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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방송산업실태조사」 자료 및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전문 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작성 기획
1. 통 계 명
방송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 제920010호)
2.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3. 법적근거

○ 방송법 재 조 자료제출
○ 통계법 제 조 자료제출 명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조
98

(

25

(

)

)

41

o 방송법 제98조
-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o 통계법 제2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4.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사업자 상황별 이메일
(

-

,

팩스, 우편 병행)

본 조사가 방송사업자 전수조사로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될 경우 한 사업자당 약 한 달
이 소요되는 조사기간 동안 면접원 파견을 해야 하고 조사 시간과 현장 검수 시간을 포함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

-

또한, 사업자 대상 조사의 특성상 조사항목에 대해 다수의 직무담당자가 각기 대답해
야 하므로 온라인 조사가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적합

-

응답 작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가 비용 효율성 및
측면에서 높은 조사방법임. 따라서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채택하고 있음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공표주기

년

:

1

: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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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조사기획
-

제22회

(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간 일정 기준 참고)

2021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시행

-

조사대상 사업자군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DMB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

IPTV

○ 사업추진일정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 조사 일정 수립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일정 수립
○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후속 작업 시행
- 2021

월

1

2020

-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온라인 업데이트(미디어통계포털, 나라통계시스템,
보고서 추가 배포

KOSIS

등)

○ 조사 세부 계획 수립
공동수행기관 및 부처 회의
○ 방송산업 실태조사 웹 설문 사이트 개설 및 구축 위탁사업자 선정
○ 방송산업 실태조사 기년도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 조사표 수정
-

DB

월

2

DB

의 경쟁상황평가, KAIT의 ICT 통계 관련 담당자 의견 수렴
조사항목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KISDI
-

월

3

○ 조사표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부처 회람 후 조사표 확정
○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웹 설문 사이트 구축
-

-

방송산업 실태조사표 기반 사이트 개발

○ 통계청 변경승인신청 시행
조사표 변경내역 자료 작성
○ 조사대상 사업자 선정 및 담당자 리스트 확보
-

-

월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상 사업자 명부 확보
사업자별 담당자 확인 전화작업
조사표 안내 준비
조사 협조공문과 조사표 안내문 제작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웹 설문 검토
설문조사 웹사이트 파일럿 테스트 시행 (4월 3주차)

○
○
-

-

-

○ 조사 안내
조사협조공문 및 조사표 안내문 발송 동시 전화 안내
○ 방송산업 실태조사 실시
웹 설문조사 일부 사업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병행 실시
○ 방통위 재산상황 제출사업자 모집단 차 확인
-

월

5

-

(

(

,

)

,

1

- 2 -

)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 방송산업 실태조사 무응답 사업자 참여 유도 전화실시
○ 방송산업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작업
○ 사업자 데이터 차 검수

월

6

1

-

누락 및 오류 데이터 검수 후 재요청

○ 방통위 재산상황 제출사업자 모집단 차 확인 후 조사대상 일치 작업 시행
○ 방송산업 실태조사 데이터 검증
누락 및 오류 데이터 검수 후 재요청
예년 데이터 –올해 데이터 비교 검수 사업자간 비교 검수
○ 원시데이터 확정
데이터 검증 수정작업 완료 후 해당연도 원시데이터 최종 확정
○ 통계표 작성
2

월

7

-

,

-

월

8

-

,

최종 데이터 기반 통계 결과표 작성

○ 통계표 결과집계표 산출 및 작성
최종 데이터 기반 통계 결과표 작성
○ 인포그래픽 제작
(

)

-

월

9

-

방송산업 개황, 방송산업 주요현황 등의 인포그래픽 제작 요청

월 3주차~4주차)

(9

○ 보고서 작성
통계표 배치 그래프 및 보고서 내용 작성
○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

월

1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부서에 결과 보고 후 최종 의견 수렴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디자인 작업
한글보고서
보고서 디자인 작업 시행 및 최종 데이터 검수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련 자체평가 실시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책자 배포
○ 방송산업 실태조사 자체품질진단 실시 통계청
○ 방송산업 실태조사 후속작업 시행
○ 방송산업 실태조사 추가 보고서 배포 시행
pdf

-

월

11

->pdf

(

월

12

)

7. 통계작성 문서화

○ 방송산업실태조사는 연구기관이 직접 전수조사·검수를 수행하므로 업무편람 등을 문서화하지
,

않음

○ 원활한 조사 협조를 위한 실행계획과 조사 품질 유지를 위한 사업자별 작성지침 등은 문서화함
8. 통계연혁

○ 방송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을 위하여

년 6월

2000

이름으로 제1회 조사 시행
- 2001

년

4

월

「방송산업 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 년 월 통계작성 승인 승인번호
○ 개발 배경
2006

4

(

:

제92010호)

- 3 -

「방송 운영현황 및 서비스 실태조사」

국내 방송산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개발사업자 정보 및 방송산업 통계로 분류하여

-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함
-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

민간 기업체의 기업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기초 통계를 제공

○ 조사대상 개편 이력
년:

년 일반위성방송 사업 시작으로

- 2003

2002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부터 일반위성방송

2003

조사대상 추가
년:

-

2006

2005

년 위성DMB 사업 시작으로

2006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부터 위성DMB

조사대상 추가
- 2006

년: 일반

년:

- 2010
-

2013

와 데이터

년

2009

년:

2012

IPTV

2017

PP

사업 시작으로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부터

2010

년 위성DMB 사업 철수로

조사대상 제외
-

를 구분하여 보고서에 표기

PP

「

년: 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3

사업자 조사대상 추가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서부터 위성DMB

」에

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

제공사업자(CP)가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

IPTV

·

IPTV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부터

2017

콘텐츠
의

IPTV CP

매출 손익 재무 현황을 보고서에 포함

○ 조사표 개편 이력
- 2014
- 2014

년: 종사자 현황 중 ‘관리/행정직’을 ‘경영직’으로 명칭 변경

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자체 편성 방송 프로그램 중

TV

드라마의 제작 원별 편성

현황’ 항목 삭제(통계자료 미산출 문항)
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연간 전체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중 ‘보도’, ‘교양’,

- 2014

오락’ 장르 세부 구분 삭제

‘

- 2014

년: 지상파DMB 사업자의 ‘전체채널별 월간 방송 시간 현황’ 항목에서 ‘월간’ 기준을

연간’ 기준으로 변경

‘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2014

IPTV

사업자의 ‘연간

시설 장비 투자현황’ 항목에서 ‘셋톱박스 단말기’ 투자 추가
- 2016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의 3월

말 기준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제외
-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 분류기준 변경(아날로그 방송/디지털 방송

2016

아날로그
-

2016

/ 8VSB

/

→

QAM)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의

사업자용 가입자 현황 추가
- 2016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번들 상품 가입자 현황 삭제’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2016

년:

- 2016

의 가입자 중

IPTV

IP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의 ‘UHD 방송 채널 운영 현황’ 추가

Pre-IPTV(VOD)

가입자 현황 삭제(유료 방송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기준에 맞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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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장르별 국내 판매와 국내 구매 현황’

항목 추가
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원별 드라마 제작과 유통 현황’

- 2016

항목 추가
- 2016

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가별 포맷 수출입 현황’ 항목 추가

- 2017

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매출액 플랫폼별 구성 내역’ 항목 삭제

- 2017

년:

-

2018

‘UHD’

년:

시설 현황과 시설 투자 현황 추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

현황,

연간

웹(온라인/모바일) 영상 콘텐츠 제공 현황 항목 삭제
- 2018

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의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문항 삭제

- 2018

년: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 현황 문항 삭제

- 2019

년: 지상파 사업자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관련 라디오 부문 삭제

- 2020

년: 지상파,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항목 삭제

년

- 2020

사업자의

IPTV

VOD

콘텐츠 보유 및 이용현황 문항 삭제, 연간 전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현황 신규문항 추가

○ 조사기준연도 등 변동사항
- 2003

년::간접제작비를 제외한 직접 제작비 기준으로 산출

-

년: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방송사업매출액과 방송 이외의

2008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홈쇼핑 방송 매출액’에 대한 항목명과 기준 변화
:

2001~2002

년: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액’은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액 기준

년: ‘상품 판매 수수료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상품 판매매출 기준

: 2003~2007

수수료로 변경
:

년 이후: ‘홈쇼핑 방송 매출액’으로 명칭 변경

2008

- 2014

년: 지상파DMB사업자의 ‘전체 채널별 월간 방송 시간 현황’ 항목에서 ‘월간’ 기준을

연간’ 기준으로 변경

‘

년:

- 2016

IPTV

」 대상에 포함되고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

년 기준

2014~2015

IPTV

사업자 매출 기준 변경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 분류기준 변경(아날로그 방송/디지털 방송

2016

아날로그

/ 8VSB

/

→

QAM

년: 종합유선방송, 지역 채널 번호 사업자의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운영 채널 구성

- 2017

내역 구분 변경(아날로그,

8VSB,

QAM

으로 변경)

- 2017

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의 데이터방송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 변경

- 2019

년: 종합유선,

-

IPTV

사업자의 결합유형별 가입자 현황에서 결합 구분방식 재구성

년: 지상파 사업자의 장애인 시청취 지원방송 실시 현황에서 폐쇄자막 방송/

2019

화면해설방송/한국수어 방송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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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의 작성목적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를 적기

에 정확(accuracy)하게 파악하여

(timeliness)

방송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민간 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는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통계로 제공

○ 활용 분야
-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방송산업의 분야별, 매체별 진흥 및 규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와 방송시장 규모 파악과 미래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방송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근거로 학술논문, 이슈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가능

-

각 기관의 방송 관련 지표 작성 시 연구 결과 제공 가능

-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로 활용 가능

□ 국내외 유사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국내·외 방송산업실태조사 관련 통계
-

방송산업 관련 국내 승인통계는 본 조사가 유일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 지역성 지수 평가,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보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업 전망 보고서(방송 전망 부문),

산업 실태조사(방송산업 부문),

ICT

ICT

통계수첩(방송

ICT

산업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방송 부문) 등 다양한 통계에서 본
조사의 결과를 준용함
-

본 조사는 방송사업자 대상 조사로 국내 모든 사업자 관련 통계가 본 조사의 자료를 준
용하므로 비교가 불가하고, 대신 방송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
송매체이용행태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사전 검토 부분을 작성함

○ 국내통계
-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표본은 다르지만 본 조사의 항목과 유사한 부분은 ‘유료방송 가입현황’, ‘케이블방송
가입현황’, ‘디지털위성방송 가입현황’이 있음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국내 거주

3,900

가구 약

6,600

여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전수조사이며 사업자가 직접 응답하는 본 조사와 비교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이는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서 조사하는 가입현황 항목은 개인별 방송매체 이용 환경
등을 보기 위한 것이지, 본 조사와 같이 방송산업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조사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임

-

따라서, 방송산업에 대해 정확하고 사업자 측면의 조사는 본 조사가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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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가입현황
케이블방송(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여부)>

<

 예

유사 조사항목

 아니요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여부>

<

 예

 아니요
가입여부>

<IPTV

 예

조사대상
조사주기

○ 해외 통계

:

 아니요

전국 만

세 이상 가구원

13

년

1

방송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기반에 따라 조사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

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본 조사의 목적 취지와 유사한 해외
주요국 또는 주요 기관의 통계는 각각 다음과 같음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 (

의 웹사이트는 미 전역의 방송국, 소유관계, 방송설비에 관한

FCC

정보를 제공하며, 미 상무부 웹사이트 및 정부 통계 통합 제공 사이트(data.gov)에서
산업통계 일부로 방송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
영국) 방송 규제기관 오프컴(Ofcom) 웹사이트는 ‘연구 및 데이터’ 섹션에서 방송시장 동향,

- (

·

방송 인터넷 미디어 이용행태 등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 보고서와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아울러 국가통계청(ons.gov.uk) 웹사이트 및 정부 통계 통합 제공 사이트(data.gov.uk)를
통해서 산업통계 일부로 방송산업 관련 통계자료 제공
-

(

프랑스) 방송(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평의회(CSA) 웹사이트에서

방송서비스 현황 정보를 제공, 국립영화센터(CNC) 웹사이트에서 방송영상산업 관련 각종
통계,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에서 방송영상산업 관련 통계를 제공
일본) 방송 규제룰 담당하는 총무성 웹사이트의 정보통신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방송국

- (

현황 및 방송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 정부통계 통합 제공 사이트(e-stat.go.jp)에서도
산업통계의 일부로 방송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함
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을

-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PwC

및 라이선스,

TV

가입

TV

광고, 영화, 음악, 게임, 인터넷 광고, 인터넷 접속, 옥외광고, 라디오, 소비자

잡지, 신문, 일반서적 및 교육 도서,

B2B

출판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 판매

- (Ovum) TV, Online Video Intelligence DB

등과 5년치 전망을 발표, 또한,

Devices,

는

TV, Online Video

Media,

Usage DB

산업의 재무, 경영정보

등을 통해 미디어 기기 접근

및 사용, 구독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소비, 커넥 티드 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조사자료를 제공
- (S&P Global)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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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시장조사, 분석 보고서를 제공

10.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정책 보고서, 언론보도, 학술논문 등에 활용

-

관련 정부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의 방송산업 부문 기초통계로 제공

-

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계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웹진
방식의 보고서를 통해 주제별 자료 제공

-

활용 기관 및 활용 내용 요약
기관명

활용자료

방송통신
위원회

매출액(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문화체육
관광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활용분야

매출액(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
프로그램 제작 비용, 가입자수, 수출/수입
현황 등
사업체 수 현황, 매출액 현황, 매출액
구성내역 현황, 수출입액 현황, 종사자
현황 등
종사자 수, 국내판매/구매 현황,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 주요
조사결과 다수 활용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지역성 지수 평가
∙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위원회 보고자료
∙ 산업 전망 보고서 – 방송 전망 부문
∙ 산업 실태조사 – 방송산업 부문
∙ 통계수첩 – 방송산업 부문
∙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방송산업 부문
ICT

ICT
ICT

∙

KISDI STAT Report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이용자 관리 및 관리방법

○ 방송국 등 조사에 응답한 방송산업종사자에게 보고서 송부 및 조사항목 반영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

○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방송통신위원회 등)로 해당 부처에서

추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함
-

부처 외 통계생산기관에서 본 조사를 차용해 방송산업 부문을 정리하나, 이 역시 부처에서
위탁과제로 내보낸 통계조사로 궁극적 이용자는 부처가 다수

-

그 외, 방송, 미디어, 콘텐츠 등 관련 산학연 기관에서 본 조사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수행 및 논문 발표 수행

이용자 구분

이용자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역
-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작비 시계열 데이터 작성

-

미디어산업 고용통계별 데이터 분석

-

국내 방송서비스 모집단 현황 데이터 작성

-

국내 방송사업자 매출 시계열 데이터 작성

-

부처

-

국내 유료방송사업자 주요 성과 변화 분석 자료 작성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데이터 작성

방송통신워원회

-

유료방송 가입자 지역별 정보 데이터 작성

-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분석

-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수출입 현황 데이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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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 이용자) 요청자료 작성 예시>

11. 이용자 의견수렴

□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을 위한 부처 의견수렴
○ 회의 개요
-

일시

: 2020. 3. 25.(

수),

-

주제

: 2020

-

참석자

15:00 ~ 17:00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을 위한 부처 의견수렴

:

○ 요구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 수행기관 3명
: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통계 항목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에 포함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논의
-

(종사자 관련) 방송산업 실태조사 종사자 직군은 ‘임원’ ‘경영직’ ‘방송직’ ‘홍보직’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최근 방송사의 ‘대표’ 직군에 대한 부처의 데이터 수요가 있었음. 현재는
임원’안에 ‘대표’ 직군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

‘
-

(시설 관련)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항목인 ‘시설현황’, ‘시설투자현황’의 구분 기준은

로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방송사의

‘UHD’, ‘HD’, “SD’

미미하여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상황.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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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D

시설 투자는 거의

시설 현황과 시설투자현황에 대한 수정이

○ 요구사항 반영 결과
연번

반영여
부

건의사항
종사자

1

- ‘

대표’ 직군 분리

반영

시설 현황, 시설투자 현황

–

2

SD

반영

별도 분리 삭제

반영 내용
종사자 현황

대표’ 직군 분리

- ‘

시설 현황, 시설 투자 현황
-

와

HD

셀 통합하여 조사 시행

SD

□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논의를 위한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20. 12. 09.(

수),

-

주제

: 2020

-

참석자

10:00 ~ 17:00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논의를 위한 회의

수행기관 3명, 지상파방송사업자 담당자 3명,

:

○ 요구사항

:

사업자 담당자 3명

PP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슈 파악 및 추후 방송산업 전망에

대한 논의
-

(종사자 관련) 방송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종사자의 기준은 한 법인에 속하는 종사자

기준이

아닌,

실제로

해당

방송사에서

방송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까지

포함(제작파견직, 비정규직 포함). 이에 따라 방송산업 종사 규모 파악시 명확한 해석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콘텐츠 유통 관련) 최근 국내외

OTT

사업자의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외

로 유통되는

OTT

방송프로그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국내외
로 유통되는 방송프로그램 규모 파악 필요

OTT

○ 요구사항 반영 결과
연번

반영
여부

건의사항
종사자 현황 기준 확립

1

미반영

반영 내용
종사자 현황 항목 기준은 이미 주석에 명확
하게 제시되어 있음
국내외

국내외
2

로 유통되는 콘텐츠

OTT

규모 파악 필요

반영

로 유통되는 콘텐츠 규모 파악을

OTT

위해 거래처 업종별 국내 판매 구매 현황, 거
래처 업종별 수출입 현황 항목을 신규로 공
표할 예정

□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보완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21. 02. 17.(

수),

-

주제

: 2021

-

참석자

·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 보완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

:

○ 요구사항
-

10:00 ~ 12:00

수행기관 4명,
:

사업자 담당자 1명,

IPTV

사업자 담당자 1명

SO

·

유료방송사업자용 조사표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논의

(결합가입자 관련) 결합가입자와 관련하여, ”결합“의 기준을 ”인터넷 회선“으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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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이에 따라 결합가입자의 수와 비중이

”STB“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어렵다면, 데이터의 왜곡방지를 위해 해당
항목 삭제 요청

○ 요구사항 반영 결과
연번

반영
여부

건의사항

반영 내용
아직 정부부처에서 결합가입자의 기준을 명

결합가입자 항목 기준 제시
1

해당항목 삭제

or

확하게 제시한 바가 없어, 해당항목은 명확한

반영

기준점이 생기기 전까지 당분간 조사항목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보완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21. 03. 11.(

목),

-

주제

: 2021

-

참석자

·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수정 보완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

:

○ 요구사항
-

10:00 ~ 17:00

수행기관 4명, 지상파사업자 담당자 1명,
:

·

사업자 담당자 3명

PP

지상파/PP사업자 조사표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논의

(장애인시청취 현황 관련)

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고 장애인시청취 방송

PP

지원이 필수가 아니며, 해당항목의 경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월
별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중복의 문제가 있음
-

(HD편성 관련)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업자가 기본

PP

화질로 편성을 하고 있어, 연간 편성실적과

HD

편성실적이 동일함. 따라서

HD

편성실적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중복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과 같음

○ 요구사항 반영 결과
연번

건의사항
장애인시청취 지원 현황

1
-

항목 삭제 요청

반영
여부

반영 내용
이미 정부부처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반영

해당 항목은 중복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2021

년 조사부터 해당항목은 삭제할 예정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미 디지털 기본 화질인

HD
2

편성 현황

– 항목 삭제 요청

반영

로 편성하고 있어 해당항목의 활용도가 낮을

HD

것으로 판단,2021년 조사부터 해당항목은 삭제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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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Ⅱ. 통계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항목

□ 조사항목 체계(조사표 별첨)
○

조사항목은 방송사업자 형태별 공동 조사항목 및 방송사업자별 개별조사 항목으로
구성됨.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음.
사 업 구 분

주요 조사 항목

· 종사자현황

종사자 기본현황(성별, 연령, 외국인, 장애인), 신규직원 충원

:

현황

· 매출액

:

공통항목

방송사업매출액(수신료, 광고, 수수료 등), 기타사업매출액(전기통

신사업, 부동산임대사업 등)

· 시설현황 제작시설 송출시설 개수 및 면적
· 투자현황 부문별 제작 송출 디지털 시설장비별
·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현황 연간 제작 구매 비용
· 사업결합현황 특수관계 회사 현황 외국자본 출자출연 현황
· 방송시간 및 편성현황 제작원별 유형별 매체별 라디오 전체 연간 방
:

,

:

(

/

),

(UHD/HD)

:

(

:

)

,

:

/

/

(TV,

)

송시간

지상파방송사업자

· 프로그램 제작현황 국내물 구매 외주 비외주 국외물 구매 등
· 방송프로그램 판매·구매 및 수출입현황 장르별 드라마 다큐 영화 등
:

(

/

),

:

(

,

,

거

)/

래처 업종별(지상파, 유통배급사 등) 국내 판매구매 총괄

지상파DMB사업자

· 방송운영 현황

:

전체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현황, 자체 채널 연간 편성 비

율, 임대 채널 연간 편성 비율

· 지역채널 현황

:

연간 방송편성 현황, 연간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비용,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가입자 및 수신료 현황

아날로그 케이블TV/8VSB 케이블TV/QAM 케이

:

블TV

· 운영채널 구성내역 방송구분별 아날로그
방송운영채널
· 협업 현황 협업 가입자 수 운영형태 등
· 전송망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 현황 사업 방식 가입자수 이용료 등
· 가입자 및 채널구성 현황 가입자수 전체 사업자 수신료 현황
· 방송운영 일반현황 연간 방송시간 및 편성 비율 공동제작 현황 등
· 운영현황 서비스명 이용료 등
· 가입자 현황 서비스 상품명 가입자 수 수신료 등
· 운영채널 구성 내역 방송구분별 전체
방송운영채널
· 방송운영 일반현황 연간 방송시간 및 편성 현황 등
· 프로그램 제작현황 외주 국외 등 프로그램 시간 제작비용 등
· 외주제작 현황 프로그램명 장르 시간 제작사 등
· 방송프로그램 판매·구매 및 수출입 현황 장르별 판매·구매 거래처 업종
: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

/8VSB/QAM)

,

:

:

,

(

/

:

일반위성방송사업자

PPV

,

),

.

:

,

:

,

:

,

(

/HD/UHD)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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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구 분

주요 조사 항목

·

별 국내 판매 구매 및 수출입, 수출입 세부내역 등

· 데이터방송 운영현황 송출 플랫폼 전자살거래 운영 여부 등
· 가입자 현황 전체 가입자 및 사업자용 가입자수 수신료 지역별 가입자
:

, TV

:

사업자

,

,

,

현황

IPTV

· 운영채널 구성내역 방송 운영채널별 전체 채널
· 운영비 전광판 연간 운영비 구성내역
· 운영시간 설치 장소 회 방송시간 순환 횟수 등
· 매출액 매출액 구성내역
:

방송/UHD방송

/ HD

:

전광판방송사업자

:

IPTV

콘텐츠제공사업자(CP)

, 1

,

:

□ 주요 개념 정의

○ 방송사업자 분류
-

·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는
운영하는 사업자(KBS,

MBC

와 지역

MBC,

EBS, SBS

와 라디오를 동시에

TV

를 포함한 지역민방사업자),

라디오방송사업자(경기방송, 경인방송, 영어라디오방송, 교통방송, 종교방송 등),
지상파DMB 사업자 등이 포함됨
사업자명(2019년 조사대상 사업자 기준)

분 류

㈜문화방송 ㈜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
경남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
㈜티비씨 구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 ㈜제주방송 경인 ㈜
㈜경인방송 ㈜경기방송

중앙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

MBC

,

,

,

,

,

,

(

),

,

,

,

,

,

지역라디오방송

,

,

KNN,

민방

SBS

,

,

지역MBC

,

G1,

,

,

, OBS

,

,

,

TV

,

종교방송

(

재)CBS, (재)평화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교통방송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영어방송

(

TBS,

도로교통공단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보도전문

㈜와이티엔라디오

국악전문

(

재)국악방송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

공동체라디오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방송, (사)광주시민방송,

(

사)금강에프엠방송

(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과 데이터방송을 지상파방송사의 송신소와 중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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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

있다.

19

개

DMB

방송사(13개사),

DMB

YTN

KBS, MBC, SBS

의

DMB

방송사, 지역지상파방송사의

한국DMB, 유원미디어가 포함됨

DMB,

․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유선방송사업자: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
행하는 사업자를

-

사업자에는

의미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 운영하며 지상파방송 외에 다양한 분야의 기본
채널 이외에 유료 채널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의미함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휴 또는 합병으로
하나의 법인이나 계열사로 묶어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씨제이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계열 등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여기에
포함됨(세부사업자 ‘제6장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현황’ 참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녹화를 포함 하는 것을 의미함

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
-

)

위성방송사업자: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로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관리

-

:

가 있음

(KT SkyLife)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과 데이터방송을 위성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

사업자로는 에스케이텔링크
-

(SK

가 있음(2012년

Telink)

8

월 사업종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사업자명(2019년 조사대상 사업자 기준)

공급분야
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엔에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더블유쇼핑 ㈜신세계티비쇼핑 ㈜티알엔 에스케이스토아㈜ 케이티하이텔㈜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방송
,

,

,

,

,

,

홈쇼핑 (데이터)
보도전문
종합편성

,

,

,

,

,

,

공공정보

국방홍보원, (재)시민방송

특정대상

제이티비씨포

,

㈜ ㈜실버아이 캐리티비 ㈜희망복지방송 ㈜아이코닉스미디어
㈜매일경제티브이 ㈜내외경제티브이 ㈜토마토티브이 ㈜머니투데이방송
㈜서울경제티브이 재 소상공인방송정보원 ㈜팍스넷경제티브이 ㈜알토마토
㈜이데일리씨엔비 ㈜한국경제티브이
,

,

,

경제정보

,

, (

,

,

,

)

,

,

,

- 14 -

,

,

,

사업자명(2019년 조사대상 사업자 기준)

공급분야
교양

㈜에이온

,

㈜ ㈜팔콘미디어

엔씨에스미디어

㈜ ㈜대교 디즈니채널코리아 유 재 스마트교육재단
㈜초이락미디어 ㈜유로티브이 ㈜재능방송 ㈜재능교육 ㈜플레이런미디어
㈜신기한나라티비 ㈜글로벌에이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독교복음방송 ㈜기독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 상생방송㈜
㈜씨채널방송 재 온누리선교재단 ㈜지씨엔방송 재 가톨릭평화방송
이비에스미디어

교육

,

,

,

(

,

,

,

, (

)

,

,

,

,

,

,

종교

), (

,

)

,

,

, (

,

)

,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

취미

㈜놀티비 ㈜뉴폴라리스 ㈜리빙티브이 재 한국기원 ㈜한국낚시방송
㈜한국낚시채널 ㈜한국바둑방송 히스토리코리아 유
㈜현대미디어 ㈜제이티비씨플러스 서울신문에스티비㈜ 시네온티브이㈜
㈜이피지 패밀리티비㈜ 에이플티브이㈜ ㈜제이엔지코리아 ㈜티알에이미디어
㈜챔프비전 대원방송㈜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유 ㈜애니플러스
,

,

, (

,

드라마

,

(

,

,

,

(

,

,

게임(데이터)
문화

,

,

,

,

,

,

,

,

,

,

,

,

(

(

,

,

,

(EN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

,

,

,

게임

,

,

,

음악(데이터)

,

㈜에스비엥스미디어넷 ㈜제이티비씨스포츠 ㈜스포티비 ㈜아이비스포츠
㈜에스티엔스포츠 ㈜케이엘스포츠티브이 ㈜타임투미디어 ㈜골프존미디어
㈜대한생활체육티브이
㈜티캐스트 ㈜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엠앤씨넷미디어 ㈜채널더무비
㈜채널유미디어 ㈜홈초이스 ㈜케이엠에이치 ㈜코빈커뮤니케이션즈
㈜티오티비 엔트리커뮤니케이션즈㈜ ㈜디자이어티비 ㈜아시아무비
㈜클래퍼보드
㈜에스비에스플러스 ㈜엠비씨넷 ㈜엠비씨플러스 ㈜케이비에스엔
㈜아프리카티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씨제이이앤엠 부문
㈜아이에이치큐 에이엑스앤코리아 유 ㈜이채널 ㈜씨엔티브이
㈜씨엠씨가족오락티브이 ㈜아이넷방송 ㈜예당미디어 ㈜조은티브이 ㈜진중
에스케이플래닛㈜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유 씨제이파워캐스트㈜ ㈜디지털스카이넷 유진엠㈜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 ㈜화진방송 ㈜지엠티비
㈜와이즈피어 ㈜케이와이미디어
㈜햇터방송
㈜지니프릭스
대원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엘리트 ㈜아르떼 ㈜엣지티비 재 국악방송
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디엠비㈜
㈜법률방송 동아방송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동아티브이
라이프타임채널코리아 유 ㈜미디어차방 ㈜베리미디어 ㈜사회안전방송
㈜싱글티브이 ㈜엠블라컴즈 ㈜와이엠미디어 ㈜이벤트티브이 ㈜제주채널
㈜지자체티브이 콘텐츠스퀘어㈜ 쿠키미디어㈜ ㈜큐큐톡 ㈜한국민영방송연합
재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한국소비자티브이㈜ 사 농민신문사
㈜에스티엔방송스타트뉴스 ㈜한국시니어티브이 해피독티비㈜
㈜미디어오비에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

음악

),

터너코리아(유)

,

오락(데이터)

,

,

,

오락

)

,

,

,

영화

,

,

,

스포츠

,

,

,

애니메이션

)

,

,

,

,

, (

,

,

,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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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자명(2019년 조사대상 사업자 기준)

공급분야
정보(데이터)

-

㈜부머스 ㈜시프트 ㈜연합인포맥스
㈜에스비에스
,

,

,

㈜ ㈜와이티엔디엠비

케이웨더

,

전광판방송사업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방송 사업자를 의미함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통신사업자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B

tv),

㈜

LG

유플러스(U+

㈜케이티

(olleh

tv),

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tv)

셋톱박스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방송과 다채널 방송, 데이터 방송과

VOD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항목별 개념 정의

○ 방송사업자 종사자의 직종
-

임원: 대표이사,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이사의
경우, 비상근 등기이사는 제외함

-

경영직: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
미함(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리/행정직’의 명칭 변경).

-

방송직의 제작 관련: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출연자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을 의미함.

2006

년 보고서에는 ‘방송기술’로 표시되어 있음

-

방송직의 기타: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기술직: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
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포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방송사별로
건축, 전기, 통신, 설비,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포함됨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연구개발직: 데이터방송의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UI

테스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의미함
-

기타: 직종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매출액

:

매출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수행하는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매출액은 크게 방송사업매출액과 방송을
제외한 기타사업매출액으로 나눠짐

○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구성내역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방송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
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만 해당된다.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의 수신료
매출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한 수신료매출액(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이 해당됨

-

재송신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

‘IPTV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지상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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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신료분배매출액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사업자 등의 발생하는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IPTV

수신료분배매출액을 의미함
-

광고매출액: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한

징수되는

매출액을

모두

지상파광고매출액과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경우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함
-

｢

｣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2항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

제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함
-

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영상물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재송신매출액은 제외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함

-

행사매출액: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됨

-

기타방송매출액: 해당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중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된 기타의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방송용역제공 매출액, 지역 홍보물
제작매출액,

-

PPL

등이 포함됨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을 말한다. 부대사업 매출액,
문화사업,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됨

○ 종합유선방송

,

-

위성방송,

IPTV

매출액 구성내역

방송수신료매출액: 방송서비스에 가입 혹은 특정한 방송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로부터 서비스
제공대가로 수수하는 요금으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기본채널수신료, 유료채널수신료,
유료VOD수신료, 중계유선방송수신료,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구분함

-

｢

｣

광고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1항에 따라 방송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함

-

｢

｣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2조제22항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

제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의미함
-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 홈쇼핑송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의미함

-

가입 및 시설설치매출액: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의미함

-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가입자에게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대여하고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의미함
-

위성사용료매출액: 위성사용료매출액이란 위성사업자가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의미함

-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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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매출액부터

(3-3-1)

위성사용료

(3-3-7)

매출액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
-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 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분류

-

전기통신사업매출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

-

기타매출액: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 구성내역

IPTV

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

※ 프로그램 사용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횟수, 시청자수, 관련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시 지급한 금액
-

｢

｣

광고매출액: 방송법 제2조 제21항에 따라 방송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함

-

｢

｣

협찬매출액: 방송법 제2조 제22항에 따른 협찬고지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의미함

-

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영상물 판매로 인한 매출액(저작권료
포함)을 의미함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방송기계기구와 방송차량 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함

-

행사매출액: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에 포함됨

-

홈쇼핑방송매출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상품 판매 매출액, 제품판매 매출액과 수수료
매출액이 포함됨(이전 보고서에서 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에 해당)

※ ‘홈쇼핑방송매출액’에 대한 항목명과 기준 변화

· 2001년~2002년: ‘홈쇼핑상품판매매출액’은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액 기준
· 2003년~2007년: ‘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상품판매 매출 기준 수수료로 바뀜
· 2008년 이후: ‘홈쇼핑방송매출액’으로 명칭 변경

-

기타방송매출액: 해당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중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된 기타의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방송용역제공 매출액, 지역 홍보물
제작매출액,

-

등이 포함됨

PPL

기타사업매출액: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을 말한다. 부대사업 매출액,
문화사업,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됨

○ 데이터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위주로 하고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로 각종
:

,

부가데이터를 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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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방송 서비스 유형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방송(데이터 방송채널

사용사업자(DP)가 운영)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

(
-

데이터방송 서비스 내용

①

정보: 뉴스, 날씨, 교통, 운세, 건강, 연예, 스포츠, 영화, 패션, 부동산, 여행, 증권
재테크, 보험 등

② 게임 아케이드 게임 보드게임 등
③ 엔터테인먼트 만화 노래방
④ 에듀테인먼트 육아 교육 학습
⑤
디지털화된
를 통해 발생하는 상거래서비스
⑥ 기타
:

,

:

,

:

,

T-Commerce:

,

TV

○ 유료방송 관련 용어
-

가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IPTV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7호
일부개정

(2017.8.24)(

」에 따라 계약이

2018.12.31)

체결된 단말장치 및 단자를 기준으로 함

※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영업 외 목적 무료가입자 위성방송만
,

,

수신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 수를 제외
-

사업자용 가입자: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한 가입자

○ 종합유선방송 가입 형태
-

기본 가입: 유료 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의 수

-

티어 가입: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과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의 수

-

종합유선방송 의무형: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상품으로 수신료가

-

원대인 상품

4,000

종합유선방송 보급형: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 상품 중 의무형과 기본형을 제외한 모든 상품으로 수신료가
원~12,000원 대 상품

7,000
-

종합유선방송 기본형: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상품으로 수신료가 15,000원 이상인 상품(지역에 따라 수신료가 15,000원 이하인 곳도 있음)

○ 종합유선방송 전송방식
-

8VSB(8

레벨 잔류측파대,

8-level

vestigial

sideband):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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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SB

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양방향 서비스 이용불가).
직교 진폭 변조,

- 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서 셋톱박스를 통하여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
는 위성과

OTS: OTS(Olleh TV Skylife)

※

IPTV

의 결합상품이다.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산정시 OTS에서 실시간방송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가입자는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IPTV

실시간 방송 서비스: 지상파, 케이블TV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디오/오디오

채널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관련 용어
-

자체제작: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지역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 편성시간에 포함

-

외주제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단,
지역방송사의 경우, 자체편성물에 한해 순수외주 또는 특수관계사 외주로 보고, 수중계한 외주
인정물은 수중계로 봄

-

국내물 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를 국내물 구매로
본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외주제작 인정
주체로부터 구매한 구매물은 국내구매의 ‘외주’에 포함되고, 외주물을 제외한 영화와 같은
구매물은 ‘비외주’에 포함

-

국외물 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로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해외물과 직접 수입물이 여기에
포함

-

프로그램 교환: 지역 방송사 사이에 프로그램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순수외주 혹은 특수관계사
외주로 분류

-

프로그램 시간: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

프로그램 편수: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 편수. 편수는 회를 기준

-

제작ㆍ구매비용: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구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Time)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합작과 공동제작 프로그램: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

국내 외 타방송사업자, 제작사 등과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 제작하는 영상제작물을 말한다.
극장용’, ‘방송용’, 지역민방간 공동제작 등이 여기에 해당

‘
-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시청자 제작은 지역 주민이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

-

국내판매: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영상물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유통배급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 기반 사업자 등의 국내 업체에게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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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주제작사, 유통배급사 등을 통해 국내

-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을 구매하는 경우
-

프로그램 수출: 프로그램 수출은 해외의 방송사, 배급사, 프로덕션 등에 직접 판매한 경우

-

해외교포방송지원: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더빙이나 자막 작업 없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비디오나

를 판매하는 것과 해외 수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막이나 더빙 작업을 위한

VOD

정부지원이 해당
타임블럭 판매: 외국 방송사에서 특정 방송시간대에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만을 방송할 수

-

있도록 방송시간대를 판매하는 형태
포맷 구매와 판매: 포맷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며, 포맷은 프로그램을

-

구성하는 제작 특성으로 프로그램 라이센스(리메이크 판권) 및 포맷에 대한 제작 노하우, 제작
매뉴얼인 포맷 바이블을 포함
기타 형태: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외의

-

수출입 형태로 특정 형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됨
프로그램 수입: 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되며, 국내 유통사를 통한

-

국외 제작물 구매는 국내구매에 포함

○ 방송 편성 관련 용어
-

본방송: 조사시점과 관계없이 제작 또는 구매 후 최초 방송되는 프로그램

-

수중계: 지역사가 본사 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동시 전송하는 시간을 말한다.
수중계한 외주물을 자사 외주물로 인정받는 경우 수중계한 외주물 시간을 ‘외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수중계물은 ‘비외주’로 분류

○ 순환 편성 비율 방송 프로그램을
:

회 이상 방송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전 방송프로그램의 해당

2

기간 재편성도 순환편성에 포함

○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

·

종합유선방송사가 방송권역 내의 지역 주민과 지역 공공기관(시 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을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것을 의미함

○ 전광판방송 관련 용어
-

부착형식: 옥상, 벽면, 지주 등 전광판이 위치해 있는 장소

-

표출소자

-

①
②
③
④

LED:

진공관 원리를 이용한 발광 다이오드

CRT:

총천연색 동화상, 열전자 방출, 브라운관 원리

FDT:

총천연색 동화상으로 형광등의 원리 이용

Q

보드: 자기소자를 이용한 특수방전식 전광판

데이터 전송방식

· 유선전송

:

상황실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수신기를 이용하여 각 전광판 운영실에 데이터를

송신하여 전반적 상황을 알려주고 각 운영실에서 이것을 수신하여 문안과 비디오 영상을

·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
위성중계: 상황실에서 각 내용을 위성중계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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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기로 전송받아 방송하는 방식
직접data: 동영상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량이 필요하므로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전광판을 구동하는 컴퓨터 하드에 연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회 단위 방송시간: 전광판에서 보도, 교양, 상업광고, 공익광고, 기타 등 유형별 광고가

1

순차적으로 1회씩 방송되는 시간

· 평균 순환 횟수

:

일일 전광판 운영시간에서 1회 단위 방송이 반복되는 횟수

○ 사업결합 관련 용어
- MPP(Multiful 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복수의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단일 기업집단이 또는 단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씨제이 계열이 대표적인
- MSO(Multiful System Operator):

단일
MPP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으로서, 단일 기업집단이 또는 단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씨제이헬로,
티브로드 등이 대표적인

MSO

- MSP(Multiful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티브로드( 태광산업) 계열 등이 대표적인

결합을

㈜

말한다.

씨제이헬로(씨제이

),

MSP

-

지배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

종속회사: 경영주가 같거나 사업 계통이 같아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

본사 지분: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100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50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
-

기타 주주: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주주

-

디지털 시설: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

기타 시설: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이 해당

-

제작시설: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음실, 중계차 등의 제작에 필요한 시설이 해당

-

송출시설: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미디어운용센터, 기타설비 등 송출에 필요한 시설이 해당

-

아카이브 시스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방송콘텐츠를

○ 시설 관련 용어

와 HD,

UHD

SD

제작 장비 및 시설이 해당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미디어운용센터:

사업자의 미디어 운용, 송출 관리 등 종합 시스템 역할을 하는 센터

-

송출시설 기타설비: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을 제외한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의

IPTV

시설과 설비
-

송출중계부문: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이 해당

-

부대부문: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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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항목이나 개념에 대한 국내·외 기준 비교
○

국내)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방송, 방송사업, 방송사업자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는 관련

(

법령 및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어 이를 따르며, 조사대상인 방송사업자 또한 주요 용어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음
주요개념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의 정의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
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동일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방송법」제 조 항 용어의 정의
2

1

(

)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2. “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
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방송사업

동일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방송법」제 조 항 용어의 정의
2

- 23 -

2

(

)

주요개념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의 정의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3.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본 조사의 대상이기도
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등록된 사업자로
법에 기술된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
개념상 동일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자

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방송법」제 조 항 용어의 정의
2

○
-

국외) 캐나다,

(

any

means

of

receiving
made

of

programs,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solely

for

(

)

등 해외국가 또는 국제기관에서의 ‘방송산업’에 대한 정의

OECD

transmission

2

but

does

performance

whether

for
not
or

or

reception
include

display

in

not
by

any
a

encrypted,
the

public

such

public

by
by

radio
means

transmission
place

waves

of

(Canada,

of

or

other

broadcasting

programs

that

Broadcasting

is

Act,

1991)
-

the

business

of

producing

interactive

information

content

and

distributing

i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ECD, 2013)

□ 조사항목별 조사목적(추가점수 항목)
주요 조사 항목
방송산업 사업자 수

방송산업 종사자 수

조사 목적
-

국내에서 운영되는 방송사업자의 수와 매체별 사업자 운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

-

국내에서 종사하는 방송사업자의 인력을 파악하기 위함

-

국내에서 방송 제작과 관련된 정확한 인력 파악을 위해 방
송사업자의 법인 기준의 종사자가 아닌, 방송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파견직도 포함하여 조사 수행

-

국내 방송산업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총 매출/방송사
업매출 조사

방송사업자 매출 현황
-

사업자 유형별(예: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매출 점유율 파악을 위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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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IPTV

via

주요 조사 항목

조사 목적
-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정확한 가입
자 단자 수 파악을 위한 조사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

가입자 단자 수 합계 뿐 아니라 상품별, 지역별, 가구/사업
자용 가입자 수를 추가로 조사함

유료방송 채널 운영 현황

-

프로그램 제작 구매 현황

·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 구매 현황

IPTV,

위성 등)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운영 내역 파악을 위한 항목
-

·

유료방송사업자(SO,

국내에서 제작되고 방송사업자가 구매를 통해 수급하는 방
송 프로그램 유통 구조 파악을 위한 조사

-

해당항목을 통해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규모 파악 가능

-

방송프로그램이 국내 유통사업자, 타 채널,

OTT

등에 유통

되는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 해외 국가별, 장르별 수출
입이 어느정도 규모로 유통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

해당 항목을 통해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몇 편이나 수출입 되었는지 파악 가능

-

국외 공동제작 현황

국내 방송사업자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해외 방송사업자와
의 공동제작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으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

국내에서 채널을 제공하는 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DMB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연간 어느정도 분량의 방송

방송 편성 현황

을 편성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

해당 항목을 통해 장르별, 제작원별(자체/외주/구매) 방송프
로그램 연간 편성 현황 파악 가능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현황

-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

시설과 시설투자 현황

·

국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 현황 파악, 외국자본 출자 출연
국내 방송사업자가 국내 방송 제작 환경 제고를 위해 방송
제작 시설를 어느정도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
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 부정확한 응답 가능성이 있는 조사 항목(추가점수항목)

○ 어려운 용어 또는 문항으로 응답자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사업자별 조사항목의 개수가 많고, 여러개의 항목이 동일한 로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보완방법 : 연계되는 항목은 모두 로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오류 발생시 팝업창으로 수치
재확인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또한 작성지침을 조사표에 포함하여 항목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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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지침 예시>

○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1)

-

프로그램 제작 규모 파악을 위해 연간 제작비에 포함된 제작금액에 대한 조사로 해당
항목은 제작에 투여된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보완방법

:

직접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를 해당 항목 조사표 하단에 주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외되어야 하는 ‘간접비’에 대한 예시를 추가로 제공함

○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2)

-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했을 시, 달러를 원화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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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방법 : 조사기준 연도의 연간 환율 기준 금액을 제시하여 달러에서 원화 변환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방지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조사표 항목 예시 >

1-2 적용 분류체계

○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승인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조사대상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와 연계하여 조사개요 페이지에 제공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임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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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자리 숫자
(3

),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개 산업에

14

해당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대상 산업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방송산업
지상파방송업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위성방송업
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프로그램제작 ․ 공급업

공영, 민영, 교통, 종교 등
공영, 민영

MSO, 개별SO

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일반PP
홈쇼핑PP
데이터PP

방송채널사용사업

60210(지상파 방송업)
60100(라디오 방송업)
602(텔레비전 방송업)
602(텔레비전 방송업)
60222(유선 방송업)

프로그램제작업
IPTV
IPTV콘텐츠제공사업
전광판방송업

60221(프로그램 공급업)
47919(기타 통신 판매업)
60221(프로그램 공급업)
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139(기타 광고업)

관련산업
방송전송업
방송전송업(유무선)
방송배분업(유무선)
광고업

61299(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713(광고업)

1-3 조사표 구성

□ 조사항목 개선을 위한 원내/외 전문가 회의

○ 변화하는 방송산업 환경에 맞추어 변경된 조사표에 대한 원내 회의 진행
○ 회의 개최 개요
-

일시

: 2020. 03. 27.(

금),

-

주제

: 2020

-

참석자

10:00 ~ 12:00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확정을 위한 원내 회의

:

방송산업 실태조사 담당 연구진 3명,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담당 연구진 4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경우, 국내 방송시장의 명확한 규정과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기
초통계 자료로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일부 데이터를 활용함

○ 건의내용

종사자 현황’

- ‘

학력별 종사자 현황’ 삭제 건과 관련하여 현재 방송산업의 종사 규모를

- ‘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외에 없음.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고 파견직에 대한 학력 조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꼭 종사자 전체에 관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학력별 종사자 현황’ 항목에 대한 조사는 유지되어야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 조사 항목 중 하나인 ‘프로그램 송출 현황 개요’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분인

급/HD급/UHD급’을 없애는 것에 대한 반대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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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 기준이냐, 상품 기준이냐의 문제로 기준이 불명확할 수는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채널 공급 계약 관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2019)

-

프로그램 송출현황 개요 수정

:

기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으로 구분

개선(2020)

–

-

프로그램 송출현황 개요 수정

:

기존 구분 삭제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간의 채
널 계약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아날로그

로 기대되나, 실질적으로 활용된 예시는 없

/8vsb/QAM

으며
-

구분 기준이 명확지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
당 구분은 삭제

-

-

종사자 현황- ‘학력별 종사 현황’ 항목 조사

-

종사자 현황- ‘학력별 종사 현황’ 항목 삭제
학력별 종사자 규모 파악을 위해 하당 항목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기업
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와 파견인력 등의 정
확한 학력 파악이 불가하여 해당 항목에 대
한 조사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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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기존 조사항목 연구 및
자료수집
(1월)

-

조사항목 개선 계획(초안) 수립
(2월)

-

-

-

-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조회
(2월)

-

-

전문가 회의 및
관련부처 협의
(3월)

조사표 항목 확정
(3월)

-

-

시계열 자료를 위해 작년도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 이용 분야별
적합성 검토
항목별 외부 활용현황 및 중요도 검토
외부(관련 부처, 관련 기관, 학계) 자료 요청 리스트 검토
변화하는 방송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신규항목 발굴
활용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제외 항목 검토
기존 항목의 내용 보완 여부 검토
연구진이 자체 검토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추가 신규항목이나
보완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의견조회 대상: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KAIT, 언론진흥재단 등), 연구소 등
주요 방송사의 담당자, 언론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 다양한 의견과 조사표 문제점 검토과정을 통해 항목별 위험
요인 사전 방지
항목별 활용 여부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초 통계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의견수렴과 테스트를 거쳐 최종 조사표 항목(안) 선정
관련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실무적, 현실적인 검토 후 최종
조사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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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표 변경이력

○ 조사항목 기준 개편이력
[2017년] (조사표 승인 변경일자 2017.5.25.)

사업자종류

변경 전
(2.2) 재송신매출액 플랫폼별 구성내역
7. 시설현황

지상파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총 6개) 8.-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12.2)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12.3)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13.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 프로그램 편수

변경 후
- 문항삭제
7. 시설현황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8.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12.2)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12.3)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 완성품/포맷 구분 항목 추가
13.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 편수 삭제
- 31 -

변경 사유

- 공표되지 않는 항목으로 활용도가 낮아 문
항 삭제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에 UHD 시설 포함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수출입 실적 제출 시 ‘완성품 수출’ 과 ‘포맷 수
출’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구분항목 추가
-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한 국외 합작 및 공
동제작 계약 건이 다수 존재함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 계약기간 항목 추가
- 총 자사 투자 금액
- 자사투자금액 (천원)
- 당해 투자율(%)
- 투자율(%)
→ 항목 변경
2. 매출액 구성내역
- 수신료매출: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VOD수신료 매출액
2. 매출액 구성내역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수신료매출엑: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방송 기타수신료매출엑
채널 수신료, 디지털방송 PPV, VOD 매출 ※ 위의 매출 과목을 아날로그, 디지털, 기타로 구분
- 기타방송매출액:
- 기타방송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발전기금지원액(프로그램제작지원)
기타매출액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 기타사업매출액:
기타
전기통신사업매출액(인터넷접속서비스),
- 기타사업매출액:
종합유선방송 기타매출액
전기통신사업매출액
(SO)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총 8개)
기타사업매출액
→ 항목 변경
(4.1)지역채널 연간 방송편성 현황
지역채널번호 구분: 아날로그, 8VSB,
(4.1)지역채널 연간 방송편성 현황
QAM으로 변경
- 지역채널번호 구분: 아날로그, 디지털
→ 구분 변경
(4.5) 지역채널의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4.5) 지역채널의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현황
- 프로그램 편수
- 편수 삭제
- 자사투자금액 (천원)
- 계약기간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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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년과 2차년에
동일한 계약 건 및 총투자액이 중복 집계될 우
려 있어 항목 변경

- 재산상황(방통위)과 동일 회계 기준인 문항으
로 제출의 혼선 제거하기 위해 양식(세부
항목 포함) 동일하게 수정

- 전송방식의 세분화로 지역채널 기입란의 기존 분
류(아날로그, 디지털)를 아날로그, 8VSB,
QAM)으로 변경
-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한 국외 합작 및 공
동제작 계약 건이 다수 존재함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년과 2차년에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 총 자사 투자 금액
- 당해 투자율(%)
- 투자율(%)
→ 항목 변경
5. 시설현황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5. 시설현황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종합유선방송 7.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7.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SO)
유형 :
- 서비스 유형 :
(총 8개) - 서비스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 프로그램은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하지 않고, 데이터방송만을
형태로,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내보내는 방송
방송(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독립형) : 방송
운영)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서비스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데이터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
운영)
③ 보조적 데이터방송(연동형) :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 데이터방송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로 구성된
변경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방송
(8.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8.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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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동일한 계약 건 및 총투자액이 중복 집계될 우
려 있어 항목 변경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에 UHD 시설 포함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업계나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 변화에
따라 서비스 유형 정의 수정

- 전송방식의 세분화로 기존 구분(아날로그,

사업자종류

변경 전
- 구분: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방송
9. 운영채널 구성 내역
- 구분: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방송, HD 방송,
UHD 방송
(3.4) 지역채널의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 프로그램 편수
- 자사투자금액 (천원)
- 투자율(%)

복수종합
유선방송
(MSO)
(총 3개) 4. 시설현황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방송채널사용 (3.2) 재송신매출액 플랫폼별 구성내역
(PP)
(총 6개) 7. 시설현황

변경 후

- 구분: 아날로그 방송, 8VSB, QAM 방송
→ 방송 구분 기준 변경
9. 운영채널 구성 내역
- 구분: 아날로그, 8VSB, QAM, QAM HD, QAM
UHD
→ 채널 구분 변경
(3.4) 지역채널의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 편수 삭제
- 계약기간 항목 추가
- 총 자사 투자 금액
- 당해 투자율(%)
→ 항목 변경
4. 시설현황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 문항삭제
7.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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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디지털)을 아날로그, 8VSB, QAM)으로 변경
- 전송방식의 세분화로 방송 구분을 변경
-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한 국외 합작 및 공
동제작 계약 건이 다수 존재함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년과 2차년
에 동일한 계약 건 및 총투자액이 중복 집
계될 우려 있어 항목 변경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에 UHD 시설 포함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공표되지 않는 항목으로 활용도가 낮아 문
항 삭제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사업자종류

변경 전

8.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12.2)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12.3)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14.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 프로그램 편수
- 자사투자금액 (천원)
- 투자율(%)
데이터방송 (1.1) 프로그램 서비스 및 송출 현황

변경 후

변경 사유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시설에 UHD 시설 포함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8.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12.2)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12.3) 방송프로그램(포맷, 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 완성품/포맷 구분 항목 추가
14.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 편수 삭제
- 계약기간 항목 추가
- 총 자사 투자 금액
- 당해 투자율(%)
→ 항목 변경
- 서비스 유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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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수출입 실적 제출 시 ‘완성품 수출’ 과 ‘포맷 수
출’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구분항목 추가
-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한 국외 합작 및 공
동제작 계약 건이 다수 존재함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년과 2차년에
동일한 계약 건 및 총투자액이 중복 집계될 우
려 있어 항목 변경
- 데이터방송에서 기존 서비스 유형의 분류가

사업자종류

변경 전

- 서비스 유형
채널사용 (3.2) 재송신매출액 플랫폼별 구성내역
(DP)
(총 3개) 7.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 서비스 유형

변경 후
- 문항삭제

- 서비스 유형 삭제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중계유선방송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RO)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총 1개)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2. 매출액 구성내역
- 수신료매출: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VOD수신료 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2. 매출액 구성내역
- 방송수신료매출액: 채널 수신료, PPV, VOD 기타방송매출액:
방송발전기금지원액(프로그램제작지원)
매출액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 기타방송매출액
기타
위성방송 - 기타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총 5개)
전기통신사업매출액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 항목 변경
(4.3) 공동제작 현황
(4.3) 공동제작 현황
- 프로그램 편수
- 편수 삭제
- 자사투자금액 (천원)
- 계약기간 항목 추가
- 투자율(%)
- 총 자사 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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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현 방송환경에 맞지 않아 삭제
- 공표되지 않는 항목으로 활용도가 낮아 문
항 삭제
- 데이터방송에서 기존 서비스 유형의 분류가
현 방송환경에 맞지 않아 삭제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재산상황(방통위)과 동일 회계 기준인 문항으
로 제출의 혼선 제거하기 위해 양식(세부 항목
포함) 동일하게 수정

-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한 국외 합작 및 공
동제작 계약 건이 다수 존재함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년과 2차년에

사업자종류

변경 전

5. 시설현황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변경 후

- 당해 투자율(%)
→ 항목 변경
5. 시설현황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변경 사유
동일한 계약 건 및 총투자액이 중복 집계될 우
려 있어 항목 변경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에 UHD 시설 포함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7.2)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7.2)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유형 :
- 서비스 유형 :
위성방송 - 서비스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
프로그램은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 프로그램
(총 5개)
서비스하지 않고, 데이터방송만을
형태로,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내보내는 방송
방송(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독립형) : 방송
운영)
업계나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 변화에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 방송프로그램을 - 따라
서비스 유형 정의 수정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서비스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데이터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
운영)
③ 보조적 데이터방송(연동형) :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 데이터방송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로 구성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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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방송
2. 매출액 구성내역
- 기타방송매출액
- 기타사업매출액:
전기통신사업매출액(인터넷접속서비스),
기타매출액

IPTV
(총 4개)
4. 시설 현황

변경 후

변경 사유

2. 매출액 구성내역
- 기타방송매출액:
방송발전기금지원액(프로그램제작지원)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기타
- 재산상황(방통위)과 동일 회계 기준인 문항으
- 기타사업매출액:
로 제출의 혼선 제거하기 위해 양식(세부
전기통신사업매출액
항목 포함) 동일하게 수정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 항목 변경
4. 시설 현황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주조정실(미디어운용센터) : IPTV의 경우,
미디어 운용이나 종합 관리 역할을 하는
센터
- 송출중계부문(전송 관련)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선로고도화, - 누락되는 시설 현황을 방지하고자 IPTV 전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IPTV의
용 시설 용어를 추가
경우, 전송 관련 부문
-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시설에 UHD 시설 포함
설비
→ 시설명 변경 및 해당 주석 설명 추가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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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IPTV
(총 4개)

6.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 서비스 유형 :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 프로그램은
서비스하지 않고,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방송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독립형) :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변경 후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주조정실(미디어운용센터) : IPTV의 경우,
미디어 운용이나 종합 관리 역할을 하는
센터
- 송출중계부문(전송 관련)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선로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IPTV의
경우, 전송 관련 부문
- 기타부문(셋톱박스/단말기 포함)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 시설명 변경 및 해당 주석 설명 추가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6.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 서비스 유형 :
①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 프로그램
형태로,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방송(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가
운영)
② 보조적 데이터방송: 방송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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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누락되는 시설 투자 현황을 방지하고자
IPTV 전용 시설 용어를 추가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업계나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 변화에
따라 서비스 유형 정의 수정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서비스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데이터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
운영)
③ 보조적 데이터방송(연동형) :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보조적으로 → 데이터방송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로 구성된
변경
데이터방송을 내보내는 방송
7. 시설현황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시설이 포함됨
7. 시설현황
지상파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DMB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총 2개)
추가
8.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SD·HD /
8.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디지털시설장비 / 기타시설장비로 구분
→ UHD 신규조사 진행 예정
5. 시설현황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공동체
시설이 포함됨
라디오 5. 시설현황
(총 1개)
→ UHD 시설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항목은 동일하나 주석에 UHD 포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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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에 UHD 시설 포함
- UHD 관련 시설 장비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을 UHD와 SD·HD로 구분하여 조
사 진행 예정
- UHD 관련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에 UHD 시설 포함

[2018년] (조사표 승인 변경일자 2018.4.9.)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4. 스포츠 중계권료 현황
(4.1) 국내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4.2) 국외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 ‘계약기간’ 삭제

6. 온라인 서비스 운영현황

- 문항 삭제

지상파
(총 6개) 8.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9.5. 연간 웹(온라인/모바일) 영상 콘텐츠
제공 현황
지상파
(총 6개) 10. 외주제작 현황

변경 사유
- 중계권 계약기간 등은 계약 비밀유지 사항으
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제출이 어려움
- 전년도 12월 기준 온라인 페이지뷰, 회원수,
다운로드 집계의 어려움 존재
- 서비스별 정확한 운영인력 집계가 어려움
- 온라인 서비스 리스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
요와 필요성이 낮음

7.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현재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구분
기준 세분화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SD로 구분
- 온라인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어 웹 콘텐
츠 형태에 대한 정의/기준이 시기적으로 달라
져, 시계열적 가치보다 단순 프로그램 정보에
한정
- 문항 삭제
- 단순 프로그램 정보는 타기관(문화콘텐츠진흥
원) 보고서 등에 수록
- 기존 보고서 미공표 문항
9. 외주제작 현황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의 계약시, 저작권과
프로그램 건당 제작비는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 저작권 보유유형 삭제
에 해당되어 제출이 어려움
- 프로그램별 제작금액 삭제
- 사업자별 총 외주제작비만 작성하는 것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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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종합유선방
송
(SO)
(총 3개)

종합유선방
송
(SO)
(총 3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체
→ 사업자별 총 제작금액으로 대체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2.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 기존에는 수출/수입 세부내역에서 방송프로그
수출 세부내역
12.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램(완성품)과 포맷을 하나의 항목에서 리스트
(11.2.2)
포맷
장르
·
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12.2) 방송프로그램(완성품,포맷) 수출
를 수집하였으나, ‘포맷’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
(11.3.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산출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의견이 있어 방송프
세부내역
수입 세부내역
(12.3) 방송프로그램(완성품,포맷) 수입
로그램(완성품) 수출/수입 세부내역, 포맷 수출
(11.3.2) 포맷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세부내역
/수입 세부내역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
진행
- 항목 세분화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 현재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구분
6.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기준 세분화
SD로 구분
- 방송 산업에서 데이터방송 보다 VOD에 대한 정
보 가치가 더 큼
- 데이터방송 리스트만으로는 정보 가치가 낮음
7.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 문항 삭제
- CP가 제작한 클릭형 서비스(뽀로로 등)와 데이
터방송 구분이 어려워 유료방송플랫폼 입장에서
기입이 어려움
7.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8.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 조사 시점당시 당시 당해 3월 가입자 수치 검
(8.1.1)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7.1.1) 아날로그
현황
현황
증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부정확한 수
(7.1.2)
8VSB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8.1.2) 8VSB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치를 받을 수 있음(신뢰성 낮음)
현황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입자 검증 이후, 당해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8.1.3) QAM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7.1.3) QAM
3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미공표(2016∼17년
현황
현황
보고서에서
전년 12월말 자료만 공표 중)
(7.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8.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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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복수종합
유선방송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MSO)
(총 1개)
(3.2) 스포츠 중계권료 현황
(3.2.1) 국내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3.2.2) 국외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방송채널
사용사업
(PP)
(총 6개) (5.3)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방송채널
사용사업
(PP)
(총 7개)

6. 온라인 서비스 운영현황
8.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변경 후

변경 사유

- 당해 3월 기준 가입자 부분 삭제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현재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구분
기준
세분화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SD로 구분
- 중계권 계약기간 등은 계약 비밀유지 사항으
- ‘계약기간’ 삭제
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제출이 어려움
- PP사업자의 경우, 법인 하나의 다 채널을 보
- 주석 추가
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PP사업자의 장애인
※ 2017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시청취 지원 방송 지정 채널을 선정하여 해당
제2015-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채널의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운영 현황을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사 (지정 채널 외 타 채널의 경우, 장애인
고시(‘15.5.28)’ 기준으로 장애인 시청취 시청취 지원 방송 의무x)
지원 방송 지정 채널만 기입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 통일을 위하여 관련 내
용 주석 추가
- 전년도 12월 기준 온라인 페이지뷰, 회원수,
다운로드 집계의 어려움 존재
- 문항 삭제
- 서비스별 정확한 운영인력 집계가 어려움
- 온라인 서비스 리스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
요와 필요성이 낮음함
7.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현재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시계열
기준
세분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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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9.5. 연간 웹(온라인/모바일) 영상 콘텐츠
제공 현황

10. 외주제작 현황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방송채널 12.
(12.2)
방송프로그램(완성품,포맷) 수출
사용사업
(PP) (12.3) 세부내역
방송프로그램(완성품,포맷) 수입
(총 7개)
세부내역
중계유선
방송 4. 초고속인터넷 접속사업 운영 현황
(RO)
(총 3개)

변경 후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SD로 구분
- 문항 삭제
9. 외주제작 현황
- 저작권 보유유형 삭제
- 프로그램별 제작금액 삭제
→ 사업자별 총 제작금액으로 대체

변경 사유
- 온라인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어 웹 콘텐
츠 형태에 대한 정의/기준이 시기적으로 달라
져, 시계열적 가치보다 단순 프로그램 정보에
한정
- 단순 프로그램 정보는 타기관(문화콘텐츠진흥
원) 보고서 등에 수록
- 기존 보고서 미공표 문항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의 계약시, 저작권과
프로그램 건당 제작비는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에 해당되어 제출이 어려움
- 사업자별 총 외주제작비만 작성하는 것으로 대
체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2.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 기존에는 수출/수입 세부내역에서 방송프로그
수출 세부내역
램(완성품)과 포맷을 하나의 항목에서 리스트
(11.2.2) 포맷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를 수집하였으나, ‘포맷’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
(11.3.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산출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의견이 있어 방송프
수입 세부내역
로그램(완성품) 수출/수입 세부내역, 포맷 수출
(11.3.2) 포맷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수입 세부내역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
진행
- 항목 세분화
- 조사 시점당시 당시 당해 3월 가입자 수치 검
증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부정확한 수
치를 받을 수 있음(신뢰성 낮음)
- 당해 3월 기준 가입자 부분 삭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입자 검증 이후, 당해
3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미공표(2016∼17년
보고서에서 전년 12월말 자료만 공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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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 현재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구분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기준
세분화
SD로 구분

중계유선
방송 6. 가입자 및 채널 구성 현황
(RO) (6.1) 가입자 현황
(총 3개)

- 조사 시점당시 당시 당해 3월 가입자 수치 검
증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부정확한 수
치를 받을 수 있음(신뢰성 낮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입자 검증 이후, 당해
3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미공표(2016∼17년
보고서에서 전년 12월말 자료만 공표 중)

6.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부가서비스 현황
위성방송 7.(7.2)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총 3개)
8. 가입자 현황
(8.1) 전체 가입자 현황
(8.2) 지역별 가입자 현황

- 당해 3월 기준 가입자 부분 삭제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 현재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구분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기준 세분화
SD로 구분
- 방송 산업에서 데이터방송 보다 VOD에 대한 정
보 가치가 더 큼
데이터방송
리스트만으로는 정보 가치가 낮음
- 문항 삭제
- CP가 제작한 클릭형 서비스(뽀로로 등)와 데이
터방송 구분이 어려워 유료방송플랫폼 입장에서
기입이 어려움
- 조사 시점당시 당시 당해 3월 가입자 수치 검
증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부정확한 수
치를 받을 수 있음(신뢰성 낮음)
- 당해 3월 기준 가입자 부분 삭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입자 검증 이후, 당해
3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미공표(2016∼17년
보고서에서 전년 12월말 자료만 공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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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4. 시설 현황

IPTV
(총 4개)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변경 후
- 시설 항목 변경
- 송출 시설 통합 (기타 제외)
※ 송출부문 : 미디어운용을 포함한 송출
관련 부문
- 미디어운용센터 : IPTV의 경우, 미디어
운용, 송출 관리 등 종합 시스템 역할을
하는 센터
- 기타설비 : 미디어운용, 송출 관련 시설을
제외한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시설 및 설비
→ 주석 추가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구분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SD로 구분

7. 데이터방송 서비스 운영 현황

- 문항 삭제

8. 가입자 현황
(8.1) 전체 가입자 현황
(8.2) 지역별 가입자 현황
(8.3)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7. 가입자 현황
(7.1) 전체 가입자 현황
(7.2) 지역별 가입자 현황
(7.3)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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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현재 IPTV의 시설 문항은 다른 사업군과
동일
- IPTV 시설 특성상 주 조종설과 아카이브시
스템이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미디어운용
센터’ 형식으로 이뤄져 시설개수, 투자금액
구분 불가
- 현재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기준 세분화
- 방송 산업에서 데이터방송 보다 VOD에 대한 정
보 가치가 더 큼
- 데이터방송 리스트만으로는 정보 가치가 낮음
- CP가 제작한 클릭형 서비스(뽀로로 등)와 데이
터방송 구분이 어려워 유료방송플랫폼 입장에서
기입이 어려움
- 조사 시점당시 당시 당해 3월 가입자 수치 검
증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부정확한 수
치를 받을 수 있음(신뢰성 낮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입자 검증 이후, 당해
3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미공표(2016∼17년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 당해 3월 기준 가입자 부분 삭제

6. 온라인 서비스 운영현황
지상파
DMB
(총 2개)
8.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공동체
라디오 4. 온라인 서비스 운영현황
(총 1개)

- 문항 삭제

변경 사유
보고서에서 전년 12월말 자료만 공표 중)
- 전년도 12월 기준 온라인 페이지뷰, 회원수,
다운로드 집계의 어려움 존재
- 서비스별 정확한 운영인력 집계가 어려움
- 온라인 서비스 리스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
요와 필요성이 낮음함

7.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현재 방송환경에서 SD 장비는 활용도가 낮음
- 시설 구분 기준의 세분화
HD와 UHD 시설 투자의 정확한 증감 추이 및
- 이전: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SD로 -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시설 장비 구분
구분
기준
세분화
- 현재: 디지털시설장비 > UHD / HD /
SD로 구분
- 전년도 12월 기준 온라인 페이지뷰, 회원수,
다운로드 집계의 어려움 존재
- 문항 삭제
- 서비스별 정확한 운영인력 집계가 어려움
- 온라인 서비스 리스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
요와 필요성이 낮음함

[2019년] (조사표 승인 변경일자 2019.4.10.)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5.2)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5.2)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상파
=>
폐쇄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한국수어방송으로
인하여 관련 용어 및 설명주석 수정
(총 5개) =>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으로 구분
구분
(8.2) 연간 디지털(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8.2) 연간 디지털(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 라디오의 경우 HD의 구분 의미가 없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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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 편수,/시간/금액으로 구분
=> 포맷 관련 주석 수정

=> TV 부문으로만 구분
=> 라디오 부문 삭제
(8.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 TV 부문으로만 구분
=> 라디오 부문 삭제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 편수/금액으로 구분
=> 시간 삭제
=> 포맷 관련 주석 수정

신규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1.2) 거래처 업종별 수출입 총괄

=> TV 부문/라디오 부문으로 구분
(8.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 TV 부문/라디오 부문으로 구분

변경 사유
에 따라 라디오 부문 삭제
- 라디오의 경우 HD의 구분 의미가 없다는 의견
에 따라 라디오 부문 삭제
- 패키지 판매 및 프로그램 재가공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수출입의 프로그램 시간(러닝타
임)의 산출의 어려움 존재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유형에서 ‘포맷’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OTT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콘텐츠 유통 현황파악을 위해 글로벌 OTT사업
자를 포함한 업종별 수출입 현황 문항 추가

(5.2)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5.2)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
폐쇄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한국수어방송으로
인하여 관련 용어 및 설명주석 수정
=>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으로
구분
구분
방송채널사
용
(PP)
(총 3개)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 패키지 판매 및 프로그램 재가공으로 인하여
(1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의 프로그램 시간(러닝타
(1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임)의 산출의 어려움 존재
=>
편수/금액으로
구분
=> 편수,/시간/금액으로 구분
=> 시간 삭제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유형에서 ‘포맷’ 항목에
=> 포맷 관련 주석 수정
=> 포맷 관련 주석 수정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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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1.2) 거래처 업종별 수출입 총괄

신규

(7.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종합유선
(SO)
(총 1개)

IPTV
(총 1개)

초고속인터넷
아날로그 방송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8VSB 방송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QAM 방송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단독
기타(
)

(7.3)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IPTV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변경 사유
- OTT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콘텐츠 유통 현황파악을 위해 글로벌 OTT사업
자를 포함한 업종별 수출입 현황 문항 추가

(7.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 결합 구분 방식 재구성

아날로그 방송 단독
초고속인터넷 결합
(초고속인터넷,
아날로그
초고속인터넷+기타)
방송+
기타
8VSB 방송 단독
초고속인터넷 결합
(초고속인터넷,
8VSB 방송 +
초고속인터넷+기타)
기타
QAM 방송 단독
초고속인터넷 결합
(초고속인터넷,
QAM 방송 +
초고속인터넷+기타)
기타
초고속인터넷 단독
초고속인터넷 + 기타
기타

(7.3)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 결합 구분 방식 재구성
구

- 49 -

분

- 타 조사와의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의 통일을
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은 결합상품
에서 제외
- ‘방송 단독’, ‘방송 상품과 초고속인터넷’,
‘방송 상품과 기타’로 구분하여 모호성을 배제

- 타 조사와의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의 통일을
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은 결합상품
에서 제외
- ‘방송 단독’, ‘방송 상품과 초고속인터넷’,
‘방송 상품과 기타’로 구분하여 모호성을 배제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기타(

)

변경 사유

IPTV 단독
초고속인터넷 결합
(초고속인터넷,
IPTV +
초고속인터넷+기타)
기타
초고속인터넷 단독
초고속인터넷 + 기타
기타

[2020년] (조사표 승인 변경일자 2020.4.24.)

사업자종류

변경 전
1. 종사자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지역별 종사자 현황
(1.3) 신규직원 충원 현황

⇒
지상파
(변경항목
3건)

⇒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직, 기타로 구성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인으로 구성

4.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4.1) 국내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4.2) 국외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7.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변경 후

변경 사유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지역별 종사자 현황
(1.3) 신규직원 충원 현황

⇒
⇒
⇒
⇒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
성
’학력별‘ 삭제
- 해당문항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기존 방송산업 실태조사 미활용 항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도 활용도가 낮아
해당 항목 삭제

삭제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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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 조사기준연도 실적, 차년도 계획으로 구분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2건)

공동체라디
오
(변경항목
1건)

획

⇒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홍보직, 기타로 구성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직, 기타로 구성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성
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7.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7.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SD
통합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HD, SD
통합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조사기준연도 실적, 년도 계 으로 구분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년도 계 부문 삭제
1. 종사자 현황
1. 종사자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홍보직, 기타로 구성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직, 기타로 구성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성
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
(변경항목

셀
뢰

SD
통합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1. 종사자현황

지상파DMB

⇒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HD, SD 셀 통합
⇒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 차년도 계획 부문 삭제

변경 사유

⇒

⇒
⇒
⇒

⇒
⇒

⇒
⇒
⇒
⇒차

⇒
⇒

차

획

셀
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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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뢰

획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1. 종사자 현황
종합유선(SO
)
(변경항목
2건)

종합유선(SO
)
(변경항목
2건)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직, 기타로 구성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SD
통합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HD, SD
통합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조사기준연도 실적, 년도 계 으로 구분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년도 계 부문 삭제
1. 전체 MSO 공유 종사자 현황
1. 전체 MSO 공유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해 대표직군 추가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홍보직, 기타로 구성
직, 기타로 구성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SD
통합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HD, SD
통합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조사기준연도 실적, 년도 계 으로 구분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년도 계 부문 삭제
1. 종사자 현황
1. 종사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

⇒

⇒

⇒
⇒
⇒

⇒
⇒

⇒
⇒
⇒
⇒차

차

획

복수종합유 ⇒

⇒

⇒

⇒
⇒
⇒

⇒
⇒

⇒
⇒
⇒
⇒차

선

(MSO)
(변경항목
2건)

중계유선

변경 사유

차

획

셀
획

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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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뢰

획

셀
뢰

획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R

( O)
(변경항목
2건)

(변경항목
4건)

IPTV
(변경항목
4건)

⇒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SD
통합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HD, SD
통합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조사기준연도 실적, 년도 계 으로 구분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년도 계 부문 삭제
1. 종사자 현황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직, 기타로 구성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SD
통합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HD, SD
통합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조사기준연도 실적, 년도 계 으로 구분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년도 계 부문 삭제
- 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6. VOD 콘텐츠 보유 및 이용현황
삭제
- IPTV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규모 파악을 위해서

⇒
⇒
⇒

IPTV

변경 사유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직, 기타로 구성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인으로 구성

차

획

⇒
⇒
⇒

⇒
⇒
⇒
⇒차

⇒

⇒

⇒

⇒
⇒
⇒

⇒
⇒

⇒
⇒
⇒
⇒차

차

획

셀
획

셀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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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뢰

획

셀
뢰

획

사업자종류

변경 전

변경 후
6.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현황
신규문항 추가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신규

⇒

1. 종사자 현황
위성
(변경항목
2건)

위성
(변경항목
2건)

방송채널사
용
(PP)
(변경항목
4건)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변경 사유

편

는 VOD 보유 수보다는 제작/구매비를 조사
하는 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IPTV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규모 파악을 위해
IPTV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현황
신규문항 추가

것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해 대표직군 추가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직, 기타로 구성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SD
통합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HD, SD
통합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조사기준연도 실적, 년도 계 으로 구분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년도 계 부문 삭제
- 종합유선방송은 아날로그, 8 , QAM으로 구
1. 프로그램 송출 현황
1. 프로그램 송출 현황
분되어있어 아날로그/디지털로 구분하여 자료
(1.1) 프로그램 송출현황 개요
(1.1) 프로그램 송출현황 개요
제출이 어려움
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SD급, HD급,
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SD급, HD급, UHD - 이미 유료방송(SO, IPTV, 위성) 조사표에서 가
UHD급으로 구분
급 구분 삭제
입상품별 채널송출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
채널별
별 송출업체 수만 입력
어 있어, 해당항목의 “구분”이 무의미함
(1.2) 프로그램 송출 부현황
- 프로그램 송출 부현황의 경우, 기존 보고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지상파DMB, IPTV (1.2) 프로그램 송출 부현황
의 미공표 항목이 SO 사업자 수는 90개 이
사업자명 입력
삭제
상으로 이를 일일이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어
려움
2. 종사자 현황
2. 종사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1.1)
전체
종사자
현황
해 대표직군 추가
(1.1) 전체 종사자 현황

⇒

⇒

⇒

⇒
⇒
⇒

⇒
⇒

⇒
⇒
⇒
⇒차

셀
획

⇒
⇒

플랫폼

차

⇒
⇒

세

획

셀
뢰

vsb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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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세

며

사업자종류

변경 전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

방송채널사
용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
직, 기타로 구성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인으로 구성

3.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3.1) 국내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3.2) 국외 스포츠 중계권 구매 현황

(PP)
(변경항목
4건)

8.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 조사기준연도 실적, 차년도 계획으로 구분
2.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데이터방송
채널사용
(DP)
(변경항목
2건)

변경 후

변경 사유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
⇒
⇒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 해당문항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기존 방송산업 실태조사 미활용 항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도 활용도가 낮아
해당 항목 삭제

삭제

7.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HD, SD 셀 통합
⇒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 차년도 계획 부문 삭제

-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SD
통합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셀
뢰

획

2.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해 대표직군 추가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제작직, 기술직, 연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구/개발직, 영업/홍보직,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 임원, 경영직, 방송제작직, 기술직, 연구/개 ⇒
발직, 영업/홍보직, 기타로 구성
⇒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인으로 구성
⇒ ’학력별‘ 삭제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시설장비: UHD, HD, SD로 구분
⇒ 디지털시설장비: UHD, HD·SD로 구분
⇒ 조사기준연도 실적, 차년도 계획으로 구분 ⇒ HD, SD 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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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의 SD 투자가 미미하여, HD와
SD
통합
- 시설 투자 계 부문 조사의 어려움과 데이터
의 신 도·활용도가 낮아 해당부문 삭제(기

셀
뢰

획

사업자종류

변경 전

1. 종사자 현황
전광판방송
(변경항목
1건)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변경 후

변경 사유

⇒ 조사기준연도 실적만 조사
⇒ 차년도 계획 부문 삭제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 임원, 경영직, 편성/기획, 송출/기술, 영업/홍 ⇒
보, 기타로 구성
⇒ 매체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 ⇒⇒
인으로 구성
⇒

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 대표직의 매체별/성별/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
해 대표직군 추가
대표, 임원, 경영직,
성/기 , 송출/기술,
- 조사의 어려움과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력별
영업/홍보, 기타로 구성
종사자 구분 삭제(기존 보고서 미공표 항목)
’대표‘ 직군 추가
매체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장애인으로 구성
’학력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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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획

1-6 응답 소요시간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방송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표에 구성된 다양한
항목들은 단시간에 응답하기 어려움

○ 사업자 실적 및 운영사항이므로 각 부서에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해야하
는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짐

○ 또한

,

현장조사로 진행될 경우 본 조사가 방송사업자 전수조사이므로 한 사업자당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조사기간 동안 면접원 파견과 현장 검수 시간을 포함하면 막대한 시간
과 비용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응답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실시간으로 기입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조사가
방송산업 실태조사에는 더욱 적합하므로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우편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사업자별 조사내용과 항목 수에 따라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이 상이
-

종사자 현황, 매출 현황,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등
조사표 항목이 많고 조사표 작성 부서가 상이하여 응답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응답소요 시간 보다는 응답소요 총 기간이 중요하며, 본 조사에서는 약 한
달(근무일 기준

20

일)의 조사 기간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자별 대표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 작성
-

사업자별 근무환경에 따라, 대표 조사 담당자가 한글파일로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로
조사 데이터를 온라인에 입력하는 경우, 사업자별 로그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각
부서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접속 후 온라인에 입력하는 경우로 구분

-

현재 시스템에서는 로그인 접속 기록과 최종 제출 시간은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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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예시>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정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전년도

○ 조사모집단 정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전년도

월 말 기준)

12

월 말 기준) 중 전년

12

도 기준 실질적으로 방송을 운영한 사업자
-

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제출 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제출 대상에서 제외
모집단리스트 확보

○ 모집단 리스트로 사용되는 자료 출처 및 선정이유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
송,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DMB사업자, 공동체라디오

IPTV

·

사업자, 종합편성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승인 등록 명단
-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 등록 혹은 승인 허가된 정부부처의 명부이므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대상으로 적합

-

실제 방송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출 사업자 명단 확보 후 최종 모집단 선정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집

○ 모집단 리스트 구축 정비
(

-

)

과정, 내용, 주기

구축(정비)과정: 사업자 폐업, 신규 사업자 등록 및 승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폐
업, 등록, 승인 사업자 리스트 갱신

-

구축 내용: 법인명, 사업 운영상태, 법인등록번호, 채널명, 방송분야, 방송유형, 등록일
자, 재승인일자 등

.

모집단 리스트 갱신 주기: 연간 단위(연말 기준 명단을 차년도 3월애 요청하여 수령)

○ 모집단 변동에 따른 모집단 리스트 개편 주기

,

필요성, 방법 및 절차

-

모집단 변동에 따른 모집단 리스트 개편 주기: 연간 단위

-

모집단 변동에 따른 모집단 리스트 개편 필요성: 방송사업자군이 추가되는 경우(위성
방송, 위성DMB방송,

IPTV

방송 등), 등록/폐업/승인 등으로 인해 매년 모집단의 규모

가 달라져 매해 리스트 업데이트 필요함
-

모집단 변동에 따른 모집단 리스트 개편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
회에 총괄명단(신규, 폐업, 승인 등)요청하여 사업자 폐업, 신규 등록 및 승인 등을 확인하기 위
해 명단을 갱신, 연간 단위로 폐업, 등록, 승인 사업자 리스트 갱신함

○ 최종 모집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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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 변동에 따른 모집단 개편 완료 후, 실제 조사기준 연도에 방송사업을 영위한 사
업자를 최종 모집단으로 확정

-

방송사업 운영 여부는 방송사업매출

1

억 이상 을 기준으로 선정(전광판방송사업자, 중
*

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

* 방송사업매출 1억 이상인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필수적으
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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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

전수조사, 인터넷 설문조사(일부 사업자는 전화,

e-mail

조사 병행)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효율성과 조사대상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음
매체구분

회수표본

온라인 설문페이지

FAX

전화

회수표본
조사 응답자 수)

386

356

30

0

100.0

89.9

7.6

0.0

(

비중

-

본 조사의 경우, 전반적인 방송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매출, 종사자,
제작비, 가입자 등)들은 단시간에 응답하기 어려운 사업자 실적 및 운영사항이므로 각
부서에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해야하는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조
사의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응답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 조사
가 더 적합하므로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채택하고 있음

○ 인터넷 설문조사 개발 및 기능
-

인터넷 설문조사 개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

-

수정 보완된 조사표를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웹 페이지에 구축한 후 , 각 사업자별

·

별도 로그인 정보를 부여하여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축
-

인터넷 설문조사 페이지와 로직 설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본 조사 시행 전 5차례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의 전년도 조사 데이터를 엑셀파일 형
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올해 자료입력 시 단위 측정 오류 및 누락된 항
목 등에 대한 비교 검수가 가능함

- 60 -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온라인 설문페이지 예시>

- 61 -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별도의 조사원 채용은 진행하지 않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연구진(연구책임자

(KISDI)

1

인, 세부연구책임자 1인, 담당 연구원

2

인)이 직접 수행

연구책임자
ㅇ 통계 및 연구 경력: 4년
ㅇ 조사기획 분석 결과공표

· ·

연구원

연구원

통계 및 연구 경력: 5년
관련 전공: 언론학 석사
행정 총괄
조사 안내, 자료검수, 결과분
석, 보고서 작성
ㅇ 지상파, 지상파DMB,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담당

ㅇ 통계 및 연구 경력: 5년
ㅇ 관련 전공: 통계학 석사
ㅇ 조사 안내, 자료검수, 결과분
석, 보고서 작성
ㅇ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사업자, 중계유
선방송사업자 담당

ㅇ
ㅇ
ㅇ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 실태조사팀
ㅇ 최종 보고서 검수 및 공표
ㅇ 방송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

2-2 조사원 교육훈련

○ 변화하는 방송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

-

방송산업 관련 개별 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 드라마 수출 추이 분석,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추이 분석 등

○ 본 조사 시행 전

,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항목별 조사표 개편 과정을 통해 조사 항목별

지침 재숙지

2-3 조사원 업무량

○

명의 연구원이 사업자를 구분하여 약

2

개월(근무일수 기준

1

일) 동안 조사를 진행함.

20

명의 조사원의 조사단계별 업무는 아래 표와 같음

2
-

각 연구원이 방송사업자를 나누어 담당함. 한 명은 지상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방
송채널사용/데이터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업자를, 다른 한 명
은 유료방송사업자(IPTV/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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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담당하여 조사함

조사 기획 및 검토

-

연간 조사 일정 수립

-

전년도 조사 후속작업 시행

-

조사 세부 계획 수립

-

조사페이지 구축 위탁사업자 공모

-

기년도 데이터

-

조사표 1차 수정작업

-

주요 조사대상사업자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관련

조사표 확정

조사 웹 페이지 개발

조사대상자 확정

DB

서버에 업로드

부처 의견/유관기관 의견 수렴
-

최종 조사표 확정

-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웹설문 사이트 로직 검수

-

파일럿 테스트 시행

-

조사대상 확정을 위한 관련부처의 대상 사업자 명부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제출 사업자
리스트 확보

조사 안내
본 조사 시행
조사데이터 검수

원시데이터 확정
보고서 작성 및 공표

-

조사협조 공문과 안내문 작성 및 발송

-

사업자별 조사담당자 확보

-

1

-

사업자 문의 대응 및 조사입력 현황 확인

-

누락 응답 항목 여부 확인

-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 검증 작업 시행

-

오류 데이터 수정 요청

-

최종 원시데이터 확정

-

최종 데이터 기반 통계 결과표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인포그래픽 제작

차 안내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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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 기획 및 검토
월~2월)

(1

조사표 확정
월~4월)

-

연간 조사 일정 수립

-

전년도 조사 후속작업 시행

-

조사 세부 계획 수립

-

조사페이지 구축 위탁사업자 공모

-

기년도 데이터

-

조사표 1차 수정작업

-

주요 조사대상사업자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

관련부처 의견 수렴

-

유관기관 의견 수렴

-

최종 조사표 확정

-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웹설문 사이트 구축

-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웹설문 사이트 로직 검수

-

파일럿 테스트 시행

-

조사대상 확정을 위한 관련부처의 대상 사업자 명부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제출 사업자

(3

조사 웹 페이지 개발
월~5월)

(4

조사대상자 확정
월)

(5

조사 안내
월)

월~6월)

-

조사협조 공문과 안내문 작성 및 발송

-

사업자별 조사담당자 확보

-

1

-

본 조사 시행

-

사업자 문의 대응

-

조사 입력 현황 확인

-

누락 응답 항목 여부 확인

-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 검증 작업 시행

-

오류 데이터 수정 요청

-

최종 원시데이터 확정

-

최종 데이터 기반 통계 결과표 작성

-

보고서 작성

-

인포그래픽 제작

(5

조사데이터 검수
월~8월)

(7

원시데이터 확정
월~10월)

(8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월~11월)

(10

서버에 업로드

차 리스트 확보

(5

본 조사 시행

DB

차 안내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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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 대상자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방송사업자리스트 확보

-

사업자별 조사 담당자 확인: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전년도 조사 담
당자를 통한 1차 담당자 확인

○ 조사명부 보완
-

-

신규 방송사업자 및 제외 대상* 방송사업자 리스트 확인

* 기폐업되어 연락이 불가한 사업자, 방송사업매출이 1억 미만인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제출 사업자 리스트를 참고하여 최종

조사 대상 사업자 리스트 확정

※ 방송사업매출 1억 이상인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필수적으
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조사 홍보 및 조사 안내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 및 조사 홍보(전화, 이메일 등)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

-

참여 안내 메일 예시>

방송산업 실태조사 항목별 간략한 내용 설명 및 항목별 지침 안내서 발송
<방송산업 실태조사 작성

안내 지침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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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안내 공문 발송
-

방송산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공문 발송(이메일)

-

공문 수신 여부 확인 및 미확인일 경우 공문 재발송 작업

-

재발송 작업 후 전화로 공문 수신 확인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조사표 작성 지침
-

사업자별 조사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표 앞단에 작성 지침을 안내함

[지상파방송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지상파방송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운영 일반현황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
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매체별,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입
(1.2) 지역별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지역별 : 총국 및 지국, 출장소별로 기입 (출장소 등이 시·도를 달리할 경우는 구분하여 기입)
- 지역별 매체별, 성별, 연령별 소계와 동일
(1.3) 신규직원 충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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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매출액 구성내역 (2019년 결산기준)
- 매출액 구성내역은 ‘2019 재산상황 자료제출’ 양식과 동일하므로 기입내용을 일치해야 함
- 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
-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
- 광고판매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기입
- 방송채널사용사업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은 제외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
-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써의 임대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대상이며, 부수적인 수준의 임대매출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 ㉮ 금액은 201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
3.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 (2019년 결산기준)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4. 방송시간 및 편성현황
(4.1) 제작원별·유형별 연간 전체 방송시간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매체(TV, 라디오)별 채널별로 구분하여 기입
- 연간 전체방송시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수시편성 방송시간은 제외
- 보도, 교양, 오락 유형별 방송시간(본방과 재방, 광고 포함)의 합은 연간 전체방송시간이 되어야 함
- 수중계 외주, 비외주 방송시간과 로컬방송 편성시간의 합은 전체방송시간이 되어야 함
- 방송법 시행령(제50조2항) 참고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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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
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자체제작 :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함. 지역방
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 편성시간에 포함
- 공동제작 :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기입
-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 기입. 단, 지역방송
사의 경우, 자체편성물에 한해 순수외주 또는 특수관계사 외주에 반영하고, 수중계한 외주 인정물은 수
중계에 기입
- 프로그램 교환의 경우 순수외주 혹은 특수관계사 외주로 분류
- 국내물 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PP,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외주제작 인정주체 구매물은 외주 부분, 외주물을 제외한 영화와 같은
구매물은 비외주 부분에 기입
-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
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수중계 : 지역사가 본사 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동시전송하는 시간 기입. 수중계
한 외주물을 자사 외주물로 인정받는 경우, 수중계한 외주물 시간을 외주란에 기입하고 이외의 수
중계물은 비외주란에 기입
- 로컬방송편성비율: 전체 방송시간에서 각 방송국이 독자적 입장에서 편성·제작하는 방송시간의 비율
(4.2)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편성비율 : 유형별 전체 방송시간(4.1에 작성한 시간) 대비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시간의 비율 기입
- 연간 전체방송시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수시편성 방송시간은 제외함
- 지역방송사의 경우 수중계 방송시간은 제외함.
- 폐쇄자막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
- 화면해설방송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
- 한국수어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한국
수어로 전달하는 방송
5. 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지상파용 시설 현황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기(DMB용 시설은 DMB
조사표에 기입)
- 공통시설은 사용비율에 따라 TV 또는 라디오란에 표기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포함하여 기재
-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중계 관련 부문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 송신시설은 송출시설에 포함하여 표기
-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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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지상파용 시설 장비 투자 현황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기(DMB용
시설 장비 투자 현황은 DMB 조사표에 기입)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Ⅱ.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현황
7.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7.1) 연간 전체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프로그램 유통 관련 문항 작성시 유의사항
7번은 제작 및 수급비용 총괄현황표이며, 8번은 외주제작, 9번은 국내 판매·구매, 10번은 수출
입 현황으로 공통항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제작비용의

경우,

국내물구매(7.1번)+국외물구매(7.1번)=국내구매(9.1번,

9.2번)+수입(10.1번,

10.3번)이 되도록 수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함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제작비용 : 제작 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임직원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 제외)
- 자체제작 :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함. 지역방
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에 포함
- 공동제작 :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나 타 방송사와 공동 프로젝트인 경우도 포함)

-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단, 지역방송사의 경우, 자체편
성물에 한해 순수외주 또는 특수관계사 외주에 반영
- 프로그램 교환의 경우 순수외주 혹은 특수관계사 외주로 분류
- 국내물 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PP,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외주제작 인정주체 구매물은 외주 부분, 외주물을 제외한 영화와 같은 구매물은 비외주 부분에 기입
-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
하는 경우. 구매 비용은 원화환산 금액으로 표기 (2019년 기준 환율 : 1달러당 1,165.65원)
(7.2) 연간 디지털(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디지털(H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7.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비용에 기입
- 제작원별 분류 기준은 (7.1)과 동일함
(7.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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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HD(UH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7.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
용에 기입
(7.4) 연간 드라마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드라마의 제작원별 프로그램시간과 제작ㆍ구매 비용 기입
- 100% 드라마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한함(주말ㆍ일일 드라마, 미니시리즈, 웹드라마 등이 포함되며,
오락이나 교양 등 프로그램에 일부 삽입되는 드라마는 제외)
- 제작원별 분류기준은 (7.1)의 분류를 간소화함. 자체제작은 자체제작과 공동제작을, 외주제작은
순수외주와 특수관계사 외주제작을, 구매는 국내물 구매와 국외물 구매를 각각 포함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제작비용 : 제작 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임직원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 제외)
8. 외주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7.1)의 순수외주, 특수관계사 외주, 국내구매 중 외주(인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총 제작금액: 계약서상의 총 금액을 명시
- 복수의 외주제작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경우 외주제작사 명칭을 각각 구분해서 명기
9.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 및 구매현황
(9.1)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구매 총괄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재산상황 자료제출‘의 재송신매출/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 포함하지 않
음
- 장르 구분이 어려운 클립영상, 홍보영상 등은 기타에 포함
- 방송프로그램의 금액은 (9.2)거래처 업종별 국내 판매·판매 총괄의 합계와 동일해야함
(9.2) 거래처 업종별 국내 판매·구매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재산상황 자료제출‘의 재송신매출/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 포함하지 않
음
- 방송프로그램의 금액은 (9.1)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구매 총괄의 합계와 동일해야함
10.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0.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은 본사 및 자회사의 수출입 내역도 모두 포함하여 기입
- 방송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됨.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제작물 구매는
(9.1), (9.2) 국내 구매 현황에 기입
- 방송프로그램의 편수, 시간, 금액은 (10.2)수출 세부내역, (10.3)수입 세부내역의 합계와 동일해야함
- 수출입 금액이 원화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 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편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의 경우 금액만 기입하며, 포
맷, 방송프로그램(완성품)은 편수와 금액 모두 기입
- 해외교포방송지원 :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더빙이나 자막 작업 없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비디오나 VOD
를 판매하는 것과 해외 수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막이나 더빙 작업을 위한 정부지원을 포함함
- 비디오/DVD 판매 : 국내 사업자가 비디오나 DVD를 제작한 후 해외 배급처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
- 타임블럭 : 외국 방송사에서 특정 방송시간대에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만을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
시간대를 판매(구매)하는 형태
- 포맷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작 특성으로 프로그램 라이센스(리메이크 판권) 및 포맷에 대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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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와 제작 매뉴얼인 포맷 바이블을 포함함
- 기타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외의 수출입 형태가 존재
할 시 기입
(10.1.2) 거래처 업종별 수출입 총괄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은 본사 및 자회사의 수출입 내역도 모두 포함하여 기입
- 기입된 시간, 편수와 금액은 (10.1) 수출입 총괄, (10.2) 수출 세부내역, (10.3) 수입 세부내역의 합계
와 동일해야함
- 수출입 금액이 원화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 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10.2.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해외교포방송지원 및 비디오/DVD 판매실적 제외
유로, 엔화 등 기타 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
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0.1)의 방송프로그램(완성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0.2.2) 포맷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해외교포방송지원 및 비디오/DVD 판매실적 제외
유로, 엔화 등 기타 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
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0.1)의 포맷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0.3.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됨.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제작물 구매는
(9.1), (9.2) 국내 구매 현황에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 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
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0.1)의 방송프로그램(완성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0.3.2) 포맷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됨.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제작물 구매는
(9.1), (9.2) 국내 구매 현황에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 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
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0.1)의 포맷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1.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합작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 국외 타방송사업자, 국외 제작사 등과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
작하는 영상제작물(‘극장용’, ‘방송용’ 포함)
- 국가: 공동제작업체의 국적 기입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계약기간: 해당 프로그램 제작의 총 계약 기간 기입
- 총 투자 금액의 경우, 계약상 투자 금액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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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투자율(%):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당해) 투자율을 기입
12. 해외방송 운영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매체(TV, 라디오)별로 기입
-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소유, 타사에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임대로 표기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
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

[지상파DMB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지상파DMB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지상파DMB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 MBC, 지역 MBC, SBS, 민영방송사는 지상파방송
용 조사표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리/행정직’의 명칭 변경)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매체별,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
입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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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매출액 구성내역 (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2019년 결산기준)
- 지상파DMB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 MBC, 지역MBC, SBS, 지역민영방송사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입
- 매출액 구성내역은 ‘2019 재산상황 자료제출’ 양식과 동일하므로 기입내용을 일치해야 함
- 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
-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광고판매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
- 방송채널사용사업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
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
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
분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은 제외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
-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
업매출액
-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써의 임대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대상이며, 부수적인 수준의 임대매출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 ㉮ 금액은 201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
3.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 (2019년 결산기준)
- 지상파DMB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 MBC, 지역MBC, SBS, 지역민영방송사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
입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4. 방송운영 현황
(4.1) 전체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연간 방송시간 : 지상파 재전송 포함(수중계도 포함)한 전체 DMB 방송시간
- 순환편성 시간 : 2회 이상 재방송되는 시간. 과거 방영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의 해당 기간 재편성도 순환편성 시간에
포함.
- 본방송(초방)시간 : 제작 또는 구매 후 최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수중계 포함 (재방송, 삼방송 등 순환방송
제외한 방송시간)

(4.2) 자체 채널 연간 편성비율 (2019년 연간 기준)
- 유형별 및 제작원별 편성비율 산출시 순환편성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
- 연간 방송시간(분) = 유형별 방송시간 합계 = 제작원별 방송시간 합계
- 자체 채널 연간 편성비율은 지역방송의 경우 수중계를 제외하고 지상파DMB 자체적으로 편성한 방송만 포함됨(전체
편성 - 수중계 + 지역지상파 방송 + 지역지상파DMB방송)
- 생활정보 : 날씨, 교통 등의 정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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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 채널 연간 편성비율 (2019년 연간 기준)
-

유형별 및 제작원별 편성비율 산출시 순환편성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
연간 방송시간(분) = 유형별 방송시간 합계 = 제작원별 방송시간 합계
임대 채널 연간 편성비율은 임대채널 자체적으로 편성한 방송만 포함됨
임대 채널의 정확한 편성비율을 모를 경우 임대한 사업체에게 자료를 받아 작성하거나 해당 채널명을 쓰고, 임대한 사업
자명을 비고 및 참고란에 기재
- 보도, 교양, 오락은 방송통신위원회 분류기준과 동일함

5.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5.1) 자체 채널 공동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공동제작 프로그램 : 타방송사업자(SO간), 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상제작물
- 구분 : 국내 또는 국외(외국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또는 합작 현황이 있는 경우, 국가명 기재)
- 지상파 DMB만을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의 수급현황을 기재

(5.2) 자체 채널 제작 및 수급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ing Time)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
비용은 제외
- 지상파 DMB만을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의 수급현황을 기재

6. 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지상파 DMB용 시설 현황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시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 포함하여 기재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전체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
면적 기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7.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지상파 DMB용 시설 장비 투자 현황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시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
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복수종합유선방송사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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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
입해주시기 바랍니다.

I. MSO 공유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1.1) 전체 MSO 공유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계열 SO에 소속되지 않고, MSO 본부 소속 제작팀 또는 SO간 공동제작을 위해 독립된 법인이나 자회
사에 소속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
사자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대표 : MSO사업자 중 사업자별/지역 법인별 대표가 있을 시에 개별 SO 조사표에 기재하고 공동대표만
존재할 경우 개별 SO 조사표에 기재하지 않고 MSO 조사표에만 기입
- 임원 : 등기임원만 포함(비등기임원은 제외)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종을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성별, 연령별 소계에 포함시켜 기재한 후 해당자만 한 번 더 기재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사업결합 현황
(2.1)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투자관련 부채 포함, 2019년 연간 기준)
-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도 기입
- 투자방식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별로 구분
- 투자금액 : 초기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2019년 말까지 투자한 총액을 기입
- 지분율 및 조건 :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 또는 수량, (전환)조건 등을 기입
(2.2)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 (2019년 결산 기준)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3.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3.1) 지역채널의 연간 전체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75 -

- MSO계열 사업자인 경우 MSO 본부제작, MSO 지역 공동제작, 개별 SO 제작 현황을 구분해서 기재
a. MSO 지역 공동제작 : MSO 내 특정 지역 단위로 묶어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특정 지역
내 SO가 공동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해당 SO명을 기재
b. SO 개별 제작 : 개별 SO에서만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해당 SO명을 기재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
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시청자 제작 : 지역 주민 및 지역 공공기관(시․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부
지원금은 시청자제작비용에, 회사부담금은 직접제작비용에 포함함.
(3.2) 지역채널의 연간 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H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MSO계열 사업자인 경우 MSO 본부제작, MSO 지역 공동제작, 개별 SO 제작 현황을 구분해서 기재
a. MSO 지역 공동제작 : MSO 내 특정 지역 단위로 묶어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특정 지역
내 SO가 공동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해당 SO명을 기재
b. SO 개별 제작 : 개별 SO에서만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해당 SO명을 기재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
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시청자 제작 : 지역 주민 및 지역 공공기관(시․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부
지원금은 시청자제작비용에, 회사부담금은 직접제작비용에 포함함.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3.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
용에 기입
(3.3) 지역채널의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Ultra-HD(UH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MSO계열 사업자인 경우 MSO 본부제작, MSO 지역 공동제작, 개별 SO 제작 현황을 구분해서 기재
a. MSO 지역 공동제작 : MSO 내 특정 지역 단위로 묶어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특정 지역
내 SO가 공동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해당 SO명을 기재
b. SO 개별 제작 : 개별 SO에서만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해당 SO명을 기재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
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시청자 제작 : 지역 주민 및 지역 공공기관(시․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부
지원금은 시청자제작비용에, 회사부담금은 직접제작비용에 포함함.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3.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
용에 기입
(3.4) 지역채널의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합작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 국외 타방송사업자, 제작사 등과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하는 영상
제작물(‘극장용’, ‘방송용’ 포함)
- 국가: 공동제작업체의 국적 기입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계약기간: 해당 프로그램 제작의 총 계약 기간 기입
- 총 자사 투자 금액의 경우, 계약상 투자 금액을 기입
- 당해 투자율(%):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당해) 투자율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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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SO 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계열 SO에 소속되지 않고, MSO 본부 소속 제작팀 또는 SO간 공동제작을 위해 독립된 법인이나 자회
사에 소속된 시설만 기재
- 공유업체명 : 업무 공유하고 있는 업체명 모두 기재(MSO 전체일 때는 ex. (MSO명) 전체로 기재)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 포함하여 기재
-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임대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
면적 기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선로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기타부문(셋톱박스/단말기 포함) : 위의 송출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송출 시설 및 장비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
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1.1) 전체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MSO계열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만 기입(자회사나 MSO 업무 공유 인원은 제외)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대표 : MSO사업자 중 사업자별/지역 법인별 대표가 있을 시에 개별 SO 조사표에 기재하고 공동대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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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경우 개별 SO 조사표에 기재하지 않고 MSO 조사표에만 기입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
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입
- MSO 사업자의 경우 개별 SO 종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소속 기준으로 작성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매출액 구성내역 (2019년 결산 기준)
- 각 과목의 매출액과 총계는 ‘201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제출’ 자료와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매출액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은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
-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은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수신료매출액은 VOD(PPV등포함)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
- 단말장치 대여(판매)수익은 정상적인 단말장치 판매수익을 포함
- 위성사용료매출액은 위성사업자가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중 기타는 프로그램제작지원 외 목적으로 지원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
-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
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
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
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
-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 단말장치대여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 위성사용료매출액: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
- 기타방송매출액 : 방송사업 매출액 중 (1)부터 (7)까지에 속하지 않은 매출
-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함.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
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
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
-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
-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

- 78 -

- ㉮의 금액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일치
3.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투자관련 부채 포함, 2019년 연간 기준)
-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도 기입
- 투자방식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별로 구분
- 투자금액 : 초기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2019년 말까지 투자한 총액을 기입
- 지분율 및 조건 :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 또는 수량, (전환)조건 등을 기입
4. 방송운영 일반현황
(4.1) 지역채널 연간 방송편성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편성비율 산출시 순환편성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
- 시청자제작(지역주민 제작 또는 지역 공공기관 제작물) : 교양에 포함
- ‘기타’ 유형 : 선거방송, 중계방송, 유사홈쇼핑 광고 등이 포함됨.
- 유형별 연간 방송 시간과 제작원별 연간 방송 시간은 일치해야 함.
- 본방송(초방) 시간 : 제작 또는 구매 후 최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 순환편성 시간 : 2회 이상 재방송되는 시간. 과거 방영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의 해당 기간 재편성도 순
환편성 시간에 포함.
(4.2) 지역채널의 연간 전체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직접제작 : 자사에서 직접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시간과 제작비용 기재.
- 시청자 제작 : 지역 주민 및 지역 공공기관(시․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부
지원금은 시청자제작비용에, 회사부담금은 직접제작비용에 포함.
- 지역공동 프로그램 제작은 개별SO에서 중복되지 않게 작성
(4.3) 지역채널의 연간 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H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직접제작 : 자사에서 직접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시간과 제작비용 기재
- 시청자 제작 : 지역 주민 및 지역 공공기관(시․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부
지원금은 시청자제작비용에, 회사부담금은 직접제작비용에 포함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4.4)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
용에 기입
- 지역공동 프로그램 제작은 개별SO에서 중복되지 않게 작성
(4.4) 지역채널의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Ultra-HD(UH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직접제작 : 자사에서 직접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시간과 제작비용 기재
- 시청자 제작 : 지역 주민 및 지역 공공기관(시․구청 등)이 제작하여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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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시청자제작비용에, 회사부담금은 직접제작비용에 포함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4.4)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
용에 기입
- 지역공동 프로그램 제작은 개별SO에서 중복되지 않게 작성
(4.5) 지역채널의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합작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 국외 타방송사업자, 제작사 등과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하는 영상
제작물(‘극장용’, ‘방송용’ 포함)
- 국가: 공동제작업체의 국적 기입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계약기간: 해당 프로그램 제작의 총 계약 기간 기입
- 총 자사 투자 금액의 경우, 계약상 투자 금액을 기입
- 당해 투자율(%):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당해) 투자율을 기입
5. 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MSO계열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 시설만 기입(자회사나 MSO 공유 시설은 제외)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 포함하여 기재
-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 디지털시설과 기타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신호의 형식으로 구분
-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
면적 기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 지역공동 시설은 개별SO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선로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기타부문(셋톱박스/단말기 포함) : 위의 송출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송출 시설 및 장비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7. 유료방송서비스 현황
(7.1.1)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현황 & (7.1.2) 8VSB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현황
(7.1.3) QAM 케이블TV 가입자 및 수신료 현황
- 전체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17.8.24, ‘18.12.31 일부 개정)’ 기준으로 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수 제출 자료와 일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8VSB(8레벨 잔류측파대, 8-level vestigial sideband):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기존의 아날
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8VSB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

- QAM(직교 진폭 변조,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셋톱
박스를 통하여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

- 전체가입자, 사업자용 구분해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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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용 :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한 가입
자
- ‘수신료’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약관상 가격이 아닌 가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부가
세 포함, ARPU값 아님)으로 기입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장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하 “가
입자” 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
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
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
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ㆍ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
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정지 상황
으로 본다.
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ㆍ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무지침」 제2장 제1절(가입자 수 산정 원칙)
1.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의 수로 산정하
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아날로그 ․ 8VSB ․ 클리어쾀 등)에는 계약 체결된 단자의 수로 산정
2.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이 되어있으나, 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가입자는 산정에 포함
3.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
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
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영업 외 목적은 △계약 초기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상제공 기한이 없으며 △별도 유상 조
건이 없고 △타 서비스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

(7.2)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 구분 항목별로 중복이 없어야 함
- 케이블TV 방송(아날로그 8VSB, QAM)과 + 초고속인터넷 결합 : 케이블TV 방송(아날로그 8VSB,
QAM)과 유·무선 상품 결합 중 초고속인터넷이 포함(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기타)된 결합 가
입자의 수 기입
- 케이블TV 방송(아날로그 8VSB, QAM) + 기타 : 케이블TV와의 결합 유형 중 ‘케이블TV+초고속인
터넷 결합’ 이외의 유·무선 결합 가입자 수 기입
- (a) 소계는 (7.1)의 전체 가입자 수와 동일
8. 운영채널 구성 내역 (2019년 12월 31일 기준)
- QAM : 아날로그, 8VSB 방송을 제외한 SD, HD, UHD 방송을 포함한 QAM 방식의 방송(약관에 송출되는 채널 기준)
- QAM HD : QAM에 포함되는 방송 형태 중 HD 방송만 기재
- QAM UHD : QAM에 포함되는 방송 형태 중 UHD 방송만 기재
- 방송운영채널 : 지상파-지역지상파 포함 모든 지상파, PP채널-국내 PP, 해외위성-해외 재전송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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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예비)채널 : 허가받은 채널 중 방송하지 않는 채널
- 기타채널 : 방송채널, 여유채널, 장애채널을 제외한 채널
- 장애채널 : 허가받은 채널 중 외부의 장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는 채널
- 운영채널 구성 내역은 약관기준으로 작성
- ①방송운영채널 : 가상 채널수로 작성(실 송출 채널수로 기재)
- ②여유(예비)채널, ③기타채널, ④장애채널 : 주파수 채널수로 작성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시해
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
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1.1) 전체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입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연간 사업운영 관련 내역
(2.1) 연간 매출액 구성내역(2019년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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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 중계유선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 인터넷 접속서비스 수입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 전송망 이용료 : 전송망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
(2.2) 전송망 사업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전송망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작성
3. 협업 유선방송 운영현황 (2019년 연간, SO 및 다른 중계유선 대상)
- 협업 방송사명 : 귀사와 협업 관계에 있는 유선방송사명 기입
- 운영형태 : 통합송출, 망공동 사용, 수신료배분(협업 시), 경쟁지양합의(협업 시) 등 기입
- 업무주체 : 개별항목에 대하여 운영자 표시 - “자사” / “각사” / “타사(매입 또는 협업 대상업체)”
4. 초고속인터넷 접속사업 운영 현황
- 사업방식 : “직접운영 / 제휴 / 회선임대 / 기타” 등으로 구분
(예:“SK브로드밴드”등의 사업자가 자사 유선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선임대”로 구분 /
“SK브로드밴드”등의 사업자가 자사망에 대한 시설투자와 동시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휴”로 구분)
- 서비스명은 가격별 분류 상품순으로 기입
- 가입자수 : 각 인터넷 상품 단독 가입자 수(번들은 제외)
- 월이용료 : 각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실제 월 이용요금. 모뎀임대료 포함(부가세 포함)
- 설치비 : 신규 설치 기준. 3년 약정 기준
- 가입자당 배분료 : 제휴의 경우, 월이용료 중 사업자와 제휴업체 사이에 배분되는 금액 또는 조건
5.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SD, HD, UHD 제작 장비 및 시설이 포함됨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선로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기타부문(셋톱박스/단말기 포함) : 위의 송출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송출 시설 및 장비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6. 가입자 및 채널 구성 현황
(6.1) 가입자 현황
- 전체가입자, 사업자용 구분해서 기입
- 사업자용 :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한
가입자
(6.2) 수신료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월수신료, 설치비, 이전비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입
7. 채널구성 내역(2019년 12월 31일 기준)
- 방송운영채널 : 지상파-지역지상파 포함 모든 지상파, PP채널-국내 PP, 해외위성-해외 재전송 PP
- PP채널에 공익채널(EBS 플러스1수능전문, EBS 플러스2 중학/직업, EBS English, 아리랑TV, 사이
언스TV, 예술티비 아르떼(예술TV Arte), 복지TV, 육아방송, 일자리방송 등)도 포함됨
- 여유(예비)채널 : 허가받은 채널 중 방송하지 않는 채널
- 장애채널 : 허가받은 채널 중 외부의 장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는 채널
- 기타채널 : 방송채널, 여유채널, 장애채널을 제외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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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
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일반위성방송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위성방송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
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1.1) 전체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입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매출액 구성내역(2019년 결산기준/ 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 각 과목의 매출액과 총계는 ‘2019 재산상황 자료제출’의 합계와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수신료매출액 : 위성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
· 채널 수신료 :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비디오 채널과 오디오 채널의 수신료
· PPV, VOD 매출액 : PPV(Pay Per View) 매출은 시청하는 프로그램 수 또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시청상품 매출이며, VOD(Video On Demand) 매출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골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 제공 매출

- 광고매출액 :「방송법」제2조 제21항에 따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의 제공에 따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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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위성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 가입 및 시설설치매출액 : 신규가입가구에 수신 설비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위성방송가입자에게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대여
및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대가
- 기타방송매출 : 방송사업 매출 중 (1)부터 (6)까지에 속하지 않은 매출
- 기타사업매출: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
- ㉮의 금액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일치
3. 사업결합 현황
(3.1)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투자관련 부채 포함, 2019년 연간 기준)
-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도 기입

- 투자방식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별로 구분
- 지분율 및 조건 :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 또는 수량, (전환)조건 등을 기입
- 총액 :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총액을 직접 기입
-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도 기입
(3.2)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2019년 결산 기준)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
에 대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4. 방송운영 일반현황
(4.1) 전체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현황
- 연간 방송시간 : 연간 본방송과 연간 순환편성을 합산한 방송시간
- 본방송(초방) 시간 : 제작 또는 구매 후 최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 순환편성 시간 : 2회 이상 재방송되는 시간. 과거 방영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의 해당 기간 재편성도 순환편성
시간에 포함

(4.2) 직접사용채널별 연간 방송편성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유형별 및 제작원별 편성비율 산출시 순환편성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
- 시청자제작(지역주민 제작 또는 지역 공공기관 제작물)은 교양(유형별), 구매 및 기타(제작원별)에 포함
- 연간 방송시간(분) = 유형별 방송시간 합계 = 제작원별 방송시간 합계

(4.3) 공동제작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공동제작 프로그램 : 타방송사업자, 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상제작물
- 구분 : 국내 또는 국외(외국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또는 합작 현황이 있는 경우, 국가명 기재)
- 국가: 공동제작업체의 국적 기입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계약기간: 해당 프로그램 제작의 총 계약 기간 기입
- 총 자사 투자 금액의 경우, 계약상 투자 금액을 기입
- 당해 투자율(%):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당해) 투자율을 기입

(4.4) 직접사용채널 연간 전체 제작 및 수급 현황(2019 연간 기준)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 (Running Time)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
접제작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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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직접사용채널 연간 HD 제작 및 수급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H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 (Running Time)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
접제작비용은 제외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4.6)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에
기입

(4.6) 직접사용채널 연간 UHD 제작 및 수급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Ultra-HD(UH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교환’, ‘구매’ 등으로 확보한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 (Running Time)을 기록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
접제작비용은 제외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4.6)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에
기입

5. 시설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 포함하여 기재
-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면적 기
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기타부문(셋톱박스/단말기 포함) : 위의 송출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송출 시설 및 장비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7. 주문형 영화(PPV)서비스 운영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계약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비고 및 참고사항에 기입

8. 가입자 현황
(8.1) 전체 가입자 현황
- 전체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17.8.24,
‘18.12.31 일부 개정)’ 기준으로 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수 제출 자료와 일치)
- 전체가입자, 사업자용 구분해서 기입
- 서비스 상품명 :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구성 유형을 직접 기입(예. 결합형(Skylife + Olleh TV + 초고속 인터넷)
- 수신료 : 3년 약정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 사업자용 :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한 가입자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장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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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하 “가
입자” 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
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
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
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ㆍ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
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정지 상황
으로 본다.
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ㆍ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무지침」 제2장 제1절(가입자 수 산정 원칙)
1.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의 수로 산정하
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아날로그 ․ 8VSB ․ 클리어쾀 등)에는 계약 체결된 단자의 수로 산정
2.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이 되어있으나, 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가입자는 산정에 포함
3.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
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
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영업 외 목적은 △계약 초기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상제공 기한이 없으며 △별도 유상 조
건이 없고 △타 서비스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

(8.2) 지역별 가입자 현황
- 전체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17.8.24,
‘18.12.31 일부 개정)’ 기준으로 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수 제출 자료와 일치)
- (8.2) 가입자 수는 (8.1)의 가입자 수 총계와 동일해야 함
- 지역별로 전체 가입자, 사업자용으로 구분하여 가입자 수 입력
- 사업자용 :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한 가입자
9. 운영채널 구성 내역(2019년 12월 31일 기준)
- PP채널 : 국내 PP
- 해외위성 : 해외 재전송 PP
- 지상파 : 지역지상파 포함
- HD방송 : 전체 방송 중 HD 방송만 기재
- 여유(예비)채널 : 허가받은 채널 중 방송하지 않는 채널
- 장애채널 : 허가받은 채널 중 외부의 장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는 채널
- 기타채널 : 방송채널, 여유채널, 장애채널을 제외한 채널
- UHD방송 : 전체 방송 중 UHD 방송만 기재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
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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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운영 일반현황
1. 프로그램 송출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플랫폼별 전체 사업자 수 : 종합유선방송사 92개사, 위성방송 1개사, 지상파DMB 6개사(중앙 기준), IPTV
3개사
2.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2.1) 전체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입 후 겸업사업
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매체별,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입
(2.2) 신규직원 충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입 후 겸업사업
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3. 사업운영 관련 현황

(3.1) 매출액 구성내역 (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2019년 결산 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매출액 구성내역은 ‘2019 재산상황 자료제출’ 양식과 동일하므로 기입내용이 일치해야 함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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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
-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채널공통에서 직접 판매와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
렙)을 통한 판매를 구분하여 기입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
-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
- 기타방송매출액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광고매출액,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시설임
대매출액, 행사매출액, 홈쇼핑방송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방송사업매출액
-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 ㉮ 금액은 201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
- 주의사항
: 기타사업매출액은 ‘재산상황공표집’에서의 기타사업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입
4. 사업결합 현황
(4.1)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투자관련 부채 포함,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
도 기입

- 투자방식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별로 구분
- 투자금액 : 초기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2019년 말까지 투자한 총액을 기입
- 지분율 및 조건 :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 또는 수량, (전환)조건 등을 기입
(4.2)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 (2019년 결산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용 조사표에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에 대
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5. 방송시간 및 편성현황
(5.1) 제작원별·유형별 연간 방송시간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본방송(초방)시간 : 제작 또는 구매 후 최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 순환편성시간 : 2회 이상 방송한 시간을 의미하며 과거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을 기준시점에
재편성하는 경우도 순환 편성 시간에 포함
- 제작원별, 유형별로 연간 방송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여 기입
- 유형 분류 : 일반PP는 공급분야 기입, 종합편성PP는 보도, 교양, 오락(음악, 코미디,
버라이어티, 스포츠 등)으로 분류하여 기입
- 방송법 시행령(제50조2항) 참고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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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국내물 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5.2) 디지털(HD) 프로그램 방송편성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편성비율(%) : 전체 방송시간 대비 디지털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비율

- 유형 분류 : 일반PP는 공급분야 기입, 종합편성PP는 보도, 교양, 오락(음악, 코미디,
버라이어티, 스포츠 등)으로 분류하여 기입
(5.3)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실시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2017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15.5.28)’ 기준으로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지정 채널만 기입
- 편성비율 : 유형별 전체 방송시간(5.1에 작성한 시간) 대비 장애인 시청취 지원 방송 시간의 비율 기입.
- 폐쇄자막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
- 화면해설방송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
- 한국수어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

6. 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기
시설 공동사용의 경우 비고(조사 마지막 페이지)란에 “OOO와 공동사용”으로 기입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 포함하여 기재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전체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
면적 기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7.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기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송출중계 등 송출 관련 부문
- 송출부문 중 송출중계부문 : 전송망(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컨버터 등 송출 중계 관련 부문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Ⅱ.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현황
8.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8.1) 채널별 연간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프로그램 유통 관련 문항 작성시 유의사항
8번은 제작 및 수급비용 총괄현황표이며, 9번은 외주제작, 10번은 국내 판매·구매, 11번은
수출입 현황으로 공통항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제작비용의 경우, 국내물구매(8.1번)+국외물구매(8.1번)=국내구매(10.1번, 10.2번)+수입(11.1
번, 11.3번)이 되도록 수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함
- 채널별로 시간,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작성 (다채널 동시 권리로 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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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별로 분리하여 기입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Running Time) 기록
제작비용 : 제작 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임직원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 제외)
자체제작 :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함.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에 포함
공동제작 :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가지 요건을 충
족하나 타 방송사와 공동 프로젝트인 경우도 포함)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단, 지역방송사의 경우, 자체편성물
에 한해 순수외주 또는 특수관계사 외주에 반영
프로그램 교환의 경우 순수외주 혹은 특수관계사 외주로 분류
국내물 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구매 비용은 원화환산 금액으로 표기 (2019년 기준 환율 : 1달러당 1,165.65원)

(8.2) 연간 디지털(HD)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디지털(H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8.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에 기
입
- 제작원별 분류 기준은 (8.1)과 동일함

(8.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2019년 연간 기준)
- Ultra-HD(UH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기입
- 두 가지 형태(UHD, HD)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8.3) 연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에 기
입
- 제작원별 분류 기준은 (8.1)과 동일함

(8.4) 연간 드라마 제작 및 수급비용 (2019년 연간 기준)
- 드라마의 제작원별 프로그램시간과 총 제작 및 구매 비용을 채널별로 기입
- 100% 드라마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한함(주말ㆍ일일 드라마, 미니시리즈, 웹드라마 등이 포함되며,
오락이나 교양 등 프로그램에 일부 삽입되는 드라마는 제외)
- 제작원별 분류기준은 (8.1)의 분류를 간소화함. 자체제작은 자체제작과 공동제작을, 외주제작은 순수외주와 특수관
계사외주제작을, 구매는 국내물 구매와 국외물 구매를 각각 포함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제작비용 : 제작 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임직원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 제외)

9. 외주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8.1)의 순수외주, 특수관계사 외주, 국내구매 중 외주(인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총 제작금액: 계약서상의 총 금액을 명시
- 복수의 외주제작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경우 외주제작사 명칭을 각각 구분해서 명기

10.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 및 구매현황
(10.1)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구매 총괄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재산상황 자료제출‘의 재송신매출/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음
- 방송프로그램의 금액은 (10.2) 거래처 업종별 국내 판매·판매 총괄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10.2) 거래처 업종별 국내 판매·구매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재산상황 자료제출‘의 재송신매출/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음
- 방송프로그램의 금액은 (10.1)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구매 총괄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1.1)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총괄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은 본사 및 자회사의 수출입 내역도 모두 포함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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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됨.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제작물 구매는 (10.1), (10.2) 국
내 구매 현황에 기입
- 방송프로그램의 편수, 시간, 금액은 (11.2)수출세부내역, (11.3)수입세부내역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 수출입 금액이 원화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편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의 경우 금액만 기입하며, 포맷, 방송프로
그램(완성품)은 편수와 금액 모두 기입
- 해외교포방송지원 :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더빙이나 자막 작업 없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비디오나 VOD를 판매하는
것과 해외 수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막이나 더빙 작업을 위한 정부지원을 포함함
- 비디오/DVD 판매 : 국내 사업자가 비디오나 DVD를 제작한 후 해외 배급처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
- 타임블럭 : 외국 방송사에서 특정 방송시간대에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만을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시간대를 판매
(구매)하는 형태
- 포맷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작 특성으로 프로그램 라이센스(리메이크 판권) 및 포맷에 대한 제작 노하우와
제작 매뉴얼인 포맷 바이블을 포함함
- 기타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외의 수출입 형태가 존재할 시
기입(수출입 형태를 괄호 안에 기입하고 추가 사항은 ‘비고 및 참고사항’에 기입)

(11.1.2) 거래처 업종별 수출입 총괄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은 본사 및 자회사의 수출입 내역도 모두 포함하여 기입
- 기입된 시간, 편수와 금액은 (11.1) 수출입 총괄, (11.2) 수출 세부내역, (11.3) 수입 세부내역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 수출입 금액이 원화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11.2.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해외교포방송 지원 및 비디오/DVD 판매실적 제외
- 유로, 엔화 등 기타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1.1)의 방송프로그램(완성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1.2.2) 포맷 장르․국가별 수출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해외교포방송 지원 및 비디오/DVD 판매실적 제외
- 유로, 엔화 등 기타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1.1)의 포맷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1.3.1)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됨.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제작물 구매는 (10.1),
(10.2) 국내 구매 현황에 기입
- 유로, 엔화 등 기타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1.1)의 방송프로그램(완성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1.3.2) 포맷 장르․국가별 수입 세부내역 (2019년 연간 기준)
- 방송프로그램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됨. 국내 유통사를 통한 국외제작물 구매는 (10.1),
(10.2) 국내 구매 현황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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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엔화 등 기타화폐인 경우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
- 국가: 구체적으로 명시. 국가명 복수 선택 불가.
- 장르: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권료
제외), 교육, 교양,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
- 기입된 편수와 금액은 (11.1)의 포맷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12. 보조적 데이터방송 운영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보조적 데이터방송: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방송
- 방송분야 : 드라마(TV시리즈 포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장편시리즈 포함), 영화,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권료 제외), 교육, 교양(문화·예술 포함), 오락(쇼, 시트콤, 코미디, 기타오락물 포함) 등으로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르
- 방송유형 : TV, Radio, 기타 중 선택
- 송출플랫폼 : 아래 유형 중 해당항목의 번호를 모두 표기 (복수응답가능)
1. 종합유선방송 2. 위성방송 3. IPTV 4. 기타
- 결제방식 : 리모콘, 휴대폰 (복수 응답 가능)
- TV전자상거래 운영 여부 : 해당 채널의 TV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였는지의 여부(단발성 포함)
- 취급상품 : TV전자상거래에서 취급하는 상품 목록(스포츠용품, 생활용품, 식음료, 관광상품, 전자기기 등)
- 매출액(천원) : 2019년 연간 발생된 보조적 데이터방송의 매출액(전자상거래 매출액과 기타 매출액으로 분리)

13. 국외 합작 및 공동제작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합작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 국외 타방송사업자, 국외 제작사 등과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하는 영
상제작물(‘극장용’, ‘방송용’ 포함)
- 국가: 공동제작업체의 국적 기입
- 프로그램 시간: 해당 프로그램의 총 시간량(Running Time) 기록
- 계약기간: 해당 프로그램 제작의 총 계약 기간 기입
- 총 투자 금액의 경우, 계약상 투자 금액을 기입
- 당해 투자율(%):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당해) 투자율을 기입

14. 해외방송 운영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매체(TV, 라디오)별로 기입
-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소유, 타사에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임대로 표기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

[IPTV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IPTV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
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현황
(1.1) IPTV 사업부문 종사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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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사업부문 종사자만 작성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 장애인 종사자는 소계에 이미 포함된 인원임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IPTV 사업부문)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매출액 구성내역 (2019년 결산 기준)
- 각 과목의 매출액과 총계는 ‘2019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제출’ 자료와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은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
-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은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
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수신료매출액은 VOD(PPV등 포함)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
- 단말장치 대여(판매)수익은 정상적인 단말장치 판매수익을 포함
- 위성사용료매출액은 위성사업자가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중 기타는 프로그램제작지원 외 목적으로 지원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
-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
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
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
-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함
-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함
-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함
-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다만,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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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
한 매출액
-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
- ㉮의 금액은 ‘2019년 재산상황 자료제출’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일치
3. 사업결합 현황
(3.1)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투자관련 부채 포함, 2019년 연간 기준)
-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도 기입
- 투자방식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별로 구분
- 지분율 및 조건 :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 또는 수량, (전환)조건 등을 기입
- 총액 :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총액을 직접 기입
-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
분 현황도 기입
(3.2)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 (2019년 결산기준)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4. 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와 HD간 호환 가능한 제작 장비
및 시설의 경우 UHD에 포함시켜 기재
-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 디지털시설과 기타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신호의 형식으로 구분
- 송출부문 : 미디어운용을 포함한 송출 관련 부문
- 미디어운용센터 : IPTV의 경우, 미디어 운용, 송출 관리 등 종합 시스템 역할을 하는 센터
- 기타설비 : 미디어운용, 송출 관련 시설을 제외한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시설 및 설비
-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면적 기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5. 연간 시설·장비 투자 현황
- 디지털 시설 장비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를 포함하여 기재
- 기타 시설 장비 : 디지털 시설과 장비를 제외한 부문
- 제작부문 : 촬영, 스튜디오, 편집, 녹음, 중계 등 제작 관련 부문
- 송출부문 : 미디어운용을 포함한 송출 관련 부문
- 미디어운용센터 : IPTV의 경우, 미디어 운용, 송출 관리 등 종합 시스템 역할을 하는 센터
- 기타설비 : 미디어운용, 송출 관련 시설을 제외한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시설 및 설비
- 송출부문 중 기타부문(셋톱박스/단말기 포함) : 위의 송출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송출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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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시설 등
6.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 현황 (2019년 연간 기준)
- 제작비용 : 방송프로그램의 직접제작비용.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
- 구매비용 : 가이드채널, VOD 등의 용도의 방송프로그램 구매비
- 기타 : 제작, 구매 방법 외 무상 취득, 교환 등의 방식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수급한 형태
7. 가입자 현황
(7.1) 전체 가입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전체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17.8.24, ‘18.12.31 일부 개정)’ 기준으로 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수 제출 자료와
일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전체가입자, 사업자용 구분해서 기입
- 수신료 : 3년 약정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 서비스 상품명 : 제공하고 있는 상품명과 상품구성 유형을 직접 기입(예, 기본형, 실속형, 고
급형, 교육형 등)
- 사업자용 :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
약한 가입자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장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하 “가
입자” 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
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
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
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ㆍ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
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정지 상황
으로 본다.
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ㆍ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무지침」 제2장 제1절(가입자 수 산정 원칙)
1.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의 수로 산정하
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아날로그 ․ 8VSB ․ 클리어쾀 등)에는 계약 체결된 단자의 수로 산정
2.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이 되어있으나, 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가입자는 산정에 포함
3.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
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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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영업 외 목적은 △계약 초기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상제공 기한이 없으며 △별도 유상 조
건이 없고 △타 서비스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

(7.2) 지역별 가입자 현황
- 전체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17.8.24, ‘18.12.31 일부 개정)’ 기준으로 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수 제출 자료
와 일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7.2) 가입자 수는 (7.1)의 가입자 수 총계와 동일해야 함
- 전체가입자, 사업자용 구분해서 기입
- 서비스 상품명 : 제공하고 있는 상품명과 상품구성 유형을 직접 기입(예, 기본형, 실속형, 고
급형, 교육형 등)
- 사업자용 : 오피스텔, 숙박업소, 유흥업소,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계
약한 가입자
(7.3) 결합 유형별 가입자 현황
- 구분 항목별로 중복이 없어야 함
- IPTV + 초고속인터넷 결합 : IPTV와 유·무선 상품 결합 중 초고속인터넷이 포함(초고속인터
넷, 초고속인터넷+기타)된 결합 가입자의 수 기입
- IPTV + 기타 : IPTV와의 결합 유형 중 ‘IPTV+초고속인터넷 결합’ 이외의 유·무선 결합 가입
자 수 기입
- (a) 소계는 (7.1)의 전체 가입자 수와 동일

8. 운영채널 구성 내역 (2019년 12월 31일 기준)
- PP채널 : 국내 PP
- 지상파 : 지역지상파 포함
- 해외위성 : 해외 재송신 채널 포함
- 음악채널 : 오디오 채널
- HD방송 : 전체 방송 중 HD 방송만 기재
- UHD방송 : 전체 방송 중 UHD 방송만 기재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전광판방송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광판방송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
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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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사업운영지역이 시․도를 달리할 경우는 시․도지역별로 종사자 현황 기재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광판방송사업 부문의 종사자만 기재.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된 인원임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연간 매출액 및 운영비 구성내역
(2.1) 매출액 구성내역(2019년 결산 기준)
- 매출액은 전광판 방송부문만 제출
- 멀티미디어 사업수입 : 인터넷 사업 매출 포함
- 기타사업 수입은 세부항목을 ‘비고 및 참고사항’에 기재
(2.2) 전광판 연간 운영비 구성내역(2019년 결산 기준)
- 천원 단위로 입력
3. 전광판 운영일반(2019년 12월 31일 기준)
- 부착형식 : 옥상, 벽면, 지주 등 구분
- 데이터전송방식 : 유선전송, 위성, 직접DATA 등
- 전광판소유여부 : “소유”, “임대”
- 표출형식
a.형식: 동화상 및 문자형 구분
b.소자: LED, CRT, FDT, Q보드 등
- 개국연도 : 전광판방송이 처음 송출된 연도
4. 일일 운영시간(2019년 12월 31일 기준)
- 1회 단위 방송시간 : 보도, 교양, 상업광고, 공익광고 기타 등 유형별 광고가 순차적으로 1회씩 방송되
는 시간
- 평균 순환 횟수 : 일일 전광판 운영시간에서 1회 단위 방송이 반복되는 횟수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
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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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현황
(1.1) 전체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2013년 방송산업 실태
조사 ‘관리/행정직’의 명칭 변경)
- 방송직의 ‘기자’ : 카메라기자, 편집기자를 포함하는 인원
- 방송직의 ‘제작관련’ :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직의 ‘기타’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직 :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시청취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매체별,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
입
(1.2) 신규직원 충원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2. 매출액 구성내역(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2019년 결산 기준)
- 매출액 구성내역은 ‘2019 재산상황 자료제출’ 양식과 동일하므로 기입내용을 일치해야 함
- 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
-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
하 ‘IPTV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
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
- 광고판매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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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
- 방송채널사용사업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
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
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
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은 제외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
-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
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써의 임대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대상이며, 부수적인 수준의 임대매출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 ㉮ 금액은 201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
3. 연간 제작원별·유형별 방송시간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보도, 교양, 오락 유형별 방송시간(본방과 재방 포함)의 합은 연간 전체방송시간이 되어야 함
- 수중계 외주, 비외주 방송시간과 로컬방송 편성시간의 합은 전체방송시간이 되어야 함
- 방송법 시행령(제50조2항) 참고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자체제작 :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함. 지역방
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 편성시간에 포함
- 공동제작 :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기입
-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 기입
- 수중계 : 지역사가 본사 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동시전송하는 시간 기입. 수중계
한 외주물을 자사 외주물로 인정받는 경우, 수중계한 외주물 시간을 외주란에 기입하고 이외의 수
중계물은 비외주란에 기입
- 로컬방송편성비율: 전체 방송시간에서 각 방송국이 독자적 입장에서 편성·제작하는 방송시간의 비율
4. 시설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
- 디지털 시설 : 해당시설의 최종 신호 형식으로 구분하며, UHD 포함하여 기재
- 기타 시설 : 디지털 시설을 제외한 부문
- 송출시설 기타설비 : 별도 네트워크실, 엔코딩실 등 주조정실과 아카이브 시스템 외의 시설 및 설비
- 송신시설은 송출시설에 포함하여 표기
- 스튜디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제작시설의 전체 면적으로 스튜디오 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용면
적 기준)
- 송출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한 송출시설의 전체 면적(전용면적 기준)
5. 연간 전체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2019년 연간 기준)
- 프로그램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한 프로그램의 총시간량(Running Time)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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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용 : 제작 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임직원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 제외)
- 자체제작 :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함. 지역방
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에 포함
- 공동제작 :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제작 프로그램(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나 타 방송사와 공동 프로젝트인 경우도 포함)

-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국내물 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
하는 경우. 구매 비용은 원화환산 금액으로 표기 (2019년 기준 환율 : 1달러당 1,165.65원)
□ 비고 및 참고사항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작성 지침
□ 사업자 정보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0. 자본금 및 최다출자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2020년 3월 31일 기준 모두 작성
※ 조사표 작성자에게는 추가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조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서비스 및 송출 개요
(1.1) 프로그램 서비스 및 송출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서비스 내용 : 복합형 서비스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 표기
① 정보 : 뉴스, 날씨, 교통, 운세, 건강, 연예, 스포츠, 영화, 패션, 부동산, 여행, 증권 재테크, 보험 등
② 게임 : 아케이드 게임, 보드게임 등
③ 엔터테인먼트 : 만화, 노래방
④ 에듀테인먼트 : 육아, 교육, 학습
⑤ T-Commerce : 디지털화된 TV를 통해 발생하는 상거래서비스
⑥ 기타
- 서비스 과금형태 : ①정액제 ②이용 서비스별 과금 ③무료
- 플랫폼별 전체 사업자 수 : 종합유선방송사 92개사, 위성방송 1개사, 지상파DMB 6개사(중앙 기준), IPTV 3개사
2.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2.1) 전체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사업자,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조사표에 전체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정규 :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전일제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한 종사자
- 비정규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인턴십 등
-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정규직에 포함

- 경영직 : 인사, 재무/회계, 기획, 경영, 관리 등의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방송제작직 :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PD,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출연자, 제작지원 등)
- 기술직 : 조정실, 송출, 중계(중계팀 중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제작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은 방송직의 ‘제작
관련’에 기입), 건축, 전기, 설비, 통신, 항공, 수신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연구개발직 : 데이터방송의 기획, UI디자인, 프로그래밍, 테스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영업/홍보직 :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타 :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고 및 참고사항’에 담당업무를 명기
- 외국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성별, 연령별 소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기입
(2.2) 신규직원 충원 현황(2019년 연간 기준)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사업자,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조사표에 전체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2019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으로 산정
- 신입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 인정 없이 채용된 인원
- 경력 : 다른 사업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인원
3. 매출액 구성내역(법인 사업부문인 경우, 사업부문 결산내역으로 기재, 2019년 결산 기준)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사업자,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조사표에 전체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매출액 구성내역은 ‘2019 재산상황 자료제출’ 양식과 동일하므로 기입내용이 일치해야 함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
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
-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채널공통에서 직접 판매와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을
통한 판매를 구분하여 기입
- 프로그램판매매출액 :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
-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
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
- 기타방송매출액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광고매출액,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방송시설임대매출액,
행사매출액, 홈쇼핑방송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방송사업매출액
- 기타사업매출액 :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 ㉮ 금액은 201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
- 주의사항
: 기타사업매출액은 ‘재산상황공표집’에서의 기타사업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입
4. 사업결합 현황
(4.1)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투자관련 부채 포함,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사업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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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사용사업자 조사표에 전체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
황도 기입
- 상장된 법인의 경우, 불특정 외국인의 취득 지분 현황도 기입
- 투자방식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별로 구분
- 투자금액 : 초기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2019년 말까지 투자한 총액을 기입
- 지분율 및 조건 : 투자방식에 따라 지분(%) 또는 수량, (전환)조건 등을 기입
- 총액 :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현황 총액을 직접 기입
(4.2) 특수관계(지배․종속관계) 회사 현황(2019년 결산기준)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겸업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사업자,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조사표에 전체 기입 후 겸업사업자 여부 체크란에 표시
- 관계 : 지배회사(모회사, 지주회사), 종속회사(자회사),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 등
- 본사지분(%) : 조사대상업체가 종속회사(자회사) 또는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계열사)를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지분율(2019년 말 기준)
- 기타주주 : 자회사의 경우, 본사 지분 이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자순으로 회사명과 지분을 기입
5. 시설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데이터방송채널용 시설 현황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기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기
- 시설 공동사용의 경우 “OOO와 공동사용”으로 기입
- 개발실(제작실) : 제작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만 기재, 사무실은 불포함
- 테스트실 : 별도 테스트실이 있을 경우만 기재, 송출서버와 동일한 공간에 있을 경우 송출서버실만
기재
- 모니터실 : 별도 모니터실이 있을 경우만 기재, 송출서버와 동일한 공간에 있을 경우 송출서버실만
기재
- 송출서버 : 송출서버와 관련 장비가 있는 시설만 기재, 외부 IDC 시설은 제외
- 제작시설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임대한 제작시설의 전체 면적
- 총보유면적 : 조사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임대한 사업장 전체의 면적(사무실, 제작 외 공간 모두 포함)
6. 연간 시설 장비 투자 현황
- 데이터방송채널용 시설 현황만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란에 표기
- 제작장비 : PC 등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장비
- 송출장비 : 송출용 시스템 서버, Live용 시스템 등의 장비
- 테스트장비 : 테스트용 장비
- 부대부문 : 환경설비, 공조, 소방, 전력 부문
7.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2019년 연간 기준)
- 구분 : 자체제작 또는 외주제작 중 선택
- 제작분야 : 콘텐츠 수급 및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제작분야별로 비용이 각각 들어갈 경우 별도 표기)
- 제작비용 : 제작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 제외)

3-4 현장조사 관리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므로 현장조사를 시행하지 않음
○ 방송산업 실태조사 온라인 조사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각 연구진이 담당한 사업자에
대한 문의사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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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실태조사 총괄
연구책임자 2인

사업자별 관리자
연구원

연구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IPTV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응답자의 민원 및 문의사항 대응
○ 조사표에 문의사항 연락처 기재
-

조사응답자가 조사 및 조사표 작성시 문의, 불만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

○ 전화 이메일 문의에 대한 응답
/

-

방송산업 실태조사 전용 이메일 주소(sansil@kisdi.re.kr)를 통해 수집된 문의에 대하여 참
여 연구진이 직접 대응

-

작성방법, 조사항목, 기계적 오류, 조사기준, 사업 유무 등에 대한 질문 요청 시
전화나 이메일로 응답

-

질의 응답 시, 방송산업 실태조사 지침서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재설명

-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후,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 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수렴하여 다음 해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에 반영 및 설문조사 홈페이지 개선
-

오류사례 방지를 위하여, 전년도 기입한 사업자의 데이터를 엑셀파일 형태로 온라인
설문페이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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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예시>

<전년도 데이터 제공화

-

가장 오류가 많은 소계와 합계, 비율 계산 등은 온라인 설문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오류 사전에 방지

소

값 자동 로직 설정 화면 예시>

< 계, 합계

○ 매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시행 전

,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에 관한 작성 시 어려움,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한 의견사항 수렴 후 최종 반영

3-6. 주요질의 응답사례

○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 방송 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질의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 현황을 조사 항목에 포함

-

장르는 보도/교양/오락으로 구분하나, 해당 장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요청이 있어,
방송법 시행령(제50조 2항)을 참고하여 장르별 정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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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방송시간 조사표 항목 예시>

3-7. 현장조사사례집

○ 방송산업 실태조사 응답 거부 사업자 관련
-

전광판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송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방송사업자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에 포함됨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을 표출하는 을 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 을 한 자를
한다.

것 말

말

말

록

방송법 제9조 5항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 하여야 한다.

⑤

-

록

그러나, 해당 사업자의 경우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와는 성격이 상이하여 해당 조사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음

-

또한,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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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조사 참여 유도가 어려움(2020년 기준 전광판 방송사업자 조사참여율
-

70.4%)

전광판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산업 실태조사 참여 독려와 해당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년도

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

○

지상파방송, 공동체라디오, 지상파DMB, 종합유선방송, 복수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

사업자

IPTV

년 말 기준 조사대상

2019

-

약

개 방송사업자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395

○ 조사대상 지정 이유

통계조사로 방송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방송사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음
-

조사 기준연도에 실제로 방송을 운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함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므로 조사표 항목에 충분한 이해와

○ 조사대상 중 적격응답자 선정 방법

답변이 가능한 대표 담당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과년도에 응답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계속하여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응답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담당자의 소속 변경,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해 담당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전 담당자를 통해
변경된 담당자 확인

-

조사표 항목이 많은 사업자인 경우(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대표 담당자를
통해 전달된 한글 조사표 파일과 사업자 로그인 정보를 통해 관련 각 부서에서 별도로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업무와 연관된 해당 항목 작성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페이지 구축

4-2 기억응답

○ 기억응답 문항 없음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년 중

1

5,

월에 시행되는 조사로 각 방송사업자의

6

해당년도)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
-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 활용

-

종사자 현황 파악의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인사팀 자료 활용

4-3 무응답 대처

○ 방송산업 실태조사 담당자와의 연락이 안 될시
-

방송사업자의 대표 번호를 통해 다른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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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치 (조사

1

○ 방송사업자가 폐업했을 시
-

폐업 이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조사 시스템상에서 미응답 문항이 있을 경우 응답제출이 불가능하여 항목 무응답이 발생할

○ 항목의 무응답이 발생했을 시
수 없음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의 조사 항목 중 조사 대상자인 방송사업자가 해당하는 사항
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표기하도록 지시

4-4 표본대체

○ 전수조사로 진행되어 대체 표본 없음
○ 무응답 항목 처리
-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의 조사 항목 중 조사 대상자인 방송사업자가 해당하는 사항
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표기하도록 지시

5. 사후조사

○ 인터넷 설문조사 기간 중 발생한 오류 재점검
-

동일 항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은 최대한 온라인 페이지에서 로직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오류를 발생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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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실태조사

온라인 조사페이지 로직 구성 예시>

○ 자문회의를 통해 방송산업 실태조사 참여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 수렴
-

다음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반영

6.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방송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

재산상황공표 에 제출한 매출 항목과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매출 항목 기준이 동일하므로 본 조사에서 수집한 결과와 재산상황
공표집의 사업자별 자료(매출액 구성내역)를 비교하여 자료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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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조사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자 확인 후 수정
및 보완
이용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의 매출액 구성내역 수신료매출액
(

,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기타방송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등)

7.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활용 행정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 법적근거 방송법 제 조
:

,

:

98

제 98조 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

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
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행정자료 수집시 어려운점
방송사업자간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연간 기준이 아닌 중간에 분리되는
-

경우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과 동일 기준으로 조사 진행

-

이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

승인-등록사업자가 합병하여 승인-등록사업자간의 매출 분리가 불가한 경우

-

승인사업자인 홈쇼핑사업자의 등록사업자인 일반PP 사업자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매출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방송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승인/등록사업자별 매출을 별도로
조사하여 매출 분리 후 보고서 공표

○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체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조사대상 사업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등을 수집, 검토, 보고서 공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 실태조사팀
방송산업 실태조사 필요 항목(대체항목, 비교항목)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요청 항목 검토 및 상부 보고 후 데이터 제공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 실태조사팀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매출현황 결과와 재산상황 결과 비교 검수

○ 행정자료 입수 및 갱신 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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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행정자료의 보완
-

비교항목(매출현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입수한 자료와 본 조사자료의 매출에
대해 단위, 합계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변환

자료 검토

-

재산상황자료와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사업자별 매출현황
검수

⇩

불일치 자료 탐색

-

재산상황자료와 본 조사 자료가 불일치되는 사업자 확인

-

자료 불일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재확인

매출현황 자료 확정

-

수정 및 보완된 수치로 자료 확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

-

검토, 수정, 대체, 보완된 자료를 통해 신뢰성 확보

⇩

사업자 담당자와 연락
및 재확인

⇩
⇩

2. 자료코딩

○ 자료코딩 방법

:

입력 값 출력

-

사업자가 조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정보 및 수치를 입력함

-

조사 웹 개발업체에서 입력 데이터를 엑셀 등의 형태로 원자료를 출력함

□ 코드체계

○ 방송사업자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 마이크로데이터 입력 체계 코드
:

-

차 개정 자료로 연계하여 코드 제공

10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사업자분류, 피합병된 사업자, 합병한 사업
자에 대한 코드 제공

-

사업자 구분 변수
사업자,

사업자별 별도의 코드 지정(예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성방송사업자,
-

:

합병/피합병 사업자 구분 변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_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

지상파방송사업자,

1.

사업자,

7.IPTV

피합병된 사업자,

1.

지상파DMB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4.

위

5.

콘텐츠제공사업자)

8.IPTV

합병한 사업자

2.

3. 자료입력

○ 전산입력 방법 및 내용
-

키 엔터링(key

-

파라데이터 및 모든 조사결과

entering)

○ 전산입력 지원체계

:

약

방법
여개 방송사업자(조사대상자)가 조사표 조사웹페이지에 직접

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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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적용한 방법
-

:

입력범위 설정에 의한 자동 내검

조사입력 시스템에서 입력값과 합계가 같은지 자동으로 내검되도록 설계(자동 내검되는
셀은 회색으로 표시)

○ 자료입력 교육 실시여부

:

고난도의 입력방식이 아니므로 별도의 교육은 실시되지 않으

며, 조사지침 제공 및 조사페이지에서 입력 매뉴얼 확인 가능

○ 입력메뉴얼

:

사전에 조사 지침서(한글파일)를 제공함. 조사 첫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제시하며, 조사 페이지 별로 항목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별도 제공

뉴얼 예시(지상파방송사업자 일부 페이지)>

<방송산업 실태조사 사용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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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내검

○ 본 조사는 현장조사가 아닌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여 입력 시스템 내검을 중심으로 서술
○ 현장조사로 진행될 경우 본 조사가 방송사업자 전수조사이므로 한 사업자당 약 한 달이
,

,

소요되는 조사기간 동안 면접원 파견을 해야 하고 조사 시간과 현장 검수 시간을 포함하
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응답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 조사가
더 적합하므로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채택하고 있음

○ 조사표 입력 사전단계 내검
-

조사 대상자들의 조사표 검토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기준과 표기방식을 공유

-

각 사업자 군 별로 구분된 조사표는 각 사업자의 총괄 방송산업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전달
된 후 항목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어 기입

-

사업자별 방송산업 실태조사 입력체계는 상이하나, 크게

1)

제공된 한글조사표 파일을 통

해 대표 담당자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온라인 조사페이지에 일괄 입력하는 경우,

2)

대표

담당자를 통해 전달된 사업자의 로그인 정보를 통해 각 부서별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관
련 항목만 작성 후 저장하는 경우로 구분됨

○ 조사표 입력단계
-

조사대상자들은 방송사업자(법인) 별로 부여된 조사 웹사이트 접속

와 비밀번호를 부여받

ID

은 후, 입력값은 조사 종료 시점까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항목별로 동일 수치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항목별 입력 수치 비교 후 상이할 경우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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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창 띄워짐
-

항목 특성별로 문자, 숫자 등의 형태를 지정하고 수치의 범위를 지정하여 범위를 넘어설
경우, 해당 사항을 팝업 형태로 알려 수정하도록 함

-

예를들어, ‘가입자 현황’ 조사 항목의 경우,
(7.2)

(7.1)

전체 가입자 현황의 소계와 합계값은

지역별 가입자 현황 항목의 합계값인 ‘전국’의 수치와 동일하도록 로직을 설정하여 해

당 값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팝업창을 통해 데이터 입력값 재확인 유도
<가입자 현황 조사표 항목 예시>

(7.1) 전체 가입자 현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유형

서비스 상품명
(
(
(

전체
가입자

가입자수

수신료(원)

(실시간/IP 기준)

(2020. 12. 31 현재)

)
)
)
소계

(
(
(

사업자용

)
)
)
소계

(7.2) 지역별 가입자 현황 (실시간 방송, 2020년 12월 말 기준)
기간

2020. 12. 31 기준
전체 가입자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조사표 입력 후 단계
통계·조사 연구진들은 입력 완료된 자료를 웹상에서
-

사업자용

차 검수

1

누락된 항목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 입력 요청

○ 원자료 출력값
(

)

내검

-

기년도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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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개발 업체로부터 웹 시스템에 저장된 입력 수치들을 엑셀파일로 출력자료를 받음

-

조사대상자인 방송사업자들의 실태조사 참여 시점부터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당해연도 자
료와 기년도 자료를 비교하여 이상치를 응답자들에게 확인함

○ 원자료 출력값
(

)

내검

-

집단 간 자료 비교

-

사업자 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수치를 비교하여 특이치를 확인함

-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여 사업군별 총액을 비교한 후 이상치를 보이는 사업자 확인하여 응
답자들에게 확인요청

-

이상치나 특이치를 보이는 사업자들에게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위의 순서대로 자료 재검증 시행

-

평균 1개 사업자 당, 5개 내외의 수정 내역 발생

○ 종합내검단계
-

조사결과의 출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내검프로그램의 미비로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내검 조
건을 다시 확인하고, 중요한 결과표를 직접 짜보아 자료의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
인

○ 수준점검
-

:

수준분석, 통계표 구성 등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내 발표 자료(IR공시자료, 한국케이블협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자료 등), 유사 통계와 비교하여 추가 확인

-

예를 들어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가입자
검증’ 자료를 통해 이중 확인 진행

-

방송사업자 매출 현황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통해
이중 확인 진행

5. 무응답
5-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해당사항 없음
-

미응답시 응답 제출 불가

5-2 항목응답 대체

○ 해당사항 없음
-

미응답시 응답 제출 불가

5-3 단위무응답 실태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전체 항목을 입력 완료 후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

조사 항목

별 무응답은 발생하지 않음
-

조사 항목에 대해 응답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할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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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페이지 구현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단위 무응답이 아닌 조사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
하는데, 최근 5년간 조사를 거부한 응답자는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서
만 발생함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대상 사업자 수 및

응답률>

5-4 오차 검증

○ 무응답에 대한 추정이 없으므로 오차 검증을 진행하지 않음

6. 통계추정
6-1 가중치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값은 결측치로 처리하고 별도의 가중치 및 추정치는 산출하
지 않음

※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 무응답 사업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개사, 전광판방송사업자 8
개사로 전체 응답자 수 대비 2.3%에 불과함
※ 조사 무응답이 발생한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방송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작으며, 특히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사업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송산업 총괄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
자로, 전체 방송산업 규모 파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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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항목 및 분류수준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이며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해석방법은 요구되지

않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공표 항목>

분류1

분류2
미디어연대기

분류3

분류4

방송시장 유통구조
인포그

방송사업매출

래픽으로

방송사업매출 구성비

보는 주요 지표

방송광고매출

방송산업 개황

유료방송 가입자
지상파·PP 수출입
지상파·PP 제작/구매비

1. 조사 목적
2. 방송산업 분
제1

근거
4. 조사 연혁

편

3. 법적

조사 개요

류 기준

5. 조사 방법과 대상
6. 조사주기와 기간
7. 조사 항목
1. 방송시장 개황
2. 방송매체별 사업자 수
3. 종사자 현황
4. 매출 현황
5.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제2

편

가. 지상파방송사

석

방송산업 현황 분

6. 방송사업자

나. 종합유선방송사

수직·수평결합 현황

7. 프로그램 제작과
현황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

8. 프로그램 유통 현황

가. 지상파방송사

(1) 수평결합
(2) 수직결합
(1)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2) 프로그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 현황
가. 프로그램 국내 판매와 구매 현황
나.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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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현황

분류1

분류2

분류3
가. 방송매체별 사업자 수
나. 지역별 방송사업자 수

1. 방송산업 사업자수

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수

분류4

(1)

총 매출액 규모별 현황

(2) 방송사업매출규모별현황

라. 종사자 규모별 사업자 수
가. 방송산업 종사자

2. 방송산업 종사자수

제3

총괄

(1) 매체별 종사자 현황
(2) 지역별 방송매체별

종사자 현황
나. 전광판방송사업자 종사자 현황
(1) 지상파방송사업자

편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산업 통계

종사자

방송사업자 수와
3. 매체별 종사자

세부 현황

총괄

(2) 지상파방송사업자

세
세

종사자 부 현황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사자 부 현황
(1) 종합유선방송사종사자
다. 유선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종사자 부현황
종사자 부 현황
(3) 중계유선방송 종사자 종합
라. 위성방송사업자 종사자 부 현황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1장
인력

종사자

세

세

세부 현황

총괄

세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사자 세부 현황

종사자

총괄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사자 세부 현황
세부 현황
사. 전광판방송사업자 종사자 세부 현황
바. IPTV사업자 종사자
4. 매체별 신규직원 충원 현황
가. 방송사업자 매출 현황

세부 내역
(2) 운영비용 세부 내역

나. 전광판방송사업자
1. 방송사업자 매출
제3

(1) 매출

매출과 운영비용

총괄

(1) 방송사업자광고매출현황

편

다. 방송 광고 매출 현황

(2) 방송사업자 지역별

방송산업 통계

광고 매출 현황
2.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 구성내역·

제2장
매출 현황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매출액 구성내역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 MSO별 매출액 구성내역
나. 지역별 매출액 구성내역
매출액 구성내역
5. 위성방송사업자 매출액 구성내역
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매출액 구성내역

매출액 구성내역

총괄

나. 공급분야별 매출액 구성내역
7. IPTV사업자 매출액 구성내역

C

8. IPTV콘텐츠제공사업자( P) 매출액 구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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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가.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 유료방송

총괄

2. 유선방송 가입자
현황

나. 지역별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세부

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나. 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

(MSO) 가입자 현황
다. 지역별 종합유선방송

(1) 가입자 현황
(2) 사업자용 가입자 현황
(1) 가입자 현황

가입자 현황
(2) 사업자용 가입자 현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채널 운영 현황

3. 채널 운영 현황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영 현황
가. 초고속 인터넷 현황

제3

총괄

편

총괄

(1) 종합유선방송 MSO별
초고속 인터넷

방송산업 통계
제3장

총괄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IP 기준)
4. 유선방송 부가서비스 현황

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세부 현황

(2) 중계유선방송

휴

제 업체별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IP 기준)
(3) 지역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1) 상품별 가입자 현황

세부
현황(2019년 12월 말
5. 위성방송

가. 상품별 가입자 현황

기준)

나. 지역별 가입자 현황

형
(3) 주문형영화(PPV) 운영현황
(2) 유 별 가입자 현황

다. 채널 운영 현황
6. IPTV

가. 사업체별

세부 현황

형태별 가입자 현황

나. 지역별 가입자 현황
다. 채널 운영 현황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 제외) 채널별 송출 현황

채널별 송출 현황

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별 송출 현황
(1)

플랫폼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제3

구매비

편

(2) 지상파방송과

방송산업 통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1.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제4장

총괄

현황

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와
국내판매 구매

제작 유통과
수출입 현황

총괄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총괄.

(3)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 국내 구매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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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1)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2) 방송 프로그램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역별 제작비 현황
방송 프로그램
(3) 방송 프로그램 국내
제작과 유통 현황
판매· 구매 현황.
(4) 장 별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 구매 현황
(1)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2) PP채널의
공급분야별 제작비
현황(법인 기준)
(3) 방송 프로그램
지역별 제작비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방송 프로그램 국내
제작과 유통 현황
판매·구매 현황.
(5) PP채널의
공급분야별 국내
판매· 구매 현황(법인
기준)
(6) 장 별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 구매 현황
(1) 지상파방송사업자
HDTV 방송 프로그램
HDTV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제작비 현황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HDTV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UHDTV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

나.

르

제3

편

다.

방송산업 통계
1.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제4장

현황

제작 유통과
수출입 현황

르

라.

마.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사. 지상파DMB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아. 위성방송사업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자. IP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비용)

차.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연간 드라마
제작과 유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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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제3

분류2

분류3
가. 방송사 수출입
나. 장 별 방송프로그램
( 성품) 수출입 현황
다. 국가·장 별
방송프로그램( 성품)
수출입 현황

르
완

편

방송산업 통계

2.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제4장

분류4

총괄

르

(1) 지상파방송사업자
(2)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완

(1) 지상파방송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르 맷 수출입 현황
마. 국가· 장르별 포맷

(1) 지상파방송

라. 장 별 포

제작 유통과
수출입 현황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출입 현황

3. 국외 공동제작 현황

형

가. 유 별 연간 방송시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세부 현황

나. 프로그램 제작원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

취 지원방송 실시 현황
가. 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
나. 프로그램 유형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
다. 프로그램 제작원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
가. 지역채널 프로그램 유형별 연간 방송시간 세부
다. 장애인 시청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제3

편

방송사업자

방송산업 통계
제5장

현황
나. 지역채널 프로그램 제작원별 연간 방송시간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세부 현황

편성 현황

가. 자체채널 연간 방송시간 현황
4. 위성방송사업자

형

나. 자체채널 프로그램 유 별, 제작원별 연간
방송시간 현황
가. 채널별 연간 방송시간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세부 현황

나. 프로그램 제작원별 연간 방송시간
다. 장애인 시청

취 지원방송 실시 현황

세부 현황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복수 채널(MPP)

제3

가. 수평적 사업결합 현황

편

운영 현황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복수 SO(MSO) 운영

방송산업 통계

현황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1. 수직· 수평 사업결합 현황
제6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현황

나. 수직적 사업결합 현황

결합 현황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 외국자

본 출자· 출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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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MSP) 현황

분류1

제3

분류2

분류3
분류4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관계회사 현황

편

방송산업 통계
제6장

브
열
(2) 딜라이브 계열사
(3) 현대에이치씨엔(현대백화점)
계열사
(1) 티 로드(태광산업) 계 사

나. MSP의 관계회사 현황
3. 관계회사 현황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현황

다. IPTV-미디어기업의
관계회사 현황

(1) KT 관계회사
(2) SKB 관계회사
(3)

LGU+ 관계회사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관계회사 현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시설 현황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시설 현황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현황

총괄
(2) 지역별 시설 현황
(1) 시설 현황 총괄
(1) 시설 현황

(2) 지역별 시설 현황
(1) MSO별 시설 현황
(2) 지역별 시설 현황

라. 위성방송사업자 시설 현황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설 현황

1. 시설 현황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설 현황

제3

총괄

편

공급분야별 시설
현황(법인 기준)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역별 시설 현황
(4) 데이터방송채널사용

방송산업 통계

사업자 공급분야별
시설 현황

제7장

바. IPTV사업자 시설 현황

시설과 시설투자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시설투자 현황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시설투자 현황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투자 현황

총괄
(2) 지역별 시설투자 현황
(1) 시설투자 현황 총괄
(1) 시설투자 현황

(2) 지역별 시설투자 현황
(1) MSO별 시설투자 현황
(2) 지역별 시설투자 현황

라. 위성방송사업자 시설투자 현황
(1) 시설투자 현황

2. 시설투자 현황

총괄

(2) 공급분야별 시설투자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설투자 현황

현황(법인 기준)
(3) 지역별 시설투자 현황
(4) 데이터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공급분야별
시설투자 현황

바. IPTV 시설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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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
2.
3.
4.
5.
부

록 제1장 방송산업
시계열 통계

6.
7.
8.

분류2
분류3
분류4
방송산업 매체별 사업자 수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방송산업 성별 종사자 수
방송산업 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가. 유료방송 가입자
유료방송 가입자
나.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8VSB/QAM 가입자
지역별 텔레비전 수상기 등 현황

록

가. 지상파방송사

9.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수급 현황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 방송 프로그램 수출 현황
11. 방송 프로그램 수입현황

록 제2장
방송국 허가와
TV수상기 등록 현황
부록 제3장
부

전광판 운영 현황

록 제4장

부

1. 방송국

허가 현황

가.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현황
나. 지상파방송사별 방송국 현황

록 현황
나. 지역별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현황

록

가. 연도별 텔레비전 수상기 등

2. 텔레비전 수상기 등 현황

가. 전광판 운영 현황

1. 전광판 운영 현황

나. 전광판 일일 운영시간

혁

1.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요 연

혁

주요 방송사업자 연

허가 법인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요 연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록 제5장 용어 해설
부록 제6장 조사표

혁

2. 유료방송사업자 주요 연

부

□ 통계 공표의 적정성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이며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모수 추정이 따로 필요없음
-

전자 설문으로 진행되며, 시스템상 미응답시 설문완료가 되지않기 때문에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아 무응답을 고려한 추정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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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표·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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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방송시장 개황]

구 분

사업자
수
(개)1)

종사자(명)

지상파방송

51(51) 14,458

지상파DMB

19(19)

종합유선방
3)

송

중계유선방

( )는 2018년 통계

(14,39
2)

61 (61)
(4,563
)

92(93) 4,587

매출액(원)

4조 2,215억 (4조 4,408억)
99억 (108억)
2조 9,295억 (3조 519억)

방송사업매출(원)

3조 5,168억

(3조
7,965억)

유료가입
자
(단자)2)
-

95억 (104억)

-

2조 227억 (2조 898억)

(1,3
1,34
80만
8만
)

31(39)

76 (94)

42억 (40억)

15억 (18억)

4.6 (5.5
만 만)

위성방송5)

(1)

376 (361)

6,583억 (6,575억)

5,485억 (5,551억)

317 (326
만 만)

IPTV5)6)

(3)

814 (755)

(3조
4,358억)

(1,5
1,71
66만
3만
)

36(42)

-

4)

송

34조 973억 (32조 6,122억) 3조 8,566억

IPTV콘텐츠
제공

2조 6,288억 (2조 5,914억)

6,242억 (5,761억)

-

(6조
8,402억)

-

7)8)

(CP)

방송채널사용8
)9)

홈쇼핑PP10)1
1)

일반PP
데이터PP
(DP)1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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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7,06
171
17,181
12조 7,778억 (11조 7,639억)
)
2)
(5,470
)

5조 5,673억 (5조 1,288억)

(149
(10,58
149
10,528
)
2)

6조 81억 (5조 6,944억)

(7)

5,563

15(16) 1,090

(1,010
)

1조 2,024억 (9,407억)

7조 918억

3조 1,501억 (3조 705억)

-

(3조
3,326억)

-

5,745억 (4,372억)

-

3조 3,672억

(420
(37,28
(17조
404
37,553
57조 3,272억 (55조 1,325억) 17조 6,717억
)
8)
3,057억)

(3,2
3,38
78만
1만
)

□ 통계공표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지상파방송사업자

,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위원회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IPTV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

IPTV

지상파이동

위성방송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방송통신

인용)가 제출한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집계 분석한 결과임

○ 통계표 작성을 위한 분류기준은 지역 분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였음

.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지역라디오방송,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 기타전문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종합유선방송사의
경우 복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홈쇼핑PP와 일반PP

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SO

라디오), 데이터PP(DP)로 분류하고 공급분야별(종합편성, 보도,

(TV,

공공정보, 교육, 드라마 등)로도 구분하였음. 한 법인이 여러 채널을 소유한 경우 공급분야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채널의 공급분야로 분류하였음.

○ 사업자 수는 법인 기준이며 지점과 지사를 개별 사업체로 간주하고 있는 통계청의 서비스업
,

통계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 사용된 부호 중 － 는 해당없음 을 공백
은 자료 없음 을 나타냄
○ 모든 수치는 총계와 세부항목을 각각 반올림 처리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세부항목 수치의
‘

’

‘

’

,

(Blank)

‘

’

합계와 총계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보고서 제 편 방송산업 현황 분석에 제시된 증감률 점유율 등은 제 편 방송산업 통계편의
2

,

3

원 데이터(단위: 천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제2편에서 제시한 수치(단위: 억원)에

○

근거한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음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

』 ◯◯쪽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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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 연도별 시계열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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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
○ 조사대상 기간
○ 조사기준시점
○ 조사실시 기간
○ 공표시기 년

: 2019. 1. 1. ~ 12. 31.

사업체명, 대표자명은

: 2019. 12. 31. (

2020.3.31.)

: 2020. 5. 30. ~ 6. 30.

월 초

: 2020

12

□ 통계공표 시점 및 공표방법
○ 보고서 공표

당년

월 (조사기준시점 대비 익년

12

서비스

:

당년

12

보고서 발간일

:

당년

12

- KOSIS
-

:

12

월)

월(조사기준시점 대비 익년

12

월)

월(조사기준시점 대비 익년

12

월)

○ 그 외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및 데이터 제공처
구 분

URL

공표시점

KOSIS

www.kosis.kr

차년도 1월

www.index.go.kr

차년도 1월

IT STAT

www.itstat.go.kr

차년도 2월

방송통계포털

www.mediastat.or.kr

차년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보고서 공표시점과 동일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보고서 공표시점과 동일

KISDI

www.kisdi.re.kr

보고서 공표시점과 동일

방송통계포털

www.mediastat.or.kr

차년도 1월

KISDI STAT

stat.kisdi.re.kr

차년도 1월

나라지표

e-

□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시간

○ 조사표 수정 및 확정 년 월 월 개월
○ 실사 본조사 시행 년 월 월 개월
○ 미제출 사업자 대상 자료 제출 독촉 및 추가 자료 입력
○ 데이터 입력값 검수
년 월 중순 주
○ 데이터 산출 및 주요 지표 검증
년 월 말
월 초
○ 통계표 작성 년 월 말 월 초 주
○ 결과보고서 작성·내용 검토·편집 등
년 월
월
○ 조사결과 공표 및 데이터 온라인 업로드
년 월 말
: 2020

(

)

: 2020

2

5

~ 3

~ 6

(2

(1

)

)

년 6월 초

: 2020

: 2020

6

(1

: 2020

: 202

9

~ 10

)

6

(2

~ 7

주)

(2

)

: 2020

1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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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개월)

(2

주)

(2

주)

(2

□ 공표시기 단축 가능성 검토 결과

○ 현 상황에서 공표시기 단축 가능성은 희박하며

,

-

이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존재

첫 번째로, 방송사업자 회계정산이 상반기에 진행되며, 따라서 본 조사에서 조사해야하는
매출현황 또는 제작 및 유통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6월에 공표되는 재산상황 공표집 이
후에나 조사가 가능하다는 만성적인 한계점 존재

-

두 번째로, 방송산업을 조사하는 유일한 승인통계의 특성상 조사항목이 많고 데이터가
방대하나, 타 조사의 준거가 되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항목에 대한 검수와
사후 수정작업에 소요되는 필수 기간이 길다는 어려움 존재

-

세 번째로, 방송산업 통계조사의 경우 방송산업의 변화와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조사원의 활용이 쉽지 않을뿐더러
위탁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력

가 재량적이지 않고 중앙부처에 종속되어 있어

t/o

연구진 구성이 어려움
-

네 번째로, 방송산업 통계조사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사업예산이 제한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인턴 연구원 또는 위촉 연구원 등 연구 지원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인당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수가

개 이상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공표시기 단축이

4~5

어려움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사전 공개 및 방법
○

KOSIS

공표시기로 일정 명시

면 – 공표 내용>

<KOSIS 방송산업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화

□ 공표일정 준수여부
○

에 입력된 조사기준 년 익년

KOSIS

12

월 공표시기 준수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일반사항
-

통계의 개념, 분류체계, 조사 기준시점, 조사시기는 매 차수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 결과 간 일관성 있게 통계 비교 분석 가능

○ 주요 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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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개념 :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를 조사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할

-

· · ·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방송 관련 산 학 연 관의 경영 계획, 학술연구, 정책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가능한 기초통계의 역할 수행
-

분류체계

-

조사기준시점
매년 3월

한국표준산업분류

:

:

매년

월

12

일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의 경우

31

일 기준으로 작성(자본금 및 최다출자자 등의 항목은

31

월

12

과 3월

31

일 기준을

31

모두 조사해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조사시기

-

:

매년

월 조사 진행

5~6

3-2 시계열 비교성

○

방송산업실태조사는

1

차년도 조사(2000년) 이후 매년 동일한 통계 적용기준으로 실시

하여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시계열 분석에 무리가 없으나, 일부 항목변경에 대한 해석
상 주의사항은 있음
년의 경우, 방송산업 종사자 현황 항목에서 ‘임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대표’직군을

-

2019

별도 분리하여 조사하여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홈쇼핑방송매출액’에 대한 항목명과 기준 변화
:

2001~2002

년: ‘홈쇼핑상품판매매출액’은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액 기준

:

2003~2007

년: ‘상품판매수수료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상품판매매출 기준

수수료로 변경
:
-

년 이후: ‘홈쇼핑방송매출액’으로 명칭 변경

2008

·

인수 합병과 방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채로운 방송사업모형이 나타나면서 전체 조사
대상(방송산업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통계 적용기준은 동일),
통계자료 사용자의 시계열 정보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석을 상세히

○

기술함

· ·

특히 방송사업자 회계기준을 따라 재무 자료를 조사하며, 방송시설 채널 부가서비스,

·

제작 유통과 수출입, 방송유형별 편성현황 등 등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음

3-3 국가간 비교성

○ 국가 간 방송산업을 정의하기 위한 산업분류 방송산업실태조사의 경우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

활용)가 동일하지 않아 완전히 비교가 가능한 해외 통계는 없으며,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
-

관련 기구나

OECD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본지침이 없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방송산업

관련 조사 동향은 있으나 국가별 산업특성에 차이가 있어 비교기준 마련이 어려움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방송산업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을 조사하는 유일한 통계로 동일한 조사내용 또는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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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다른 통계는 없음
-

산업

ICT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언론산업실태조사(언론진흥재단) 등 방송산업 부문을 조사하는

·

他 통계는 있지만

,

해당

부문에 대한 데이터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진이 직접 제공 지원하는 내용으로 값이
동일하여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음

3-5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방송산업실태조사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작성주기가 다른 통계는 없음
3-6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이므로 잠정치 공표 없음

3-7 일회성 수정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집계

,

추정, 분석, 공표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한 경우가

없음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정책 보고서

,

언론보도, 학술논문 등에 활용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 횟수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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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보고서 인용 항목

86

건 이상

20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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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련

뉴스기사 예시>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인쇄본 배포
-

청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방송사업자, 대학교 등에 오프라인 배포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약

- 2020

처(1,150부) 배포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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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파일 배포
구 분

URL

공표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보고서 공표시점과 동일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보고서 공표시점과 동일

KISDI

www.kisdi.re.kr

보고서 공표시점과 동일

방송통계포털

www.mediastat.or.kr

차년도 1월

KISDI STAT

stat.kisdi.re.kr

차년도 1월

○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한 데이터도 별도 제공함
구 분

URL

공표시점

KOSIS

www.kosis.kr

차년도 1월

www.index.go.kr

차년도 1월

IT STAT

www.itstat.go.kr

차년도 2월

방송통계포털

www.mediastat.or.kr

차년도 4월

나라지표

e-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서비스 부문의 유일한 국가승인통계이자 기초통계자료로

,

처와 유관기관의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보고서에 데이터를 제공함
구 분

보고서명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성 지수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위원회 보고자료

– 방송 전망 부문
산업 실태조사 – 방송산업 부문
언론산업실태조사 – 방송산업 부문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 방송산업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전망 보고서

ICT

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4-2 연락처 정보

○ 부처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 수행기관 담당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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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설명자료

는 국가통계포털(KOSIS,

DB

의 ‘통계 설명 자료’에서

kosis.kr)

통계개요, 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조사방법론, 자료제공, 조사표, 예산, 기타,
용어해설 항목들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함
-

·

다만 방송산업실태조사는 전수조사로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지수편제/표본설계 및 조사 관련
메타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

○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함

(https://www.kisdi.re.kr/kisdi/jsp/fp/kr/trend/KK_32510.jsp)

4-4 통계 서비스 이용 현황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실적
신청인

신청일자

제공일자
이름

소속

2018.10.23

권**

2019.05.16

한**, 배**

대학교 교수

2018.11.08

은행

2019.06.26

**

**

5.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관리 및 서비스
5-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관리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의 종사 현황과 산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인 방송산
업 종사자 현황과 방송산업 매출 현황 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 실태조사팀
최종 원시데이터 확정 및 보고서 공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통계인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 요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 실태조사팀
주요 결과 항목인 ‘종사자 현황’, ‘매출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 및 제공
항목별, 변수별 설명자료 작성 포함)

(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대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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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요구 및 제공방법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을 통해 종사자 현황,

매출 현황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이긴 하나

방송사업자의 개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

일부 조사항목(종사자 현황, 매출 현황 등)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자 정보
를 제공하고 있지않음
-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근거하여 제작비, 수출입액 등에 대한 데이터는 마이크
로데이터로 제공이 불가함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관련 내부규정(지침)

○ 정보통신·방송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방송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침, 2018.9.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통계기 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
보통신·방송통계의 이 로데이터를 수 ·관리하고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획
마 크

소

집

소

소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속기관, 속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임·위 을 받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
체에서 작성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은 정보통신방송통계기 평가기
관이 이 로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통계에 적용 다.

혹

탁

마 크

된

혹

획

같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다.
1.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15조에 의 하여 통계청이 통계작
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한다.
2. “통계작성위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조사 및 작성을 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을 한다.
3. “ 이 로데이터”
통계조사 원자료(
)에서 조사·입력오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
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를 한다.
4.
이 로데이터의 “이관”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이
산한
이 로데이터
를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을 한다.
5. “자료이관기관”이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이 로데
이터를 이관받은 기관을 한다.
6.
이 로데이터의 “제공”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이
산하여 자료이관기관
에 이관한 이 로데이터를 자료이관기관이 외부로 제공하는 을 한다.
7.
이 로데이터의 “이용자”
이 로데이터 신청절 에 따라
이 로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모 사 을 한다.
8.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통계법에
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정보,
통신, 방송, 전파 및 프
어 분야에 관한 산, 수출입, 인력, 정보화, 투자, 기술, 연구개

란

말
마 크

탁

란

란

마 크

란

란

마 크
마 크

마 크

거

말

말

탁

Raw data

류

탁
생
것 말

말
란

탁

란마 크

든 람 말
란
소 트웨

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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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생
것 말
마 크

마 크

마 크

능 등의 통계를 말한다.

발, 인프라, 이용 및 역기

제2장 마이크로데이터의 작성 및 이관

①마 크

제4조(마이크로데이터의 작성)
이 로데이터 이관대상이 되는 통계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작성위 기관은, 해당통계의 원자료를 바 으로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조사대상
의 신원이 실 적으로 별되지 도
이 로데이터를 디지털파일의 태로 작성한다. 단, 각
이 로데이터 별로 통계작성기관
은 통계작성위 기관과 자료이관기관간의 협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제공 태는 해당 협의내용을 따 다.
이관대상이 되는 통계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이관대상이 되는
이 로데
이터에 대하여
계통계보고서, 통계조사표, 파일설계서,
이 로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에서
데이터가 있는지와
이 로데이터의 주요 항목을
계하여
계통계 자료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탁

마 크

질

탕
않 록마 크
혹
른

식

형

②

집

누락된

탁

된

탁
마 크
집
집

마 크
①

형

마 크
탁

제5조(마이크로데이터의 이관)
이관대상이 되는 통계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이관을 위한 이 로데이터를 디지털파일의 태로 이관한다.
이관대상이 되는 통계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해당 통계의
계통계가 공표
이후 3개
이내에 해당통계의
이 로데이터를 자료이관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통계작성
기관이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자료이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 시 을
조정할 수 있다.
이관대상이 되는 통계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이 로데이터가 이관 이후
에
자료나 이상을 발 할 경우, 자료이관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자료이관기관과
의 협의 후
시일 내에 이를 보 하여 이관한다.
자료이관기관은 이관
이 로데이터에
자료나 이상을 발 한 경우, 해당 통계의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작성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시일 내에 이를 보 한 이 로데이터를 자료이관기관에 제공한다.
이 로데이터의 이관 시에 통계작성기관,
은 통계작성위 기관의 장은
이 로데이터
이관 신청서(별지 제1 서 )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기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마 크

②
된
③

월

누락된

④

빠른

탁
빠른
⑤마 크

형

탁

마 크
탁

견

집

점

탁

마 크

완

된마 크
누락된
탁
완 마 크
혹
호 식

된

견

탁
획

마 크
탁

제6조(마이크로데이터의 재이관) 이관대상이 되는 통계의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위 기관은 산
업, 직업 등 표준분 개 이나 시계 조정 등으로 인해 이 로데이터 수정이 필요할 시 그 내
용을 자료이관기관에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 로데이터를 보 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류 편

열

마 크

마 크

완

재

제3장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
제7조(마이크로데이터의 복제)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하여 보관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인수하는 즉시 2부 이상 복제

마 크
록

제8조(관리대장기록유지)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이 로데이터의 인수,
이 로데이터 관리대장(별지 제2 서 )에 기 유지한다.

마 크

호 식

복제 등 자료의 변동 사항을

제4장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제공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마이크로데이터 관리·제공 심의회의 설치)
사항을 의하기 위하여 이 로데이터 관리·제공

심

마 크

- 140 -

심
집

호

안

심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의회는 다음 각 의 사항과 관련한 건을 의한다.
1. 이 로데이터의 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 로데이터의 제공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이 로데이터 제공업무의 효율성 상과 이용의 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마 크
마 크
마 크

향

편

①심

제11조(심의회의 구성)
의회는 의장 1명, 위원 4명, 그리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의회의 의장은 자료이관기관의 통계업무 부서장으로 하되, 위원은 자료이관기관의 통계업무
당자를 포함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정한다.
자료이관기관은 의회의 기 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 또
는 자문위원으로 위 할 수 있다.

②심
담
③

심
촉

능

①심

마 크

집

제12조(심의회의 운영)
의회는
이 로데이터의 수 ·관리, 제공,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을 의한다.
의장은 의회의 회의를
하 , 회의의 성립과 의사항의 의결은 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의회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서 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제10조의 제2 의 사항이 발 한 경우, 무일 기준 7일 이내 의회를
하는 을
원 으로 한다.
의장은 의회 운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통보한다.
이 로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 은 기관은 제10조의 제2 의 사항에 대한 의결에 대
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의회에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의한다.

②
심
③

심

호

칙

소집 며
면

④
심
⑤마 크

생

안 심
심

재

근

심

혹

심

심

소집

것

호

제5장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방법

마 크
획

제13조(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제공대상인 이 로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
계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통계기 평가기관이 제공함을 원 으로 한다. 다만, 통계
작성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는 사 별로 협의하여 해당 자료 전체,
은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안

①

혹

칙

마 크

템

제14조(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방법)
제공대상인
이 로데이터는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시스
을 통해 다음 각
중 어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이 로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 은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자료 등이 포함
이
로데이터 이용 신청서(별지 제3 서 ) 및 자료이용 서약서(별지 제4 서 )를 작성하여 자료
이관기관에 제출하고, 자료이관기관은 의회의 사를
디지털파일 태로 신청
이
로데이터를 신청자에게 제공
2.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시스 을 통해 디지털파일 태의 이 로데이터를 직 다운로드

마 크

호

느

호 식
심

혹

템

호 식
형

심

거쳐

형

마 크

된마 크
된마 크

접

제6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마 크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이 로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로데이터의 이용자 준수사항은 다음 각 와 다.
1. 이용자는 통계목적 이외에 제공받은 이 로데이터의 사용하여서는 아
다.
2. 이용자는 신청서에 기
위에서 이용을 한정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신청서에 기 되지
은 제3자에게 도, 대여하 나
하도 할 수 다.
3. 이용자는 자료이용에 있어서
정의 개인·법인·단체 등의
별을 하는 연구는 행할 수
고,
개별 자료에 의
게
사항에 대해서 설하여서는 아
다.

②마 크

록

마 크
재된 범
양
거 열람 록
특
거알 된
누

호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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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니된

식
니된

재

않

없

끝난 즉

4. 이용자는 제공 자료의 이용이
후 시 파기한다.
5. 이용자는 바 분 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 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
력한다. 이용자
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통계 활용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이용자는 자료 이용 후 연구계 서에 기
연구기간 경과 3개 이내에 정보통신·방송통계정
보시스 등을 통해 연구의 결과를 자료이관기관과 공유하는 을 원 으로 한다.

올 른 석

값

템

획

차

록노

재된

것

월

칙

제7장 자료 제공제한 등

①

른

제16조(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제한)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동 지침 제15조에 따 준
수사항을 이행하지 아 할 경우 통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지침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 나 통
계자료의 제공 위를 제한할 수 있으 그 기준은 별표 1 과 다.
자료이관기관은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의 제공
을 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 수 있는 가 성이 있는 경우
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자의 비 침해 가 성이 있을 경우
3. 이전에 공표 위 이외의 결과를 통계자료작성 부서와의 사전 협의 이 발간 또는 보도자료
등의 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4. 통계법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에 속하지 는 경우
5. 통계작성 결과가 국가와 조직에 이 이 되지 는다고 판단 경우

니

②
③

범

며

거

될

않

처벌
[
호

능

형

범

①

익

] 같
느

응답

범

거

않
않

응답
않 것
느
불 익
손
울 없

밀

없

능

물

될

근거

것

제17조(면책)
이용자는 자료가 통계조사 대상자의
또는 행정자료에
하여 작성한 이
고, 반드시 자료 내에서 이 적으로 적합하지 은 이 있는 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료 이용에 의해 어 정도 이 또는 실을 입을 사태가 발 한 에는 자료
이관기관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 수 다.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한 통계 등에 관해서 제3자와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 하여도 자
료이관기관은 모 책임을 지지 는다.

론

②
③

든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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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생 것
생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제한
대분류

소분류
내부 분석용으로 제공받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통계자료를 무단공표

최소

최대

기관: 자료제공제한 1개월

영구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자료제공제한

마이크로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목적 외의

기관: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목적 외 사용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인: 영구 자료제공제한

자료제공제한

그 외 마이크로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받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타인과

무단공유

무단 공유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유출 또는 부당하게

기관: 자료제공제한 3년

영구

유출

열람 제공받은 경우

개인: 영구 자료제공제한

자료제공제한

기관: 자료제공제한 1개월

영구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자료제공제한

매크로데이터

·

제공받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 분석

공표 오류

·

오류 지나친 표본오차 등 잘못된
통계자료 공표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영구
자료제공제한

□ 이용자 맞춤형 통계산출 서비스를 제공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방송통계포털’을

‘

통해 주요 항목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
-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항목별/구분별/시점별 데이터를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함
<방송통계포털

– 방송산업 실태조사 데이터 제공 화면 예시>

6. 비밀보호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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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수집) 통계법 제

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33

제1항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2항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

:

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활용하고

,

외부에 유출시 공표

된 자료만 편집해서 제공하고 개별 사업자 자료는 통계법에 의거해서 사업자에게 연락해
자료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제공함

○ 자료수집

,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취한 조치

-

조사기획자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함

-

조사기획자는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사관리자는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음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방법으로 공표자
료 제공시 식별가능한 조사항목 삭제해서 제공함
-

개별사업자의 정보가 인지되지 않도록 사업자명을 삭제하여 제공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

호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름

82

제1장 총 칙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51조
제3 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 ·관리하 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 대책 수립·시
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

진

차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획

같다.

거

안

거

1. 사업에 대한 기 ·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하 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
이 규정에 따 다.
(이하
)

생략

른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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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

안

마

안

제4조(보안대책 수립)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 관리 규정
련 및 보
관리 당자 지정 등 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 다음 각 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담

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며

호

1. 연구보

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
관한 사항

② 공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
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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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작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위탁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근 년 통계 관련 교육이수 및 세미나 참석
:
:

3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교육 매년 이수(참여인원 수 2명)

-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교육 이수(’21년, 참여인원 3명)

-

국가통계발전포럼 매년 참석(참여인원 수 1명)

-

통계분석 관련 통계청 교육 이수(참여인원 수 1명)

2. 사업예산

○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사업예산은 정해진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비목별 비중을 계산하여 예
산 분배 후,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쳐 예산안 확정
(단위:

’17년
계획
결산
163

161.3

’18년
계획
결산
183

181.2

과제명

년

2021

방송산업
실태조사

’19년
계획
결산
170

168.7

’20년
계획
결산
170

169

예산 비목

’21년
계획
결산
136

-

예산액

인건비

90.4

운영비

16.6

일반수용비

백만 원)

16.0

임차료

0.6

국내여비

0.6

업무추진비

2.4

온라인 페이지 개발비

25.0

합계

136

3. 통계위탁 조사

○ 본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사로

,

실제 조사 업

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함
-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과제 협약은 한국방송통신 진흥원을 통해
체결되며, 체결시 수행계획서, 수행계획 협의확인서 등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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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실태조사 관련 제출자료>

구분

제출내용

조사기획서
수행계획서)

-

협약단계에서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수행계획 변경 협의 진행 후 수행계획변경서

-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모집단 명부 최종본

-

제출
조사표 최종 확정 전 조사표 변경(안), 조사표 변경내역

(

모집단 명부

조사표 원본

·

제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최종 조사표 확정 후 통계청 변경승인신청 단계 전 최종 조사표 제출
최종 조사결과 원시자료 중 주요 원시자료 제공(종사자 현황, 제작비
현황 등)

조사결과 원자료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제공을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 자료 작성 후
제출

최종 통계표

-

보고서 공표 전, 최종 통계표 제출 후 최종 결과를 관련 부처와 논의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서 파일과 책자는 관련 부처에

부씩 제출

50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조사항목 품질관리

: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대한 이용자그룹(중앙 및 방송관련부처, 기관,

학계 및 일반대중)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매년 조사항목의 신규추가 및 변화하는 산업계
동향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항목 보완 수행

○ 표본오차 관리
○

:

기년도 연말 기준 시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어 표본오차 없음
조사결과 검수

:

국내 방송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출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공표’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IR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검수하며,

이밖의 항목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기년도 제출 자료와 비교하여 검수 수행
-

자료공표 전에 국가승인통계에 한하여 그 결과를 상호비교하는 검수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시점과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해 수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상이나 추세는 서로 유사한 것을 확인 가능함

○ 조사결과 공표

:

각 부문별로 집계된 결과는 보도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수행기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차적으로 공표하며, 조사자료의 시의성과 사회 수요 반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자 및 이용자그룹의 전문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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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지적 및 조치사례
개선과제

내용

완료시점

○ 현장조사관리자 매뉴얼 작성
: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이행완료
확인 시점

명의 자료조사원을 채용하여

2!~4

조사 안내 및 사업자들의 질문에 응대하고 있음. 자료조사
조사관리

원이 각종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

내용 추가

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질의응답 체계를 구축함. 방송

2016. 12

2017.5.10

2016. 12

2017.5.10

2016. 12

2017.5.10

2019. 12

2020.5.12

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별 해설,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
사지침서를 기반으로 자료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안
내 및 질의응답에 대비하고있음.
입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력 시스템을보완 입력

○

·

시 기입 및 로직(logic) 오류를줄이는 입력오류방지시스템
구축
:

방송산업 실태조사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별사업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필터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온라인

자료수집

설문조사 입력시스템을 보안하였음. 해당 항목마다 관련 로

체계 구축

직을 설정하여 합계가 맞지 않거나 항목을 누락한 경우 팝
업창을 띄워 자료 입력자에게 오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
고 수정값을 입력하도록 유도함. 조사 시스템 보안을 통해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당해년도 상반기 기준 자료중 일부 항목을반기조사 형

○

태로 수집
:

본 조사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기초 자료
를 확보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로 민간
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초 통계를

통계 활용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방송산업의 특성상 시의성 있는
자료 생산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성 확보를
위해 연간 기준 조사 항목 중 주요 항목 일부를 조사 시행
연도의 상반기 기준 반기조사 형태로 부가조사를 실시함.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부가조사는 정부부처의 내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범 시행 이후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등
록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임
보고서의 이원화 작업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보고서 내

○

용은 통합하여작성

년 종사자, 제작비, 수출입 세부

->2015

사업자 정보를 사업군별로 통합하여 공표 예정

내부 자

료(부처용)는 별도 작성

공표 범위
축소

-

:

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부터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항

2018

목의 개별 사업자 정보 삭제
-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출입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표

-

부처 요구 시, 사업자별 별도 자료를 작성하여 내부자료
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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