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편』, p.25.

장르 온라인/모바일플랫폼 TV
CD/DVD/비디오

구매/대여

드라마 76.9 68.0 20.9

예능 78.8 66.7 18.9

영화 72.5 61.5 27.6

음악 82.0 50.4 19.0

애니메이션 77.5 55.9 19.4

표 44. 해외 한류 방송·영상콘텐츠 접촉경로 (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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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해외 한류팬들의 한류콘텐츠 정보 소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 한류팬들은 한류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구글’이나 현지 케이팝 팬 

페이지 등에서 얻는다. 또한 기존 기획사나 포털사(‘네이버’)들도 이들을 겨

냥한 정보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플랫폼에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정보제공과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류정책 부

문 공공기관 종사자 Q)

 해외 한류팬들이 한국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때 호감을 저해시키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해외 한류팬들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드라마, 예능, 영화, Kpop 등 방송·영상콘텐츠의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이용자가 언어적 어려움과 자막·더빙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편』. pp.41-45.

 이와 관련하여 한류정책 기관 소속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다국어 서비스에 대하여 말했다.

해외 한류팬이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진입하려면 다국어 서비스가 적

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어느 정도는 유입되지 않

을까 싶다. 언어서비스나 제공되는 콘텐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내 이용자

들이 압도적일 것이다 (한류정책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 Q)

조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와 같이 과거 방송프

장르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
번역 자막, 

더빙 시청 불편

드라마 19.6 20.5

예능 21.2 19.5

영화 24.7 22.4

음악 25.9 -

애니메이션 22.9 20.4

표 45. 해외 한류 방송·영상콘텐츠 호감 저해요인 (중복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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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할 때 기존 플랫폼과 같은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과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해외팬들이 한국 방송·영상 

콘텐츠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한류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미디어 혹은 역사적 맥락 해제’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INA의 교육용 콘텐츠 플랫폼 ‘룸니(Lumni)’는 과거 프랑스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해제 정보를 제공

한다. 1만 5백여 클립에 대해 역사문화맥락 및 미디어 맥락을 분석한 해제정보를 

제공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방송·영상컬렉션 또한 해외 한류팬

이라는 특수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양적으로 많은 

수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설명적’접근이 더 

중요해 보인다.

영상시청 툴

제목 및 
방송날짜

영상맥락설명 영상녹취록영상정보 
(메타데이터)

연관콘텐츠

그림 27. 프랑스 INA ‘룸니(Lumni)’ 개별 콘텐츠 열람 인터페이스

출처: INA Lumn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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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활용과 권리관계 보호 관련 쟁점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영상아카이브의 윤리적 원칙』329)에 따르면, 

‘공공영상’아카이브는 한 기관에 콘텐츠가 입수되어 활용되는 전 과정에서 콘

텐츠별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 보호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또한, IASA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국에서 ‘공공영상’아카이브 기관에서의 공공

서비스와 저작권 보호체계가 조화를 이루며 운영될 것을 권고한다.

2. ‘공공영상’아카이브들은 국제적·국가적 법적 체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4. 공공의 이익 면제 또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예외는 필요한 경우 공공 

부문 내의 시청각 아카이브가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되어야 합니다330)

1)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관련 

 그렇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수집된 방송·영상컬렉션에서 권리관계 

보호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등에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이 있는 콘텐츠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공공 활용

하는 경우 음악의 저작권 신탁사업을 모델로 하여 공공활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영상 아카이브 기관이 출범된다면 현재 음악의 저작권법을 모델로 세분

화된 법적 저작권법을 만들어 공익적 사용을 제외한 콘텐츠 사용은 조금이라

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방송영상콘텐츠도 공개 가능한 시점이 법적으로 명기되면 좋을 것 같다.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현재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협회를 통해 저작권자

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명기된 기간이 지나면 공공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지역방송 아키비스트 I)

32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IASA). (2010). Ethical
P rinciples for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revised 2011.
https://www.iasa-web.org/ethical-principles.

330)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IASA). Copyright & Other
Intellectual P roperty Rights
https://www.iasa-web.org/copyright-other-intellectual-property-rights

https://www.iasa-web.org/copyright-other-intellectual-propert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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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에서는 공연·방송·노래방·방송다시보기· 출판 등 다양한 성격의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징수․분배 경험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 

시장변화에도 신탁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33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작곡․편곡․작사가 등 저작권자,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사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창작자 및 유통 관계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다른 콘텐츠 시장과 달리 저작물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OTT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332) 이처럼 음악 저작권료 징수·분배 모델을 참고로 하여 ‘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권리관계 보호하는 절차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2)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방송사 내외 응답자들은 이에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은 콘텐츠 활용과 관련한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콘텐츠에 출연한 출연자들의 ‘초상권 이슈’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공공 활용이 가능

하다고 통용되는 뉴스나 보도영상에도 공공 플랫폼에 영구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영상들에 대해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만난 한 촬영

기자는 뉴스 보도영상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뉴스 리포트 등으로 편집·방영하는 

역할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특정 일자 뉴스 제작을 위해 촬영된 보도영상의 사후 

활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31) 국내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최초의 저작권 위탁관리
기관으로, 1987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로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저협 외에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산업협회’등 4개 신탁단체가 음악
분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징수받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다.

332) 한겨레. (2021.2.17.).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834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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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영상, 뉴스, 다큐, 고발프로그램은 사실 기반 프로그램이고, 짜여진 각본

에 의해 제작하지 않는다. 보도영상에 촬영된 인물 초상권 문제가 가장 클 것

이다. 보도영상 취재원에 출연료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사후 활용에 동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제별 스케치 영상에 촬영된 인물에 대한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 (예/ 날씨 스케치 영상) 해당 자료를 영구적으로 활

용되게 하는 경우 초상권이 있는 사람이 영구 활용되도록 하는 부분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사 아키비스트는 방송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사내 

제작을 위해 활용할 때에도, 과거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작업에서 매우 신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시 방송사의 

콘텐츠를 외부에 개방할 때 과거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들의 권리 관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방송사 등)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나, 

초상권의 경우는 출연자 모두와 개별적으로 권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는 출연계약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유통, 2차 활용 등에 대해 동의를 구하거나 가부를 

명백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작 프로그램의 경우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의 문제가 공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롭다. 

방송사나 기관에서 공개가능한 방송영상물이라도 이 속에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가져올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이러한 권리침해를 

해결한 뒤에 공개가 될 것인데, 이것이 모두 해결된 방송영상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인터뷰 영상의 경우, 장르를 불문하고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일선에서 ‘출연

동의서’ 등이 문서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

브에 이관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사실적·객관적’ 보도영상 및 시사다큐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문서화된 동의 절차 없이 ‘구두 동의’ 등을 거쳐 인터뷰 

영상으로 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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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 현장에서 취재원에 초상권 동의를 구하는 문서화된 절차는 없다. 

하지만 한번 인터뷰에 동의하였으니 사후에도 언제든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영상제작 단계에서 초상권 활용권 동의를 문서화되어 받는 절차가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거의 없다. 대부분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없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특정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출연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작물을 사후 

활용, 즉 공공 혹은 민간플랫폼을 통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작품에 출연한 

출연자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달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공공활용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방영용 방송프로그램 외에도 멀티플렉스 

극장이나 공동체 등 상영용, 온라인에서만 배포되는 작품 등 다양한 성격의 방송·

영상제작 경험이 있는 독립다큐멘터리 감독과 방송작가가 이에 관해 설명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초상권 동의를 대부분 받아야 하고, 해당 방송본에 

대한 초상권 동의는 받지만 이는 해당 방영일시에만 유효하다. 사후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받지는 않는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N)

초상권자마다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어떤 분들은 극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고 동의한 분도 있고, 그런 경우는 OTT나 방송에는 해당 영상을 못 쓴다. 

어떤 분들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모두 요구하거나 둘 중 하나만 요구하거나 

이런 여러 변수가 있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J)

영상으로 촬영된 인물이 제3자에 초상권 동의 및 이용허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2-3년 전에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제작사)에 

보관되던 자료들 아카이빙 제안이 있었는데, 디지털화하고 영상자료원에 보관

하도록 할까 하는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회사에 보관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민감정보나 초상권 이슈, 

왜곡된 활용, 오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L)

 초상권(Right of Likness)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법적 보장이다. 즉 자신의 용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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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촬영, 제작, 이용, 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초상이나 용모가 명예나 신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없이 인격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초상권인데, 이에는 자신의 

초상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나 음성까지도 

포함된다.333) 초상권과 관련된 개념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권’과 이와 반대로 개인의 초상이나 인격을 반드시 공표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334)

출처: 양용철. (2010). 『보도영상 현장매뉴얼』. 서울: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pp.34-44 정리

초상권 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는 성명권, 목소리 및 대화(언어), 실연·

연기·공연, 일기나 편지 등 사적 문서, 사진, 초상화, 생활상 등 단순한 ‘얼굴’이 

드러난 이미지 외에도 광범위하다. 이미 공영방송사들의 콘텐츠를 ‘유튜브’등에 

게시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권리보호 문제는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학자 

최선영은 한 칼럼에서 KBS <인간극장> 중 사망한 출연자가 나온 한 편이 ‘유튜

브’에 업로드된 사례를 들어, 공영방송이 사망한 출연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로드한 점을 지적하였다.

333) 류종현. (2013). 『방송과 저작권: 뉴스·영화·드라마·생방송·광고』. 서울:커뮤니케이션. p.165.
334) 양용철. (2010). 『보도영상 현장매뉴얼』. 서울: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p.39.

개념 개념 및 설명

초상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초상을 촬영, 공표,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권리

유명인(공인), 일반인, 고인 등이 초상권의 주체임

프라이버시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

퍼블리시티권
광고 등 유명인의 성명, 초상, 경력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당사자의 재산상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 46.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활용과 출연자들의 초상권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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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05년 방송된 KBS <인간극장>의 ‘안녕, 유리공주’ 

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 공영방송이 사망한 출연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뭉클함’을 위해 ‘재활용’해도 되나. 출연 당시 초상권 계약을 어떻게 

맺었길래 사후에도 영원히 재생되고 있는 걸까. 이는 윤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뭉클함은커녕 출연자 가족

에 대한 비난과 억측이 많아 그 수위가 위험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

방송은 “지나친 표현은 출연자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삭제될 수 

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시할 뿐이다. 

댓글이 아닌 영상 삭제를 해야 함에도 돈벌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공영성을 

저버린 것이다335)

따라서 방송·영상 분야 다양한 사업자나 저작권자들이 보유한 콘텐츠를 ‘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구축에 제공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이 영상에 

출연한 인물들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활용과 권리관계 보호 방향

 그렇다면 이처럼 재산권 성격의 저작권 내지는 저작인접권 문제, 그리고 출연자

들의 초상권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아카이브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저작물 제작연도를 기준

으로 오래된 작품부터 공개하여 적극적인 공공 활용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제작 현장에서 영상자료 활용 경험이 많은 프로듀서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프로듀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직종으로서, 이에 따라 이들은 우선 활용 대상 콘텐츠 개방이 

335) 한겨레. (2020.7.28.). 공영방송의 불공정한 지식재산권 장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568.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5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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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으로 보호받는 저작인접권이 만료한 자료들부터 저작인접권이 만료되는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사용을 장려하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H)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 2차 활용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한하는 형식의 법제화 내지 판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듀서 C)

해외 아카이브 이용 경험이 있는 영상리서처와 영화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컬렉션을 수집하여 공개하되, 저작권자 확인 및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는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아카이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 NARA의 경우는 수집된 자료는 전체 무료 공개하고, 각 자료들의 저작

권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 정확한 저작권 여부를 표기해주고 사

용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방법인 듯 하다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공공아카이브는 사실 콘텐츠 서비스를 함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가능한 최소한

으로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다수의 사용자에게 보다 원활한 

콘텐츠 서비스를 하기 위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그다지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중개, 신탁관리 등의 서비스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호주에서는『저작권법』에 따라 NFSA가 저작권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NFSA의 컬렉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권을 구하기 위한 저작권자와 협의를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336) 이를 위해 NFSA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자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다. 컬렉션 활용을 위해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소유권·저작권·고아작품(Orphan work)· 원주민지적재산권(Indigenous Cultural 

and Intellectual Property (ICIP) rights)·저작인격권·위탁권·기증자의 권리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페이지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다.337)

33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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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호주 NFSA 이용자들을 위한 저작권자 찾기 팁 안내문 

출처: NFSA Tracking Down the Copyright Holder – Hints and Tips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또한 수집된 컬렉션에 대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공활용을 허락하되, 저작권 활용에서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이용허락제도’내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

등을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이다. 많은 응답자가 이와 같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컬렉션을 공개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나 사적인 권리 침해 문제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등 제 권리의 침해문제를 처음부터 관리하면 방대한 양과 시간의 문

제가 있으므로 기초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기관 입장에서는 권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하고, 조치할 수 있는 원

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공개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를 매뉴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다양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권리정보와 계약정보 등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는 것(해결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과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문제를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

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권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작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337) NFSA 저작권자 찾기 이용안내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nfsa.gov.au/collection/using-collection/copyright.

https://www.nfsa.gov.au/collection/using-collection/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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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차원의 영상아카이브 기관에서 권리관계 보호 이슈를 풀어가는 사례로 벨기에 

Meemoo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기관에서는 <문화유산과 저작권 이용자 그룹

(the Cultural Heritage and Copyright user group)>을 운영하며 파트너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자와의 계약 등을 준수하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성격의 파트너 대상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 워크숍은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이 처한 저작권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기능을 한다. 또한, 

Meemoo는 『플란데런어권 저작권 파트너십 협회(The Flemish Partnership for 

Copyright & Society)』회원으로서, 파트너들이 소장하는 문화자원을 저작권과 이용 

제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2021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관련 조항이 있다.338) 이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다수의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허가된 신탁관리단체로부터 비신탁저작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대량 이용

하는 이용자(OTT사업자 등)가 안전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권자가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된 보존 시설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컬렉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확대된 이용허락’제도 절차를 참고하여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와 

콘텐츠 활용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338) 제2조 26의2. “확대이용허락”이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
(이하 ‘확대관리단체’라 한다)가 신탁받은 저작물등과 동일하게 그 확대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등도 이용허락 해주는 것을 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 2020 『저작권
법』 전부개정(안),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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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예외기관 지정 필요성

 4장에서 『저작권법』제34조 ‘저작권 예외기관’ 관련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방송·영상 콘텐츠를 국가가 정한 장소에 한하여 보존할 수 

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연구나 교육 등 공공 활용을 위해서 ‘공

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로 저작권 예외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 소속 응답자보다는 지역방송 소속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본사 

콘텐츠를 비롯해 여러 출처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영상 제작 경험이 많은 응답

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지방자치 실현,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저작권을 예외로 

인정하는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H)

공적인 자금을 들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특히나 비상업적인 용

도인 연구나 교육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분들이 방

송용 화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방송사 워터마크를 찍어도 상관없지 않

나 (지역방송 프로듀서 G)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검색 경험이 많은 독립프로듀서 및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저작권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대국민 공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 또한 언급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작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 만약 도서관 같은 기관이 생긴다면 저해상도 영상으로 영

상 확인하게 하는 것은 꼭 해야 한다 (독립프로듀서 M)

대체로 동의. 다만 대국민 공개용 영상 버전 편집은 필요할 것이다 (독립다큐

멘터리감독 J)

한편, 저작권 예외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활용도와 이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원외 접속 서비스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국내외 등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기동성 

있는 취재를 해온 직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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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도서관 가서 검색하는 방식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네트워킹된 환경

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도서관에 직접 방문에서 열람하게 하

는 것은 요즘 기술상으로 비효율적이다(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방송사와 협약을 맺어서 공

공DB를 제공할 고민도 해봐야 한다. (…) 인제는 DVD없이도 시청이 가능한데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외 시청을 가능하게 해도 도서관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

도 자유롭고 좋을 것이다(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도서관과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저작권 예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

하지만, 현재의 법 조항이 미비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는 현재의 법적 근거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방송·영상 

컬렉션 공공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예외기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영방송의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내지는 콘텐츠 관리 지침이 

있어야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아카이브 소속 응답자 또

한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예외기관으로서 ‘공공영

상’아카이브는 저작권자의 사적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전제에서 시민들의 접근

권과 문화향유권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의무제출제도에 의해 수집된 영화를 대

국민 공공서비스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제공된다. 본 조사에서 만난 영화아카이브 

소속 응답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법적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설명했다.

기록 보존의 측면에서는 저작권 예외기관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보존 이상의 영상기록물 활용(유통 등)까지 하게 된다

면 저작권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경우 어떠한 유형과 장르의 영상물을 아카이빙 

하게 될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경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형과 장르

를 생각지 않고 생각한 방송·영상에 국한한 아카이브가 될 경우 이해관계자

와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 저작권 예외기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한편, 저작권 예외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저작권자들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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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저작권을 침해받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열람에 한해 저작권 예외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

각된다. 단 복사와 판매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새로운 제작이 가능

할 것이다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공공영상을 공익적 서비스 활용에 지원하는 것은 예외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무단사용에 대한 법률적 방지 제도는 마련해야 된다

고 본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보도전문채널에 근무하는 한 아키비스트는 방송·영상콘텐츠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나 시청각 유형의 공공기록물 등 ‘공공영상문화유산’전 범위에 대한 예외

기관 지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사초(史草)에 비유되는 뉴스 영상을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이자 더 넓게는‘공공영상문화유산’의 한 분류로 본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가 저작권 예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방송영상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정부/지자체 등도 아카이브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요소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법제도적인 지원을 함께 받을 

현실적인 필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이 함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프랑스 INA의 이나테크(Inatheque)는 프랑스『커뮤니케이션법』 제49조339)에 따라, 

수집된 자료가 공영방송 방영물이거나 디지털화되고 권리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서, 문화향유·교육·연구·창작의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공공 활용

하는 기관이다.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2020년 기준 수집된 1,800만 시간 분량의 

모든 콘텐츠를 2만 7천여 명(누적 회원 수)의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간 

1,000~1,500여 명의 신규가입자들이 방송·영상콘텐츠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339)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Artical 49.
EPIC(상업적·산업적 공공기관)으로서 INA는 국가 영상문화유산의 보존(conserver) 및 활용
(mettre en valeur)을 담당한다. (2항) INA는 공영방송사의 방송아카이브 및 첫방송 이후 저작
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방송프로그램 클립을 활용한다(explo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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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테크’를 찾는다. ‘이나테크’를 통해 프랑스 INA의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직업 및 직위(학생, 교원, 연구원, 전문직 등), 전공 및 연구명,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이나테크 측의 연구목적 인증 등 여러 차례 회원가입을 위한 확인

(Accreditation) 과정 및 면접을 거친다. 이로써 기관이 수집한 콘텐츠가 어떤 분야

(전공) 연구에 활용되는지 파악하고 연구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도 한다. 

연구자 지원을 위해 영상자료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메타데이터, 영상

자료를 시청하면서 필요한 주석(annotation) 처리, 통계 및 양적연구 등이 가능한 

콘텐츠 분석 도구 또한 개발되어 왔다. 

학술적 이용은 방문 이용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검색을 위한 온라인 카탈로그

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의무처럼 발간하는 국가 문헌(national 

bibliography)입니다. 검색이 가능할 뿐 자료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

다. 학술적 이용을 위한 방문은 처음에 파리에 있는 국립 도서관으로 지정했

다가 다른 여러 도서관과 협약을 통해 확장했고, 전국에서 고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문 이용 시 여러 기능요건을 갖춘 재생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가능하고, 시청이 가능하고, 검색한 자료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이 가능하며, 이미지와 사운드 주석을 위한 툴(tool)이 

있습니다340)

4.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적 활용을 위한 B2B서비스 운영방안

 앞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효율적인 B2B서비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재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거래에 관하여 응답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사내 

아카이브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과는 달리 외부에 있는 독립

영화 감독이나 PD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와 같이 비현실적인 가격구조를 유

지한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B2B서비스가 있어도 많이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또한,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외부 콘텐츠를 편집에 활

340) Claude Mussou. (2018.8.30.). INA: A Peculiar and Essential Stakeholder in the French
Broadcast Landscape. 『디지털 시대의 공공 영상아카이브를 위한 정책 세미나(주최: 서울대
학교 언론정보학과 · 언론정보연구소,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발표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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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려고 할 때,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저작권 판매 부서가 있어서 필요하면 연락한다. 방송 같은 경우, 

기준이 있는데 자사, 온라인, 지역구분 등을 세세하게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구분대로만 한다면 10초 단위로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저작

권 판매에 방송사마다 다양한 요율표가 적용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돈 주고 쓸 수가 없다. (…) 아카

이브 사용 촉진을 위해 적정가격대 형성, 고민하여 저작권자와 아카이브 사이

의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자(창작자)에 제안할 수 있어

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메이저 방송사는 외부 저작권자에게 저작료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대체로 무상공개에 동의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쓰고자 한다면 비용

을 받아야 한다. 현재 방송사의 영상콘텐츠 저작료가 너무 비싼 게 문제이다. 

우리 회사로부터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 저작권 이용과 저작권료를 문의해오

면, 문의한 방송사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단가부터 물어보고 해당 단가에 맞게 

우리 콘텐츠도 판매를 하고 있다. 방송사마다 콘텐츠 판매 단가가 다 다르다. 

적정한 가격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정하는 데에는 저작권자

의 의사도 중요하다. 공공아카이브에서 합리화된 비용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J)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방송콘텐츠의 B2B 거래 금액은 방송사업자

마다 서로 다른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 방송사는 30초당 120만 원

에서 2천만 원 선으로 적용 플랫폼이나 활용목적에 따라 다르며, 다른 두 방송사 

또한 플랫폼, 서비스 구조, 제작규모 등에 따라 판매가가 다양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목적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방송사

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341)

 그렇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B2B서비스는 영상제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격구조만 합리화하면 되는 것일까?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응답

자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B2B사업 방향성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즉, 국내에서 다른 문화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해당 응답자들은 ‘공공

341) 방송통신위원회. (202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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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B2B사업이 산업적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은 명확

하지만,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원 및 진흥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조차도 보유자원에 대해 오픈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뭔가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이 있어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방송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등록제를 시행하면 이들의 정보와 자원관리가 쉬워짐과 동시에 다수의 곳에 

퍼져 있다 해도 소재 파악이 수월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본다(…)특정 

오픈마켓을 만들어 보유자원 정보만을 공유하고 사용자는 이 곳에서 사용하

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및 거래조건을 확인한 후 사용 요청을 

하여 보유한 방송사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온라인 마켓 운영 정책이 더 

적정한 자료활용 활성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B2B서비스를 대형기획사, 즉 잘 나가는 민간기업들이 더 잘 사업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외주제작사 혹은 중소제작사들은 

자사가 제작한 한류콘텐츠 수출을 위해 필요한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카탈로

그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아카이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있는 큰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이 더 잘되도록 지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류 정책지원에 대한 목적성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잘하는 사업자를 왜 지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모호한 상황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류정책 공공기관 종사자 Q) 

 한편 조사에 참여한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는 공공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B2B서비스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려면 국가가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이관받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집하여 추진했던 과거 ‘방송영상물종합보관소’사업의 

경험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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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자료검색을 할 때 여러 방송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검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곳에 수집된 공공아카이브가 있어서 그 아카이브에서 검색

을 한 후에 활용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해당 콘텐츠 저작권을 쓰려면 콘

텐츠를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될 것이다. B2B사업을 통해 저작권 구매요

청까지 이어진다면 방송사들이 호응이 많을 것이다. 다만 국가는 수집된 콘텐

츠의 보관역할만 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사업하여 수익성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한 지역방송 프로듀서는 재원구조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방송사들에게 B2B

서비스가 각 사 콘텐츠 판매와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방송사의 경우 별도의 아카이브 

부서나 운영인력이 없고, 아카이빙 사업이 절차화되어 있지 않아 전국에 어떤 

유형과 내용의 방송·영상콘텐츠가 산재해 있는지 전수조사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방송사 자료들에 대한 B2B사업화 하게 되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가 찾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콘텐

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description)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안

동MBC가 87년 개국했는데 당시 병산서원을 촬영했다. 그 당시에는 병산서원

이 비포장도로였고, 표지판도 없었다. 초가집도 있었고, 그때는 배롱나무에 꽃

이 피지 않았다. 이런 사항들이 키워드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다는 뜻이다. 지역방송사 DB에는 단순히 ‘1987년 병산서원’이 정도만 기술

되어 있어도 다행이다. 그런데 그게 디지털화만 되어 있어도 다행이다. 지역

에는 테이프 형태로 보관된 자료도 많다. B2B사업을 하려면 디지타이징, 아카

이빙, 네트워킹, 검색시스템 구축 이런 걸 다 해야 이용자가 검색했을 때 필

요한 자료가 전국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다 되었을 때 80년대 초반 병산

서원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자료가 안동이 아닌 대구방송에 있을 수 있

다. 왜냐면 그때는 안동에 TV방송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서 필

요한 자료를 찾아보게 된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G) 

 방송사 외부의 응답자들은‘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방송·영상컬렉션을 

제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할 때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요율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송 시장에서 오랜 관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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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고액의 방송저작권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특정 가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이 제안한 것처럼 유관 협회나 단체, 직능단체들이 모여 공공 

차원의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인쇄, 신문, 출판 쪽의 사진과 달리 영상 분야는 그런 기준이 없다. 어느 영상

을 몇 초 얼마나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 잡기가 힘들다. 판매한 시점에 

찾은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편집에 쓴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영상저작권의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독립

영화인들의 수요, 저예산인 경우 협회의 개입을 통해 적정가격 결정이 가능하

지 않을까 한다(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영상자료 구입에서 비용 상한 또는 하한 등 ‘적정가격’ 혹은 ‘공정거

래’,‘싯가’, ‘요율표’ 등 공시자료는 없는 것 같다. 공공아카이브에서 그

런 걸 제안해주거나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카이브가 정해진 가격기준을 

제안하고, 저작권자에게 무상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도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N)

그러나 현재 방송사에서 제각각 다른 요율표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과 같이 콘텐츠의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응답자도 있다. 이는 콘텐츠의 내용과 희소성, 유일성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 지역

방송 프로듀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유일하고 희소한 콘텐츠를 

생산해온 지역 방송사의 영상제작 경험에 따라 희소성이 큰 콘텐츠일수록 단가가 

높게 책정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고 보았다. 

콘텐츠의 가격 기준을 찾기가 힘들 것 같다. 어떤 콘텐츠는 촬영, 편집 과정

에서 희소성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콘텐츠를 판매하고 구입하

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 기준을 맞추어서 주어야 하는지 기준 책정이 

어려울 것 같다. 방송사마다 내부기준이 서로 다른 건 알고 있다. 우리 방송

사만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혜례본 영상에 대한 가치와 누구나 촬영할 수 있

는 달 뜬 병산서원 그림 두 가지 영상은 분명 다른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정 

정도 기준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콘텐츠마다 특수성은 반영해야 

한다(지역방송 프로듀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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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사례 가운데 요율표를 공시하는 기관은 프랑스 INA와 

영국 BFI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자료를 창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산이다.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저작권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혹은 사후에 필요한 영상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창작 작업에서 

해당 자료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방송·영상이나 

문화예술 등 분야를 불문하고 창작작업의 품질 저하와 영상아카이브 소장자료의 

활용도 저하로 이어진다. 두 기관의 요율표 또한 실제 활용 목적, 플랫폼,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이용요금은 산정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방송사업자마다 다른 기준이 

아닌 공통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방송콘텐츠의 유형이나 성격, 생산기관

(방송사)마다 차별화된 가격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INA의 ‘이나미디어프로’는 현업이용자들이 검색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가격 요율표를 공시한다. 이때 장르별로 B2B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6개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단가를 다르게 책정하였다. 한편, BFI는 

현업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용매체별, 지역별, 활용채널

(오프라인/온라인)별, 사용기간별 요율표를 미리 공시한다. 이용조건에 따라 단가는 

서로 다르지만, 전세계 방영되는 TV 프로그램 제작 또는 전세계 배포 대상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기준으로, 10년 사용 기준 최초 60초 3,000파운드(한화 약 460만원), 

그 이후부터는 초당 60파운드(한화 약 9만2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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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록필름 정보
일반

프로그램
작품형
프로그램

예술작품 프리미엄

설명

1960년대 
이전 

필름으로 
제작된 
기록영상

뉴스, 
매거진 등 
정보형
프로그램 

비정보성
매거진,
토크쇼,
예능,
스포츠중계

장편,
드라마 등 
픽션,다큐, 
문학작품 
영상화
공연 중계

버라이어티 

쇼, 오페라

스포츠, 
뷰티쇼 등
특정 기업
/기관과의 
파트너십
에 의해 
분류된 
콘텐츠

단가 100 100 130 150 190 250

표 47. 프랑스 INA B2B활용 가격 요율표 마련을 위한 콘텐츠 구분 (단위: 유로)

출처: INA 미디어프로(Mediapro) 요율표(Politique tarifaire).

 그러나 이와 같은 B2B서비스 구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각 방송사들이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자회사를 

통해 자사 콘텐츠 판매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에서의 B2B서비스와 차별성이 없을 것 같다고 보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훌륭한 취지이나 각 방송사나 제작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는 자체

아카이브서비스를 만들게 된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B2B서비스가 

오히려 중간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권리관계는 

따로 오프라인으로 협의해야 한다면 실질적인 B2B가 아니라 오히려 방송사나 

제작사가 관리해야 하는 추가적인 공공기관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 (지상파 공

영방송 프로듀서 C) 

아카이브가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를 방송사나 제작사에 한해서 별도로 공개하기 

보다는 대중적인 보유목록정보만 검색이 되게 하고, 이후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방송사로 이동해서 협의 판매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B2B 중개 시스템을 해결하려면 들여야 하는 자원/예산보다, 

이용자 효과나 만족이 낮을 수 있을 것 같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기관에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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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판매와 거래에 관한 이른바 ‘공정거래가’를 제안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은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B2B서비스를 주문 및 과금을 포함한 저작권 거래를 포함하는 기능으로 

정의할지, 콘텐츠를 제공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계약대상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저작권 거래 중개에 방점을 둘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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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 관련 이슈 

 

 이 절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설립 유형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단계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도출해보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 국내‘공공영상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

  영상아카이브의 개념과 역할, 기능 등에 관한 초기 학술적 연구를 주도한 에드

몬슨은 1998년 당시 세계 곳곳에 산재한 국·공립 시청각 유형을 취급하는 기억기

관(도서관·박물관·기록관의 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했다.342) 국내에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신설에 앞서 에드몬슨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화유산 보호 

기관으로서 성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17명의 응답자에게 

8개 유형 중 국내에 가장 적합한 기관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1) 기관 설립 및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 중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내에 ‘공공’아카이브를 신설한다면 운영 예산 집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과 

[유형8]을 복수 선택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기관에 운영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국립 기관 

신설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공공 기억기관(기록관, 박물관, 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컬렉션 운영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342) Edmonson Ray, A philosophy of audiovisual archiving / prepared by Ray Edmonson and
members of AVAPIN for the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 Paris:
UNESC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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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응답 수
(전체17명)

유형
응답 수
(전체17명)

[유형1] 국립영상아카이브 16 [유형5] 주제별 전문아카이브 4

[유형2] 라디오&TV 방송사아카이브 5 [유형6] 대학 및 학술아카이브 1

[유형3] 영상(시청각)박물관 0 [유형7] 지역 아카이브 4

[유형4] 프로그래밍 아카이브 2
[유형8] 공공기록관·박물관·
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컬렉션

7

표 48. 에드몬슨의 ‘영상아카이브’ 8가지 유형과 국내 기관 유형에 대한 의견 (중복선택)

[유형1, 유형8] 국가 혹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

기에 추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료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지상파 공영방

송 프로듀서 C)

[유형1] 개별 제작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를 수집하고 보호하려

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형8] 방송영상 콘텐츠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 있는 공공기록관이나 박물관에서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

니어 A)

[유형1]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주제별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유형5]를 복수 선택한 응답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국립 

형태로 설립하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영상기록 관련 기관(‘국가기

록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 등)들이 있으므로, 이들과 차별

화되는 주제별 아카이빙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양한 기관에서 자료검색 

경험이 많은 영상리서처, 그리고 문화 부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책실무자가 

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형1]을 구축해서 [유형 5]로 내용 구축하면 좋겠다. (…) 현재 국립중앙도서

관에서 문서 자료들을 보존하고, 열람하듯이 방송과 영상 콘텐츠도 국립영상아

카이브에서 모든 영상콘텐츠를 수집해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전문분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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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정리,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간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가 어려워 연구자들에 의한 자료의 해제가 어렵고, 새로운 영상

물을 제작하는 데 쉽게 사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주제별 전문아카이브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시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진행되는 단계라 생각된다. 주제별 아카이브는 아카

이브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미래에 가장 유용한 자원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

각된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2) 분산형 보존 및 활용 정책 구상 필요

 하나의 기관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에 속하는 모든 콘텐츠 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분산형 설립’이 필요

하다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출하는 작품 주제에 따라 특정 

주제별 자료화면 리서치 경험을 가진 일부 독립다큐멘터리 감독들은‘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단계에서 특정 컬렉션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형1, 유형2, 유형6, 유형7] 한 기관에서 모든 영상을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분야의 영상을 수집하는 기관을 기

초로 이를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K)

[유형1. 유형5]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는 관리주체가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그

리고 국가의 지원이 충분해야 설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한번에 모든 콘

텐츠를 수집하여 아카이빙 하려면 양적으로도 방대하고 부담이 될 것이기 때

문에 일부 컬렉션만 시범적으로 구축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작업시간, 작업

방식 등을 테스트해보고 장기적으로 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독립다큐멘터

리 감독 J)

‘분산형 보존’의 필요성을 전제하는 의견 가운데에는 [유형7]을 선택하고‘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활용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응답자들은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카이브의 시청각 

컬렉션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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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 소속 응답자는 [유형1]과 [유형2]를 함께 선택하기도 했는데, 소속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지역방송사의 위상과 역할을 설명하며, 지역 방송사 혹은 

지역 아카이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형1]에서와 같이 방송의 경우 납본제도가 없다면 상업논리에 따라 아카이

브의 대상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형 7]도 필요한데, 중

앙집중적 획일화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지역의 기록을 아카이브 해야 문화

유산으로 아카이브가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 주도, 지자체장

의 치적 홍보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록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는 과제로 

여겨 진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유형2] 라디오&TV아카이브 : 여러 지난한 이유로 계속 사장되고 있는 여러 

지역방송사들의 많은 아날로그 자료들을 한시바삐 빨리 아카이빙 해야 한다. 

[유형7] 지역아카이브 : 아직 발굴하지 않은 지역의 많은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아카이빙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H)

 분산형 설립의 또다른 형태로, 방송사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들은 [유형2]를 선

택하고 방송사 참여형 기관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응답자들이 일하는 방송사에서는 이미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종료되어 디

지털화된 방송자료가 자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방송사 소속 아키비스트들은 기존 사내 아카이브

에서 외부 개방용 콘텐츠를 선별하고 이를 ‘시청자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공립 기관 설립 시 방송사의 콘텐츠를 이관받아 서비스 

플랫폼에 공개하는 작업을 중복 수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방

송사들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비전에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합

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문화유산으로서 아카이브를 설립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유형1]의 국립영

상아카이브라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는 이미 각 방송사나 기관별

로 자체운영하고 있는 [유형2]의 라디오&TV아카이브라고 생각된다. (…) 이미 각 방

송사나 기관별로 큰 비용을 들여서 수집, 디지털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무납본제 또는 국립영상아

카이브 설치 등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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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다. 질문에서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를 문화유

산으로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성격이 필요

할 것이다. 여기에 방송영상만 국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면 [유형2]의 

TV&라디오 아카이브 (개별 방송국 운영이 아닌, 공공의 성격을 지닌 연합이

나 협업의 아카이브여야 함)이거나 [유형 5]의 주제별 아카이브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제시된 유형과 사례에 반드시 부합하는 형태를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국내에 새로 설립할 ‘공

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설립과 운영 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처음부터 설립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분산형 설립’의 방법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라는 포괄적인 기관명 혹은 서비스명 하위에 

주제, 지역, 방송사업자들의 컬렉션을 분산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기존의 유관 국립기관과 차별화되는 주제 

전문 아카이빙이나 지역 단위 지역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방송사들의 시청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러 문화정책 가운데 정책의 역사가 짧은 

편인 한류 정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의 공공기관이 '아카이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단위사업으로 운영하게 되

면 생명력이 길지 않은 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영상자료원’

이 신설된 경험과 같이,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신설되어야 하고 

해당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이상적으로는 저작권예외기관을 포함한 아카이브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공공은 최대한 지

원만 하고, 의사결정에서 빠져야 한다 (한류정책 공공기관 종사자 Q)

기존 기관이 단위사업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관리를 수행하기 어렵

다면, 여러 영역에서 여러 주체에 의해 생산, 유통, 소비되고 관리되고 있는 영상

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형 신설기구를 마련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른바, ‘협력형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모델’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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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관리모델은 주제·지역·생산기관의 관심사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이른바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가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주체의 각각 비전과 목표, 이를테면 구매체의 디지털화, 중소방송사의 장기보존 및 

공공활용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장에서 살펴본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매우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그의 이론에 근거

해서 하버마스의 이론에 근거해서 아카이브 사이의 소통을 체계화하고, 아카이브와 

기록 생산자(방송사, 외주제작사, 혹은 개인 저작권자) 사이의 소통, 아카이브와 

기록 이용자 사이의 소통, 아카이브의 중개를 통한 기록의 생산자와 기록의 이용자 

사이의 소통 그리고 기록 이용자끼리의 소통 체계도 추구될 수 있다.344) 

 2.‘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아카이브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고, 아카이브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항목을 4개까지 선택하고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본 논의를 위해 각 응답자가 

2순위까지 꼽은 항목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다. 

343)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 프랑스 INA FRAME
영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p.141.

344) 노명환. (2013.2.28.).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
구』, 45,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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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역할
응답 수

(전체 17명)

1순위

§ 사회적 기억과 문화유산/자산으로 다양한 방
송·영상물을 보관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물려주기) 위한 영구 보존

15

§ 아카이브를 도서관과 같이 검색하고, 관련 방
송∙영상 부가정보를 교육, 연구, 창작에 활용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15

2순위

§ 영상 저작권 활용 및 구매를 위한 마켓 플랫
폼 기능 (예: 교육, 연구, TV프로그램 제작 등
을 위한 소재로 재활용)

13

§ 지역 방송사 및 중소영세 제작사들의 제작 콘
텐츠 위탁형 장기보존기능

11

3순위 및
4순위

§ 방송사의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기능을 
위한 콘텐츠 백업

5

§ 과거 TV·라디오 방송, 비디오, 영화, 온라인
영상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영상의 재시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4

§ 한류 드라마, K-Pop 등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이
해를 위한 한류 콘텐츠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

4

표 49.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의견 

(4순위까지 선택, 통계는 2순위까지 집계)

 1)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

 조사 결과 1순위로 선정된 항목은 크게 ‘다음 세대 전승 대상 방송·영상 콘텐츠 

보존’과 ‘도서관과 같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부가정보를 확인하여 연구·교육용 

서비스 제공’이었다. 이는 앞에서‘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과 유형, 특징에 

대해 응답자들이 설명한 내용과도 일관성 있게 이어진다. 즉, 많은 응답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공영상문화유산’은 후대(다음 세대)에 전승 대상이 되는 주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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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로 된 방송·영상콘텐츠를 지칭하는데,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의견 또한 각 응답자의 이러한 개념정의가 반영되어 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사회적 기억과 문화유산 또는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방송·영상물을 보관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물려주기) 위한 영구 보존 

역할이 1순위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17명 중 13명이었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공적책무 등이 주로 강조되어 온 지상파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라는 명칭에 맞게 최우선시될 역할은 후대에 방송 

기록물을 안전하게 전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아카이브 기본 가치가 영구 보관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문화유산이기

에 영구보존 기능이 중요하다(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도서관과 같이 검색하고, 관련 방송∙영상 부가

정보를 교육, 연구, 창작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대체로 2순위로 선택되었다(17명 중 7명). 하지만 이 역할을 1순위로 

보는 응답자도 17명 중 3명이었다.

(…)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는 가능한 디지털 베이스에 접목한 기반으로 

추진함이 더 바람직해 보이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교육, 연구, 재창작 기반 

지원 사업부터 우선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함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한다. 해외의 경우 이 부분이 더 강조된 아카이브가 부각되고 있는 경향이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보존/수집이 된다면 소장정보와 부가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기관에서 제공하는 핵심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앞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B2B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7명 중 13명의 응답자가‘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를 교육, 연구, TV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소재로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영상 저작권 활용 및 구매를 위한 마켓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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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할을 ‘문화유산 전승 기능’에 이어 2순위 역할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7명 중 6명이었다.

언제 어디든지 영상을 검색하고 활용, 구매할 수 있다면 방송영상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저작권법의 취지처럼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콘텐츠 창작을 위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방송·영상콘텐츠 오픈마켓으로서의 역할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주요 역

할은 아니지만, 현재는 부재한 건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필요한 자료를 공정한 가격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시장 

필요하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N)

온라인 오픈 마켓을 통해 콘텐츠 자료의 보유정보 구축, 열람시스템 마련과 

거래환경을 조성해 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구상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2) 방송사업자들을 위한 콘텐츠 위탁저장소 및 지역 문화유산 보호 기능

 지역방송사 소속이거나 지역방송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응답자들은 지역 방송사 및 

중소영세 제작사들의 제작 콘텐츠 위탁형 장기보존기능을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다. 

지역방송사들은 자체DB를 구축해서 소재영상, 원본, 편집본, 자막본, 송출본 

등 체계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방송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방송사들이 잘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지역방송사에는 아카이브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 영상취재기자나 PD가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I) 

지역방송의 경우, 아카이빙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님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채널 프로듀서 F)

지역에 대한 영상자료가 관리비용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듀서 C)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담은 이미지를 장기

적으로 보존하고 공공 차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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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지역방송이나 지역에 소재한 중소제작사에는 사내 아카

이브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장르별 취재

원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지원해야 할 실무적 차원의 지원 사항도 언급하였다.

예산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필

요하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N)

다른 역할에 비해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선진 아카이브의 경우 지역에 산재한 

특화된 지역콘텐츠를 아카이브 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해외 아카이브에서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재한 지역영상콘텐츠의 

아카이브 모델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3) 방송사업자들을 위한 콘텐츠 백업 및 재난복구 기능

 재난복구(DR: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은 지진, 전쟁, EMP, 사이버테러 등의 

외부 공격에 대비해 원격지에 자산의 복본을 갖추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방송사 

대부분이 재난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45) 

3장에서 검토한 해외사례 가운데 벨기에 Meemoo는 플란데런어권 공동체 지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문화재 및 방송영상자료의 데이터를 4중 백업(2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수장고)을 통해 관리한다. 17명 중 5명의 응답자는 이와 같은 역할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도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즉,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가 방송사의 재난복구 기능을 위한 콘텐츠 백업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방송사별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나, 재난 상황에 대처 가능한 별도 백업 기

능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역할을 우선시

해서, 백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디지털 시대에는 백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두거나 방송사에 백업 기능

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34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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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방송프로그램을 다시보게 하는 문화유산 향유 공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통해 과거 TV·라디오 방송, 비디오, 영화, 

온라인영상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영상의 재시청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다. 17명 중 4명의 응답자가 이러한 역할을 3

순위 또는 4순위로 꼽았다.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저작을 통해 풍요로운 시민사회를 위해 문화유산 향

유공간이 필요하다 (지역방송 프로듀서 H)

최근 방송영상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어 접근이 수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유료 서비스에 부담이 있는 

대중들을 위해 무료보편적인 다시보기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

인 형태로도 가능하다 (지상파 공영방송 아키비스트 B)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OTT플랫폼에서 과거 방송프로그램을 재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도 있다.

일반 서비스하고 있는 수익모델들이 많아 이해관계 문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산

업적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한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한류팬들은 한국 방송·영상콘텐츠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허브 역할을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17명 중 4명의 응답자가 한류 

드라마, K-Pop 등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한류 콘텐츠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 역할이 기대된다고 보았다. 

한류콘텐츠 이용자를 위한 특정 채널 또는 플랫폼 구현으로 한류연구,재확산,

산업 기여 모델의 아카이브 구상이 필요. 영화보다 방송콘텐츠는 더 현실 가

능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주제·유형·장르·

매체·표현기술 면에서 후대 전승할 가치가 있는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하는 역할이 가장 기대된다. 유관 미디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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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 백업 공간 및 위탁저장소를 제공하고 각 

지역에 산재한 지역 문화유산 이미지들을 장기보존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또한 

국내 시청자들과 해외 한류팬들에게 문화유산으로 인정되는 과거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언제든지 재시청할 수 있는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5)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부의 역할은 현재 미비한 법·제도적 지원과 이에 따른 예산 및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17명의 응답자 중 13명이 정부의 법·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11명의 응답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

다고 답변했다. 3장에서 살펴본 해외 기관 모두 각국의 국고로부터 기관의 운영

예산이 배정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되었거나(프랑스, 호주, 미국) 유관 

법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영국, 벨기에).

순위 역할
응답 수

(전체 17명)

1순위
§ 법·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13

§ 예산이나 공적 자금의 안정적 지원 11

2순위
§ 아카이브를 방송·영상 창작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 9

§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 지원 9

기타
§ 방송·영상 저작권 유통, 활용 마켓 지원 5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과 표준화 지원 5

표 50.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대한 의견 (중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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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이용하여 방송·영상 창작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거나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도 17명 중 9명이었다. 앞 절에서 수집정책과 관련지어 논의한 정부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과 연계될 필요성을 

이 문항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권리관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관련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통해 많은 응답자가‘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자나 영상 

출연자 등 개인의 권리관계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B2B서비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유통 및 

활용 마켓을 지원하고, 기술 부문에서 최신 기술과 표준화 지원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가 각각 17명 중 5명이었다.

 한류정책을 진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한류정책과 연계하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수집되는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관련 정책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류팬들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나 한국문화 학습으로 이

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가 속한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한류팬을 타게팅하는 아카이브 구축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아카이

브를 활용한 언어교육 혹은 문화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등 학교 밖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개발되고 제공된다면 좋을 것 같

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콘텐츠 개발시도나 콘텐츠 활용 사업은 아직 없었고, 

한복입기, 탈춤배우기 등 한국문화체험 사업 정도만 시도했다 (한류정책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 Q)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6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했다. '한류'를 

진흥하는 전담 조직이 중앙정부 부처의 '과' 단위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부서는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한류 관련 산업 동반 성장 지원,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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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한다. 한류정책은 

정부가 전담 부서를 만들 만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류는 

‘한국문화’라는 국경 안에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특수성에 

집중해야 한다. 즉, 한류 현상이 보여주는 글로벌 문화 지형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야 한다.346)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이 이러한 한류 관련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 구상이 필요하다.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콘텐츠 수집네트워크 운영방안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수집을 위한 수집네트워크 운영이다. ‘수집네트워크’는 

1970년대 이후 기록학 분야에서 효율적인 수집 전략으로 연구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근거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이다.347)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말은 1981년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의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사회복지역사아카이브 사서 하인딩(Andrea Hinding)이 

보존을 위해 선별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개 기관이나 조직의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집대상 기록의 주제, 

지역, 사건 등을 공유하는 복수의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며 수집을 

실행한다. 하지만 ‘수집네트워크’운영은 이처럼 복수의 기관들이 참여함에 따라 

여러 기관과 개별 기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만큼 비효

346) 이성민. (2021.3.9.). 한류, 다음’을 준비하는 문화 정책에 대한 상상.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현안과 정책』, 352호.
https://www.good21.net/issuepaper/?idx=6024711&bmode=view.

347)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Documentation strategy”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documentation-strategy.html.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documentation-strate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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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수집방식이라는 지적 또한 있었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워

졌다.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발달과 디지털 압축기술, 고용량 기록물에 대한 분산

보존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 등에 따라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디지털 환경에서 오

히려 효율적인 수집방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설문원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우리나라 지역 기록화 전략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 분산보존 및 통합적 

재현 지향,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 참여 기관/조직 사이의 역할 분담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348) 우선 ‘선택적·집중적 기록화 전략’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적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집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연구자와 방송사업자, 시청자 사이의 

‘수집정책 공동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분산 보존 및 통합적 재현 전략’에 

따라 수집 방식을 유연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보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수집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일까? 우선 방송·

영상 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이 

상호 소통하며 수집 대상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범위와 주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각 방송사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케이블사까지 참여 (지상파 

민영방송 촬영기자 D)

방송사, 영상제작사, 시청자, 시민사회, 학계, 지역기록관 등 (공공채널 프로듀서 F)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신문사, 대학 등 (지역방송 프로듀서 H)

방송사, 영상제작사, 연구기관, 공공기록관 (프리랜서 영상리서처 O)

아카이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방송사, 영상제작사)의 자발적인 참여 필요, 

348)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pp.133-134.



- 296 -

기관의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의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및 학

술기관 (예: 한국방송작가협회, PD연합회,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학술기관 

등) (프리랜서 방송작가 N)

방송·영상 콘텐츠를 ‘문화유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재

청’이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한국영상자료원’, 방송사, 영화제 관계자, 

도서관, 영상 콘텐츠 생산자(영화 감독, 방송사 피디, 기타 영상 제작자), 미디어 

리터리시 관계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 등 (독립다큐멘터리감독 K)

문체부에 한정해서 이야기 해본다면 (소속기관)국립중앙박물관, 해외문화홍보

원, 한국정책방송원, (관련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

원회, 영상자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한국문화정보원 등 (한류정책 

공공기관 종사자 Q)

이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도 있다. 즉, 

특정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개방적 구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구성하되, 아카이브 수집과 

이용에서 적극성과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그룹핑하는 작업을 ‘공공

영상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

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기관 혹은 단체 대표자 간 협력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실무적 제언을 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영상 및 음향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 및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

겠다(지상파 공영방송 엔지니어 A)

참여기관을 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참여기관이 많다면 언

제든지 참여시킬 준비를 하면서 수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

론 이러한 전제는 아카이브가 방대하고 다양한 방송영상물을 수집하는 기관

일 때를 전제한 것이다. 참여기관을 그룹핑해서 유형화해서 구분하는 것이 먼

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요소가 강한 방송사인지, 비교적 자유로운 방

송사인지, 시청자는 단순시청자인지,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를 하는 시청자인

지, 영상제작자도 법인격인지, 개인인지 등도 구분과 유형화가 세밀하게 구분

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방송사, 영상제작자, 시청자,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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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뭉뚱그린 구분을 한다면 비현실적이고, 협력체계 자체가 공허할 수 있다. 

그만큼 협력체계자체가 아주 복잡다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도전문채널 아키

비스트 E)

사실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고 생각은 되나 이들 결정은 실무급에서 판단될 

것들이 아니고 기관의 수장급간 협력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할까? 라는 생각

이 든다.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이 운영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시민단체들보

다 효율적이나 그러한 네트워크가 비영리기관들간의 협력임에도 잘 조성되지 

못해왔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관련 기관들(아카이브, 방송사,대규모 콘텐츠 유

통사 등)간의 협력체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함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그렇다면 수집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문화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4장에서 검토한 

<K-콘텐트뱅크>나 KTV <개방공유포털> 등 기존 방송·영상 산업 정책 분야에서 

아카이브 성격을 가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중복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

는 사업과 차별화 하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포괄적

인 의미의 콘텐츠 협력이 아니라 특정 주제 혹은 유형의 콘텐츠 수집을 위한 협

력작업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일단 현재 어떤 플랫폼,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유사중복 운영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 검토 단계에서는 수집네트워크에 참여기관

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관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종합플랫폼이나 아카이

브 성격을 지닌 플랫폼, 사이트 등을 전수조사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유지

할 건 유지하고, 보강할 건 보강하면 어떨까 한다.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분

명 있다(한류정책 공공기관 종사자 Q)

광범위한 콘텐츠보다는 특정(특화) 콘텐츠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가 더 발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상호 협력 가능한 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상호 정보공유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일정한 규약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세부적인 지침들은 각 기관 고유한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조율

이 필요하다(영화아카이브 공공기관 종사자 P)

한 응답자는 좀 더 많은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예산 면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가 참여주체에게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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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주체가 

언제든 필요한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도 있다.

수집 네트워크의 운영 방안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관의 네트워크 모델링을 

우선해서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사례 수

집 조사, 현재 방송영상 산업계 생태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전문채널 아키비스트 E)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시작부터 

많은 사람이나 제작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여

유가 있는 콘텐츠제공 기관들은 수집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장비설치를 직접

하고 영세업체는 일부분 지원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으로 직

접 접속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싸이트 개발과 아이디 및 

권한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지상파 공영방송 엔

지니어 A)

해당 전문 학술기관, 교수, 전문 법률가로 구성된 분들의 상시 자문 및 헬프

데스크 운영할 수 있다(프리랜서 방송작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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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1.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수집 대상 및 방법

 이 장에서는 방송사 내외에서 다양한 직종의 응답자 17명을 선정하여 방송·영상

콘텐츠가 어떤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특징을 갖는지, 공공 차원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가 공공 차원에서 수집해야 할 대상을 선정할 기준으로 콘텐츠 제작 예산의

‘공공성’에 방점을 두었다. 즉, 수신료, 국고, 각종 기금 등 공공 재원이 들어간 

콘텐츠는 공공 차원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29. 수집대상‘공공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의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방송·영상 컬렉션을 구축할 때에는 수집의 공

공성을 담보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항에 응답자 대다수는 콘텐츠 목록 및 저해상도 영상 수집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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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수집 방법에 대한 의견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공공서비스 방안

 3장에서 살펴본 해외사례 가운데 프랑스 INA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반 시청자, 

학술연구자, 영상제작자 등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참고로 하여 국내에 도입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또한 

주요 이용자 집단을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문항은 현존하는 해외 운영사례 등에서 서비스하는 이용자 

집단을 6개 선택문항으로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분야별 

학술연구자(17명 중 16명)와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17명 중 15명)가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방송·영상 산업부문 외에도 문화예술 부문 종사자들도 

업무에 활용하게 될 것 같다고 보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방송사 외부의 독립영화

감독·독립PD·방송작가 등은 방송·영상 창작자 집단과 학술연구자 집단 외에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자료로 과거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게 될 것

이라고 보는 응답자들이 그다음으로 많았다(17명 중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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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주요 이용자층과 서비스 수요에 대한 의견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기관에서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러 형태의 ‘권리문제’이다. 4장에서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콘텐츠 외부 개방에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저작권 및 출연자 등의 

초상권 권리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방송사가 보관하고 

있던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2차 활용권, 저작인접권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활용되는 방송·영상 콘텐츠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 내·외부에서 

오래 일했던 응답자들이 보는 가장 쟁점이 되는 권리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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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공 방송·영상콘텐츠’활용과 권리관계에 대한 의견

 현행 『저작권법』제34조는 ‘저작권 예외기관’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방송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방송사업자가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지만, 이를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방송·

영상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저작권 예외기관 필요성

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현행 법에 규정된 ‘저작권 예외조항’은 콘텐츠 보존을 

위한 조항이며 보존된 콘텐츠를‘공공활용’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공공 활용 방안 가운데 저작권 판매 및 저작권 

중개 등 산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체로 대체로 부정

적이거나 사전에 고려해야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방송사에 

근무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재 각 방송사가 자회사 등을 통해 영상자료 판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B2B사업 관련 기능 추가가 오히려 기존의 방송사와 기능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있었다.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역할과 운영모델

 ‘공공영상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 유형에 관한 질문에는 대체로 

국가 또는 공공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런 점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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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에드몬슨이 제시한 8가지 유형 가운데 ‘국립영상아카이브’(17명 중 

16명) 혹은 ‘공공 기록관·박물관·도서관의 시청각유형 컬렉션’(17명 중 7명)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지역방송 소속 응답자들은 ‘지역아카이브’유형을 선택하고

‘공공영상문화유산’수집과 활용에서 지역문화유산 전승 차원의 위상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지역방송사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이 서울·경기 지역 방송사에 비해 열악한 국

내 상황이 반영된 의견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화 부문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영 지

상파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이나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사내 아카이브 등 기존의 아카이브 운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에드몬슨이 제시한 유형 중에서‘주제별 전문아카

이브 기관’(17명 중 4명) 의 형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33. 국내 ‘공공영상문화유산’보호 기관 유형에 대한 의견 

 그렇다면 국내에 도입할‘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운영

모델은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 17명 중 15명의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로 ‘사회적기억과 문화유산/자산으로 다양한 방송·

영상물을 보관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영구보존’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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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도서관과 같이 검색하고, 관련 방송·영상 부가정보를 교육, 연구, 창작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역시 공동 1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림 3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역할에 대한 의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우리 사회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방송사, 

영상제작사, 시청자, 시민사회 간 원활한 협력체계(수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방송사와 지역사회 모두 참여하는 개방적 구조가 필요하고, 

아카이브 기관과 콘텐츠 제공기관 협력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관련된 지침과 콘텐츠 제공방안, 제공된 

콘텐츠의 공공활용방안 등을 정리한 운영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Meemoo에서 아카이브와 콘텐츠 파트너 기관 사이의 협약

내용을 참고하면, 성문화된 수집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역할로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법·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17명 중 13명)과 ‘예산이나 공적 자금의 안정적 지원’(17명 중 

11명)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제도나 권위를 활용한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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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활용방향 모색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의 서비스 기능은 

기관이 소장·관리 중인 자원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열람·전시·교육·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유형의 아카이브 서비스 중에서 기록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것349)’을 의미한다. 한편, ‘접근(Access)’은 아카이브가 소장한 기록물 또는 

컬렉션을 공개한 결과 이용자에 제공된 서비스 중 하나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거나 검색하는 권리와 기회 및 수단.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찾아서 이용하는 

행위350)’를 의미하는 말이다. 본 연구의 4장 국내 현황 분석과 5장 심층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 방송제작 및 편성을 해온 주요 지상파 방송

4사의 디지털아카이브는 상당 수준 구축되었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각 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고 이용자에 접근권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슈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이용자와 만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특히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옛날 방송콘텐츠’

이용행태와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방향을 수립해본다. 특히, 

2010년대부터 일반화되고 있는 개념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 ‘공공 방송·

영상콘텐츠’공급자와 이용자가 교류하는 공간을 구축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3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350) 국가기록원. (2018).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NAK/S 21:2018(v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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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다양한 연령, 직업, 계층의 이용자들이 교육·연구·

창작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공공영상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늘날 ‘유튜브’로 대변되는 동영상공유플랫폼과 최근 

급증하는 과거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가 구축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351)’ 검색 방법과 목

적은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민간 플랫폼과 구별되는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공공 플랫폼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시온

리서치)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항목은 ‘옛날 방송콘텐츠’의 

이용 목적과 방법,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이용 의사, 이용 

목적, 이용방법,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콘텐츠 형태와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중심

으로 한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심층인터뷰에서 파악된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설계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학술연구자와 방송·영상 

분야 및 문화예술 분야 현업 종사자, 그리고 교육자 등이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서는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층으로 예상되는 대학(원)생, 방송·

351) 본 연구의 서론에서 ‘옛날 방송콘텐츠’를 ‘클래식콘텐츠’로 지칭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서는 응답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표현인 ‘옛날 방송콘텐츠’라고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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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야 전문직, 교육·연구자 등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 결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지역별 공동의 기억과 문화유산 

보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 일부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과거 방송·영상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6~69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 성별 분포는 남성 55.5%, 여성 44.5%로 남성 응답자가 약간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비였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에서 20대 이하가 

45.5%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2.0%, 40대는 15.0%로, 방송·영상 콘텐츠를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층의 연령 분포가 반영되었다. 

 직업 분포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대학생/대학원생이 25.0%, 교육 분야(대학강사 

포함) 25.0%, 전문직(방송, 영상, 문화예술, 연구직) 10%, 그리고 일반인 40.0%이었다. 

즉, 10대와 20대를 구성하는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응답자가 대부분이고 영상

아카이브를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연구원 및 교육자 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거주자 31.0%, 경기 및 인천 지역 38.5%, 

그 외 지역 30.5%로 고르게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TV방송이나‘유튜브’ 등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1회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352)’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

자들은 27.5% 정도였고, 응답 시점에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43.0%, 이 용어를 ‘처음 듣는다 또는 모른다’고 답변한 

352) 본 연구의 주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이지만,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통용된 표현이 아
니므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인지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에서 정의된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는 국내 방송사, 영상제작사, 공공기관 등에서 방송, 제작된 모든 방
송·영상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며, 교육, 연구, 전시, 출판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방송·영상 콘텐츠를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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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29.5%였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플랫폼 활용이 일상화353)됨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또는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항목 비율(%) 응답자 수(명)

성별
남성 55.5 111

여성 44.5 89

연령

20대 이하 45.5 91

30대 44.0 63

30대 22.0 44

40대 15.0 30

50대 이상 17.5 35

직업

대학(원)생 25.0 50

일반인 40.0 80

교육 분야 종사자
(대학/학원 강사 포함)

25.0 50

전문직
(연구원, 영상 관련 종사자)

10.0 20

지역
서울 31.0 62

경기/인천 38.5 77
그 외 지역 30.5 61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인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27.5 55

이름만 들어보고 잘 모른다 43.0 86

처음 듣는다/모른다 29.5 59

표 51. 이용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53)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이용률은 66.3%
로, 전년도(52.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플랫폼 중 ‘유튜브’ 이용률이
62.3%로 가장 높고,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TV 4.8% 순이다. OTT서비스 이
용빈도는 1주일에 5-6일 내지는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61.7%, 주당 1-4일 사용 34.0%, 한달에
3일 이하 4.4%로, 거의 매일 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pp.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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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옛날 방송콘텐츠’이용행태 조사결과

 설문조사의 첫 번째 영역은 ‘옛날 방송콘텐츠’의 이용행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 서비스될 대부분의 과거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비교적 최근 제작되는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및 시청에 비해, 자료화면으로 구성되었거나 제작 시기가 

오래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이용 목적이나 방법, 장르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주제를 조사한 결과는 항목에 따라 지난 2019년 실

시했던 ‘방송·영상콘텐츠 이용자 수요조사354)’와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OTT서비스 이용행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빈도 및 이용시간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옛날 방송콘텐츠’를 1회당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은 78.30분이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1회당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34%로 가장 많았고, 

‘30분’ 정도 된다고 대답한 비율은 12.5%이다.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TV수상기 

시청시간 3시간 9분, TV수상기 외 매체 시청시간 1시간 39분, 그리고 OTT이용 

시간 시간 1시간 16분355)과 비교하면, 본 조사의 ‘옛날 방송콘텐츠’의 1회당 평균 

시청시간 78.30분이라는 수치는 작지 않은 수치이다. 즉, 이용자들이 TV나 OTT를 

통해 주로 보고 있는 콘텐츠가 ‘옛날 방송콘텐츠’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 빈도에 관한 질문에는 ‘주1~2회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이 28.0%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는 ‘주 3~4회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이 24.2%로 가장 높았다. 방송·영상 분야와 연구직 등 전문직 이용자

들의 이용빈도는 월 2~3회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들이 1회당 ‘옛날 

35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잠재이
용자 18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355) 방송통신위원회. (2020).『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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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를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은 71분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

었다. 한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는 직업적 특성상 과거 방송·

영상콘텐츠를 업무에 활용하기는 하지만 이를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층인터뷰 과정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과거 방송콘텐츠를 창작자원으로 

검색하고자 해도 ‘유튜브’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검색할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항목 평균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옛날 방송콘텐츠’1회당 평균 
이용시간(단위: 분)

78.30 70.82 92.39 85.67 73.71

옛날 방송콘텐츠’시청 빈도 (단위: %)
거의 매일 15.0 16.5 13.6 16.7 11.4
주 5-6회 6.0 6.6 6.8 10.0 　
주3-4회 21.0 24.2 22.7 10.0 20.0
주 1-2회 28.0 20.9 34.1 33.3 34.3
월 2-3회 13.0 9.9 6.8 20.0 22.9

월 1회 정도 10.0 13.2 11.4 6.7 2.9
월 2회 이하 7.0 8.8 4.5 3.3 8.6

표 52.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시간 및 시청빈도

2) ‘옛날 방송콘텐츠’이용 장르

 어떤 장르의‘옛날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들은 주로 

‘예능’(38.5%)과 ‘드라마’(28.5%)를 시청한다고 답변했다. 2018년 실시된  

‘방송·영상콘텐츠’이용장르에 대한 조사 결과(1위‘음악·공연·오디션’, 2위

‘예능’) 와 비교해보면, 이용자들이 과거에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예능’이나 ‘드라마’를 비교적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2020 방

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 OTT로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유형이 ‘오락·연예’ 

69.8%, ‘드라마’ 37.2%로 나타난 점과 비교하면, ‘옛날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는 

목적이 일반적인 OTT서비스 시청 목적과 유사함을 짐작할 수 있다.356) 

356) Ibid.,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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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하는 ‘옛날 방송콘텐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는 1순위와 2순위 

주요 시청 장르가 전체 평균과 동일하지만, 50대 이상 이용자들은 1순위가 

‘드라마’(31.4%), 2순위가 ‘예능’(22.9%)이었다. 그 외 장르는 40대 이용자가 ‘음악·

공연·오디션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

(13.3%)이고, 50대 이상 응답자가 옛날 ‘영화’를 주로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이 

17.1%로, 다른 연령대의 옛날 ‘영화’ 이용률보다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드라마’ 및 

‘예능’ 외에 방송·영상 분야 현업종사자 및 연구직의 ‘교양 및 다큐’시청 

비율이 20.0%로 타 직종보다 높은 편이었다. ‘교양 및 다큐’장르는 업무상 

필요한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시청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관련 종사자와 일반인들 모두 옛날‘영화’콘텐츠 이용 비율이 각각 10%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옛날 방송콘텐츠’의 장르별 콘텐츠 수요는 ‘드라마’, 

‘예능’, ‘교양 및 다큐’, ‘영화’, ‘음악·공연·오디션’ 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인터뷰의 일부 응답자들이 시사다큐나 보도영상 중심으로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의 콘텐츠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일반이용자들은 ‘교양·다큐’, ‘시사·뉴스’보다는 ‘예능’과 ‘드라마’를 

주로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능 드라마 영화
교양/
다큐

음악/
공연/
오디션

스포츠
뉴스/
시사

만화/
애니

토론
교육
방송

푸드
어린이
방송

38.5 28.5 9.0 6.0 5.5 4.0 3.0 2.0 1.5 1.0 0.5 0.5

표 53.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자들의 주요 이용장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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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 매체

 먼저, 응답자들은 주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200명 중 179명(89.5%)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대답했고, 10.5%만이 지상파나 유료방송 등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는 두 방법 가운데 평균 

이용 비중357)은 ‘TV시청 (4.37) : 온라인검색(5.64)’으로, 개별 응답자들은 두 

방법을 모두 이용하지만, 온라인 검색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보는 비중이 

좀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항목 응답자 수(명) 평균 비중

주요 매체
지상파 및 유료방송 

TV시청
21 4.37

온라인 검색 179 5.64

표 54. 매체별‘옛날 방송콘텐츠’ 이용자 수 및 이용비중 (합이 10이 되도록 입력)

‘옛날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는 온라인 검색 채널 중에서 ‘유튜브’ 이용자가 

64.2%로 가 압도적으로 많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14.0%,‘넷플릭스’나 

‘왓챠’ 등 OTT업체 이용자는 13.4%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옛날 

방송콘텐츠’주요 이용채널이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주로 이용하지만, 40대와 50대 

이상은 ‘유튜브’이용 외에도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방송·영상 분야 및 연구직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OTT플랫폼’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25.0%로, 다른 직종보다 높은 편이었다(대학(원)생 15.2%, 교육직 4.8%, 일반인 

14.7%). 이를 통해, 방송·영상 현업 분야에서 OTT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플랫폼에 대한 조사와도 

357) A1. 귀하께서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볼 때, 다음 방법별 이용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
지상파/유료방송 TV로 시청’과 ‘온라인 검색해서 시청’ 두 항목의 합이 10이 되도록 이용 비중
을 입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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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이다358). 2019년과 2020년 국내 OTT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넷플릭스’등 과거 드라마·예능 VOD를 재시청할 수 있는 OTT플랫폼의 콘텐

츠와 서비스가 늘어난 요인으로 인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는 채널이 

OTT플랫폼에도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의하면, OTT전체 이용률이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채널 중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이용률이 증가세이다359). 

항목 평균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유튜브’ 64.2 65.1 71.1 75.0 43.3
포털사이트(예: ‘네이버’,‘다음’,‘구글’ 등) 14.0 8.4 7.9 17.9 33.3
OTT 플랫폼
(예: ‘넷플릭스’,‘왓챠’,‘웨이브’등)

13.4 15.7 7.9 7.1 20.0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3.4 3.6 7.9 　 　
각 방송사 홈페이지 2.8 2.4 5.3 　 3.3
인터넷 방송업체(예: ‘아프리카TV’,‘곰TV’ 등) 2.2 4.8 　 　 　

표 55. 온라인 검색을 통한‘옛날 방송콘텐츠’ 이용자들의 주요 검색 플랫폼 (단위:%)

 과거 방송콘텐츠 시청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TV나 라디오 등의 편성을 통해 

재방송된 프로그램을 시청한다’에 대한 평균점은 3.39, ‘과거 방송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찾아본다’평균점 3.34,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추천받아 시청한다’

평균점 3.54였다. OTT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서는 ‘OT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시청하는 비율’은 52.3%였고, ‘OTT서비스에서 나에게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시청’40.2%라는 점360)에서, 일반적으로 OTT플랫폼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보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본 조사를 

35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적인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하는 채널은 ‘유튜
브’가 53.3%, 포털사이트 31.0%, OTT플랫폼 7.6% 순이었다.

359) OTT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2018년 42.7%, 2019년 52.0%, 2020년 66.3% 순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이 중 ‘유튜브’는 2018년 38.4%, 2019년 47.8%, 2020년 62.3%순으로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넷플릭스’ 는 2018년 1.3%, 2019년 4.9%, 2020년 16.3%로 2019
년에서 2020년 사이 크게 이용률이 증가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0).『2020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p.12.

360) 방송통신위원회. (2020).『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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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옛날 방송콘텐츠’이용자 중에는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는 이용자보다 

플랫폼에서 추천받아 시청하는 이용자가 좀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직업 및 연령별로 ‘옛날 방송콘텐츠’시청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연구직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주로 TV나 라디오 

재방영 프로그램을 통해 옛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고(평균점 3.55), 교육직 

종사자들은 온라인에서 검색 및 추천서비스를 받아 시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평균점 각각 3.50, 3.66), 연령별로 파악해보면, 방송국이 편성표를 통해 

제공하는 재방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30대 이상 이른바 ‘기성세대’에 

집중되어 있다(20대 이하 3.30, 30대 이상 3.45). 이용자가 스스로 아는 옛날 콘텐

츠를 온라인에서 직접 찾아보는 비중은 4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30대 이하 3.33, 

40대 3.50, 50대 3.29), 온라인 플랫폼에서 추천을 받아 시청하는 비중은 20대에 

집중되어 있다(20대 3.77, 30대 이상 3.35). 이를 통해 특정 매체(TV,라디오 등)와

‘옛날 방송콘텐츠’에 대한 경험과 지식에 따라 콘텐츠 이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옛날 콘텐츠에 대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점이 적으므로, 플랫폼의 추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 경험이 익숙할수록 재방영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옛날 콘텐츠를 검색해보는 경향이 있다.

 ‘유튜브’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1회당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시청하는 비율

보다는 ‘하이라이트’영상 등 부분적으로 편집된 클립 단위 시청비율이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 전체 프로그

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54.3%로, 클립 단위 부분 시청을 한다고 답변한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유튜브’이용 중심의 기존의 미디어 경험 

행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옛날 콘텐츠’라는 특수성에 따라 기성세대는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시청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315 -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평소 시청 방식 (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과거에 시청했던 TV나 라디오 방송을 
지상파/케이블 재방영을 통해 시청한다

3.39 3.38 3.44 3.55 3.31

과거에 시청했던 TV나 라디오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다

3.34 3.26 3.50 3.30 3.30

‘유튜브’ 등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추천서비스를 받아 시청한다

3.54 3.58 3.66 3.45 3.46

방송프로그램 1회분 단위 부분/전체 시청 비율 (%)

편집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분 시청 60.5 70 56 66 58
옛날 방송프로그램 전체 시청 39.5 30 44 45 41.3

표 56.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자들의 시청방식 

4) ‘옛날 방송콘텐츠’ 검색목적 및 검색방법

 온라인 검색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에게 검색목적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는‘옛날 방송콘텐츠’주요 이용 장르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용자들이‘옛날 콘텐츠’시청을 통해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예능’과 ‘드라마’시청 비율이 집중되어 있는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여가 및 오락 목적을 위해서’가 응답률이 7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과거 시대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14.0%였다. 직업별로 

보면 2순위로 선택된 ‘과거 시대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방송·영상 산업 및 연구직이었다. 또한 40대 이상 응답자들도 

‘옛날 콘텐츠’를 검색하는 목적으로 ‘과거 시대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를 

2순위로 선택했다(40대 20%, 50대 이상 17.1%). 반면 20대 이하 젊은 세대의 응답

자들은 이 항목에 대한 비율이 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들 가운데 전문직 이용자들이 과거의 사건사고, 인물, 역사적 사실 등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주로 ‘여가 및 오락 목적’을 두고 ‘옛날 방송콘텐츠’를 찾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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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 서비스할 콘텐츠 선별에 많은 시사

점을 준다. 공공 플랫폼의 이용률은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흥미유발 콘텐

츠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별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항목 1-2순위 1순위

여가 및 오락 목적을 위해서 90.5 77.5

과거 시대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83.0 14.0

업무상 필요해서 13.0 4.5

교육, 연구를 위해서 11.5 4.0

기타 2.0 -

표 57. ‘옛날 방송콘텐츠’ 검색목적 (2가지 선택, 단위 %)

‘옛날 콘텐츠’검색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키워드별, 테마별, 주제별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이 3.37로 가장 

높고, ‘옛날 콘텐츠 검색 과정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3.36으로 그 다음으로 높

았다. 직업별로는 교육직 응답자들의 ‘키워드별, 테마별, 주제별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는 과정이 불편하다’항목의 평균점이 3.54로 가장 높았고, ‘옛날 

콘텐츠에 대한 부가정보를 얻기 어렵다’항목에 대해서는 교육직과 전문직 응답

자의 평균점이 각각 3.48, 3.45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즉, 이는

‘옛날 콘텐츠’검색에서 검색과정이 대체로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점과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 과거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얻기 

힘들다는 점이 반영된 조사결과이다. 심층인터뷰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직종이나 

경험을 불문하고 많은 응답자가 ‘언제 무슨 방송을 어느 채널에서 했는지 찾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및 플랫

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본 문항에 대한 결과도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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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내가 좋아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항목은 평균점이 3.22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옛날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특정 플랫폼에 유료로 

가입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낮은 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원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검색을 한다

3.28 3.36 3.36 3.20 3.20

원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찾는 데 
소비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린다

3.29 3.32 3.26 3.05 3.35

원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다

3.36 3.36 3.36 3.35 3.36

내가 원하는 키워드별, 테마별, 주제별 
옛날 방송 콘텐츠를 찾기가 어렵다

3.37 3.34 3.54 3.15 3.34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 후 부가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3.35 3.14 3.48 3.10 3.45

내가 좋아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3.22 3.00 3.24 2.95 3.40

표 58. ‘옛날 방송콘텐츠’ 검색관련 행동(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플랫폼에서‘옛날 방송콘텐츠’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유튜브’

등의 동영상공유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자연어를 검색하는 방식이 ‘옛날 방

송콘텐츠’를 검색하는 방법 중 1순위(42.0%)로 조사되었다. 검색과정 없이 추천 

콘텐츠를 재생한다고 답한 비율은 23.5%, 선호 웹사이트에서 여러 메뉴를 둘러보는 

브라우징도 22.0%이었다. ‘옛날 방송콘텐츠’ 검색방법과 관련된 질문에는 연령 및 

직업과 관계없이 단순검색에 이어 추천콘텐츠 이용 및 브라우징은 비슷한 비중으로 

답변하였으며, 날짜나 프로그램명, 배우명 등을 입력하여 상세검색을 하는 비중은 

가장 낮았다. 다만 추천콘텐츠를 이용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원)생, 20대 

이하와 30대 젊은 연령대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고, 선호하는 웹사이

트에서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찾는다는 항목은 50대 이상 연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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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주로 선택했다.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단순검색’을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전문직’(55.0%), ‘상세검색’을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교육직’(14%)이었다. 즉, 업무상 ‘옛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에서 방송·영상 산업계나 연구직 응답자들은 검색창에 자연

어를 입력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찾는‘단순검색’을 선호하고, 교육용 자료 조사를 

위해 콘텐츠 검색을 하는 응답자인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목 1-2순위 1순위
검색창에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단순검색)

71.0 42.0

특별한 검색과정 없이 추천 콘텐츠 재생 47.5 23.5
선호 웹사이트에서 여러 메뉴, 콘텐츠 
등을 둘러보면서 검색 (브라우징)

47.0 22.0

날짜, 방송사, 출연배우 등 검색조건을 
지정하여 검색 (상세검색)

34.5 12.5

표 59. ‘옛날 방송콘텐츠’ 검색방법 (2가지 선택, 단위 %)

4.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에 관한 이용자 의견 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의 두 번째 영역은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의견과 이를 토대로 한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에 일반 이용자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결과는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17명의 응답자 의견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

 먼저 방송·영상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9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어떤 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택항목을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

자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중요한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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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역사적 가치를 갖는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물’(30.5%), 2순위로‘도시, 건물, 

자연풍경, 과거의 직업 등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방송·영상물’(27.5%)을 선택했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은 연령이나 직업, 거주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대 이하 응답자들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방송·영상 

콘텐츠는 ‘도시, 건물, 자연풍경, 과거의 직업 등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방송·

영상물’(31.9%)이었다. 50대 이상 응답자들도 이 항목을 2순위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 방송·영상 콘텐츠로 선택했다. 30대와 40대 응답자는 제시된 선택

항목을 고르게 선택했다. 방송기술을 기록화한 콘텐츠가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

다는 점에 대해서는 30대와 50대가 특히 주목했다(30대 13.6%, 50대 11.4%). 

 직업별로 보면, 업무상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용하는‘교육직’과 ‘전문직’ 

모두 1순위로 ‘역사적 가치를 갖는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물’을 선택했지만, 

2순위를 선택한 항목은 직업마다 약간 달랐다. ‘전문직’응답자들은 ‘도시나 

건물 등 시각적으로 변화상을 기록한 방송·영상물’을, ‘교육직’응답자들은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담은 방송·영상물’을 2순위로 선택했다.

항목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귀하께서는 방송.영상 콘텐츠가 미래에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90 90.1 79.5 96.7 97.1

아니오 10 9.9 20.5 3.3 2.9

 표 60.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의견  – 전체 및 연령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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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중요한 사건사고 등 역사적 가치를 갖는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물

30.5 28.6 36.4 20.0 37.1

도시, 건물, 자연풍경, 과거의 직업 등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방송.영상물

27.5 31.9 13.6 26.7 34.3

한국어, 한국문화, Kpop 등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담은 방송.영상물

19.5 20.9 18.2 26.7 11.4

자유, 평등, 인권, 환경 등 인류가 지향
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은 방송.영상물

 12.5  7.7 18.2 26.7　 5.7

당대 촬영,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
진 방송.영상물 (초기 컬러TV영상, 초기 
CG 등)

 10.0 11.0 13.6 - 11.4

표 6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방송·영상콘텐츠 1  – 전체 및 연령별 (단위: %)

이러한 의견은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의견과 일부 일치한다. 심층인터

뷰에 참여한 응답자 중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방송제작 경험이 많은 방송작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사람(인간문화재 등), 변화하고 사라지는 공간이나 장소’등에 

대한 영상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프리랜서 영상

리서처는 20세기 초반 한반도를 방문한 서양 선교사 등이 당시 한국인들의 일상과 

삶의 공간을 다양하게 촬영한 무성(無聲)필름으로 촬영한 영상을 해외 아카이브에서 

발굴한 경험이 있는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방송사 내외에서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은 보존매체나 방송기술 면에서 우리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반영하는 방송·영상콘텐츠 또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본 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당대 촬영,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방송.영상물’10.0%).

한편, 본 문항에 대한 지역별 응답자들의 답변이 흥미롭게 조사되었다. 즉, 서울 

및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보다 그 외 지역 거주하는 응답자들에게서 제시된 

선택항목의 응답률이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의 의견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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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집중되었지만, 그 외 지역 응답자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방송영상물’, 

‘변화를 기록한 방송영상물’, ‘한국문화 특수성 있는 방송영상물’ 등 1~3순위 

모두 고르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라고 답변했다. 수도권 외 지역 

출신 응답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유·무형 문화유산을 접한 경험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방송·영상콘텐츠를 보다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 전체 서울 경기/,인천
그 외 
지역

중요한 사건사고 등 역사적 가치를 갖는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물

30.5 33.9 31.2 26.2

도시, 건물, 자연풍경, 과거의 직업 등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방송.영상물

27.5 29.0 27.3 26.2

한국어, 한국문화, Kpop 등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담은 방송.영상물

19.5 14.5 19.5 24.6

당대 촬영,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
진 방송.영상물 (초기 컬러TV영상, 초기 
CG 등)

12.5 12.9 7.8 9.8

자유, 평등, 인권, 환경 등 인류가 지향
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은 방송.영상물

10.0 9.7 14.3 13.1

표 62.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방송·영상콘텐츠  2 – 지역별 (단위: %)

 응답자들이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

였다. 이에 응답자 200명 중 86명이 답변내용을 제공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문항의 답변으로 작성된 내용과 심층인터뷰의 응답자들이 제공한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86명의 주관적 의견은 몇 가지 의견으로 그룹핑할 수 있다.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은 방송·영상콘텐츠가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점’

에 주목했는데, 86명 중 29명의 답변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34명은 방송·영상콘텐츠의 풍경, 건물, 사건·사고 등 주제별 기록화 기능에 주목

했다. 콘텐츠에 나타난 내용보다는 표현하는 기술에 주목한 의견도 7명이었다. 

심층인터뷰에서의 의견과 다른 점은 일반 이용자들이 방송·영상콘텐츠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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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점이다. 심층인터뷰 응

답자들은 방송·영상콘텐츠의 문화유산적 특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방송기술이나 우리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된 물리적 매체 

등에 주목했다. 또한 내용적 차원에서는 방송·영상콘텐츠가‘인본주의, 자유, 평등, 

환경보호’등 인류 보편의 가치 내지는 인간문화재·변화하는 도시나 자연물·

정부의 대국민 공보정책 등과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담는다고 보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응답자

들은 방송·영상콘텐츠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생활

상을 볼 수 있다’등 방송·영상콘텐츠의 주제별 기록화 기능에 주목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이에 더하여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가 다른 나라·

문화와 구별되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생활상, 문화적 코드 등을 담고 있어 한국

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앞서 심층인터뷰 조사

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의견으로,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좀더 많은 잠재이용자

들의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일반 이용자들은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외국 네티즌들에게 양질의, 즉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담은 한류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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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답변내용 예시 전체

후대 전승가치와 
교육적 가치에 

주목

“과거를 알 수 있어서/과거를 간직하기 위해서/과거 
역사가 남아있어야 후손들도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
갈 것 같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기록의 무형적 가치를 고려해서”
“자라나는 후손에게 많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태를 타산지석 삼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거의 반성이 필요”

29

주제별 기록화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시대상 반영”
“과거의 문화를 사운드와 영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므로/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재건축으로 인한 진정한 유적지가 점차 사라지므로”
“옛날 사건을 현재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어서”

34

한국문화 홍보

“우리나라를 잘 알릴 수 있어서”
“해외에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계에서 독특한 유일한 유산임으로”
“타 국가에서 제작되는 영상과 차별성을 갖고 있
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12

기술의 기록화

“교육적 가치가 있어서/과거 기술을 현대에서 
배울 수 있어서”
“과거 촬영기술이나 편집제작 기법을 알 수 
있어서”
“방송 기술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어서”

7

 표 63.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 요약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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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을 새로 구축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 중 94.5%가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 중 ‘약간 필요하다’ 46.5%, ‘매우 필요하다’ 16.5%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에 대해서 ‘조사 당시 처음 들어보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9.5%, ‘이름만 들어보고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3.0%

인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치이다. 즉,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

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많은 

응답자가 방송·영상 콘텐츠의 문화유산화 및 영구보존과 추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두 항목(‘방송/영상을 공공의 자산/유산으

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나중에 방송/영상 콘텐츠를 다시 보려면 수집, 보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두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4%로 같은 수치로 조사

되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1순위가 ‘나중에 방송·영상콘텐츠를 

다시 보기 위해’, 즉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재시청하기 위해 아카이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방송·영상 분야 및 연구원 등 전문직 종사자

들은 ‘연구·교육·창작 등 업무상 공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46.2%), 

그리고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부가정보(메타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30.8%)

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직업보다 높은 편이었다.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도서관 등 저작권 예외기관 지정 필요성’에 많은 응답자가 동의한 바와 같이, 

본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이러한 ‘전문직’종사자의 의견은 업무상 기존 플랫폼

에서 2차 활용이 어려운 콘텐츠를 접했거나 콘텐츠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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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필요하지 않다 5.5 8.0 2.0 5.0 6.3

필요하다 94.5 92.0 98.0 95.0 93.7

표 64.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의 필요성 (단위: %)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방송/영상을 공공의 자산/유산으로 보존
할 필요가 있어서

52.4 66.7 44.1 53.8 50.0

나중에 방송/영상 콘텐츠를 다시 보려면 
수집, 보존이 필요할 것 같아서

52.4 51.9 41.2 46.2 61.5

방송/영상은 연구, 교육, 창작활동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5 33.3 41.2 46.2 42.3

‘유튜브’, 포털(‘네이버’,‘다음’등)과 
다른 차별화된 방송/영상 부가 정보를 
얻을 것 같아서

32.5 18.5 23.5 30.8 46.2

해외에도 있는데 국내에도 있어야 해서 11.1 3.7 14.7 23.1 9.6

표 65.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복수선택, 단위: %)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 평균 5.5%였고, 특히 

대학(원)생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편(8.0%)이었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기존 플랫폼, 즉 ‘유튜브’나 ‘네이버’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39.2%)’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도 36.5%이었는데, 이는 국내에 방송·영상콘텐츠 

공공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직’응답자 중에서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

이 절반 이상(57.1%)으로, 공공 플랫폼 없이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업무에 

아카이브 검색 및 자료 수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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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에서 방송·영상 분야 및 문화정책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공영상문

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같은 

문항을 본 설문조사에도 구성하였는데,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송·

영상물을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영구보존’이 

평균점 3.9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본 설문조사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기억을 담은 방

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시 보는 문화향유 공간’이 두 번째로 높은 

평균점(3.85)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물론, 심층인터뷰에서도 지역방송에 근무하는 

프로듀서 및 아키비스트, 지역 콘텐츠를 소재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및 독립

다큐감독, 독립프로듀서 등은 이 항목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17명 중 11명). 그

러나 심층인터뷰에서는‘후대 전승할 방송·영상콘텐츠 영구보존’ 및 ‘도서관

에서의 검색 및 재시청 공간 제공’이 1순위(두 항목 모두 17명 중 15명 선택)였던 

점에 비해, 설문조사에서는 ‘지역 역사문화 관련 이미지 공개 및 문화향유 공간’

역할을 중요하게 본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 항목에 대체로 높은 평균점을 기록했고, 30대는 1순위와 2순위가 

동일한 평균점이었으며 40대 응답자들은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로 보았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유튜브’나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이용하는 것이 편해서

39.2 26.1 43.8 42.9 46.4

필요한지 아닌지 경험하지 못해 잘 
몰라서

36.5 47.8 25.0 28.6 35.7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29.7 30.4 25.0 57.1 25.0
방송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가 
충분해서

18.9 13.0 18.8 14.3 25.0

공공기관이 서비스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12.2 13.0 12.5 14.3 10.7

표 66.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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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에 비해 그 외 지역 응답자의 평균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서울 

3.87, 경기·인천 3.81, 그 외 지역 3.89). 

 앞서 방송·영상콘텐츠가 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에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00명 중 12명 정도가 방송·영상콘텐츠가 우리 문화를 홍

보하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을‘한류 팬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한류콘텐츠를 감상

하는 문화외교 공간’이라고 보는 의견에 특히 높은 점수를 주었다.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항목별 전체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방송·영상 콘텐츠를 오래 시청하고 접한 경험이 반영된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직업군에서 1순위와 2순위는 전체 평균 결과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타 직업군은 ‘방송·영상물을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영구보존’하는 역할을 1순위로 보았지만, ‘일반인’응답

자의 경우 ‘지역 역사문화 관련 이미지 공개 및 문화향유 공간’이 공공 방송·

영상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문직(방송.영상 관

련직종, 연구원 등)’응답자들은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가‘한류팬들이 한류

콘텐츠 시청을 위해 언제든 찾아오는 문화외교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특히 높은 점수(3.90, 타 직업군 평균 3.66)을 주었다. 이는 방송·영상현업 종사

자들로 구성된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의 의견과 다른 결과이다.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한류드라마, Kpop 등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한류콘텐츠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역할을 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17명 중 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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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

해서 질문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선택항목도 심층인터뷰와 동일하게 구성했다. 

심층인터뷰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법·제도 지원과 예산 및 공적자금 지원을 

모두 1순위로 보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두 항목보다는 정부가‘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을 정부 역할 1순위로 꼽았다. 이는 모든 직업의 응답자들이 

공감하는 항목이었으며, ‘전문직’응답자들이 이 항목에 특히 높은 응답률(30%)

을 보였다.‘전문직’응답자들은 2순위로 ‘방송·영상 저작권 유통 및 활용 

마켓을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선택했다. 심층인터뷰에서 1순위 항목 중 하나였던 

‘법·제도적 지원’은 2순위로, ‘예산이나 공적자금 지원’은 모든 직업군의 

응답자에서 3순위로 조사됐다. 심층인터뷰에 비해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직업과 연령을 불문하고 대체로 분산된 편이다.

항목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1) 방송.영상물을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물려주기) 위한 영구 보존

3.90 3.99 3.64 3.60 4.26

2) 지역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기억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다시보기 하는 
문화향유 공간

3.85 3.92 3.64 3.70 4.06

3) 도서관에서와 같이 과거 
방송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정보공간

3.68 3.70 3.45 3.60 3.94

4) 저작권 판매 및 구입을 할 수 있는 
오픈 마켓

3.57 3.66 3.32 3.47 3.74

5) 한류팬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한류콘텐츠를 감상하는 문화외교 공간

3.67 3.68 3.36 3.60 4.09

6) 방송사, 외주제작사들의 원본 및 
방송프로그램을 백업하는 관련 산업 지원

3.64 3.78 3.41 3.37 3.77

표 67.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의견
(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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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귀하께서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지 않다 5.0 4.0 2.0 10.0 6.3

필요하다 95.0 96.0 98.0 90.0 93.7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2개까지 
선택)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 지원 25.0 28.0 24.0 30.0 22.5

예산이나 공적자금의 안정적 지원 18.0 20.0 16.0 15.0 18.8

법/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16.5 22.0 14.0 15.0 15.0

방송/영상 저작권 유통, 활용 마켓 지원 14.0 14.0 12.0 25.0 12.5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과 표준화 
지원

14.0 4.0 24.0 10.0 15.0

아카이브를 방송·영상 창작 활성화 정
책으로 활용

12.0 12.0 10.0 5.0 15.0

기타 0.5 -　 -　 -　 1.3

표 68.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

3) 서비스 대상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대상과 범위

 그렇다면 이 장에서 논의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서비스 대상‘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는 무엇일까? 일부 공공 방송·영상아카

이브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이 기존 플랫폼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을 통해, 공공 플랫폼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는 기존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콘텐츠 선정이 전

제되어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플랫폼

에서 서비스되기를 희망하는 콘텐츠 유형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 문항은 심층



- 330 -

인터뷰 응답자들에게 제공된 동일한 선택항목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층인터뷰 답변내용과 비교해보았다.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일부 응답자들은 시청률 등 특정 기준으로 평가된 콘텐

츠를 아카이브 수집대상으로 정한다면 일부 콘텐츠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는 많은 응답자가 ‘시청률·화제성 

지수·콘텐츠 지수 등 특정 지표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

츠’가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가 1순위(21.5%) 서비스 대상이라고 보았다. 이 

항목은 20대 이하, 50대 이상 응답자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방송·영상 분야 종사자 및 연구원 등 ‘전문직’응답자들도 이 항목을 ‘공공 

방송·영상콘텐츠’1순위로 꼽았다.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17명의 응답자 중 10명이 다음 세대에 전승 대상이 되는 

문화적 요소(한국어, 문화재, 문화예술작품 등)에 관한 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수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공공 방송·

영상콘텐츠’2순위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19.5%는‘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한국어, 한글, Kpop 등 한국의 특수한 문화예술 분야를 담은 콘텐츠’를 

‘공공 방송·영상콘텐츠’2순위로 꼽았다. 30대와 40대, ‘교육직’응답자는 이를 

1순위로 선택했다. 수도권 외 거주하는 응답자들도 한국적 특성이 드러나는 콘텐

츠를 1순위(26.2%)로 보았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17명의 응답자 모두 ‘주요 지상파 4개사(KBS, EBS, MBC, 

SBS)의 콘텐츠’와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작지원금 등 ‘국가예산이 

들어간 콘텐츠’는 ‘공공성’을 가진 콘텐츠로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우선 수집을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법』허가·승인 대상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또한 17명 중 13명이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비교

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지상

파 방송4사 콘텐츠 17.5%, 방송법 규제대상자의 콘텐츠 11%, 국가예산이 들어간 

콘텐츠 7.5%). 지역별 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한 응답자들은 ‘주요 지상파4사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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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가 1순위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로 보았지만(22%), 경기·인천 지역이

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해당 항목을 비교적 중요하지 않게 보았다

(경기·인천 지역 13%, 그 외 지역 18%).

항목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시청률, 화제성 지수, 콘텐츠 지수 등 특
정 지표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21.5 24.2 15.9 16.7 25.7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한국어, 한글, 
Kpop 등 한국의 특수한 문화예술 분야
를 담은 콘텐츠

19.5 14.3 22.7 23.3 25.7

KBS, E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17.5 17.6 22.7 16.7 11.4

비교적 장기간 방송된 콘텐츠(KBS전국노
래자랑, SBS인기가요)

13.0 13.2 4.5 23.3 14.3

지상파, 종편 등 ‘방송법’에 따라 허
가/승인/면허 대상 방송사의 콘텐츠

11.0 12.1 15.9 6.7 5.7

국내외 방송 및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
서 수상한 콘텐츠

10.0 11.0 6.8 6.7 14.3

국가예산(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지원받
아 제작된 콘텐츠

7.5 7.7 11.4 6.7 2.9

표 69.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에서 서비스 대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

(3개까지 선택, 단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잠재 이용자, 즉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성’의 기준은 방송사의 소유구조·운영재원, 

그리고 『방송법』과 관련된 의미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

에게는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선정하는‘공공성’의 기준이 규제 여부나 

공적재원 투입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시청률이나 화제성 지수 등이 

높은 콘텐츠라면,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콘텐츠라고 해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주목하고 수집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서는 ‘방송·영상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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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가 수집·서비스해야 할 ‘공공미디어’를 방송채널(사업자), 콘텐츠, 공개방법

(방송 및 온라인)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콘

텐츠 측면의 공공미디어’는 한국의 공동체적 기억과 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으로 

가치가 높은 영상물을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로 볼 수 있다. 상업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구와 역사적 가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콘

텐츠에 내재한 공공성에 따라 이들의 방송·영상콘텐츠도 선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CJ ENM이 제작한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이, 모든 

세대의 공감과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경험을 가진 콘텐츠, 한 세대의 팬덤 문

화를 형성했던 콘텐츠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공공재 가치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일본 BPCJ는 지상파 채널에 한정하지 않고 높은 시청률, 시청자의 반향 등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이나 현대사, 사회 풍속, 주요 인물 등 기록으로서 가치 있는 

프로그램과 예술, 과학, 전통문화 등의 기록으로서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361) 

4)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서비스 대상과 방식에 관련된 의견

 다음은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의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 문항들에 대한 조사결과로부터 다음 절에서 논의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주요 이용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주요 이용자그룹은 심층인터뷰에 관련 

문항에 설계된 항목과 동일하게 선택항목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연령·직업을 

불문하고 많은 응답자가 1순위 이용자 그룹을 ‘국내 일반시청자’라고 생각했다

(33.5%).‘방송·영상 현업 종사자’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각각 2순위

361) 정회경, 박춘원, 유영식, 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분
석. 『미디어, 젠더&문화』, 34(3),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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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순위(13.0%)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2순위 이후의 의견은 차이가 있

었다. ‘대학(원)생’은 2순위 이용자그룹이 ‘해외 한류팬(20.0%)’이라고 생각했

지만, ‘일반인’은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25.0%)’였다. 방송·영상콘텐츠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교육직’, ‘전문직’종사자들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교육직 16%, 전문직 25%),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교육직 16%, 

전문직 15%)를 2순위 및 3순위로 꼽았다. 심층인터뷰 결과 분야별 학술연구자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주요 이용자층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지만 

(17명 중 16명),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이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높지 않

았다(8.0%). 

 심층인터뷰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반시청자들은 ‘유튜브’등 기존 플랫폼이나 

방송사 홈페이지 이용을 하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의 공공 플랫폼 이용빈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17명 중 4명). 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공공 방송·

영상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층이 국내 일반시청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기존 OTT서비스와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플랫폼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설명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아카이브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내 시청자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한류팬’ 및 ‘학부모/학생’에 대한 의견도 심층인터뷰 조사결과와 대조

적이다. 심층인터뷰에서는 두 항목에 대한 이용률이 비교적 낮게 예측되었지만(해외 

한류팬 17명 중 1명, 학부모/학생 17명 중 2명), 20대 이하 및 30대 젊은 세대는 

‘해외한류팬’, ‘학부모/학생’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

일 것으로 예측했다(해외한류팬 20대 13.2%, 30대 13.6%, 학부모/학생 20대 12.1%, 

30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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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국내 일반 시청자 33.5 34.0 42.0 30.0 28.8

방송영상 현업종사자 19.5 16.0 16.0 15.0 25.0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13.0 6.0 16.0 25.0 12.5

해외 한류팬 11.5 20.0 6.0 5.0 11.3

학부모/학생 10.5 14.0 8.0 15.0 8.8

분야별 학술 연구자 8.0 8.0 6.0 10.0 8.8

초등/중등/고등 교육자 4.0 2.0 6.0 　 5.0

표 70.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 주요 이용자 (3개까지 선택)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을 이용하는 목적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60% 이상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단순 재시청’을 선택했다. 모든 연령대와 

직업에서 이 항목을 공공 아카이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1차 목적으로 선택했다. 

그에 이어서‘업무에 저작권 활용’이 2순위(21%), ‘연구 및 교육에 활용’이 3

순위(16.5%)였다. 이는 심층인터뷰에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학술연구자

들이나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의해 연구나 콘텐츠 

제작 등 업무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좋아하는 프로그램 단순 재시청 62.5 68.0 62.0 60.0 60.0

콘텐츠 제작, 전시, 출판 등의 업무에 
저작권 활용

21.0 20.0 20.0 15.0 23.8

연구 및 교육에 활용 등 16.5 12.0 18.0 25.0 16.3

표 71.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 이용목적 (2개까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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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의 서비스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체로‘공공 방송·

영상아카이브’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평균점 3.99)’과 

‘고화질 영상 서비스(평균점 3.95)’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연령

대의 응답자가 두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을 주었다. 그러나 콘텐츠 다양성이나 

고화질 영상 외에, 직업별로 중요하게 보는 점이 약간 달랐다. ‘교육직’ 및 

‘전문직’응답자는 업무에 필요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신속한 신규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교육직 3.96, 전문직 4.20). 특히,‘전문직’

응답자는 ‘신속한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을 주었고, 

그 외에도 ‘좋아하는 콘텐츠를 한꺼번에 다시보기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항목의 

평균점은 4.00으로, ‘전문직’응답자에게 이러한 시청 편의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 플랫폼을 업무가 아닌 여가 등을 위해 활용할 가능

성이 높은 ‘대학(원)생’과‘일반인’응답자들은 검색편의성과 추천서비스가 중요

하다고 답변했다. ‘유튜브’등 기존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대학(원)생’응답자는 

‘콘텐츠 키워드, 테마, 주제별 검색 편의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평균

점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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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다양한 콘텐츠 제공 3.99 4.02 4.06 3.85 3.95

신속한 신규콘텐츠 업데이트 3.86 3.88 3.96 4.20 3.69

테마, 장르, 출연자, 장소 등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가 손쉽게 검색되는 
인공지능(AI) 활용 맞춤/추천 서비스 제공

3.74 3.68 3.78 3.65 3.78

콘텐츠 키워드, 테마, 주제별 검색 편의 제공 3.90 3.98 3.92 3.85 3.84

2배 또는 3배 재생, 빨리감기, 뒤로감기 
등 편리한 재생 플레이어 제공

3.65 3.76 3.58 3.75 3.60

고화질 영상 서비스 제공 3.95 4.04 3.98 4.10 3.84

 좋아하는 콘텐츠를 ‘위시리스트’ 
혹은 ‘찜하기’ 서비스 제공

3.78 3.90 3.80 3.80 3.68

 좋아하는 콘텐츠를 한꺼번에 다시보기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3.81 3.84 3.82 4.00 3.73

표 72.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의견 1 – 콘텐츠 및 서비스

(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한편, 본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민간 플랫폼과 달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 플랫폼에서는 메타데이터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방영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재시청·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다차적인 의미만들기가 이

루어지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때 메타데이터를 통해 플랫폼에 공개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해당 콘텐츠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이 <표 73>과 같이 본 설문조사 가운데 아카이브 

콘텐츠의 ‘정보성’에 대한 항목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영상에 

대한 해제(설명), 부가정보, 녹취록 등의 정보’이 가장 높은 평균점(3.67)을 받았고, 

특히 ‘교육직’에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었다(평균점 3.78).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기성세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40대 3.73, 50대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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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층인터뷰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이 강조된 점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학(원)생’응답자들은 저작권 

정보 필요성에 가장 공감했고(평균점 3.80), 이 항목에 대해서는 2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 특히 공감을 얻었다(평균점 3.77). ‘유튜브’ 등 이용이 일상화된 세대의 

이용자는 저작권 구입을 포함한 2차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작권 판매 및 과금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아카이브를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3.75)을 받았다.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영상에 대한 해제(설명), 부가정보, 녹취
록 등의 정보 제공

3.67 3.70 3.78 3.65 3.59

저작권 구입에 대한 정보 제공 3.66 3.80 3.64 3.65 3.59

저작권 판매와 과금 서비스 제공 3.50 3.46 3.60 3.75 3.39

표 73.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의견 2 – 정보서비스

(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유튜브’이용습관이 반영된 듯, 스트리밍 시청이 1순위(38%)였고, 업로드된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가 그 뒤를 이었다(24%). 이는 특히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생’응답자 절반 이상(56%)이 스트리밍 

시청을 희망한다고 답변했고, ‘교육직’이나 ‘전문직’ 등 업무에 활용하는 

직업의 응답자들은 필요에 따라 재편집하거나(전문직 35%), 원하는 구간만 부분

적으로 다운로드(교육직 20%)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검색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비율은 ‘교육직’에서 비교적 높았지만(14%), 대부분의 

직업에서 대체로 응답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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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를 원한다 38.0 56.0 34.0 30.0 31.3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다운로드하고 싶다 24.0 16.0 22.0 15.0 32.5
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재편집해 사용
하고 싶다

15.5 14.0 10.0 35.0 15.0

원하는 영상구간만 편집해서 다운로드하고 
싶다

12.5 4.0 20.0 15.0 12.5

검색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구매 하고 싶다 10.0 10.0 14.0 5.0 8.8

표 74.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시청방식 (2개까지 선택)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플랫폼과 저작권 구매 서비스 이용 의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구축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는 항목에는 ‘전문직’응답자들에서 특히 높은 평균점(3.85)을 기록했다. 

또한, ‘전문직’응답자들은 ‘플랫폼 서비스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유료이용 의사가 있

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현재의 ‘유튜브’업로드 영상을 

이용하는 바와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광고가 나와도 좋다’는 항목

에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국민 개방하는 단계에서 ‘무상서비

스’가 가능한 콘텐츠 선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사회

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정부 사업 등을 통해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이 구축
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

3.68 3.52 3.76 3.85 3.68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서비스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3.47 3.60 3.40 3.55 3.4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광고가 나와도 좋다 3.94 4.08 4.02 3.90 3.81

표 75.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의견 3 – 지불의사
(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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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많은 공공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로 인해, SNS나 2차 활용 등 

플랫폼 외부로의 ‘콘텐츠 공유’기능이 취약한 편이었다. 2015년 SBS에서 시범

적으로 구축했던 <오아시스>플랫폼 또한 SBS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외부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362)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363)’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는 비슷한 관심사와 

활용목적 등을 가진 다른 이용자들과 오랜 세대를 거쳐 공유되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함께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같은 

관심사와 경험을 가진 이용자와 검색하거나 시청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 항목 가운데, ‘교육콘텐츠 제공 

기능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평균점이 높게 조사되었고, 직업별로는 ‘교육직’과 

‘전문직’에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SNS를 통해 같은 관심사와 경험을 가진 

이용자와 공유’에 공감하는 비중 또한 ‘교육직’과 ‘전문직’에서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두 항목 모두 40대 이상 응답자들에게 높은 평균

점을 받았다. ‘SNS를 통한 타 이용자와 공유서비스 제공’항목에서 40대 응답자의 

평균점이 3.77로 가장 높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에 50대 이상 응답자의 평균점이 3.94로 가장 높았다.

항목 전체
대학 
(원)생

교육직 전문직 일반인

SNS를 통해 같은 관심사와 경험을 가진 
이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3.68 3.60 3.76 3.75 3.66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3.81 3.72 3.98 3.90 3.73

표 76.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의견 4 – 사회적 활용

(평균점,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36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p.47.
363)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특정 상품에 수요가 몰릴수록 그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필 사이먼 저, 장현희, 여인춘 역. (2013). 『플랫폼의 시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
글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파주:제이펍.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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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설계 기본방향

 이 절에서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민간 OTT플랫폼에서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고려하되,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나타난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 차원에서 구축되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취지인 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활용 방안의 하나로 공공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1. ‘공공영상’아카이브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의 필요성

1) 공공 활용 중심의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 기본원칙

 국내외 기록학 연구에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은 비교적 최근에 

인식되고 있다. 기록학과 기록관리 현장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은 안전하게 잘 

보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고, 최근에 와서야 기록물이 먼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닌 현재의 이용자들에게도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윤은하는 전통적으로 아키비스트가 ‘기록정보서비스에 무관심’한 

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기록학이 아키비스트의 본질적 임무를 기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364). 아키비스트의 주요 임무를 집중적

으로 연구했던 젠킨슨(Hilary Jenkinson)이나 쉘렌버그(Theodore Schellenberg) 등은 

아키비스트의 주된 책임은 안전하고 보전하고, 기록의 폭넓은 활용보다는 오용되

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로 규정했다.365) 그러나 1980년대를 전후하며 

기록학 연구자들이 이용자 중심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미국 

364)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2(2), p.164.

365) Jenkinson, H. (1922).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Oxford Press.; Schellenberg, T.
(1956). Modern Archives: P rincples and Techniques. Chicago: 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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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관에 근무하던 프리만(Elsie Freeman)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기록관

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활용’으로 보고 이용자 중심의 기록관리론을 주장했다366). 

 한편 공공 영상아카이브 제도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

었는데, 영상아카이브 분야에서는 수집 기록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 초기부터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기능으로 논의됐다. 2장에서 ‘영상문화유산 보호 제도화’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하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된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

(FIAF)’·‘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FIAT)’·‘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

(IASA)’ 등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이들 문서에는 이러한 ‘공공

영상’아카이브의 양대 기능인 ‘영구보존’과 ‘공공활용’이 강조되어 있다. 초기 

영상아카이브가 세계 각국에서 제도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규약’내용을 

제공한 유네스코 1980년 유네스코 『동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에도 

아카이브 기관 및 국가는 수집한 컬렉션의‘접근(Access)’보장이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367) 

 에드몬슨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록관에서는 기록물마다 보존연한이나 비밀기록 

지정 등에 따라 대국민 공개와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공영상’

아카이브에서는 거의 모든 기록물이 보존은 물론 공공활용 대상으로 입수된다는 

특징이 있다.

영상아카이브는 수집, 보존 및 활용 촉진에 의한 영상문서 및 영상문화유산 

컬렉션의 ‘통제된 접근’을 제공하는 법적 위상 또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368)

366) Ericson, T. (1990). “Preoccupied with our own garden: Outreach and Archivists”.
Archivaria, 31, pp.114-122.; Freeman, E. (1984). “In the Eye of the Beholder: Archives
administration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merican Archivist, 47, pp.111-123.; Mahr,
W. (1986). “The Use of User Studies”. The Midwestern Archivist, 11(1), pp.15-26.

367) 6. L’accès aux oeuvres et aux sources d’information que représentant les images en
mouvement, qui sont obtenus, sauvegardées et conservées par des organismes d’archives
publics ou privés à but lucratif, devrait être facilité autant que possible. -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368) An audiovisual archive is an organization or department of an organization which has a
statutory or other mandate for providing managed access to a collection of audiovisual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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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FSA의 『수집정책』에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수집 대상 기록물 범주와 

유형이 성문화되어 있다. 이처럼 영구보존과 공공활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공영상’아카이브 특성상, 아카이브가 수집하는 수집대상의 저작권자와의 

협의와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영상아키비스트는 입수된 콘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수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아카이브는 저작권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과 자료가 아카이브 내에서 부적

절하게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잘못 제공될 가능성을 제한하는 아카이브 운영 

절차 내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369)

 이런 점에서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에서 더 많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4장에서 살펴본 대로, 공영방송의 

무료보편적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머독은 ‘디지털공유지’

라는 표현을 제안하며, ‘디지털공유지’에서 정보·지식·재현·참여으로 요약

되는 문화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화·상업화되고 있는 국내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문화시민권’과 ‘미디어공공성’은 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문화

시민권을 보장하고 ‘미디어공공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편성해온 방송사업자 등과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교

류하는 문화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documents and the audiovisual heritage by collecting, preserving and promoting –
Edmondson, Ray. (2016). Audiovisual Archiving – Philosophy and Principles(Third Edition), p. 28.

369) 2.4.1 Archives and Copyright Owners
First and foremost, archives have an obligation to comply with copyright and related law.
This require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relevant law, and a system of controls within
the archives operating procedures which limit the possibility of material being
inappropriately used within the archive or incorrectly supplied to a third party. – IASA,
Ethical P rinciples for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https://www.iasa-web.org/ethical-principles.

https://www.iasa-web.org/ethical-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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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플랫폼 구축의 목적을 수집된 컬렉션을‘보존’에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활용’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2000년대 이후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체로 공공활용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가, 가장 

최근의 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의 목적을 ‘보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370)했다. 즉, 이 연구에서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을 방송사의 콘텐츠 거래 등 상업적 활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이는 실무자 협의에 

참여한 방송사들의 부정적 의견을 의식한 결론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카이빙 방

식은 안전성과 프로그램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측면을 고려할 때 전용 회선 

및 인코더를 통한 프로그램 수집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

했던 B2B서비스 등 콘텐츠 거래시스템의 경우, 참여를 원하는 방송사에 제한되어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아카이브 기관이 검색 포털 기능을 제공한 후 

방송프로그램 구매 수요자와 방송사를 중개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의 검색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아카이브 구축을 참여사업자·

보존대상·아카이빙 방법 등을 선정하는 사전단계부터, 시범적용-보존대상 확대-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 추진과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전단계

부터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방송사는 10개 방송사(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중 

1개 사, 2단계 이후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방송사는 2개 사에 불과하다.371) 

 이 연구에서 방송사업자들의 기존 콘텐츠 유통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한 결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설될 아카이브가‘영구보존과 공공활용’기능이 동시에 중요한 일반적인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70) 방송통신위원회. (2020).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방안』, p.81.
371) Ibid.,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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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플랫폼’의 특징을 구체화

하지 못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활용이 전제되지 않은 보존’은 

별도의 플랫폼 구축 과정 없이 현재의 제도 안에서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방송사에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권을 부여하는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내용규제 기능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 대상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보존용 콘텐츠를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 연구보다 2년 정도 앞서 수행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구에서는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주요 이용자층인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 습관에 맞추어 개인 맞춤화 

자동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동영상이 ‘콘텐츠’보다는 

‘시간적 데이터(Timed Data)’라는 점을 전제하고,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즉 메타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원본 영상에서 발췌된 클립들을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한 시

스템 구성안을 제안했고, 콘텐츠 내용 메타데이터 생산 관련 기능과 이용자 개인

행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능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별 자동화 맞춤 콘텐츠 서비스 방안 모든 이용자의 이용자 데이터 상호 공유 

필요성 등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수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에 

의해 공공 차원에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이관받는 방법과 이를 시스템 구성도나 서비스 체계도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372)

 플랫폼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고객’이 되는 

37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pp.167-171.



- 345 -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양한 방송사로부터 방영본 콘텐츠를 이관받는 단계에서, 

그리고 이관된 콘텐츠를 다양한 목적으로 플랫폼을 찾는 이용자(분야별 전문가, 

방송영상 분야 현업 종사자, 문화예술 종사자, 초중고 교육자, 학생, 학부모, 일반인, 

해외 한류팬 등)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양 측에서 ‘서비스 체계’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양측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을 고민하고자 한다.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목적과 방향성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사전적 의미로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다.373) 본 연구는 ‘공공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영역의 구성원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천착했다. 플랫폼 또한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행위자들의 교류 양상이나 적극성에 따라서 

플랫폼 자체가 ‘공론장’역할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어원을 살펴보면, 

‘구획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플랫(Plat)’과 ‘형태’라는 뜻을 가진 ‘폼(Form)’의 

합성어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플랫폼이란 말이 가진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대체로 시스템 및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수히 많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듯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지칭한다.374) 온라인 플랫폼은 

373) 노규성. (2014).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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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플랫폼’이 결합된 단어로, 온라인 공간상에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모

델이 개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375)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와 관련된 논의에서 플랫폼은 경영학적 또는 경제학적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플랫폼을 유형, 주제, 장르, 제작시기 등을 불문하고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급자와 이용자가 만나는 가상의 공간이자, 콘텐츠 이용이 유·무상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체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성격에 따라 양면시장과 단면시장으로 나뉠 수 있다. 

양면시장은 플랫폼 시장의 이용자가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뉘어 이용자의 성격이 

이질적인 시장이고, 단면시장은 ‘페이스북’ 등 SNS의 회원과 같이 이용자간 플

랫폼 이용 목적이 동질적인 시장을 의미한다.376)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은 이 중 양면시장에 해당한다.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되는 두 그룹을 측면시장(sided market)이라고 부르는데, 양면시장에

서는 상이한 두 측면시장 사이에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한 측면시장에 

의해 다른 측면시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리하면, 양면시장의 구성요소로 첫째 

뚜렷하게 구분되나 서로 관련되는 두 종류의 측면시장, 둘째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

효과, 셋째 한쪽의 측면시장 스스로는 간접적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매개체, 즉 플랫폼이 있다377). 좁은 의미에서 

플랫폼 참여자는 플랫폼에 의해 매개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와 공급자, 기타 

374) 윤상진. (201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서울:한빛비즈. pp.43-44.
375) 곽관훈. (2018).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상거래법제. 『기업법 연구』, 32(1), p.137.
376) 김준형. (2017). 온라인 플랫폼 경험: 호스피탈리티 고객 인게이지먼트 및 로열티 향상 방안.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8(2), p.77.
377) 김도훈. (2010.12.). 양면시장형 산업생태계에서 플랫폼 경쟁에 관한 진화게임 모형. 『한국경영

과학회지』, 35(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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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 파트너 등이지만, 넓은 의미로 플랫폼 참여자란, 플랫폼의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플랫폼과 직

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위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가 플랫폼에 공개되고 공유되었을 때, 해당 

콘텐츠를 제작자 혹은 이용자 외에 해당 콘텐츠에 출연한 출연자 또한 간접적인 영

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여 김도훈은 ‘플랫폼서비스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서비스 생태계’는 플랫폼이 탄

력적으로 설정하는 규칙에 따라 플랫폼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다른 참여자와의 

거래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집합과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지칭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참여자들은 규칙을 준수하면서 거래를 통하여 가치를 

만들어낸다.378)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의 참여자들은 5장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수집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주체들이 될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의 구성요소를 

요약해보면 <표 77>과 같다.

378) 김도훈. (2016). 플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개념적 유형화. 『한국IT서비스학회지』, 15(1),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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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측면시장1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공급자
지상파 및 유료방송 사업자, 외주제작사, 개인 및 공동체 등 콘
텐츠 제작자

측면시장2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이용자
학술연구자,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제작, 유통 등),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교육자, 일반 시청자, 해외 한류팬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저해상도 영상 및 메타데이터
 - 콘텐츠 공개
 - 검색, 열람(시청)
 - 저작권 중개
 - 주문 및 과금

참여자
(예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공급자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이용자 
 (공공) 국회, 정부(방송·영상산업 분야 규제기관)
 (민간) 광고주, 시민단체, 분야별 학술전문가 집단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직·간접적 이해관계자 (출연자 및 
저작권자)

표 77.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온라인 플랫폼 구성요소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및 플랫폼 수요 파악

 4장에서 주요 지상파방송사의 사내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중소영세방송사·지역

방송사의 아카이브 인프라가 미비한 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채널 등 이른바 ‘대형방송사’는 비교적 사내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인 콘텐츠 활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중소영세방송사 및 지역방송사의 경우 

방송사마다 사내DB구축의 편차도 크고 대부분 과거 콘텐츠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방송·영상 분야에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요는 콘텐츠 공급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다양한 층위의 콘텐츠 

공급자와 콘텐자 이용자에게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목적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서비스 방향성을 정리하면 <표 7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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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콘텐츠 공급자 ①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콘텐츠 공급자 ②
중소 영세방송사, 

외주제작사, 지역방송사 
콘텐츠 이용자

현황

§ 사내 아카이브 구축 및 
제작 활용 일반화

§ 복본 이중보존 정책 미비
§ 주요 지상파 방송사 

‘협조’또는 저작권 구매
§ 제작용 외부 검색

환경 미비

§ 조직마다 사내 콘텐츠 
DB구축 및 제작활
용 현황 다양

§ 장기적인 미디어 
관리, 메타데이터 
정보 입력 체계 
미비한 곳이 많음

§ 제작용 외부 검색
환경 미비

§ 연구/교육/창작 등 
2차 활용 콘텐츠 
검색 환경 미비

§ 방송사 큐레이션과  
‘유튜브’ 등 기존 
민 간 플 랫 폼 에 
의 존 한  과거  
콘텐츠 활용

보존기능 
수요

지진/전쟁/해킹 등  
재난복구 체계 

조직별 위탁 장기보존 이용자별 위탁 장기보존

서
비
스 
수
요

공
급

§ 다양한 콘텐츠 수요(창작, 연구, 교육) 확인
§ 이용자별 콘텐츠 제공채널 마련
 - 콘텐츠 저해상도 영상 및 메타데이터 제공 
 - 판매용 저작권 정보 중개
§ 콘텐츠 공공활용에 의한 권리관계 보호문제 

해결
§ 공시된 요율표에 의한 콘텐츠 판매 

주제별 연구/교육/창작 등  
이용자 콘텐츠 사회적 
공유
 - 연구성과물
 - 2차 활용 창작물
 - 콘텐츠 비평자료 

이
용

§ 다양한 출처별 콘텐츠 통합검색
§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메타데이터 및 저해상도 영상 시청을 통한 

서비스 콘텐츠별 활용(판매) 여부 결정
§ 구매 대상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 구매 대상 콘텐츠 구입

표 78. 콘텐츠 공급자·이용자에 따른‘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및 플랫폼 수요

 본 연구의 관심주제인 방송·영상 분야‘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와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에 관한 수요는 <표 78>과 같지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 이와는 

다른 양상의 콘텐츠 및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로 분류되는 타 분야(문화예술 작품, 공공기관 시청각 기록, 국책연구기관 

질적연구자료 등) 콘텐츠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수요는 별도로 파악해야 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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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서비스 수요에 따라 향후 다른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붙일 수 있는 

‘오픈 시스템’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특정 업체나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API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확장성과 표준 프로토콜 및 포맷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상용화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즉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은 물론 앞으로 등장할 IC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현재의 주류 기술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류 기술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구축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은 완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공급자나 콘텐츠 이용자가 추가 개발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공영상문화유산’보호 및 공공 활용 체계가 상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79)

 한편, 기존 콘텐츠 및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의한 자동화에 기반을 

두고 개인맞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응적 지능화 맞춤 서비스’로 설계되

어야 한다.380)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을 이용할 서비스 고객이 대형 및 

중소형 방송사부터 개인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큼,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 사용목적에 최적화된 지원을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379) 강진욱. (2018). 신기술과 아카이브의 미래: 공공 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공공 영상아카이브를 위한 정책 세미나(주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언론정
보연구소,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발표자료, p.26.

38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167-169.



- 351 -

그림 35.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서비스 개념도 

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p.169.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계층도 및 아카이브 기능 구성

 지금까지 논의한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서비스 계층도를 설계해보면 <그림 36>과 

같다. 콘텐츠 공급자 및 이용자에게 콘텐츠 시청·정보검색·다운로드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레이어’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아카이브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관리 레이어’, 그리고 중장기적인 콘텐츠 보존을 

위한 ‘장기보존 레이어’ 등 3개 층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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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서비스 계층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3개 층위의 서비스 계층도는 아카이브 운영부터 

컬렉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기능으로부터 설계된다. 

일반적인 아카이브 업무 기능과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논의해온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수집과 활용에 관한 업무 기능을 정리하면 <그림 37>과 같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 업무 기능 설계는 한 조직의 구체적인 수집 대상과 방법, 출처,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이 결정된 이후에 설계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대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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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운영기획

방송·영상컬렉션 
수집

방송·영상컬렉션 
보존관리

방송·영상컬렉션 
활용

전략기획 수집전략기획 보존관리기획 컬렉션활용 기획

콘텐츠 공급자 
수집네트워크 관리

권리관계 관리 등록·정리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관리 조사연구 분류·기술 방문 열람 

시스템 관리 수집정책 수립 보존 창작자원 제공

성과관리 수집실행 디지털 변환 연구지원 및 출판

운영위원회 
관리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기준 수립

표준화
(보존/활용포맷, 
메타데이터)

전시 운영

콘텐츠 개발

권리침해 해결 
헬프데스크 운영

그림 37.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업무 기능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업무는 크게 ‘방송·영상컬렉션  

운영기획’, ‘방송·영상컬렉션 수집’, ‘방송·영상컬렉션 보존관리’, ‘방송·

영상 컬렉션 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운영기획’은 컬렉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아카이브 전체 전략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정부의 방송사 대상 공적

책무 및 ‘공공성’평가 절차, 방송사 국내외 유통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로 공급할 방송사업자의 소장콘텐츠 공개범위와 대상을 

결정하거나 방송사업자 외 다양한 콘텐츠 공급자의 범위를 정하는 ‘수집네트워크

관리’ 작업은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 ‘방송·영상컬렉션 수집’기능은 조사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5장에서 논의한 ‘공공 방송·영상컬렉션’수집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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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수집방법(콘텐츠 목록수집, API연계, 아날로그매체 수집, 기증, 구입 등) 등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본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논의한 ‘수집정책 수립’,‘공공 

방송·영상콘텐츠 기준 수립’, ‘권리관계 관리’업무가 별도로 필요하다. ‘방송·

영상컬렉션 보존관리’기능은 아카이브로 수집된 자료를 등록, 분류·기술

(description), 보존함으로써 자료에 대하여 지적·물리적 통제를 수행하여 이용자

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및 관리하는 기능이다. 복수의 방송사업자로

부터 공급받는 다양한 포맷의 영상콘텐츠를 장기보존포맷 및 메자닌·저해상도 

포맷으로 변환, 표준 메타데이터의 모델을 결정하고 수집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자동)표준화하는 업무는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방송·영상컬렉션 

활용’기능은 이 장에서 논의하는 ‘온라인서비스’업무를 비롯해 수집된 컬렉션을 

활용하는 업무 일체를 포괄한다. 지적·물리적 통제 하에 관리 중인 자원을 본 

연구의 5장과 6장에서 논의한 다양한 층위의 이용자의 콘텐츠 및 서비스 요구를 

정의하고,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이다. 

다른 아카이브와 달리, ‘권리침해 해결 헬프데스크 운영’ 및 저작권 판매 및 

저작권 중개 기능을 포함한‘창작자원 제공’업무가 크게 강조된다. 

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 구성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은 <그림 38>과 같이 

구성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2대 기능인 ‘영구보존’과 ‘공공활용’을 

위한 2개의 플랫폼(‘보존/관리 플랫폼’과 ‘공공활용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2개 그룹의 서비스고객인 ‘콘텐츠 공급자’와 ‘콘텐츠 이용자’가 교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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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플랫폼 데이터흐름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위원회와 수집평가위원회, 수집정책 등에 따라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기준과 범주가 정해지면, 해당 범주에 포함된 콘텐츠 

공급자(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공공채널, 지역방송, 일반 케이블 등)들은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 대상 콘텐츠를 실시간 직접수신·공동자료저장소·매체 

이관 등의 방식으로 보존/관리 플랫폼의 ‘인제스트 포털’을 통해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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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플랫폼’은 주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입수 받아, 디지털 아카이빙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화, 보존용 및 활용용 포맷 변환, 메타데이터 표준화, 

이중화 등)을 수행한다. 물론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가 ‘공공활용 플랫폼’에서 

활용되면서 생성된 ‘이용자 데이터’또한 ‘보존/관리 플랫폼’의 인제스트 

포털을 통해 입수된다.

 ‘공공활용 플랫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공급자와 콘텐츠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매개 공간이다. 앞서 5장

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의 의견 1순위

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했던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목록을 망라적으로 

조회하고, 개별 콘텐츠에 대해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저작권 정보 포함)를 다양한 층위의 이용

자에게 제공하는 작업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연구나 교육, 창작을 위해 아카

이브를 찾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와 접촉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하고자 할 때, 

이 공간을 통해 ‘저작권 정보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의견 중에는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 소속 아키비스트·프로듀서들을 

중심으로‘공공 방송·영상콘텐츠’저작권 판매 등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

브를 B2B사업에 활용하는 의견에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료 주문 및 과금 서비스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 

필요한지는 후속 논의로 미루고, 다만, ‘온라인 서비스’의 한 기능으로만 언급

하고자 한다. 

 서비스고객2에 해당하는 ‘콘텐츠 이용자’는 ‘콘텐츠 공급자’와 동일한 방송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보다 포괄적인 범위가 될 수 있다. ‘콘텐츠 공급자’는 

본 연구의 5장에서 논의했던 ‘수집네트워크’에 속하는 콘텐츠 생산자를 의미한다. 

한편, ‘콘텐츠 공급자’와 ‘콘텐츠 이용자’ 중 서비스 수요에 따라 ‘공동자

료저장소(위탁장기보존소)’를 상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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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유 의사에 따라 ‘공동자료저장소’에 보관된 콘텐츠는 ‘공공 방송·

영상콘텐츠’로 ‘보존/관리 플랫폼’에 입수하도록 한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 

가운데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용해 2차 저작물 제작이나 연구성과물, 

비평, 언론 기사 등이 생산되었을 때, ‘이용자 제작 데이터’를 공동자료저장소에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보존/관리플랫폼’ 및 ‘공공활용 플랫폼’에 

입수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방송프로그램 혹은 특정 주제·인물·장소·

장르 등에 관한 다양한 컬렉션 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은 

기존의 콘텐츠 공급자·이용자 등 이원화된 논의에서 벗어나, 아카이브 플랫폼을 

매개로 콘텐츠 공급자가 되는 방송사업자 또한 플랫폼의 ‘서비스 고객’으로 

전제하고 설계하였다. 이 장에서 논의하는 플랫폼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거래하고 유통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개인

제작자 등 콘텐츠 공급자들과 본 연구의 주요 이용자(학술연구자,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 일반시청자, 해외 한류팬 등)로 논의한 콘텐츠 이용자 등 2개 그룹이 

교류하는 ‘구획된 공간(Plat+form)’이다. 이런 점에서 벨기에 시청각아카이빙 

코디네이팅 기관 Meemoo에서 아카이브 기관이 플란데런어권 지역 160여 곳 콘텐츠 

파트너(문화/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와 협력하는 사례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과 같은 플랫폼 구조에서 복수의 저작권자 기관들이 공공아카이브에 

신뢰를 가지고 공공활용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절차가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벨기에 Meemoo는‘파트너 계약’에 기관별 콘텐츠 자동적 수집-

관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기하고, 이에 따라 공공 차원의 시청각기록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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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moo의 의무와 권리 
파트너기관의 의무와 권리
협업 준비과정 제반 사항
데이터 입수, 장비보존처리, 데이터 활용 절차 
스토리지 비용
활용 및 공유 대상 콘텐츠
Meemoo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유형과 방법 

표 79. 벨기에 Meemoo-파트너 협약 내용

호주NFSA에서 매년 업데이트 하는 『수집정책』과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식 문서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방송·영화 작품의 

사본이 방영 후 NFSA컬렉션에 입수되는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한 점 또한 아카이브 

기관과 콘텐츠 공급자(저작권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5.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요구사항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층은 ‘국내 일반시청자’(설문조사 결과 1순위)와 ‘해외 한류팬’ 등 

콘텐츠 단순 재시청 및 문화향유 목적 이용자,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심층인터뷰 

결과 1순위, 설문조사 결과 2순위)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등 저작권 2차 활용 

이용자, 분야별 학술연구자(심층인터뷰 결과 1순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청자 대상 콘텐츠 즉 대중문화 향유, 저작권 2차 활용(창작), 학술연구 등 

크게 3가지 활용목적으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선별하고 서비스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일반 이용자들이 ‘옛날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장르가 ‘드라마’와 ‘예능’이며, 시청목적으로 ‘여가 및 오락 

목적’이 1순위였다. 그러나 과거 시대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옛날 방송콘

텐츠’를 본다는 의견도 이에 이어 2순위였다. 따라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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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콘텐츠를 선별하는데 이용자들의 여가·오락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욕구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이용자층 아카이브 이용목적 ‘옛날콘텐츠’주요 이용장르
§ 국내 일반시청자
§ 해외 한류팬
§ 방송영상 

현업종사자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 분야별 학술연구자

§ 여가 및 오락 목적
§ 좋아하는 프로그램 

재시청
§ 과거시대 정보 확인
§ 업무(창작, 전시 

등)활용
§ 연구 및 교육에 활용

§ 뉴스 및 보도영상
§ 드라마, 예능 
§ 교양 및 다큐
§ 영화, 음악/공연/오디션 

표 80.‘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층 및 콘텐츠 수요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공공플랫폼에서의 서비스 요구 사항 1-2순위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신속한 신규콘텐츠 업데이트’그리고‘고화질 콘텐츠’였다. 즉, 

비교적 자주 새로운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가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민간 플랫폼

보다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 이용자들을 위한 추천서비스, ‘좋아하는 콘텐츠’등을 ‘찜하기’하거나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위시리스트 기능, 그리고 테마별, 주제별, 키워드별 검색

편의성 제공에 대한 의견 또한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공공플랫폼에서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콘텐츠 저작권 구매 및 유료 

이용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광고가 

나와도 좋다’에 공감한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상 서비스 제공안에 대해

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인터뷰에서는 저해상도 시청 및 

메타데이터 확인 단계에서는 도서관에서처럼 무료로 이용하고,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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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비스 기능 콘텐츠 시청방식
§ 콘텐츠 다양성
§ 신속한 신규콘텐츠 

업데이트
§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영상에 대한 해제, 
부가정보, 녹취록, 
저작권정보 제공

§ 젊은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업데이트

§ 개인화/맞춤 
추천서비스

§ 키워드/테마/주제별 
검색편의제공 

(소셜태깅, AI 자동식별)
§ 고화질 영상서비스
§ 좋아하는 콘텐츠 

찜하기/다시보기
§ SNS를 활용 외부공유

§ 전체 스트리밍 시청
§ 구간 편집 및 

다운로드
§ 재편집 후 2차 사용

표 8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요구사항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이용자가 방송·영상 콘텐츠를 검색할 때,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두 조사 결과, 이용자가 기존의 

민간 플랫폼과 달리 공공 플랫폼에 기대하는 서비스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었다. 심층인터뷰 응답자 가운데 방송·영상 분야에서 

오랜 제작 경험을 가진 응답자들은 지금까지 제작된 방송·영상 콘텐츠의 가장 

정확한 정보 출처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서도 ‘옛날 방송콘텐츠를 검색하는 과정이 어렵고 불편하다’, ‘키워드별, 테마별, 

주제별 옛날 방송 콘텐츠 검색이 어렵다’, ‘옛날 방송콘텐츠에 관한 부가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등에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또한 아카이브 플랫폼에서는 

영상에 대한 해제(설명), 부가정보, 녹취록 등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에도 많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공감했다. 이런 점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 콘텐츠 공급자들로부터 공급되는 콘텐츠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 표준 메타데이터 모델에 따라 플랫폼에서 저작권 구매정보 등을 

포함해 완성도 있는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영상의 기호성을 살펴보면서 메타데이터가 영상콘텐츠를 보조하는 

요소가 아닌, 주요 구성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즉, 사진이나 영상이 담고 있는 함

축의미와 환유 기능으로 설명되는 ‘의미’를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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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이를 언어적 요소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림 39. 미국 공영방송아카이브(AAPB) 웹사이트 개별콘텐츠 서비스 메타데이터

출처: AAPB 홈페이지.

정리하면, 플랫폼에서‘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상도·주제다양성·업데이트 빈도 등에 의한 콘텐츠의 

‘품질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품질을 제고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영상콘텐츠의 

생산 맥락을 기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델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플랫폼 서비스고객인 콘텐츠 공급자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 메타데이터 모델’수립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방송사들의 관리용 및 

사내 서비스용 메타데이터를 검토하여 공통요소를 확인하고, 공공서비스로 제공하

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

목받고 있는 AI에 의한 인물·장소·목소리·지역 등 자동식별 및 레이블링 기능

을 활용한 기술(description)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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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최근 뚜렷한 콘텐츠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은 방송·영상‘클래식 콘텐츠’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잠재 이용자

에게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컬렉션의 활용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옛날 방송콘텐츠’이용행태와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구축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했다. 

 ‘옛날 방송콘텐츠’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지상파·케이블 

방송이나 ‘유튜브’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옛날 방송콘텐츠’를 1회 평균 1

시간 이상(78.30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OTT이용자들의 평균 이용시간 

76분과 비슷한 시간으로, 최근 OTT를 통해 소비되는 방송·영상 콘텐츠가 

‘옛날 방송콘텐츠’, 즉 구작(舊作)콘텐츠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용자들이 

‘옛날 방송콘텐츠’를 찾아보는 가장 큰 목적은 여가 및 오락 목적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옛날 방송콘텐츠’중에서 드라마와 예능 장르 

이용이 많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과거 시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옛날 

방송콘텐츠’를 이용한다고 답변한 응답률도 높은 편이어서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에서 서비스 대상 콘텐츠는 다양한 연령대·직업의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선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95% 응답자들은 ‘공공방송·영상아카이브’필요성에 공감

했다. 특히, 많은 응답자들이 시청률이나 화제성 지수 등이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콘텐츠는 아카이브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서비스 수요를 도출하고 

서비스 계층도·아카이브 업무 기능·서비스 플랫폼 등을 설계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방송·영상콘텐츠가 ‘공공’아카이브에서 이용되는 과정

에서 ‘의미만들기’가 일어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서비스 대상 

영상의 품질(화질, 비트수, 압축 등)이나 영상에 관한 구체적인 메타데이터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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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 장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정 부분 일치한다. 서비스 면에서 응답자들은 고품

질의 영상과 신속한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

츠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2장 텔레비전 영상의 다차적 의미만들기 과

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의미

만들기는 이용자들의 관심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과

거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에 따라, 40대 이상은 ‘옛날 방송콘텐츠’를 직

접 키워드로 검색하는 반면, 20대 이하 젊은 세대는 콘텐츠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플랫폼의 추천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검색결과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또한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용자 

경험에 따른 ‘의미만들기’는 이 과정에서 차별화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의 메타데이터는 ‘정확성’ 내지는 ‘신뢰성’ 

외에도 서비스 대상 콘텐츠의 내용과 의미, 주제, 상징 등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해석적 요소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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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본 연구의 2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시청각 부문 공공기록관리 현황과 기록관리 

리더십 부재 현상을 확인하고, 20세기 이후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론

장’으로서의 공공아카이브 역할과 기호학적 시각에서 보는 방송·영상 콘텐츠

의 공적 가치를 논의했다. 3장에서‘영상문화유산’관리 및 활용 정책과 제도가 

구체화된 5개 기관 사례에서 국내에 시사점이 되는 점들을 짚어보았다. 4장에서

는 관련 제도와 방송사업자들의 사내 아카이브 구축 경과, 정부 차원의 방송·영

상아카이브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미디어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공영상문화

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를 도출하였다. 5장에서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수집과 활용, 그

리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 관련 이슈가 되는 점들을 살펴

보았다. 이어, ‘옛날 방송콘텐츠’이용과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설립에 관

한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의 의견과 교차 분석하여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활용방향을 모색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

으로, 방송·영상컬렉션과 관련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제1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1.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과 기관 운영 기본원칙

 먼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구축 단계에서 기관의 

정체성과 미션, 사회적 책임 등을 바탕으로 한 ‘수집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방송·영상사업자, 이용자, 잠재기증자 등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문서로서 ‘수집정책’을 성문화하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3장 

해외사례 ‘리더십형 모델’연구에서 호주 NFSA는 『수집정책』을 매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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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버전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카이브 운영 기본원칙’, ‘수집대상 및 

방법’, ‘관리 및 활용 원칙’ 등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정책

(안)’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주 NFSA 『수집정책』 

목차를 참고하였다.

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

 현재 국내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

관·지자체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시청각 기록물, ‘한국영상자료원’·지상파 방

송사 등의 영화·방송프로그램 등을 수집·보존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공’

아카이브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공론장’이 된다는 전제에 천

착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이 수집하는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관리되는 콘텐츠와 그 재생장비 및 관련 문헌을 포괄하는 개념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논의했던 방송·영상 분야 외에도 

공공기관의 생산·소장기록, 영화,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도서, 문화재, 교육·연

구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영상’을 목록화했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한‘공공영

상문화유산’은 다양한 국내 제도와 산업 영역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이용해(표

현매체), 공중(公衆)에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정신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 

배포되었고(생산목적), 해당 영상물을 시청 또는 청취한 불특정다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사진/영상/음성콘텐츠(내용)와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 장비, 매

체, 문서, 지식정보 일체’를 말한다.

 방송·영상 분야에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를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영구 보존(심층인터뷰, 설문조사 

각각 1순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도서관과 같이 과거 콘텐츠를 

검색하고 시청하기 위한 플랫폼 및 물리적 공간을 제공(심층인터뷰 2순위)하며, 



- 367 -

지역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기억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다시 보도록 하는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설문조사 2순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현재 방송·영상사업자 및 제작자,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에게 공동자료

저장소(위탁 장기보존소)를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된다.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 기본원칙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공공성’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운영원리를 도출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송사업자에 의해 편성·방영된 콘텐츠를 비롯해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를 

우선수집하는 ‘공개성’ 원칙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공공 

방송·영상콘텐츠’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유상서비스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관련법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아카이브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운영위원이 누가 선임되어도 일관된 방식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수립한다. 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가 우리 사회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제 면에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 및 관련 장비,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공공 방송·영상컬렉션’을 구축한다. 구축된 컬렉션은 국제적·국가적 표준을 

준수하여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보존된 콘텐츠의 정보에 이용자들에게 접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공공 방송·영상 컬렉션’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공공 방송·영상컬렉션’은 수집·관리·공공서비스 등 업무기능 모든 

측면에서 ‘역사에 설명책임성(Accountablity to history)381)’을 지향해야 한다. 

381) 설명 책임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의 결정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통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ccoutability”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countability.html) 본 논의
에서 말하는 ‘역사의 설명책임성’이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수집·관리·활용과 관련된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counta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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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집 대상 콘텐츠의 공공 활용을 전제한 ‘큐레이션 기반 (Curatorially 

driven) 수집’을 통해 컬렉션 관리·활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수집의 방법 

면에서는 방송·영상 분야 산업관계자, 공공기관 등 규제 및 정책실무자, 관련 

공동체 등과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수집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따라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공공활용 대상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되, 

공공활용이 가능한 시점이나 활용 조건은 ‘수집네트워크’ 구성원인 콘텐츠 공

급자들과의 개별 콘텐츠 단위 혹은 세부 컬렉션 단위 공공활용 관련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우선 수집 대상 및 방법

 그렇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수집해야 할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는 

무엇일까?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우선수집대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분 비고

지상파 주요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콘텐츠
심층인터뷰 (공동)1순위, 
설문조사 3순위 

공적 재원이 투입된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콘텐츠) 심층인터뷰 (공동)1순위

『방송법』에 의한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의 콘텐츠 심층인터뷰 2순위

시청률이나 화제성 지수, 각종 지표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설문조사 1순위
심층인터뷰 4순위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한국어, 한글, Kpop 등 한국
의 특수한 문화예술 분야를 담은 콘텐츠

설문조사 2순위
심층인터뷰 (공동)3순위

국내외 방송 및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 수상작 심층인터뷰 (공동)3순위

비교적 오래 방송된 콘텐츠
심층인터뷰 (공동)3순위
설문조사 4순위

표 82.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우선 수집 대상

모든 결정이 한국인의 역사문화 기록화에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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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 방송·영상컬렉션’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수집 대상은‘지상파 주요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콘텐츠’와 ‘공적 재원이 투입된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는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이 공공 차원의 수집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항목이었다. 그리고 ‘『방송법』에 의한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의 콘텐츠’ 또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응답자가 수집필요성에 공감

했다는 점에서 우선 수집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방송법』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보도전문채널 등)의 콘텐츠’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교육, 문화 전승 민주

사회 발전 등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제작·편성·방영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오랜 기간 공중에 노출되고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해 온 

콘텐츠로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시청률이나 화제성 지수, 각종 지표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의 수집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항목은 설문조사 결과 

2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공공 방송·

영상콘텐츠’1순위였다.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 혹은 공공채널이 아닌 민영방송, 

상업채널, 일반 외주제작사 등이 제작한 콘텐츠 가운데에도 시청률, 조회수, 화제성

지수, 방송사 프로그램 품질평가 등에서 높은 지표를 기록한 콘텐츠는 공공 차원의 

수집 및 활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2순위로 선정된 ‘공공 방송·

영상 콘텐츠’는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한국어, 한글, Kpop 등 한국의 특수한 

문화예술 분야를 담은 콘텐츠였다. 심층인터뷰와 대조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서비스되는 콘텐츠가 한국문화의 

대표성을 가지며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KBS전국노래자랑> 등 ‘비교적 오래 방송된 콘텐츠’ 또한 설문조사에서 

40대 이상 응답자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제 면에서, 역사적 사건·사고, 소멸·멸실·훼손·변형 위기에 있는 유·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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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공동체의 기억을 담은‘후대에 전승될만한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

다. 과거에 실재했던 생활상이나 자연환경, 풍경 등이 드러난 이미지, ‘공공성’ 

있는 인물이나 사건사고를 촬영한 이미지, 그리고 현대사의 여러 주체가 남긴 증

언 또한 우선 수집 대상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정책 홍보수단으로서 방송이 동원되었던 시기에 제작된 콘텐츠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방송·영상콘텐츠는 전후 복구, 탈(脫)식민 시대의 문

화적 정체성 복원, 경제발전을 위한 근면한 노동윤리와 근검절약 등 시대별로 국

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가치를 담아왔으며, 때로는 국가의 대국민 사회교육의 

효율적 수단이자 정책홍보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리고 이는 방송사의 ‘편성’

행위와 심의기구의 ‘내용심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왔다. 따라서 시대별 정책기

조가 반영된 방송·영상 콘텐츠를 선별하여 공공 차원의 수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촬영·편집·송출·수신 등 국내에 도입된 방송기술을 기록화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유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류의 콘텐츠로는 ‘88서울올림픽’ 등 

새로운 디지털 방송기술의 실험장으로 기능했던 국제스포츠 중계방송, 1990년대 

중반 이후 케이블·지역·위성중계방송 및 디지털다채널방송 실험방송, HD방송이 

시작된 2008년 전후의 지상파 뉴스, 2012년 이후 전면실시된 ‘디지털방송’프로

그램 방영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수집대상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확보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목록 수집’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콘텐츠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기증’과 ‘구입’의 방법 또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목록과 정보가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해상도 영상 시청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별하고 이를 ‘기증’받는 방법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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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공활용 대상 컬렉션을 구입하거나 세제혜택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해당 컬렉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아카이브 수집예산으로 활용할

지, 별도의 공공 재원을 마련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목록 수집

구입 기증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기준에 따른 콘텐츠 정보(메
타데이터) 및 저해상도 영상 
제공

수집예산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유상 구입
공공 차원의 세제 혜택, 
제작지원사업 우선 선정권 제공  
공공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콘텐츠 공공이용료 차원)

방송사업자가 선별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무상 제공

표 83.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수집방법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영구보존 기능

 유네스코 권고문 및 IASA 등의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 관련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은 수집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는 입수된 콘텐츠를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 하는 데 한해서만 사본을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이중보존 및 분산보존382)을 원칙으로 하는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역할에 

따라, 이러한 범위 안에서만 사본을 제작하며, 정해진 활용처(방문열람, 온라인 

카탈로그 업로드용 등)에서의 활용에 한해서만 사본을 제작한다. ‘공공 방송·

382) 『공공기록물법』제21조는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원칙을 명시한다.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
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
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
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
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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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수집 단계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공공활용 

개시 시점을 정한다. 또한, 상업콘텐츠의 경우, 공공활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아카

이브가 보존·공공활용 목적에 따른 사본제작이 가능하도록 비암호화된 버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6장에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플랫폼은 크게 ‘보존/관리

플랫폼’과 ‘공공활용’플랫폼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두 플랫폼 중에서, 

‘보존/관리플랫폼’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수집한 콘텐츠를 영구적

으로 보존하고 이중 공공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공공활용 플랫폼’으로 이관

하는 역할을 한다. ‘유튜브’등 기존 민간플랫폼과 구별되는 공공플랫폼의 역할은 

‘영구보존’대상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성격을 갖는 콘텐츠가 전국 어느 기관에 

산재해 있고, 공공 차원의 관리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아카이브 영구보존은 일반적으로 두 곳의 데이터센터, 한 곳의 오프라인 수장고 등 

3곳 이상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호주 NFSA(3중 보존)와 벨기에 

Meemoo(클라우드 포함 4중 보존)는 입수한 콘텐츠의 이중보존·분산보존 정책을 

중요한 기능으로 한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이중보존·

분산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방송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1개 원본 콘텐츠를 입수하면, 보존·활용·백업용 3개 사본을 자동 생성하여 관

리하고,‘공공활용’플랫폼에서의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해상도 파일과 

메자닌(Mezzanine)383) 파일 생성을 자동화하여 관리 대상 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

해야 한다.

 한편, 국·공립 해외 많은 기관이 소장한 아날로그 매체를 디지털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NFSA와 벨기에Meemoo는 2020년 이후 ‘긴급 디지털화 전략’ 

등을 수립하고 국고에서 관련 예산을 배정 받았다. 2025년을 전후하여 재생 불가 

상태가 될 수 있는 마그네틱 비디오 매체를 디지털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83) 4K나 8K급 초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시각적 손실이 없는 형태로 압축하여 영상제작 및 상영/
방영/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활용 포맷. 영국 BFI, 미국 AAPB 등 해외 영화·방송·영상
분야 공공아카이브 워크플로우에서는 메자닌 파일 자동생성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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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서둘러야 할 것

이다. 매체의존적인 시청각 기록의 특성에 따라 물리화학적 훼손과 손·망실에 

취약한 방송·영상콘텐츠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 차원의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제작한 아날로그 매체들은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담고 있고, 어느 

정도의 화질로 재생가능한 지 확인되지 못한 채, 전국 지역민방, 지역MBC, 지역

라디오 방송사 자료실에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4장에서 살펴본 주요 지상파 

방송4사에서는 아날로그 매체를 대체로 디지털화가 완료한 편이지만, 일부 방치된 

매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방치된 콘텐츠를 전수조사 하고,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 논의했던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기준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공공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빠른 시기 안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우선 수집 대상 콘텐츠’가운데 훼손 위기에 놓인 

매체 또는 특정 장비가 희귀하여 디지털화 작업이 쉽지 않는 매체 등에 대해 우

선순위를 정해 디지털화하고 그 결과 생성된 데이터를‘보존/관리 플랫폼’에 입수·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보존/관리플랫폼’은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구기

록관리시스템은 승인받지 않은 접근에 의한 기록물 이용, 변경, 훼손 및 삭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포함한 권한관리를 수행하고, 시스템과 기록물에 대한 임

의의 접근시도 이력을 감사증적으로 남겨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384) 즉, 기록물의 

추적, 접근 제어, 기록물 변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

장하고, 기록물 관리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38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공공표준 NAK 7:2020(v 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v1.3)』;
ISO 14721:2012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OAIS) - Referenc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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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공공활용 기능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는 별도의 열람공간을 마련하여 방문 또는 원격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다. 즉, 수집된 컬렉션은 일반이용자들이나 분야별 

학술연구자들이 문화향유나 연구·교육 목적으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재시청하는 데 활용한다. 그런 한편, 방송·영상 제작자 및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들이 콘텐츠를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공공활용’플랫폼에서 

구체화된다

 본 연구에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활용과 관련해 논의된 쟁점은 지금까지 

방영된 방송·영상콘텐츠의 제목, 제작기관(방송사), 제작일시, 채널 등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 활용을 하기 위한 가격 자

체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 내외 프로듀서, 다큐감독, 

방송작가 등이 ‘유튜브’ 등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필요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이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 즉 ‘유튜브’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한해서만 검색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제작·방영된 망라적인 

정보 확인은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정보(메타데이터)의 

신뢰성·정확성 문제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율표에 따른 저작권 가격의 

비합리성 또한 여러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두 쟁점으로부터 도서관 등과 같은 ‘저작권 예외기관’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 점 또한 확인했다. 현행 『저작권법』제34조에 따라 도서관 등에 방송·

영상콘텐츠를 보존하기 위한 예외적인 기관 지정이 가능하지만, 보존된 콘텐츠를 

공공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방송법』, 『영상진흥기본법』등 다른 

법률에서도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공활용플랫폼’구축 및 운영에 앞서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플랫폼 이용자에게‘공공 방송·영상콘텐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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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저작권 정보 확인 및 저해상도 시청을 ‘공공활용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한다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원본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5.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권리관계 관리 원칙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를 연구·교육·창작 등 공공 활용하기 

위해 가장 쟁점이 되는 권리관계 문제가 영상에 출연한 인물의 초상권·개인정보

보호·사생활 보호 등에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집 과정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구입 과정에서 콘텐츠 이용료가 지급된 경우나 혹은 유상 서비스로 

제공되었을 때 공정한 방식으로 저작권자들과 저작권 분배가 필요함 또한 검토했다. 

저작권 징수 및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후속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용한

‘퍼블릭도메인’ 콘텐츠 또는 ‘공유라이선스(CCL)’콘텐츠385) 등 공공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공개하여 ‘공공활용 우선’원칙을 세우도록 한다. 

그런 한편, 공공 활용 과정에서 사적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6장에서 아카이브 업무 

기능과 관련하여, ‘방송·영상컬렉션 수집’ 대기능 하위에 ‘권리관계 관리’

단위 업무와 ‘방송·영상컬렉션 활용’대기능 하위에 ‘권리침해 해결 헬프데스크 

운영’이라는 단위 업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층인터뷰에서 해외 공공영상아

카이브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를 찾아 저작권 이용허락을 직접 받고 문제가 

385) ‘퍼블릭도메인’은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영역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
작물을 말한다. - 김평수. (2012).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서울:스토리하우스. p.117
‘공유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 로렌스 레식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에 의해 2001년 만들어진 개념으로, 현재 세계 52개국에 확산되고 있다. ‘CCL’은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누군가 사회적 창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용을 허락한
콘텐츠이다. 2005년 CCL한국어판을 런칭하면서 국내에도 ‘CC Korea’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 Ibid., p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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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면 이용자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프랑스 INA의 디지털제작국장은 INA콘텐츠 활용과 권리관계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INA에는 권리관계 문제를 다루는 법무 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한테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에 대한 권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수해야 할 지켜야 하는 

표준이 있고요. 뿐만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표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콘텐츠 보호를 위해 유럽 차원의 표준을 준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INA의 기능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잘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기반에는 권리관계 관리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

이 있습니다(INA 디지털제작국장)386)

 

본 연구에서는 ‘권리관계 관리’ 및 ‘권리침해 해결 헬프데스크 운영’ 등 세부 

업무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수집범위가 확대되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필요성과 중요한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권리관계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별도의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발행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공공 활용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유형과 

보호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6.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시청각 기록관리 전문성 제고 및 

사회교육 기능 활성화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시청각 부문 공공기록관리 및 방송·영상 분야 공공

386) Responsable du département des éditions numériques de l'INA, 인터뷰일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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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정책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공공

기록물법』상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지만, 오늘날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청각 분야 기록관리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방송·영상콘텐츠 가운데‘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수집 대상을 선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지상파 방송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공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국내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리더십’부재 현상을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방송·

영상컬렉션 구축 및 운영뿐만 아니라 ‘공공영상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영역의 시청각 기록을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시청각 

공공기록관리 리더십을 재확립할 수 있을까? 이는 유네스코의 권고문과 코플러의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국내에서 인력·시설·장비·재원 면에서 

‘공적으로 인정된(officiellement reconnues)’아카이브387)로서 ‘공공영상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물’ 및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수집 

기능 외에도 국가 전체의 사회적 기억을 담는 의미에서의 ‘공공영상’을 수집·

관리 및 공공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와 같은 기관 신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 부문 의무제출제도와 같이 ‘공공영상

문화유산’을 부문별로 망라적·체계적 수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유네스코 

등에서는 이를 위해 각국에서 관련법을 마련하고 ‘영상납본제(Audiovisual Legal 

387)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http://portal.unesco.org/fr/ev.php-URL_ID=131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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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등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방송·영상 부문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이를 때까지는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영상

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각 방송사에서 제작·편성된 방송·영상콘텐츠 목록 및 

저해상도 영상을 일차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상납본제’운영을 위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공공

영상문화유산’의 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반영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의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하고 영구보존·공공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합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표성 있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공공

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위원은 정부 및 유관부처 의사결정권자와 유관 기억기관(도서관, 기록관 등)의 

전문가들로 선임하되, 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단순 자문위원’이 아니라 

‘공공영상문화유산’수집기준 수립, 수집정책 수립, 보존정책 평가 등 실제 기관 

기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위원회는 ‘공공영상문화유산’수집·관리·활용 원칙을 세우기 위해 방송사 

관계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되, 

아카이브의 역할이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영상문화유산’보호 기구로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코플러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 영상아카이브가 TV나 방송사, 혹은 

영화스튜디오 등 미디어 부문 사업자들의 지원기구(suppliers of services)가 아니라 

국립도서관·박물관·기록관과 같은 문화기구로서 동등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388)

 특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수집

388) 코플러는 그의 연구에서 각국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가기록원 등 각국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
관 관계자들이 공공 영상아카이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되, 단순 협력(co-operation)이나 조정
(co-ordination) 수준의 협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Kofler, Birgit.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 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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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붐스의 ‘기록유산’개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정 기록이 ‘공공’아카이브에 영구히 보존될만한지 결정할 때, 사회적 

데이터를 역사적 자료로 전환 시키는 구성적 행위(constitutive act)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사건의 다양한 연속성(continuum)을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 시키는’ 행위는 ‘공공’아카이브의 전형적인 활동으로, 

각각의 사회 집단이 ‘공공’아카이브에 부여한 기능인 것이다. 이를 위해, ‘공

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는 ‘공공영상’으로 표현된 시대별 여론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인물·장소·주제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꾸준히 공공의 의견과 활동을 동시대의 요구 및 기대와 비교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일부 시청각 기록 수집 한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영상’의 

수집과 관리·활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내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다. 붐스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동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산물로서, 행정, 과학, 언론, 경제 분야와 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즉, ‘기록유산 

형성’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목적과 목표는 공통의 이해나 다른 연대에 의하여 

형성되어 공동체 내에서 공유된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389) 

 또한, ‘공공영상’에 관한 저작권 분쟁 이슈 해결, 저작인격권, 초상권, 2차 저

작물에 대한 권리 등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 보호체계 마련, 수집·관리·활용 

체계 마련 및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또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

브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편, 여러 영역에서 여러 주체에 의해 생산, 유통, 소비

되고 관리되고 있는 ‘공공영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형 신설기구를 마련

하는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안에 명시된 아카이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89) 한스 붐스. 사회와 기록유산의 형성: 사초평가를 둘러싼 쟁점 (Booms, Hans . (1987). “Society
and form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pp.69-107). In 오항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사초를 어떻게 남길 것
인가』. 서울:진리탐구출판사. pp.16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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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한국영상자료원’ 등 ‘공공영상’을 관리하는 각 영역 관할 

기관들의 역량을 모아 ‘협력형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모델390)’을 구상할 수 있

을 것이다. 협력형 관리모델은 특정 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며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만을 위해 기능하지도 않는다. 하버

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미디어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구

체화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운영하는 

모델이다. 

 또한, 영구보존 및 복원 등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차원의 표준

(메타데이터, 보존용 및 활용용 표준포맷, 저작권 침해방지 등 보안기술)을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3장에서 리더십형 ‘공공영상’아카이브 기관의 역할 가운데 

시청각 기록관리 ‘사회교육’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의 ‘공공영상문화유산’보호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법제도·권리관계 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많은 응답자가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현실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모든 ‘공공 방송·영상콘텐츠’를 

하나의 기관에 이관하여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산재한 공공 기억기관(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공·민영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에 

대한 분산형 관리·서비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는 ‘공공영상문화유산’개념 정립 및 기준 수립,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에 

390)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프랑스 INA FRAME
영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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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점을 둔 일종의 ‘정책기구’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보존/관리 플랫폼’ 및 ‘공공활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 차원의 매체 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방문열람, 업무활용 지원 등)은 

실제 콘텐츠를 소장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공급자들과의 ‘수집

네트워크’의 운영방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이해 ‘협력형 공공영상문화유

산 관리모델’운영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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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의의 및 연구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제적 의미의 저작권 거래대상으로만 인

식되었던 방송·영상 콘텐츠가 어떤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방송·영상콘텐츠가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공공영상문화유산’임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이후 해외

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영상문화유산’개념과 이를 보호하고 공공활용하는 체계·

제도·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에 이를 도입하는 데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방송·영상 현업 분야에서 일해온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인·대학(원)생·교육직·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200명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행태와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플랫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방송·영상 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특징과 가치에 대해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들의 의견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 가운데 국내 기관 신설과 수집·관리·활용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가장 필요한 정책과 지침을 선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여 살펴본 점은 영화·방송·영상·문

화예술 등 공공 차원의 시청각 기록관리 기관이 관련 산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컬렉션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의무제출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방송사들과 미디어 제작사들은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기증하며 아카이브의 수집 활동에 협력한다. 기관에 따라서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양 기관 사이의 파트너십과 그 구체화 방법을 문서화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벨기에 Meemoo ‘콘텐츠 파트너계약’, 영국 BFI-BBC 협약). 

한편, 국내 미디어 시장과 정책 환경을 검토하고,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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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활용이 왜 필요한지 확인했다. 국내외 OTT산업 활성화 등에 따라 방송사

업자들은 VOD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KBS, MBC, 

SBS, EBS 등 이른바 ‘공공성’이 가장 강조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를 출시하고, 

‘유튜브’ 등 기존 민간플랫폼에서의 배타적으로 활용하거나 아카이브 기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과거 방송·영상콘텐츠를 개별 방송사의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 과정에서‘이용자 소외’현상으로 점차 ‘미디어공공성’은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신설될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미디어공공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논의했다. 역대 정부 차원의 방송·

영상아카이브 사업은 방송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이나 협력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따라서 저작권자들과 ‘수집정책’ 

및 활용계획에 대한 합의 또한 부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환경 분석에서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해당 콘텐

츠를 생산하는 공급자에 대해 탐색한 결과는 향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실제로 제도화되는 단계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시론적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공급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2개 서비스 고객 중 하나로, 플랫폼 이용을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한 콘텐츠를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연구·교육·창작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주체이다. 

 한편,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활용 차원에서는 ‘유튜브’가 관련 현업 종

사자들에게 일상화된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작·편

성·방영된 콘텐츠에 대한 망라적인 목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에 따라 정

확하고 신뢰할만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내었다. 따라서 현재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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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방송·영상 제작 현장에서 아카이브 2차 활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현실적 가격’ 문제에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 한계를 갖는다. 먼저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방송·영상 제작과 관련한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기에,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이용자 수요 조사가 부족하다. 

응답자 중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대학 등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응답

자가 있어서 학술연구자와 교육자의 콘텐츠 수요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응답자도 

있었다. 그 외에도 교육자, 학부모, 학생, 해외 한류팬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들이 

필요한 콘텐츠 수요를 응답자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별 

이용자 그룹마다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 방식은 차별화되어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컬렉션 수집 차원에서도 콘텐츠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채널, 일반케이블채널, 외주제작사 등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수집정책을 제시

하기는 어려웠다. 심층인터뷰 응답자 선정에서 지상파 공영방송·민영방송, 공공 

및 민간 지역방송, 공공채널 등 다양한 성격의 방송사 소속 응답자들과 방송사 

외부 응답자들을 선정했지만, 실제 인터뷰 과정에 응답자들이 각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

이브 구축에 앞서 각 방송사에서 콘텐츠 유통 내지는 디지털 활용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논의된 경향이 있다. 보다 다양한 방송·

영상 제작자들이 등장했고, 사회적 공유 가치가 있는 개인·공동체·민간단체·

기업 소장처들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정책적 공백이 가장 큰 방송 

분야 중심으로 논의했다.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우리 사회 공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보다 다양한 성격의 콘텐츠 공급자와 콘텐츠 이용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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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 사회에서 방송·영상콘텐츠가 특정 방송사나 제작자의 배타적 활용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향유 대상이자‘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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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가칭)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구축방안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의 연구위원이자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최효진이라고 합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이며, 다양한 ‘공공영상문화유산’가운데 영구보존 및 공공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공백이 가장 큰 분야인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집 및 활용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만큼, 현직에 계

시는 귀하의 고견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친절한 허락을 받아, 저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목

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의 이름, 직

위 또한 논문에서는 익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최효진

         (ninonchoi@naver.com) 

   

※ 아래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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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한류콘텐츠’등 우리나라 

방송·영상 콘텐츠가 ‘문화유산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

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관점

에서, 지난 2017년부터 유관 분야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례화된 

모임을 통해 수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

에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방송·영상 콘텐츠를 당

대의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후대로 전승하기 위해 수집하고 보존해 왔

습니다. 해외 선진 국가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 등 방송·영상 

콘텐츠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공의 이용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기관과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영상 콘텐츠가 우리 시대의‘문화유산’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수집·보존·보호·공공활용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방안, 공익적·산업적 활용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질

문지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Ÿ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에 관한 의견 

Ÿ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대상 및 수집방법 

Ÿ   수집된 콘텐츠 활용 방안 

Ÿ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설립 및 운영방안 

귀하의 폭넓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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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 및 보호 체계

문1. 유네스코와 해외 주요 선진국은 영화·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영상 콘텐츠를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일부 고전영화, 고전만화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고391), <KBS이산가족을 찾

습니다> (1983) 등은 유네스코의‘세계의 기억(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

다. 이 외에도 국내 상영등급을 받은 영화는‘영화·비디오법’에 따라‘한국영상자료

원’에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방송·영상 콘텐츠는 산업 진흥과 활용의 대상으로 우선 간주되기 

때문에,‘문화유산’으로서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

견을 부탁드립니다. 

문2. 호주의 레이 에드몬슨은 유네스코의 『영상아카이브 관련 연구』(1998)392)에서

‘영상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아카이브 기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로 유형화

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 방송·영상 콘텐츠를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하는 기관 및 체계

를 설립한다면, 귀하는 국내에 어떤 유형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91) 지난 2007년 「미몽」(1936), 「자유만세」(1946), 「검사와 여선생」(1948), 「마음의 고향」(1949), 
「피아골」(1955), 「자유부인」(1956), 「시집가는 날」(1956) 등 고전영화 7편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
록되었다. 2013년에는 김용환 「토끼와 원숭이」 등 3건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392) Edmonson Ray, A philosophy of audiovisual archiving / prepared by Ray Edmonson 
and members of AVAPIN for the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 Paris: 
UNESCO, 1998

(8개 유형 중 선택, 2개 이상 유형의 복수 선택 가능)

(선택한 이유)

(8개 유형 외 기타 의견이 있다면 기술)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 즉,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특징 – 주제, 유형, 내용, 표현방식 등)

 



- 405 -

유형 역할 및 기능 유형 역할 및 기능

유형1/
국립영상
아카이브

국가의 영상유산 전체 혹은 
대부분을 수집, 보존하고 공
공을 위한 접근성 제공.
(수집) 납본제도를 의무화 
(활용) 서비스 제공의 폭이 
대국민 서비스로 넓은 편
예시/ 한국영상자료원, 프랑스 
국립방송아카이브(INA) 등

유형5/
주제별 
전문아카
이브 
기관

수집 대상 영상유산이 민속음
악 혹은 구전역사처럼 주제
가 명확한 전문 분야의 영상
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기관

예시/ 오스트리아 녹음기록보존소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유형2/
라 디 오
&TV
아카이브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상 자료실.
(수집)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과 관련 대본, 기
획자료 등 상업적인 자료들
을 보존 및 관리
방송국 내 부서로 존재하거
나 자회사 등으로 독립 조직
화되어 있음
(활용) 주로 사내 서비스를 
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통한 
유료서비스 제공
예시/ KBS 아카이브(사내 부서),AP
통신사 아카이브(독립 법인)

유형6/
대학 및 
학술
아카이브 
기관

미디어, 무형문화유산, 민속
학, 인류학 등 유관 학문분
야와의 연계성에 따라 대학 
혹은 학술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학술연구·교육 목적으
로 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

예시/ 미국 UCLA 필름&텔레비전 
아카이브 

유형3/
영상
(시청각)
박물관

(수집) 사진기, 카메라, 영
상기, 음향장비, 포스터, 의
상 등을 아카이브 대상으로 
하고 보존 및 전시
(활용) 수집된 이미지와 음
향을 공공 전시와 교육, 문
화 활동에 활용

예시/ 이탈리아 토리노 영
화박물관
제주신영 영화박물관 

유형7/
지역
아카이브

광역 및 기초단위 행정기관의 
자체 기록관에서 시청각 자료
를 수집. 지역행정, 대민업
무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자
료를 활용 

예시/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등

유형4/
프로그래밍
아카이브
기관

영화관 및 전시실을 갖추고 자
체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영
상작품 공개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기관
(수집) 클래식 영화 
(활용) 극장 상영 및 관련 
세미나, 학술대회를 통해 일
반대중의 접근성 제고

예시/ 서울아트시네마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
즈

유형8/
공공기록관, 
박 물 관 , 
도서관

국·공립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에서 시청각 자료를 수
집. 기관의 업무(전시, 출판, 
열람서비스 등) 목적으로 수
집된 자료를 활용

예시/ 국립중앙도서관‘영
상자료 목록’

<에드몬슨의 공공영상 아카이브 8가지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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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구축을 위한 콘텐츠 수집

문3. 본 연구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송사업자들과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공공 차원에서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유형별로 구분

했습니다. 열거된 유형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각 항목을 읽고 공공 차원의 수집 및 활용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집필

요성’란에‘O’로 체크하고,‘의견’란에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또한 이 항목 외

에 귀하가 생각하시는‘공공 방송·영상콘텐츠’가 있다면, 유형과 주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유형 수집
필요성 의견

전파를 이용해 송출되는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예시/ KBS, EBS, MBC, SBS 등

국가예산(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지원받아 제작된 콘
텐츠 
예시/ SBS의 “YES 평창, 기적을 잇다”(2016, 미래부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마포FM“마포수다방”
(방통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면허 대상 방송사의 콘텐츠
 예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통위 허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방통위 승인)

국내외 방송 및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한 콘텐츠 
  예시/ tvN 나의 아저씨(제56회 백상예술대상 드라마작품상), 
JTBC SKY캐슬(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비교적 장기간 방송된 콘텐츠
  예시/ KBS 전국노래자랑 (1981~현재), 
        SBS 인기가요 (1991~현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등 국가적 차
원의 보호 및 진흥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다룬 콘텐츠
  예시/ EBS라디오 국어교과서 낭독(2013~2014, 현재 
종영. VOD서비스 종료)
   문화재청 운영‘문화유산채널’협약기관(방송대학
TV, 소상공인방송, 국회방송 등)이 문화재청에 제공한 
콘텐츠

‘저작권등록부’등록 콘텐츠 등‘저작권법’등의 보호를 받
는 방송·영상 콘텐츠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등록부’의 등
록콘텐츠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등록된 저작권신탁 관리단
체(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복제
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화정보원 등)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

시청률, 콘텐츠지수, 다양성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대국
민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예시/ tvN '왕이된 남자' (2019년 1월 콘텐츠파워지
수 1위)

 (기타 의견) 귀하가 생각하시는 ‘공공 방송·영상’의 유형, 주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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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영국의 미디어학자 그레이엄 머독은 디지털시대 미디어 공공성 구현의 사례로 

BBC 아카이브 개방을 제시하면서, 아카이브 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보편적 접근

권’과 ‘무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는 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 보호 및 수익창출에 

필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방송·영상 컬렉션

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요?

아래 유형 가운데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중복선택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방안’란에‘O’로 체크하고 ‘의견’란에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또한 이 항목 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새로운 의견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5.‘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대국민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송·영상 콘텐츠

를 수집하기 위해,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지원을 통해 콘텐츠 공개에 협력하는 

방송사에 적절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집유형
수집

방안
의견

(기증유형 1) 공공 아카이브에서 무상으로 
대국민 서비스할 콘텐츠를 방송사업자가 직
접 선별하여 공급 

(기증유형 2) 공공 아카이브에 ‘공공 방송·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제도적 혜택을 제공(세제혜택, 공적 제작기금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등)

(구입유형 1) 공공 아카이브에서 수집 예산을 
마련하고,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공공 방송·
영상’콘텐츠를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구입

(구입유형 2) 아카이브에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공개 시 노출되는 방송광고 수입을 
해당 사업자와 배분 

(정보제공 및 저작권 중개) 아카이브는 저
해상도 혹은 영상정보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교육·연구·창작 등의 
목적으로 고해상도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자와 저작
권 협의 창구를 제공

(기타 의견) 이 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방송·영상 콘텐츠 확보 및 권리보호 방안은 무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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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 컬렉션 공공 활용

문6. 기존 선행연구 및 해외 방송·영상아카이브 사례 분석에 따르면,‘공공영상문화

유산’아카이브의 방송·영상 컬렉션은 교육/연구/창작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설립된다면, 방송·영상 콘텐츠의 주요 이용자

는 누가 될까요? 아래 보기 중 3개를 골라 주십시오. 

문7.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이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자 

집단에 맞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귀하가 문6에서 주요 이용자라고 생각한 집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 수요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용자 집단 선택

학부모/ 학생

초등·중등·고등 교육자

분야별 학술연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제작 및 유통 부문 종사자 포함) 

일반 시청자 (국내)

해외 한류팬

(기타 의견) 위에 열거된 이용자 집단 외 다른 이용자 집단이 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의

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용자 집단 콘텐츠 수요 서비스 제공방안

학부모/ 학생

초등·중등·고등 교육자

분야별 학술연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 (제작 및 유통 

부문 종사자 포함) 

일반 시청자 (국내)

해외 한류팬

(기타 의견) 위에 열거된 이용자 집단 외 다른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견이 있다

면 해당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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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랑스의 국립방송아카이브(INA)에서는 이용자 집단을 교육연구자/대국민/방송영

상관계자 등으로 구분하여 방송·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내용 방식

 INA THEQUE

 (이나테크)

교육·

연구자

INA가 수집한 방송·영상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열람하
는 서비스.
파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이나테크를 비롯해 6개 
INA지부, 지역 공공도서관 등 40여 곳에서 별도의 열람
시설을 설치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함.
소장 자료는 열람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열람만 가능하
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여나 복사는 안 됨. 단 논
문 등 인용을 목적으로 한 화면 캡처는 가능.
1700만 시간의 방송·영상 자료 이용 가능.
1995년 개관이후 누적 회원 2만7천여 명, 2017년  신규 
회원 1,500여 명 등

온라인·
오프라인

 INA.fr 대국민

2006년 시작. 프랑스 국민을 위한 온라인공개 플랫폼으
로 PC, 모바일 지원.
5만 시간(비디오클립 40여 만 건)의 비디오 클립과 큐레
이션 콘텐츠 무료 제공(스트리밍 방식).
건당 1~2유로 선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문한 콘텐츠는 CD, DVD, USB, FTP 등을 통해 사본을 
제공받음.
2017년 기준 4천 5백만 뷰 기록.

온라인

 INA MediaPro.

com

 (미디어프로)

방 송 ·

영상

관계자

2004년 시작된 영상·음향 footage자료, 방송프로그램 
판매 목적의 B2B 플랫폼.
580여 개 주제 분류에 따라 브라우징을 통해 자료 검색. 자
료 선택부터 요금 과금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 
키프레임 기반 영상 시청, 저해상도 다운로드, 타 회원
과 공유 등 영상제작자들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 여러 
기능 탑재.
200만 시간 분량 활용 가능
회원수 1만 1천여 명. 이 중 1/3이 외국인회원

온라인

<프랑스 국립방송아카이브(INA)의 이용자 세분화 정책 및 서비스>

 출처: https://institut.ina.fr/

       유영식(2018).국내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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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기관에서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러 형태의 ‘권리문제’입니다. 저작권, 2차 활용권, 

저작인접권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활

용되는 방송·영상 콘텐츠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권리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또한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귀하의 의견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문9.‘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같이 법률

적으로 교육·연구 활용을 지원하는 저작권 예외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작권법‘저작권 예외기관’규정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공공 아카이브를 저작권 예외기관으로 지정해 방송·영상 콘텐츠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방송.영상 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활용했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권리 문제’는? 

-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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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

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0. 방송‧영상산업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구축

된 후 방송사나 제작사에 한해서 상호 보유목록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허용하고, 저작

권이나 권리관계는 오프라인으로 서로 협의 판매하는 B2B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Ⅳ.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과 운영모델

문11. 귀하께서는‘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다음 중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4개 항목까지 순위를 매기고,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항목 순위 이유 
사회적 기억과 문화유산/자산으로 다양한 

방송·영상물을 보관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물려주기) 위한 영구 보존

과거 TV·라디오 방송, 비디오, 영화, 온라인영상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영상의 

재시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아카이브를 도서관과 같이 검색하고, 관련 

방송∙영상 부가정보를 교육, 연구, 창작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영상 저작권 활용 및 구매를 위한 마켓 플랫폼 

기능 (예: 교육, 연구, TV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소재로 재활용)

한류 드라마, K-Pop 등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한류 콘텐츠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

방송사의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기능을 

위한 콘텐츠 백업

* 재난복구(DR: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은 지

진, 전쟁, EMP, 사이버테러 등의 외부 공격에 대비

해 원격지에 자산의 복본을 갖추는 시스템

지역 방송사 및 중소영세 제작사들의 제작 콘텐츠 

위탁형 장기보존기능 

(필요한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별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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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가 우리 사회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방송사, 영

상제작사, 시청자, 시민사회 간 원활한 협력체계(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단체가 함

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카이브‘수집 네트워크’에는 어떤 기

관이 참여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 참고:‘수집 네트워크’란 기록학 영역에서 1970년대 이후 효율적인 수집 전략으로 연구된‘도

큐멘테이션 전략’에 근거한 개념으로, 특정 영역, 주제, 지역 등과 관련된 컬렉션 구성에서 수집

대상 기록물 생산자 및 소장자와 협의를 통해 수집을 실행하기 위해 결성되는 물리적·개념적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활용 정책과 저작권 수익 배분 등의 논의가 가능

합니다.

문13.‘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

나요? (복수 응답 선택 가능)

1) 법/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2) 예산이나 공적 자금의 안정적 지원

3) 방송/영상 저작권 유통, 활용 마켓 지원 

4) 아카이브를 방송∙영상 창작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 

5)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 지원

6)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과 표준화 지원

7) 기타(                               )

 (수집 네트워크 참여기관 유형)

 

 (수집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 관련 지침, 법적 강제성, 공공활용 방안 

논의에 대한 협약/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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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응답자 특성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_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

3) 귀하의 직위/직급은? _________

4) 귀하의 관련 분야 종사기간은? 만 _______ 년

5) 귀하의 소속은?

    ① 방송사(채널명:            )  

    ② 영상제작사 및 기획사 

    ③ 정부부처/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관명:               )

    ④ 프리랜서 (분야:               )                           

    ⑤ 기타 (                        )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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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이용자 설문조사 질문지

■ 조사 대상자
-  만16~49세 남녀 대상 총 : 200명

■ 쿼터: 

교육분야는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 및  교수, 강사 
전문직은 영상 제작 및 편집자,  연구소 연구직 등 

SQ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 만 16세~69세 이하인 경우만 진행, 골고루 진행

SQ3.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대전 5) 충북
6) 충남 7) 광주 8) 전북 9) 전남 10) 대구
11) 울산 12) 경북 13) 부산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SQ4. 귀하께서는 다음 직종 중 어디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방송국/신문사/언론사/광고/영화 제작사 등 미디어업계 종사자 
2) 연구기관/연구소 종사자 (예: 연구원)
3)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4) 교육기관 종사자 (예: 교사, 교수, 강사 등)
5) 금융업계 종사자                 6) 법조계 종사자
7) 전기/전자/정보통신 종사자            8) 식품/환경/농림어업 종사자
9) 건설/기계/화학/섬유업계 종사자       10) 판매/영업 종사자
11) 고등학생                           12) 대학생/대학원생
13) 기타(                 )

→ 1, 2, 3 전문직 쿼터, 12번 대학생/대학원생 쿼터, 4교육분야 쿼터, 나머지 일반인 쿼터 

대학생/대학원생 교육분야 전문직 일반인
(고등학생 포함) 합계

50 50 20 80 200

Screening� Question

방송 아카이브에 대한 소비자 조사 설문지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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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5. 귀하께서는 최근 1 년 이내에 TV 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거 방송/영상 콘텐츠(옛날 방
송 콘텐츠)를 시청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중단  

귀하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도중에 중단 
될 수 있으니, 각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옛날 방송’ 콘텐츠란?
  
-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의 과거 프로그램을 활용해 멀게는 1970-80년대, 
   가깝게는 2000년대나 2010년대 초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주제로 전량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영하거나, 5-10분 내외 클립 형태로 일부를 5-10분 단위로 
   쪼개어 자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공. 
   방송사들의 레트로 콘텐츠 전용 ‘유튜브’ 채널(예: KBS옛날티비, MBC옛드, 스브스 
   옛날드라마 등) 등을 통해 공유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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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옛날 방송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1. 귀하께서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볼 때, 다음 방법별 이용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합이 10이 되도록 이용 비중을 입력해 주십시오. 

A2.(A1_2=1 이상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할 때 이용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유튜브 2) 각 방송사 홈페이지 
3) 포털사이트(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4)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5) 인터넷 방송업체(예: 아프리카TV, 곰TV 등)
6) OTT 업체(예: 넷플릭스, 왓챠, 옥수수, 푹, 티빙 등)
7)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A2-1.(A2 응답 보기 제시)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할 때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유튜브 2) 각 방송사 홈페이지 
3) 포털사이트(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4)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5) 인터넷 방송업체(예: 아프리카TV, 곰TV 등)
6) OTT 업체(예: 넷플릭스, 왓챠, 옥수수, 푹, 티빙 등)
7)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A3. 귀하께서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1) 거의 매일 2) 주 5-6회 3) 주3-4회 

        4) 주 1-2회       5) 월 2-3회 4) 월 1회 정도 
        6) 월 2회 이하 

A4.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를 한번 시청할 때, 평균적으로 대략 몇 분정도 시청하시는 
편인가요?
     *1시간 미만일 경우 분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회 시청시 대략 _________시간 _______분 정도 시청함 

PART A. 옛날 방송 콘텐츠 이용 행태

  1) 지상파/유료방송 TV로 시청 
  2) 온라인 검색해서 시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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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를 볼 때 자주 시청하는 장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A5-１. （A5선택보기 제시)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영화 2) 예능         3) 드라마 4) 뉴스/시사
2) 스포츠 5) 교양/다큐    6) 음악/공연/오디션 7) 푸드
8) 만화/애니 9) 어린이 방송  10) 토론 11) 퀴즈        
12) 교육방송 13)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A6.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를 볼 때, 귀하의 행동을 잘 표현한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 속성 로테이션

A7.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 볼 때, 주로 어떻게 시청하는 편인가요?
1) 옛날 방송프로그램 전체 시청 (1회분 기준으로 전체 시청)
2) 편집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분 시청 

→ 보기 로테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과거에 시청했던 TV나 라디오 방송을 
지상파/케이블 재방영을 통해 
시청한다

1 2 3 4 5

2) 과거에 시청했던 TV나 라디오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메이킹 
필름, 출연자, 예고, 관련 뉴스 등)를 
찾아본다

1 2 3 4 5

3) 유튜브 등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추천서비스를 받아 
시청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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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귀하께서 평소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할 때 다음 제시된 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기 로테이션 

A9. 귀하께서 평소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속성 로테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검색을 한다 1 2 3 4 5

2) 원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찾는 데 
소비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린다 1 2 3 4 5

3) 원하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다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키워드별, 테마별, 주제별 
옛날 방송 콘텐츠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 후 부가정보 
(에피소드(줄거리), 연출자, 출연자, 
시청률, 편성정보 등)를 얻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내가 좋아하는 옛날방송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옛날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1 2 3 4 5

2) 옛날 방송 콘텐츠 키워드, 테마, 주제별 
검색 편의성 1 2 3 4 5

3) 옛날 방송 콘텐츠의 부가정보(줄거리, 
연출자, 출연자, 시청률, 편성정보 등) 제공 1 2 3 4 5

4) 옛날 방송 콘텐츠를 보기 위한 추천서비스 제공  1 2 3 4 5

5) 2배 또는 3배 재생, 빨리감기, 뒤로감기 등 
재생플레이어의 기능 우수성 1 2 3 4 5

6) 영상 화질 우수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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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귀하께서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 가지
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1) 업무상 필요해서
2) 교육, 연구를 위해서 
3) 여가 및 오락 목적을 위해서
4) 과거 시대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5)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A11. 귀하께서는 옛날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해 다음 중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2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       )  2 순위(       ) 

1) 검색창에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단순검색)
1) 날짜, 방송사, 출연배우 등 검색조건을 지정하여 검색 (상세검색)
2) 선호 웹사이트에서 여러 메뉴, 콘텐츠 등을 둘러보면서 검색 (브라우징)
4)  특별한 검색과정 없이 추천 콘텐츠를 재생
5)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B1. 귀하께서는 방송.영상 콘텐츠가 미래에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예        2) 아니오

B2. 다음 제시된 방송.영상콘텐츠 중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 콘텐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B2-1.(B2 보기 제시)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 콘텐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１)　중요한 사건사고 등 역사적 가치를 갖는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물
２)　도시, 건물, 자연풍경, 과거의 직업 등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방송.영상물
３)　자유, 평등, 인권, 환경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은 방송.영상물
４)　한국어, 한국문화, Kpop 등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담은 방송.영상물
５)　당대 촬영,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방송.영상물 (초기 컬러TV영상, 초기 
CG 등) 
6 )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B2-２.　귀하께서 (B2-1응답보기 제시)이 문화유산적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B. 공공영상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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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귀하께서는 오늘 조사 이전에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2) 이름만 들어보고, 내용은 잘 모른다
3) 처음 듣는다/모른다

B4. 귀하께서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B4-1.(B4=4~5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방송∙영상을 공공의 자산/유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2) 방송∙영상은 연구, 교육, 창작활동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유튜브, 포털(네이버, 다음 등)과 다른 차별화된 방송∙영상 부가정보를 얻을 것 같아서
      4) 나중에 방송∙영상 콘텐츠를 다시보려면 수집, 보존이 필요할 것 같아서
      5) 해외에도 있는데 국내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6)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B4-2.(B4=1~3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방송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가 충분해서 
      2) 유튜브나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이용하는 것이 편해서
      3) 공공기관이 서비스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4) 필요한지 아닌지 경험하지 못해 잘 몰라서      
      5)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6)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 � � �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란 국내 방송사, 영상제작사, 공공기관 등에서 방송, 
제작된 모든 방송∙영상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며, 교육, 연구, 전시, 출판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방송∙영상 콘텐츠를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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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귀하께서는 향후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의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기 로테이션

B6. 귀하께서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최대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 2순위:________, 3순위:________, 

１）KBS, E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２）지상파, 종편 등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면허 대상 방송사의 콘텐츠 
３）국가예산(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지원받아 제작된 콘텐츠
４）국내외 방송 및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한 콘텐츠 
５）비교적 장기간 방송된 콘텐츠(KBS전국노래자랑, SBS인기가요)
６）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한국어, 한글, Kpop 등 한국의 특수한 문화예술 분야를 

담은 콘텐츠 
７）시청률, 화제성 지수, 콘텐츠 지수 등 특정 지표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콘텐츠   
８）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방송.영상물을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
하여 다음 세대에전승하기(물려주기) 위
한 영구 보존

1 2 3 4 5

2) 지역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기억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다시보기 하는 문화향유 공간

1 2 3 4 5

3) 도서관에서와 같이 과거 방송프로그램
을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정보공간 1 2 3 4 5

4) 저작권 판매 및 구입을 할 수 있는 
오픈 마켓 1 2 3 4 5

5) 한류팬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한류콘텐
츠를 감상하는 문화외교 공간 1 2 3 4 5

6) 방송사, 외주제작사들의 원본 및 방송
프로그램을 백업하는 관련 산업 지원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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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귀하께서는 향후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시, 다음 제시된 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기 로테이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다양한 콘텐츠 제공 1 2 3 4 5
2)  신속한 신규콘텐츠 업데이트 1 2 3 4 5
3) 테마, 장르, 출연자, 장소 등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가 손쉽게 검색되는  

 인공지능(AI) 활용 맞춤/추천 서비스 제공
1 2 3 4 5

4) 콘텐츠 키워드, 테마, 주제별 검색 편의제공 1 2 3 4 5
5) 2배 또는 3배 재생, 빨리감기, 뒤로감기 등 
  편리한 재생 플레이어 제공 1 2 3 4 5

6) 영상에 대한 해제(설명), 부가정보,   
  녹취록 등의 정보 제공 1 2 3 4 5

7) 저작권 구입에 대한 정보 제공 1 2 3 4 5
8) 저작권 판매와 과금 서비스 제공 1 2 3 4 5
9) 고화질 영상 서비스 제공 1 2 3 4 5
10) 좋아하는 콘텐츠를 ‘위시리스트’   
   혹은 ‘찜하기’ 서비스 제공 1 2 3 4 5

11) 좋아하는 콘텐츠를 한꺼번에 다시보기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1 2 3 4 5

12) SNS를 통해 같은 관심사와 경험을 
   가진 이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1 2 3 4 5

13)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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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귀하께서는 향후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다음 속성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 보기 로테이션

B9. 귀하께서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이용 목적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순서대로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______, 2 순위:______

1) 좋아하는 프로그램 단순 재시청
2) 콘텐츠 제작, 전시, 출판 등의 업무에 저작권 활용
3) 연구 및 교육에 활용 등 
4)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B10. 귀하께서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프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  
     기를 원하십니까? 순서대로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______, 2 순위:______

1) 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재편집해 사용하고 싶다
2) 원하는 영상구간만 편집해서 다운로드하고 싶다
3)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다운로드하고 싶다
4)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를 원한다
5) 검색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구매 하고 싶다
6)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 1 2 3 4 5

2)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서비스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5

3)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광고가 나와도 좋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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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은 누가 주로 이용할 것 같나요? 주로 이용할 것 같
은 이용자를 순서대로 최대 3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______, 2 순위:______, 3 순위:______

1) 학부모/학생
2) 초등/중등/고등 교육자
3) 분야별 학술 연구자
4)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5) 방송영상 현업 종사자
6) 국내 일반 시청자
7) 해외 한류팬
8)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B12. 귀하께서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B12-1. 귀하께서는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_

1. 1) 법/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2. 2) 예산이나 공적자금의 안정적 지원
3. 3) 방송/영상 저작권 유통, 활용 마켓 지원 
4. 4) 아카이브를 방송∙영상 창작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 
5. 5)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 지원
6. 6)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과 표준화 지원
7. 7) 기타(                      )
→ 보기 로테이션

DQ1. 귀하를 포함하여, 귀댁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본인 외 다른 
가족 소득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임대소득, 이자소득, 보너스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배경질문

(1) 200만원 이하 (2) 200-299만원
(3) 300-399만원 (4) 400-499만원
(5) 500-599만원 (6) 600-699만원
(7) 700-799만원 (8) 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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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udiovisual Heritage archives : 

the Future Directions for Acquisition and Public Use of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Contents 

Choi Hyo-Jin

Department of Information &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so-called 'Hallyu content(Korean 

Wave)' such as Korean movies, popular music and dramas, more people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prototype of Korean popular culture worldwide. 

In Korea,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produced archival contents using 

broadcast programs produced in the past. At the same time, more viewers have 

requested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for study, education and creative 

activities beyond simple re-watching contents. Despite of the demand for reuse 

of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there is still no system to collect, manage 

and reuse all kinds of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at the public level. On 

the other hand,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concentrate on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o generate their own profits exclusively using the in-house 

archives they built around the mid-2000s in the globalized and commercialized 

media market. This study starts with the problems of no policy 

In this study,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contents, which had been 

recognized only as an object of copyright transaction in an economic sens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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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 identified as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he study tries to find a way to 

protect it. Most of all, it proposes a new concept of Public Audiovisual 

Heritage(PAV Heritage) covering audiovisual public records, works of art in the 

fields of film,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and audiovisual materials related 

to those works, photographic, audio and video materials managed by museums, 

libraries and art galleries and humanities, qualitative research data produced in 

the course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 this study, PAV Heritage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various categories of audiovisual contents. Among the various 

fields, this study focuses o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where the 

policy vacuum has been maintained the longest after the closure of the 

Broadcasting/Video Digital Archive Center (2000-2006).

Recently, there is a flow of preparing a system and policy to protect 

and manage audiovisual contents as a cultural heritage from the crisis of 

destruction, damage and transformation at the national level. UNESCO members 

has specified the system and policy from the 1980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global trend for the provision of a audiovisu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is 

identified, and the concept of audiovisual heritage is analyzed through the 

related research results conducted mainly by UNESCO and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late 1990s. It is reviewed 

what the process, definitions and categories are, and how to establish related 

laws, systems and policies to manage them. PAV Heritage, the concept that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Korea, is all kinds of tangible and intangible 

device, media, document and knowledge information in order to play audio-visual 

contents influencing watching or the public viewers with certain thought or 

emotion through image and sound. An audiovisual content is the evidence of the 

actions by various institutions and groups through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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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Therefore, the definition of PAV Heritage 

defined in this study is a term considered with the technical, cultural, historical, 

and industrial aspects of various audiovisual types of records exposed to the 

public.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collect, manage, and utilize broadcasting and video collections if an archive of 

PAV Heritage is established in Korea. Before the study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and major issues in Korea, five overseas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cases are preferentially investigated :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 

France, British Film Institute,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initiated 

by Library of Congress and GBH,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s of Australia, 

Meemoo in Belgium. As a result, some common features are discovered :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collection are operated based on the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archive institution and the broadcasting 

company, and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with this partnership. In addition, the 

fact that each institution operates for the two major functions of Preservation 

and Providing Access to contents is also an implication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Korea. Therefore, all collected contents are ultimately subject to 

public service, and the time of providing services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use agreement of the contents with the copyright holder. This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ublic video archives that differ from the administrative 

document archive system that can restrict public access to some records for 

security or confidential reasons. Accordingly, the overseas institutions 

investigated in this study are preparing a system to reliably protect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s of the collected contents and those who appeared in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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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the study to identify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such overseas cases, the progress of building in-house archives 

of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the status of content utilization are 

researched.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as KBS, MBC, SBS, EBS introduced HD 

production systems in the mid-2000s and established digital archives. These 

archives have been used by internal employees or for the purpose of content 

production. Several broadcasters operate a service platform with an archive 

which can control copyrights as MBC or departments or subsidiaries directly sell 

contents which viewers request from specific as KBS and SBS. In addition, the 

broadcasters surveyed in this study usually open YouTube channels specialized in 

classic content and upload specially edited contents which were produced in the 

past online. In Korea, several policies dealt with in this study have been 

implemented for the public service of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This 

study have investigated some national projects like Digital Archive Center 

(2000-2006)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the K-Content Bank 

(2016-present)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Open Sharing Portal 

Service (2020-Present) of KTV. And some issues of the policies promoted so far 

have been confirmed.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stably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and 

continuously implement an appropriate plan of archive operation.

In this study, the opinions of respondents who have worked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video and cultural policy a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addition, questionnaire surveys of 200 users with various 

occupations and ages, such as the general public,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education workers, and professionals are performed about the current usage 

behavior of 'old broadcast cont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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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platform at the public leve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explores the opinions from producers and viewers of broadcast and 

audiovisual content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broadcast and video 
content as cultural heritage through this process. As a result of the two 

surveys, it is found that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must be 'cultural 

heritage' of contents containing various contents and values that must be 

transmitted to the next generation in terms of themes, intention and 

environment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media and technologies that express 

them. Most of all, PAV Heritage should collect contents produced by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KBS, MBC, SBS, EBS), with public funds (production 

support business content)' and under the korean Broadcasting law. The study 

tries to find the efficient methods of acquisition and service plans to secure 

such collection objects, the issues that can be expected and the prerequisites 

for resolving them when the service is provided for research and production 

purposes. 

As a result of the two surveys, these points can be found out : 

producers and creators in the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field are searching 

for contents in 'YouTube' and depending on only the platform in practice. In 

addition to this, it is still impossible to find a comprehensive list of contents that 

have been produced, organized, and aired in Korea. In these reasons, it is 

concluded that an accurate and reliable public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 

information platform is necessary.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s, this study 

strongl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PAV Heritage archive platform. In 

order to conduct both the functions of Preservation and Providing Access, the 

proposed platform is dually compose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tform 

and Public Re-use Platform, and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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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users are considered. Providers of public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contents like copyright holders or broadcasting 

companies examined in this study are one of customers provided with two 

services in PAV Heritage archive platform. They are also the subjects of 

communication with users by opening the available contents owned by each 

institution to content users who want to use for research, education, and 

creative purposes.

This study is conducted, focusing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field. However, in order to comprehensively collect 

and use contents in the level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cept of PAV 

Heritage, it is necessary to find more targets and methods of collection and user 

service in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fields as well as others : academic 

research, elementary/middle/high 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general citizens' 

cultural enjoyment.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so that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content can be recognized as PAV Heritage in the 

society, not as exclusively used contents by specific broadcasters or producers.

Keywords : Public records, Public Sphere, Signification, Conceptual Construct, 

Record Continuum,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Archives, Public 

Audiovisual Archives, Public Audiovisual Heritage, Classic Contents, 

Media Publicness, Video Archives, Video Sha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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