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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60년  후반기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유선라디오의 ‘공보매체화’ 과정을 추 하

고자 하 다. 보다 구체 으로는 1965년 즈음부터 공보부와 내무부를 심으로 추진되었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후 경과를 살펴 으로써, 권 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유선방송이 공보매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추 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본고는 1965년 이후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 추진의 정치  배경으로서 방송 난청지구의 해소

와 지역사회 개발을 한 기반행정의 정비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규명하 다. 한 유선

방송 일원화 사업은 국유선방송 회의 제안, 즉 기존의 행정 화망을 이용한 반송 송신방식, 

그리고 운 형태의 측면에서는 유선방송 업자 표가 참여하는 방식의 운 원회를 통한 운

형태의 채택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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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 인 견지에서 볼 때, 1950년  말 이후 시범 으로 도입되어 1970년  까지 발 ․쇠퇴

하 던 한국의 유선방송(wired broadcasting or cable broadcasting)은 기본 으로 (무선

의 직  수신을 한 송신이 아니라) 수신된 를 앰 장치와 선을 통해 스피커 장치로 

계하는 기술 시스템이었다. 특히 이승만 정부 시  공보부 실장이었던 오재경(吳在璟)의 발상으

로 1957년 11월 유선라디오 마을사업(‘앰 ’사업)으로 시작된 유선방송의 도입이 라디오 

의 직  수신이 아니라, ‘앰 ’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국 라디오방송국의  → 시골 마

을단 로 설치된 증폭기(amplifier, 앰 ) → 가정집의 스피커’식의 계 내지는 재송신 방

식을 채택했다는 역사  사실은 한국 유선방송 도입의 시  동기가 다분히 정치 인 공보선

에 있었음을 시사해 다. 이는 물론 1950년  말 이후 세계  차원에서 개되었던 냉 질서

로부터 기인한 바가 컸다.

세계 인 차원에서 볼 때, 제2차 세계 은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로 간다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요한 계기 다. 라디오 방송 기부터 각 나라들은 삼 고를 겪고 있었는데, 그

것은 주 수 역의 분배, 외국의 침투에 한 과 로그램 교환을 한 조직의 세계화 

등이었다. 한 2차 세계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 이라는 용어는 ‘심리 ’(psychological 

warfare)이라는 용어로 차 체되었다(Mattelart, 1992/1999, 4장). 이 게 인류가 세계

과 같은 커다란 쟁을 치뤘던 ‘극단의 시 ’에 라디오 방송은 사상 과 , 심리 의 도

구로서 활용되었고, 종  이후 성립된 냉 체제 속에서 다수 방송의 역은 ‘ 공사상 ’( 共

思想戰)의 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선방송의 ‘재목 화’(re-purposing), 즉 상

국의 도청과 방송국에 한 공습(空襲)으로부터의 안 장치로서 용도(用途)의 ‘재목 화’가 이

졌던 것이다(坂田謙司, 2005).

이와 같은 세계 인 흐름 속에서 5.16군사쿠데타 직후 단행된 1961년 8월의 ‘유선방송 

수신 리법’ 제정은 유선라디오 방송을 ‘공보 ’1)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1) 이 에서 ‘공보’란 1차 으로는 정부기 이 내외 으로 개하는 홍보활동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신호창․이

두원(2002)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공보는 주로 공공사회단체, 학, 정부기  등 사회서비스 기 에서 PR 신 사용하

는 용어이다. 하지만 정부기 과 공  간의 계에 따라, 일방 인 커뮤니 이션을 목 으로 한 선 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의 달을 주목 으로 하기도 하며, 이상 인 측면에서 방간에 원활한 상호정보

소통이 이 지거나, 아니면 실 인 측면에서 상호간의 정보소통이 불균형하게 이 지기도 한다는 을 감안할 때

(Grug & Hunt, 1984, 2004), 그리고 미군정기에서 1960년 제2공화국 시기까지의 PR이 방  계의 PR이라기보

다는 일방 인 정보 달로서의 공보(公報, Public Affairs) 다는 연구결과(신인섭․오두범, 2002)를 감안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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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윤상길, 2011a). 이와 같은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의 도입과 발 기에 

해당하는 1960년  반 시기 박정희 정부가 의욕 으로 추진한 사업이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이

었다. 이 사업은 직 으로는 각 행정단 의 민간유선방송업자를 군(郡)과 시( ) 단 로 기술

․행정 으로 통합․계통화하려는 사업이었으나, 그 구체 인 사업추진의 배경과 경과 등은 

 밝 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은 1960년  후반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 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는, 1961년 8월 ‘유선방송 수신 리법’ 

제정을 통해 유선라디오 방송의 공보  활용의 제도  기반을 마련한 이후 1960년  반기 박

정희 정부가 극 으로 추진했던  하나의 정책  조치 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추진 배경

과 내용을 살펴 으로써, 권 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유선방송이 공보매체로 자리 잡게 되는 과

정을 추 하고자 한다. 

1960년  박정희 정부의 공보선 정책에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홍보학이나 행정학의 

에서 정부PR이나 공보행정의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부분이다2). 복 이후 정부 공보

정책의 역사를 집 성하고 있는 <문화공보30년>을 시하여, 이들 연구를 통해 1960년  정부

PR과 공보행정기구의 변천과정과 정부의 주요 공보활동들을 비교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들 연구들에서는 공보행정조직에 주로 심을 두었을 뿐, 국가기 이 국민에게 각종 활동

상황을 리 알리는 공보활동에 활용되었던 주요 매체에 한 심은 상 으로 조했다. 외

으로 윤희 (1971)의 연구에서는 제3공화국 시기 공보부에 의해 배포되었던 인쇄매체(간행물

과 유인물 등) 황을 정리한 바 있고, 채명진·선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유선 

 앰 시설을 이용한 행정방송에 한 언 과 함께, 국립 화제작소 제작의 화를 이동 사하

는 활동에 한 제시가 있었을 뿐이다. 이 듯 2010년  이 까지 유선라디오방송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 공보매체로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한 본격 인 연구가 매우 부진했던 배경에는 

1950~70년  유선방송에 한 연구가 거의 축 되지 않았다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그러나 디지털 성방송의 도입으로 인해 다채 다매체 시 가 본격화되는 것과 때

에서 사용하는 ‘공보’개념에는 2차 인 의미로서 ‘정치  선 ’(propaganda)이 포함된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2) 윤희  (1971). 제3공화국의 정부PR의 황.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17집; 윤희  (1973). 한국에 있어서의 

PR연구의 어제와 오늘. <신성학보>. 제6집; 윤희  (1978). 정부의 국내홍보. <한국언론학보>. 10호; 윤희  (1984). 

<한국정치커뮤니 이션연구>. 서울: 나남; 윤희 ․최옥자 (1972). 제3공화국정부의 해외공보활동.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19집; 지삼환 (1968). 매스콤뮤니 이 과 공보행정: 우리나라 공보행정을 심으로. <행정학보>. 1-1호; 채

명진․선혜진 (2006). 1960년  한국의 PR상황  사회  수용에 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최기욱 

(1969). <한국공보행정의 분석>. 서울: 명서 ; 최진규 (1985). 정부PR에 한 고찰. <명지행정>. 제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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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같이 하여 유료방송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 유선방송의 기사에 한 학술  논

의가 제한 인 수 에서나마 축 되기 시작하 다. 윤상길(2011a, 2011b, 2016, 2017)의 연

구와 한민국 유료방송 50년사 편찬 원회 편(2015)의 연구가 표 인 이다. 

우선 윤상길(2011a)의 연구는 최 (1965)과 황 탁(1989), 그리고 정 철(1992) 연구

의 문제의식, 즉 한국의 기 유선라디오방송은 기본 으로 국민들의 이념  이탈을 방지하기 

한 ‘방첩(防諜, counter-intelligence) 수단의 마련’이라는 정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

고(최 , 1965 ; 정 철, 1992),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정책에 한 국민의 지지와 

호응, 그리고 군사정부에 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해 홍보매체의 요성을 감한 군사정부가 

홍보정책의 강화시책을 배경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에서 출발하여(황 탁, 1989, 24쪽), 정부 

아카이  자료를 활용하여 1961년 ‘유선방송수신 리법’ 제정을 후로 한 시기부터 1963년 12

월 16일 ‘방송법’ 제정  사단법인 국유선방송 회 발족(1963, 12, 16)에 이르는 시기를 

심으로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성립과 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선라디오 방송에 한 

군정의 정책  입장이 기존의 철폐 입장에서 보호육성의 방향으로 바 게 되었던 것이 유선라디

오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 에서 공보  활용가능성을 선택 으로 유한 결과 다는 결론에 도

달하 다. 한편 2011년의  다른 연구에서는 농 지역의 공동청취를 통해 라디오가 부락화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더 나아가 농어 PR 강화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농가방송

토론그룹운동’에 한 분석을 통해 이 운동이 “국가가 농민들 간의 인간 계 네트워크를 조직화

하고자 했던 운동으로서, 국가가 라디오 청취공간을 개인의 사  공간이 아닌 부락 공동구성원 

간의 상호토론을 한 공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했”(윤상길, 2011b, 244쪽)던 사례이자, 1960

년   방송 의 정확한 도달 범 를 확신하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난청지구를 해소하기 한 

방편으로 시도된 사례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공보매체로 구상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유선방송 도입과정에 한 검토 이후, 윤상길(2016)은 국가와의 계 속에서 시장 내 행

자로서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진 자율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1960년

 반기 유선라디오 방송의 기술 ·재정  운   로그램 편성, 그리고 유선방송업자들의 

동체  조직으로 출범했던 국유선방송 회의 기 사업구상 등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기업

 성장기반의 미약함 속에서 정부와 유선방송업계 간의 정략  제휴 계로서 출범한 국유선

3) 2010년 이 에 수행된 1960년  유선방송에 한 본격 인 연구는 <한국방송70년사> 등의 통사  언 을 제외한다

면 정 철(1992)의 연구가 유일했다. 그러나 이 연구 한 복 이후 유선방송의 역사를 개 으로 검토하는 수 에 

머물러 있었다. 그 밖에도 최 (1965)의 술과 황 탁(1989)의 술에서는 간략한 수 에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군

사정부의 유선방송 도입 동기에 한 언 이 있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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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회가 국가와의 상에 략 으로 응하면서 일정부분 ‘국가ᐨ방송 코포라티즘’이 유선라디

오 방송 역에서 구 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한 

2017년 연구의 주된 핵심은 1960년  박정희 정부의 공보선 정책이 가진 체주의  성격을 

검토하는 작업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1960년  반기 공보매체의 보 과 공보매체의 구성 양상

을 살펴보면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을 하나의 단  사례로서 언 하 다. 한편, 기본 으로 유

선방송의 역사를 ‘유료방송’이라는 견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한민국 유료방송 50년사 편찬 원

회 편(2015)의 연구는 방 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한국 유선방송의 역사를 여섯 시기 - ‘유료방

송의 태동기’(1950년 ~1960년 ), ‘ 계유선방송 기반조성시 ’(1970년 ~1985년), ‘ 계유

선방송 성장시 ’(1985~1990), ‘종합유선방송의 시작과 경쟁 시기’(1991~1999), ‘뉴미디어 

시 ’(2000~2008), ‘디지털 미디어융합시 ’(2009~) - 로 나 어 살펴본 술로서, 주로 편년

체  서술방식에 입각한 종합연구서이다4). 

지 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승만 정부 시기로부터 1960년  반 박정희 정

부 시기까지 공보매체로서 구상·발 되어 온 유선방송의 궤 과 함께, 1970년  텔 비  기반

의 유선방송으로 환된 이후의 반 인 상황을 어느 정도 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 지만, 1960년  반기부터 1970년  까지의 시기 유선방송의 역사는 여 히 공백상

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민국 유료방송 50년사 편찬 원회 편(2015)의 연구를 통해, 

1965년에 출범한 상업  음악유선방송의 면모가 드러나긴 하 지만, 신문기사 분석에 의존한 약 

1페이지 분량에 그쳐있는 상황이기에, 여 히 그 공백은 커 보인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공보매

체의 용도(用途, uses)로 도입되었던 1960년  반기까지의 유선라디오 방송, 국가와의 상

을 통해 기업  성장의 기반을 쌓고자 했던 1960년  반기의 유선라디오 방송, 그리고 여 히 

좀 더 구체 인 해명이 필요한 1970년 의 유선텔 비  방송 사이의 공백지 에서 일어난 과거

의 활동에 한 역사  평가가 제 로 이 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1960년  반기 박정희 정부가 극 으로 추진했던 

 하나의 정책  조치로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후의 경과를 살

펴 으로써 유선방송의 공보매체화 과정을 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4) 그러나 유선방송의 기사에 해당되는 ‘유료방송의 태동기’(1950년 ~1960년 )의 내용  상당수는 기존 연구(윤

상길, 2011a, 2011b ; 정 철, 1992 ; 황 탁, 1989)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 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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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1960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정책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1960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구체 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후의 경과는 어떠했는가?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통 인 역사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용하 으며, 이 의 연구

상이 정부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심 인 사료로서 당  경제기획원이

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등에서 발행되었던 정부의 보고서 자료와 함께, 국유선방송 회의 기

지 <유선방송소식>5)의 기사 등을 활용하 다. 이들 자료를 통해 드러나게 될 1960년  후

반기 유선라디오의 ‘공보매체화’ 과정과 그 이후 경과에 한 역사  사실과 평가는 향후 1970년

 유선방송의 기술  기반과 사업  기반이 다변화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2.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 추진의 정책  배경

1960년  한국 유선방송의 도입과 발 과정에는 무엇보다 냉  세계질서가 응축되어 있는 한

반도의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사상  동요를 막기 한 방첩(防諜, counter- 

intelligence) 수단의 강구라는 정치  필요성이 큰 계기로 작용하 지만(최 , 1965, 30쪽), 

다른 한편으로는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농  근 화의 경제  필요

성도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 다. 경제개발을 한 미디어의 효율  활용이라는 발 커뮤니

이션의 비 은 집권 후 박정희 군사정부가 의욕 으로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직 으

로 반 되어, 1) 공방송용 송신소, 2) 라디오앰  보   난청지구해소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 계획되었다. 이  공방송용 송신소 건립은 1962년 완공된 남양송신소 건립으로 귀결되었

지만, 나머지 두 사업은 1963년 보완계획 이후 비(非)계획사업으로 추진되었다(기획조정실, 

1967, 735쪽).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발 커뮤니 이션  비 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정

희의 직 인 표명으로 구체화되기도 하 다. 군사정부 시  박정희 의장은 이미 “정부는 공보

5) <유선방송소식>은 1960년  반 유선라디오 방송과 련된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로서 기존 

통사는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거의 다 지지 않은 사료이다. 재 이 사료는 목동 방송사료 에 총 다섯 권(1964년 7월 

창간호, 1965년 8월호, 1965년 9월호, 1965년 10․11월 합병호, 1965년 12월호)이 소장되어 있고, 필자가 1966년 

1․2월 합병호를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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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망(公報放 網)을 농어 과 산간벽지에까지 확충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민간방송

기 을 육성하고 민간문화공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 을 내 외 으로 더욱 

진할 것이다”(문화공보부, 1979, 37쪽)고 언 하 고, 통령 취임 직후의 1964년 1월 10일 연

두교서에서도 “  홍보수단인 방송망(放 網)의 확충을 기하기 하여 농어 의 앰  증설 

 방송의 공정성과 품 를 견지하도록 하는 한편 운 의 합리화를 기하고 민간방송의 건 한 발

을 도모할 것이다”(문화공보부, 1979, 37~38쪽)라는 언 을 통해, 보다 직 으로 유선방

송의 보 과 증설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1960년  반기 박정희 정부의 ‘공보방송망 확장과 그 일환으로서의 유선방

송의 확장’이라는 발 커뮤니 이션 비 은 방송 난청지구의 해소 사업과 농어  유선방송시설 

확장 사업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이후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으로 발

되는 정책  배경이 되었다. 

1) 방송 난청지구에 한 정치  규정 

근 사회에서 국민국가가 국민통합을 한 목 에서 방송의 주된 역할을 국민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한 수단으로서 기술 으로 방송 의 국  확장을 시도하

는 것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주지하듯 냉 체제 하에서의 

방송망 확장은 단순한 기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국(敵性國)의 정치선 으로부터 방어(즉, 

방첩)라는 정치 인 성격을 띤다. 특히 식민지배로부터 해방, 그리고 분단으로 이 진 한반도의 

정치  상황 속에서 난청지구의 문제는 더더욱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 공보부는 반공태세 강화를 해 공심리  방송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방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해 종래의 KA 제 2방송을 승격시켜 서울국제방송국(HLCA)

을 신설․발족시키는 한편, 종래의 이동방송국 3개(속 , 포항, 여수)를 각각 정식방송국으로 승

격시키는 조치를 취하 다( 명1년 우리방송계의 진상, <방송> 15호(1962, 5, 13. 8면). 한 

1962년에는 (이승만 정권부터 추진되어 왔던) 500KW 출력의 남양(南陽)송신소의 공이 이

졌다. 그리고 남양송신소 공 후로 공보부는 방송 분야의 개척에 주력하 고 그 실질 인 목

을 방송 난청지구의 해소에 두었다(기획조정실, 1967, 737쪽). 

여기서 주목할 은 첫째, 공보부가 ( 산 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방송 난청지구를 기술  

이 아닌 정치  에서 정의·구분하 다는 이고, 둘째는 이러한 정의와 구분에 따라 특

정 방송난청지구에 해 정책  우선순 를 두는 방식으로 방송난청지구 해소사업을 추진하 다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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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 견지에서 보자면, 난청지구는 방송신호가 잡히지 않아 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1>의 KBS라디오의 분포도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아직도 

한국 땅에서 한국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유병은, 1964)은 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지만 실

질 인 의미에서 볼 때, 당시 남한에서 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좀 더 강한 출력의 외국의 방송신호가 도달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난청지구를 “우리 방송이 들리기는 하되 외래방송(일본 앙방송 는 

북괴방송 등)의 감도가 더 강하여 우리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곳”(이인 , 1965)으로 정의 내리

고자 하 던 공보부 방송 리국 기감(技監) 이인 의 견해는 당시 난청지구에 한 정의가 주로 

‘ ’의 견지에서 내려진 정치  정의 음을 단 으로 잘 보여 다.

좀 더 구체 으로 난청지구에 한 당시의 개념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 난청지구는 정

책  우선순 를 고려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외방송(특히 북괴방송)의 침투가 

강한 지구로서, 1) 우리방송은 실용도가 없고 외래방송이 강한 곳, 혹은 2) 우리방송이 들리지만 

외래방송이 강한 곳, 둘째 우리방송이나 외래방송이 모두 약한 곳, 셋째 앙방송과 타 지역방송

은 청취가능하나 해당지역의 지역방송이 청취불가능한 곳이었다”(권오진, 1964). 즉, 최우선

으로 해소할 난청지구는 북한방송 등과 같은 외방송의 침투가 강한 지구 고, 지역방송의 난청

지구는 정책  우선순 가 떨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1964년 당시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산악

지역과 남해안의 경우엔 가 거의 닿고 있지 않은 반면, 일부 지역은 많은 들이 복 으

로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지만, 다음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당시 공보부의 

정책  우선순 는 성방송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그 후(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본(本) 계획 수정이후) 이 난청지구를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나

라 방송을 명백히 듣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방송 특히 북괴의 성방송

의 침투를 방지한다는 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요성에 비추어 이 사업은 비

(非)계획사업으로서 꾸 히 지속되어 왔다. 지  주요한 것을 들어보면, 원주방송국신설, 여수·

구·청주·춘천·목포·속 방송국의 출력보강, 화천·철원·충주·삼척·안동·진주·서귀포·울릉도·

월·홍성·순천의 계소 신설, 황지(黃池)·인제·양구·김천·함양에 간이 계소를 신설하 다(기획

조정실, 1967, 737~378쪽.  부분은 필자가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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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성방송의 침투 방지’라는 뚜렷한 정책  우선순 에 입각하여, 난청지구 해소

의 주된 방편으로서 국 인 분포를 고려한 출력(10KW이상) 송신시설의 재배치와 출력

조정이 제안되었다(권오진, 1964). 아래의 인용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출력 

송신시설의 재배치가 난청지구 해소의 주된 방편으로 제안되었던 배경에는 출력 송신시설의 

지역  편 과 그로 인한 낭비에 있었다.

동양에서 최 출력을 자랑하는 500KW를 경기도 南陽에서, 서울시내 延禧에서 100KW가 각각 

발사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의 100KW가 수원시에서 를 발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인 

 부지방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 수로 발사되는 강력한 가 복발사되고 있으므로 다소 

의 낭비도 없지 않을 것을 상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민방의 속출로 기독교 방송국

그림 1. KBS 라디오 (中波) 의 분포상황

* 출처 : 유병은,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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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서 문화․동아 그리고 라디오서울 방송국들이 20KW 내지 10KW의 출력으로 서울시

내 주변에서 집  발사되고 있는 고로, 경인지방 주민들은 의 혜택을 무 과잉하게 받고 

있는 형편으로 청취자는 다이얼 선택에도 지 않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다. 그런가 하면 지

리  조건이 과히 좋지 못한 비교  산악지 가 많은 국내 여러 곳에서는 아직도 우리방송이 썩 

잘 들리지 못하는 곳이 있다. 의 분포상태를 고르게 만들어 완 히 난청지구를 없애기 해

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허다한 난 이 가로 놓여 있다(유병은, 1964). 

이와 같이 공보부가 정책  우선순 에 입각하여 난청지구 해소사업을 추진한 결과, 1966

년 12월 31일 당시까지 국난청지구 34개 에서 19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

머지 15개 지구나 되는 난청지구도 남아있는 실정에 있었고, 특히 가청지구와 난청지구는 낮과 

밤에 따라 그의 분포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동

시에 성방송을 방지한다는 완 한 난청지구의 해소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다”(기획조정실, 1967, 

737-738쪽). 이에 따라 1960년  반 공보부는 난청지구 해소를 한 연차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은 1960년  반 방송 난청지구 해소를 한 보완 인 방편으

로서 유선라디오 방송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이다. 즉, 존하는 출력 송신소를 재

배치하고 출력을 증강하면 많은 난청지구들이 어들게 될 것이지만, 여 히 남는 난청지구의 

해소를 해선 소출력 계소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때 유선라디오 방송이 많이 보 되어 있는 곳

에 해서는 소출력 계소의 신설보다는 유선라디오 방송의 수신장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었다.

년도 개수 장소 자  소요액

1967 2 정선·울진 15,900,000원

1968 4 울산·성산포·평창·하동 34,800,000원

1969 4 제천·단양· 화·거창 34,800,000원

1970 3 주· 덕·구례 24,100,000원

1971 2 고산리· 동 17,400,000원

계 15 111,100,000원

*출처: 기획조정실 (1967).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평가보고서 : 평가교수단>. 서울: 기획조정실, 738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표 1. 1960년  반 이후 1970년  까지의 라디오 계소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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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과 같이 존 출력 송신소의 재배치와 출력증강을 하면 난청지구가 많이 어들 것이

며 나머지 주요난청지구에는 계소(출력 1KW 이하)를 신설한다. 2) 계소 신설은 외래방송 

특히 북괴방송의 침투가 심한 서해안 지방과 강원도 지방의 난청지구에 더욱 필요하다. 3) 인구

도가 은 곳에 계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더욱이 山嶺지 가 많은 곳은 인구

도가 을 뿐 아니라 의 상태 불량하므로 더욱 비효과 이다. 4) 계소를 설치하는 도

시는 앞으로의 발 , 인구의 증가, 수신기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재 유선방송(스피

커)이 많이 보 되어 있는 곳에는 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별도 수신장치를 개선하여 주는 것

이 경제 이고 효과 이다(권오진, 1964). 

 인용구에서 언 되고 있는 별도의 수신장치는 FM수신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FM방송은 궁극 으로 방송난청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인 방편 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

던 방안이었다. 그 지만 당시 국내에는 FM수신기를 제작할 수 있는 조립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FM수신기를 보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결국 FM방송의 확 방안을 난청지구의 

극 인 해소책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단에 입각하여, 유선라디

오 방송이 커버하는 서비스 지역의 범 가 무선라디오 방송보다 더 범 했던 조건을 이용한 방

안으로서, 당시 FM 계망이 구성되어 있던 FM수신기를 유선방송업자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던 것이다(이인 , 1965). 이에 따라 1965년 8월 에 국유선방송 회는 “1965년도 

정부보조 FM수신기 25 를 국고 1/2에 의하여 구입하고 난청지역으로서 FM수신기 가청지역

에 한하여 유선방송사업에 공이 큰 모범업소를 우선순 로 하여 배부하기로 하 다”(KWBC소식 

: FM수신기 보 ,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16쪽).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FM수신기 보 사업이 난청지구 해소방안의 하나로 정

부가 유선방송 육성정책을 채택해 주기를 기 하는 국유선방송 회의 건의로 바로 이어졌다는 

이다. 1964년 6월부터 국유선방송 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국회의원 김우경(金遇敬)의 

이 공보부 방송 리국이 발행했던 <방송> 1964년 11월 11일호의 1면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공보부 내에서도 난청지구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유선방송의 활용책이 극 으로 고려되고 있

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국 인 방송망을 갖고 있는 국 방송이 난청지구란 문제를 두고 그 해소에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일환책으로서 유선방송의 육성과 보 에 노력한다면 난청지구 문제는 손쉽게 해결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막 한 자 을 들여 송신소 는 계소를 설치함이 없이 우수한 수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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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갖춘 유선방송 시설을 으로 설치한다면 난청지구 문제는 비교  간단히 해결될 것이

라고 확신하는 바이다(김우경, 1964). 

지 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보방송망을 확충하기 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1960년

 반기 난청지구를 해소하고자 했던 공보부의 일련의 사업들은 성방송의 방지를 최우선

으로 시하는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정치  난청지구’ 해소를 한 보완

인 방안으로 유선라디오 방송의 활용이 극 고려되고 있었던 상황  맥락은 1966년부터 공보

부와 국유선방송 회가 력하여 본격 으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직 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난청지구해소 보완책으로서의 유선방송시설 확장사업의 추진

박정희 정부는 집권 이후 공보방송망 확충을 한 사업으로, 공방송용 출력송신소 건립 사업

과 난청지구 해소 사업 이외에도 꾸 하게 농어  유선방송시설(라디오앰 와 스피커) 확장 사

업을 추진하 다.  앞서 언 한 바처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공보사업 계획에는 라디오

앰  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  계획에서는 투자계획액 2천만원을 라디오앰  보 사업

의 산으로 책정되어 500개의 보 을 목표로 하 다. 그러나 목표수량보다 약 22%나 과되는 

612개의 앰 시설을 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이 에 설

치되어 있던 앰 시설 500개를 합하여 총 1,120개의 앰 시설이 당시에 보 되어 있었다. 그리

고 이후에도 꾸 하게 라디오앰  보 사업이 진행되어 <표 2>에서 보는 바처럼, 1966년 말에 

이르면 앰 보  수는 3,728개로 늘어났다(기획조정실, 1967, 735쪽).

라디오앰  보 사업과 함께, 국 으로 농어 에 라디오와 스피커 보내기 운동 한 활

발히 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스피커보내기 운동은 한 성과를 올렸던 것으로 

연월 앰 스피커 라디오 계

1963.4 2,348 539,137 892,571 1,431,708

1965.12 ― 850,274 1,107,526 1,957,800

1966.12.31 3,728 1,100,274 1,107,526 2,211,528

*출처 : 한국방송 회 (1997). <한국방송70년사>. 서울: 한국방송 회, 378쪽에서 인용; 기획조정실 (1967). <제1차경제개발5

개년계획(1962~1966) 평가보고서 : 평가교수단>. 서울: 기획조정실, 738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

호됨.

표 2. 1960년  반 유선방송시설(앰   스피커)과 무선라디오의 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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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1965년 9월 20일 공보부 방송 리국에서는 내무부, 농림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보담

당자와 농 , 수 , 유선방송 회, 앙방송국 실무자를 청하여 ‘라디오, 스피커 보내기 운동’

이라는 명칭 아래 비회담을 개최하고, “주최는 내무, 농림, 문교, 공보 4부의 공동주최로 하되, 

기획  총 , 조정은 공보부가 담당”한다는 원칙 하에 라디오  스피커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

기로 하 다(라디오  스피커 보내기 운동 : 각계 공보실무자 회의에서, <유선방송소식> 1965

년 9월호, 6쪽). 그리고 공보부의 극 인 교섭으로 극장연합회에서는 국주요도시의 극장모

을 계획하기로 합의하 고(스피커보내기운동, <유선방송소식> 1965년 10․11월 합병호, 23

쪽), 국유선방송 회는 “극련(劇聯)측의 모  동의서를 첨부, 내무부장 에게 극장운동 허가신

청서를 이미 제출했는 바 이것이 허가되었고”(KWBC통신: 스피커보내기운동 극장모 실시, <유

선방송소식> 1965년 송년호, 28쪽), 이윽고 공보부가 주 하고 국유선방송 회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12월 23일부터 1966년 1월 31일까지 농어  라디오 스피커 보내기 운동가 실시되었

다. 1966년 까지의 스피커 보내기 운동은, <표 3>에서 보는 바처럼,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

던 것으로 보이지만, 표에서 락되었던 서울과 경기 지역의 통계를 감안하더라도 원래 목표했던 

200,000 까지는 달성하지 못하 다6). 

그러나 1960년  반 무렵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던 유선방송시설 확장사업에도 불

6) 1965년도에는 국고보조 으로 11,900 , 극장 모 으로 35,383 를 보 하 고,  1966년도에는 국고보조  4천

원으로 스피커보내기 운동을 계속하여 25만 의 스피커를 보 하 다(기획조정실, 1967, 735~736쪽).

道別 現金(원) 現品( )
計

(現品으로 환산, 1  200원으로)

부산 66,000 3,211 3,541

충북 367,091 25 1,860

충남 2,414,978 76 12,151

북 ― 4,400 4,400

남 625,600 라디오1 3,128

경북 ― 4,187 4,187

경남 ― 288 288

강원 394,369 1,464 1,972

제주 473 473

(서울, 경기는 未통계)

* 출처 : 간보고 : 농어 에 스피커 보내기 운동. <유선방송소식> 1966년 1⋅2월 합병호, 19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표 3. 1965.12.23~1966.1.31까지 농어  스피커 보내기 운동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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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다음의 인용구에서 보는 바처럼) 당시 공보부 측에서는 방송수신기의 보 이 여 히 미

진하다고 단하고 있었다는 은 주목을 요한다.

1966년 12월말 재로 국에 걸쳐 수신기가 없는 농어가구가 150만이나 되므로 이들 150만 

가구에 하여 스피커나 앰 를 보 함으로써 수신기 없는 농어가구를 일소한다는 것이 큰 문제

으로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는 계없이 1966년~1970

년 동안에 유선방송 시설확장 5개년계획을 세워 실시하기로 하 다. 이러한 상은 라디오 앰

보 이 제1차 계획에 있어서 계획사업에서 비계획사업으로 환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지 

는 다른 이유에서 기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계획은 역시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보부는 수신기 없는 150만의 농어가구를 일소하기 하

여 유선방송시설 확장계획을 작성하여 1966년부터 이를 추진하기 시작하 는데, 그 계획은 <그

림 2>와 같다(기획조정실, 1967, 736쪽).

 인용구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공보부는 정책  우선순 에 따라 150만에 

달하는 ‘방송 수신기 없는 농어 가구’의 상지역을 크게 세 지역, 즉 1) 산간벽 , 도서, 

(接敵)지역, 2) 민간사업 개척이 가능한 지역,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앰 가 활용가능한 지역

으로 세분화하여 5개년에 걸친 앰   스피커 확장계획을 수립하 다. 

유선방송시설 확장 5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공보부는 1966년을 ‘유선방송 확장의 해’로 정

목표량

1,500,000

(6,700 )

※ 숫자 – 스피커

   (  ) - 앰

설(官設)

500,000

(2,500)

민설(民設)

840,000

(4,200)

기설활용 확장

(旣設活用擴張)

160,000

1. 산간벽

2. 도서

3. (接敵)지역

1.민간사업개척가능

2.민간투자 45.4%

3.보조 54.6%

1.기설앰 활용으로 확장

2.앰  1개당 50  스피커

3. 상 3,200앰

그림 2. 공보부에 의해 수립되었던 유선방송시설 확장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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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의 보 운동과는 차별된 체계 인 방식으로 농어  지역에 라디오와 스피커를 보 하

고자 하 다. 우선 그 효과 인 수행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1966년 1월 27일 공보부 회의실

에서 국유선방송 회 각도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1966~197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스피

커 150만 를 연차 으로 앙보조  도․시․군비 보조로 수신기 없는 농어 가구를 해소”(이

시복, 1966, 22쪽)할 것을 지시하 다. 1966년 1월 27일의 국유선방송 회 각도 지부장 회

의록을 통해 보면, 체로 1965년 말엽이나 1966년 엽 즈음 방송 난청지구에 한 공보부의 

기본방침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소의 설치보다는 국유선방송 회의 지방조직을 활용한 

스피커의 확장․보 으로 굳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에 담긴 공보부 차 의 치사(致辭)에

서는 “ 회의 지방조직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 으나 앞으로는 이 조직을 효율 으로 활용할 방

침”(이시복, 1966, 21쪽)임을 밝히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많은 재원으로써 계소의 설치를 하

는 것보다 재원 약을 하여 스피커를 확장·보 시켜 주기 바란다”는 강원도 지부장의 질의에 

하여 공보부 측은 “ 계소의 설치는 이미 끝났다고 보며, 앞으로 스피커를 확장․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시복, 1966, 23쪽)임을 밝히고 있다7).  

7) 정부의 기본방침이 계소의 설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1966년 이후에  계소의 설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6년 , 장흥, 보성, 그리고 1967년 하동, 울진, 정선 등지에 계소를 설치하는 등(국무총리 기획조사실, 

1967/1968), 1962년부터 1968년 말까지 출력 1KW 계소 15개소, 250W 계소 8개소를 각각 신설하 다(국무총

리 기획조사실, 1969, 465쪽).  

그림 3. 1966년에 수립되었던 스피커/앰  보  5개년 계획

* 출처: 국무총리 기획조사실 (1966). <行政白書1966>. 서울: 국무총리 기획조사실, 396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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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당시 수립되었던 스피커/앰  보  5개년 계획의 연도별 내용은 <그림 3>과 같았

지만, 이후 그 목표치는 수정되어 <표 4>와 같이 실시되었다. 체로 1967년도까지는 계획했던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는 양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유선방송 회는 공보부의 확장계

획에 근거하여 1968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특수지역( (接敵)지역  간첩

(間諜)출몰지역)에 스피커 보내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방송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특수지역의 

주민들에게 수신기를 공 , 국민의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북괴의 남방송을 지함으로써 북괴

의 만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어  : 특수지역에 스피커 제작, 보  - 유선방

송 회, 시범 앰 도 설치, <방송문화> 1968년 3월호)하고자 하는 활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체로 1968년을 기 으로 농어  스피커 보내기 운동은 차 사그라들기 시작하여, 1969년 무

렵엔 거의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의 근거로는, 국무총리 기획조사실에서 발간하

던 <행정백서> 1970년 부터 스피커 보내기 운동에 한 통계수록이 빠져 있다는 , 그리고 마

이크로웨이  통신망8)이 1967년도에 개통․완료되었다는 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웨

이  통신망의 개통으로 기존의 난청지구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계기가 마련된 것은 스피커 

보 운동 뿐만 아니라 유선라디오 방송업계 체에 큰 도 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표 5>의 시기별 변화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농어  지역의 스피커 보 은 1960년  반 이

후 속하게 감소하 다.

1960년  반 이후 값싼 트랜지스터 방식에 의한 라디오 수신기 보 이 크게 확 되어 

1960년  말 농 지역에 공 된 라디오가 240만 에 육박하게 되자 농 지역을 심으로 개

되었던 유선앰 방송은 완 히 쇠퇴되기에 이르 고, 1970년 에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이 활발

8) 국내 마이크로 웨이  시설은 1962년 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6GHz 의 마이크로 웨이  통신망의 구축을 계획

하여, 1966년 서울~부산, 서울~ 주 간의 구간을 완공하고, 1968년 서울~강릉 간의 구간을 완공한 것이 시작이었다

(강철희 외, 1992, 105쪽).

구  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계

계  획 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500,000

실  410,000 396,115 100,000 ― ― 906,115

비  고
  - 1966년 이 의 기보 수는 850,274 임

  - 1968년 실 은 12월말 재 추계임

* 출처 : 국무총리 기획조사실 (1969). <行政白書1969>. 서울: 국무총리 기획조사실, 466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표 4.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스피커 보 계획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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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에 따라 당 의 유선식 앰 와는 다른 스피커에 의한 앰 방송이 리동(里洞) 단 로 설치되

어 활용되기에 이르 다(농 진흥청, n.d., 15~16쪽).

3.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는 집권 이후 공보방송망 구축을 한 사업으로서 방송난청

지구 해소사업을 꾸 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산의 제약 속에서도 ‘ 성방송의 방지’라는 나름

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당시의 공보부는 여 히 부족하고 미진하다는 정책  평가를 내

리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단에는 ‘농 근 화에 한 방송의 기여’, 즉 정부의 산업정책 홍

보라는 경제  단기 이 작용하 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공보행정’ 강화에 한 1965

년 무렵 박정희 통령의 연두교서에서도 직 으로 확인된다. 

1965년 1월 16일 연두교서에서 박정희는 “공보행정에 있어서는 국의 주요난청지구의 해

소”(문화공보부, 1979, 38쪽)를 언 하 고, 1965년 10월 19일 시정연설에서는 “공산진 의 선

공세에 처한 반공선 활동을 강력히 개하기 하여 각종 홍보매체의 국  확산을 강력

히 추진하여 난청지구를 해소하며 특히 획기 인 지방홍보활동에 주력하여 문화혜택의 지방 균

(均霑)을 이룩할 것”(문화공보부, 1979, 39쪽)을 강조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65

년에 이 진 ‘각종 홍보매체의 국  확산’과 ‘지방홍보활동’에 한 통령의 심표명은 “國․

道政시책의 신속한 PR과 농어 근 화사업의 일환”(충청남도 편, 1967, 356쪽)으로써 추진된 

1960년  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지역사회(농 )개발을 한 내무부의 기반행정 육성방침  

(1966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은 1965년 부터 내무부가 지역사회

연월 앰 스피커 라디오 계

1966.12.31 3,728 1,100,274 1,107,526 2,211,528

1967.12. 5,782 1,326,563 1,524,804 2,851,367

1970.8 7,286 512,884 2,540,375 3,035,259

1972.12 6,060 369,034 3,400,340 3,3769,374

*출처 : 한국방송 회 (1997). <한국방송70년사>. 서울: 한국방송 회, 378쪽에서 인용; 기획조정실 (1967). <제1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1962~1966) 평가보고서: 평가교수단>. 서울: 기획조정실, 736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표 5. 1960년  반부터 1970년  까지의 유선방송시설(앰   스피커)와 무선라디오의 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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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개발을 해 추진했던 기반행정 육성방침을 그 직 인 모태로 한 것이었다. 내무부 주

의 기반행정 육성사업은 ‘일하는 해’로 선정되었던 1965년 2월 13일에 구에서 열린 지방장

회의 때 천명된 사업이었다. 우선 첫 지방장  회의가 박정희 통령과 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지

방도시에서 개최되었다는 은 기반행정 육성사업의 기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간 으로 엿

볼 수 있게 한다.

지방장 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한 것은 증산, 수출, 건설의 실질 인 추진체라고 할 수 있는 지

방청의 행정상황과 지의 실태를 공동으로 찰하고 문제 을 신속히 시책에 반 시킬 수 있다

는 에서 그 의의가 자못 컸다(행정연감편찬 원회, 1966, 156쪽).

이와 같이 내무부의 기반행정 육성사업은 박정희 정부가 핵심 으로 추진하고 있던 농  

근 화 사업의 실질 인 추진체인 지방 청의 시책에 한 신속한 PR을 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특히 이 사업은 주요 농어 의 경우 “크고 작은 소식이나 가족계획, 미터법 등의 지식

을 얻는데 80%가 유선방송에 의존하고 있”( 국유선방송 회, 거북이 지원부 를 돌아보다, 

<방송> 14호, 1964, 11, 11. 3면)다는 범 한 상황인식에 입각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인식을 내무부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은 당시 내무부 장 의 에서도 확인된다.

“....( 략).....그러나 수년 부터 농 에 보 되기 시작한 라디오 앰 는 이 땅의 농민생활에 

하나의 명을 가져왔다. 아직 TV나  설비의 극장같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듣고 싶으

면 언제라도 스윗치를 넣어 들을 수 있는 방송에 때때로 마을을 찾은 순회 화, 거기다 마을문

고까지 있으니 아쉬운 로 농민들 마음의 양식은 채워질 수가 있다........( 략)......우리 농

에 문화의 꽃씨를 뿌려주고 문명의 물길을 해  유선방송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농 지역사

회의 ‘Information Center’가 되어 행정당국의 시책에 발맞춰 지역사회개발의 선구자가 된다

면 한국농 의 부흥발 은 그 속도를 더욱 빨리 할 것이다”(양찬우, 1965, 4쪽)

1965년 지방장 회의에서 내무부 장  지침으로 시달된 기반행정 육성지침  가장 요

한 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읍면 부락간 앰 시설 요강(要綱)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

의 자기부담 50%, 행정단체의 부담 45%, 그리고 국고 부담 5%의 기 으로 산이 편성되어 

시군 단 의 방송센터 건립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기반행정 육성사업에 입각한 1965

년의 시군 방송센터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목할 은 각 도 간의 경쟁을 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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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이다. 

同지시요강을 보면 명년부터 5개년계획으로서 無앰  일소와 읍면, 里洞 간의 방송망 단일화 

시설에 소요되는 자 은 業  자기부담 50%, 郡費, 道費 부담이 45%, 국고부담 5%의 기 에

서 국시군에 일제히 명년도 총 산에 반 시키도록 엄명하고, 지난 8월 에 열린 바 있는 지

방장 회의 시에도 이를 재확인하여 現今 국 각 시군이 同 豫算計 上에 銳意 노력 이라 한다

(KWBC소식 : 基盤行政育成과 邑面앰 시설,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16-17쪽).

내무부에서는 1965년도 지방행정 기본시책의 하나인 기반행정육성사업에 한 간평가를 실

시하여 각도 시책을 비교검토하는 동시에, 사업추진 상의 문제 과 장애요인을 발견, 시정하기 

하여 9월 7일부터 15일까지 국의 10개시도와 20개 읍면, 20개 리동에 하여 지확인을 

실시하 다(행정연감편찬 원회, 1966, 155-156쪽).

이에 따라, 1965년 반 이후부터 각 지방도처에서는 각도 공보실의 주도로 경쟁 으로 시

군 방송센터가 건립되기 시작하 다9).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시해서, 시흥, 안성, 이천, 

양평, 가평, 강화, 포천이 벌써 시군( 郡)단  일원화 방송의 실 을 본 바 있었는데, 지난 6월 

15일에는 주(廣州) 일원화 방송실이 군청 구내에 설치”(지부동정(支部動靜) : 경기도 주군 

방송센터 공,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17쪽)되었다. 충남 산에서는 8월 20일에 유선

방송센터 개소식을 거행하 다(지부동정(支部動靜) : 충남최 의 방송일원화,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18쪽). 한 아직 실 되지 못한 지역에 해서도, 각 도별로 1966년 본격  실

시를 계획하 는데, 유선방송 시범도(示範道)로 선정되는 것이 정부지원에서 있어서 많은 혜택

이 상되는 가운데 라남도는 유선방송 시범도(示範道)로 지정받는 데 열을 올려 1966년 1월 

바로 시범도로 선정되기도 하 다(KWBC통신 : 남, 유선방송 확장 5개년계획 추진, <유선방

9) 이 게 각도 지부를 심으로 시군방송센터 건립이 이어지자, 국유선방송 회는 1965년 11월 12일 내무부장 에

게 유선방송사업의 지원을 건의하 다. 이 건의를 통하여 유선방송이 행정의 말단침투와 정부공보선 에 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농어민을 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인 만큼 극심한 운 난으로 인해 폐업자가 속출하는 등 

궁박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지 하고 기 기구의 극 인 지원육성이 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강조하 다. 이 

때 건의사항의 요지는 “사업보조 의 책정, 가. 정부가 수립한 유선방송사업 확장 연차계획을 강력추진할 수 있는 사업육

성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자체 산에 계상토록 하여 주실 것. 나. 국유선방송 회 各道지부가 명실공히 유

선방송사업의 확장강화를 한 활동을 개할 수 있는 최 한도의 사업․운 보조비를 계상토록 하여 주실 것”(유선방송

사업지원을 내부부장 에 건의, <유선방송소식> 1965년 10․11월 합병호, 23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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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식> 1965년 10․11월 합병호, 24쪽 ; 임석 , 1966, 20쪽). 당시 충청남도의 계획안을 하

나의 사례로서 발췌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앞서 언 한 소요 산에 한 기 은 각 도 자율

로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목  

방송수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道內 208,258 가구에 한 유선방송시설의 보 확장을 기한다.

2. 방안

가. 郡에 유선방송센터를 설치하고 기시설되어있는 행정 화선을 이용, 읍면에 통합수신시

설(複調機)을 신설하여 官, 私設 유선방송업체의 방송실까지 연결시키는 동시에 주민(일

반가구)에 스피커를 보 시킨다.

1) 유선방송센터 시설비 7,285,000원  수신기 16 (480,000원)와 시설비는 정부보조

에 의하고 잔여 액은 도, 시, 군비에서 부담한다.

2) 스피커 208,258개(41,651,600원)  189,284개(37,856,800원)는 주민부담과 스피커 

모집운동에 의하여 충당하고 잔여 18,974개(3,794,800원)는 道 郡費에서 부담한다.

3) 소요 電柱 70,000本(21,000,0000원)은 시군 자체에서 고사목 벌채 등의 방법으로 해

결한다.

4) 電線 7,000Km  3,500Km(5,250,000원)는 道 郡費에서, 잔여 3,500Km(5,250,000

원)는 주민 부담으로 한다.

5) 複調機(읍면시설) 171개(2,565,000원)는 郡費에서 부담한다.

...하략...

(시군 유선방송센터 설치  방송망 확충계획-충청남도, <유선방송소식> 1965년 10․11월 합

병호, 13-14쪽)

구분 기재수 소요 산 財源別 비고

방송센터 16개소 4,720,000원
앙

道 郡
복조기, 선, 주 제외

스피커 208,258개 41,651,000원

리동장 방반장은 

도시군/주민

기타/스피커모집

(18,974개)

(149,284개)

(40,000개)

선 7,000km 10,500,000원
道 別 50%

주 민  50%

(3,500Km)

(3,500Km)

주 70,000本 21,000,000원 시군 부담 고사복 벌채등

複調機 171 2,565,000원 道 郡 부담

계 80,43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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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내용

일원  유선방송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방송 난청지구를 해소하고자 하 던 

공보부의 의도와 함께 국·도정(國․道政) 시책을 신속하게 PR하기 한 기반행정을 육성하고자 

하 던 내무부의 의도 한 있었던 바, 두 행정부처의 긴 한 조 하에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은 

1966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10). 1966년 이후 공보부가 추진했던 방송과 련한 여러 가

지 사업 의 하나로서, 농어  앰 /스피커 보내기 운동과 함께 가장 큰 목표 던 사업은 ‘군

(郡)단  일원방송’의 사업이었다11). 이는 아래 국유선방송 회 이사장 김우경의 언 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에서는 년을 ｢유선방송확장의 해｣로 정하여 여러 가지 유효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

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목표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근 화의 일환책(一環策)인 ｢군단  

일원방송(郡單位一元放 )｣의 실시입니다”(김우경, 1966, 5쪽).

주목할 은 이러한 ‘군(郡)단  일원방송’사업의 추진이 1963년 12월 창립 이후 국유선

방송 회가 제기했었던 1964년의 ‘무선방송국 추진’과 1965년도 반의 ‘ 앰 의 합리화 

방안’과 그 근본취지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 성격은 이하게 달랐다는 데 있다12). 

즉, 유선라디오 방송의 질  향상을 해선 유선방송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라는 측면

에서는 비슷하지만, 국유선방송 회의 문제제기가 유선방송업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이 졌던 

데 반면 공보부의 ‘군(郡)단  일원방송’사업은 유선방송업 외부로부터 강제되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보부가 추진하는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에는 ‘공공성’이라는 이념  

근거의 뒷받침을 받았다. 다음은 당시 <유선방송소식> 1965년 10․11월 합병호에 게재되었던 

10) ‘군단  일원방송’사업에 한 계획수립과 시행이 구체 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

만, 이시복(1966, 24쪽)의 에서 “군(郡)일원화방송  군(郡)센터 설치는 재정 인 면, 기술 인 면에서 애로가 많으

니, 정부의 극 인 보조로서 실 해 주기 바란”다는 충북지부장의 질문에 하여 공보부 측이 “유선방송확장 5개년 계

획  군(郡)센터 설치, 일원화방송 계획 등 유선방송육성방안에 하여 최종 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명간 결정될 

것”이라고 언 하고 있다는 , 그리고 1966년 6월 24일 각도 공보실장  유선방송 각도지부장 연석회의가 열려 유선

방송 군센터 설치추진에 한 각도별 진행사항과 산확보상황 등이 논의되었다는 (<방송> 80호, 1966, 6, 27. 2면)

으로 미루어 보아, 체로 1966년도 상반기에 본격 으로 수립․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공보부에서는 신년도의 유선방송사업 합리화 방안을 구체 으로 수립하고 있다. 년에 비해서도 실효성이 많은 

이 방안은 不遠 구체화될 것인데, ○ 示範道에 한  지원, ○ 청취료의 인상, ○ 郡일원방송센터 설치에 한 지

원 등이 포함되었다”(KWBC통신: 유선방송사업의 합리화안, <유선방송소식> 1965년 송년호, 28쪽).

12) 국유선방송 회의 ‘무선방송국 추진’과 ‘ 앰 의 합리화 방안’에 해선, 윤상길(2016)의 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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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윤리 원회 사무국장이었던 모기윤의 이다.

....( 략)...방송의 기본 사명의 하나인 공공성이나 윤리성으로 보아서도 꼭 일원화(一元化)되

지 않으면 안 된다. 재 각 농어 을 가다가 공 에 거미  같이 늘어선 유선방송 시설을 볼 

때, 마음 흐믓함을 不禁이나, 다시 숙고해 볼 때 과연 앙의 것을 계한 나머지 로컬 방송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궁 증과 아울러 불안과 그 험성을 걱정하게 하는 되는 苦哀가 있다. 

그 규모나 시설이 빈약할망정 방송은 방송이다. 곧 작은 하나의 ‘방송국’이다. 청취자의 수야 백

만이든 단 백명이든, 가 각 가정 깊숙이 스며드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다. 재와 같이, 리

(里), 구(區), 부락이 제멋 로의 방송을 할 때, 연구도 고 역량도 부족한 실무자는 과오를 범

하기 쉬운 일이다. 방송이 본래 일개인의 리를 목 으로 하거나 어떤 정책선 을 한 것이 

아니요,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는 것인즉 어  무모하게 경솔히 

일언일곡(一 一曲)인들 방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 속히 각 부락마다 임의의 방송을 지양하

고 시 히 郡단 의 일원화 방송이 이룩되기를 구하는 바이다(모기윤, 1965, 4쪽).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보부의 ‘군(郡)단  일원방송’사업은 국유선방송 회의 문제제기와 

건의를 다른 방향으로 유( 有)한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6년 이후에 추진된 ‘군(郡)

단  일원방송’사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1965년도 반부터 내무부의 주도로 실시되었던 ‘시군 방

송센터 건립’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첫째는, 이 의 것이 기존 통신선로와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던 데 반해, 1966년 이후의 것은 기존 통신선로와의 장애를 최소하기 하기 한 기술시스템을 

고안해 내고자 하 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의 것이 방송센터에 한 운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반해, 1966년 이후의 것은 일정 정도 정해진 운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다. 

(1) 일원화된 유선방송의 기술  구성

방송의 기술시스템과 다소 달리, 기본 으로 계시스템이었던 유선방송의 경우엔 그 기술

시스템은 크게는 수신 시스템, 송신시스템, 수신기(스피커)로 이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선방송의 수신 시스템과 수신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FM수신기 보   스피커 보 과 련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송시스템과 련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부분과도 연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으로 郡단  일원방송사업은 각 행정단 의 유선방송업자를 기술

으로 군(郡) 방송센터로 통합․계통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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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WBC기술연구실 (1965). 방송센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유선방송소식> 1965년 10․11월 합병호, 9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러나 각 행정단 의 유선방송업소와 면 방송센터, 그리고 군 방송센터를 기술 으로 어

떻게 계  할 것인지와 련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했다. 이때 고려되었던 기술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는데, 첫째가 실선(實線)에 의한 연결방법이고, 둘째가 무선(無線)에 

의한 연결방법이며, 세 번째가 기존의 행정 화선을 이용한 반송(搬 ) 방식이었다. 

국유선방송 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앞의 두 방안은 각각 다음과 같은 단 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실 이지 못한 방안이었다. 우선 “실선으로 이 계통을 연결하는 방법은 총 

연장거리의 과도함이라는 단  때문에 부 하 다. 그리고 (군 센터에서 발사되는 를 각 

면 업소에서 수신  하는 방식인) 무선에 의한 연결방법은 가 군(郡) 지역 바깥으로도 나가

기 때문에 한지성(限地性)을 잃게 되는 단 과 동시에 송신기를 보수할 기술진이 부족하다는 , 

군 지역 내에 난청지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 ”(KWBC기술

연구실, 1965, 9쪽)하 던 것이다. 반면, 산하 기술연구실에서 자체 시험개발한 기술 - 반송

와 음성주 를 분리하는 필터 - 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유선방송 회는 기존의 행정 화선을 

이용한 반송 송신방식의 채택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군청과 각면(各面) 간에는 이미 행정 화선이 가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 화선을 이용해서 各己 화에는 계없이 우리 유선방송을 보낼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해 본 

것이 행정 화선을 이용한 반송 송신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설되어 있는 행정 선을 이용해서 음 (超音波)를 가청주 (可聽周波)로 변조(變

調)해서 화선에 공 하여 그 선이 연결되어 있는 어느 지 에서나 복주기(複調機)를 설치해서 

변조한 가청주 를 색출해 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때 물론 화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 

郡 유선방송센터

↓

각 面 유선방송센터

↓

각 里 유선방송업소

↓

각 청취자

그림 4. 郡단  일원방송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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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화(混話)와 통신장애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반송 화방식(搬 電話方法)

이라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선에 의함으로써 한지성(限地性)은 물론 난청

지역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며, 선로의 가설비 한 약될 것이고 반송 (搬 波)를 어느 한도 

내의 주 수로 당히 선정하여 공 할 때는 그 가 공 (空中)으로 발사하지 않으므로 타지

역에 방송내용이 알려질 리도 만무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 으로 빈약한 우리 업소들에게는 가장 

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KWBC기술연구실, 1965, 9쪽 ; 강조는 필자).

이와 같이 국유선방송 회의 방안인 화반송 송신방식은 기존 화선로에 한 화(漏

話)와 통신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행정 화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보부는 이 국유선방송 회의 방안을 극 으로 채용했던 것으

로 보인다13). 

이에 따라, 공보부는 유선방송확장계획에 따라 “산간벽지 등 민간유선방송의 개척이 곤란한 

지역에는 앰 를 신설하며, 민간유선방송의 개척이 가능한 지역에는 의욕 인 민간인에게 

보조하여 민 앰 를 신설하고 기설 앰 를 최 한 활용하며 국의 139개군에 유선방송센터를 

13) 1960년  반 반송 화 단국장치의 경우 비교  수요가 많아, 이의 부분 인 국산화가 진행되었다(강철희 외, 

1992, 66쪽)

그림 5. 국유선방송 회의 계방식

* *출처 : KWBC기술연구실 (1965). 방송센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유선방송소식> 1965년 10․11월 

합병호, 9쪽에서 인용.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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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국에 보 되어 있는 앰 를 군센터에 연결함으로써 유선방송운 을 일원화하기로 하

다.” 그리고 1,382개면에 유선방송 면수신소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국 각 시를 제

외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앰  3,488 를 면(面)수신소14)에 연결하여 면수신소로 하여  군

센터방송을 계  함으로써 유선방송을 건 화하기로 하 다(각도공보실장  유선방송각도지

부장 연석회의: 유선방송일원화, 군센터설치 스피커보 확장, <방송> 제80호 (1966, 6, 27)). 

(2) 일원화된 유선방송의 운 형태와 이후 경과

일원화된 유선방송의 운 형태와 련된 국유선방송 회의 기본입장은 “방송센터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의 핵이요 기능의 총화이기 때문에 센터 운 주 개인의 독보 인 운 체

제나 방법에 떠맡겨 놓을 수 없고, 따라서 방송센터는 어디까지나 지역 내 체사업자의 결합체

인 ‘방송센터 운 원회(가칭)’에 의해서 운 되어야”(기획실, 1966, 11-12쪽)한다는 것이었

다. 한 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되었다.

1) 운 원회의 구성

a) 구성원

방송센터 운 원회는 各 ․군 단 로 구성하고 회원총회, 상임 원회  방송부로 분류하

여 존립한다. 회원은 그 시군의 체사업자를 비롯하여 독지가, 공공(公共)․문화단체, 자치단

체의 각 표 약간명으로써 조직하고, 상임 원은 各面의 표자 각 1명과 총회에서 선출하는 5

명 내외의 인사로써 조직한다. 그리고 방송부는 리담당, 방송담당, 기술담당으로 분류, 도합 8

명 내외의 직원으로 조직하되, 직원의 채용은 센터 운 주가 상임 원회의 양해를 얻도록 한다.

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이 있으니 그 하나는 센터의 운 주는 반드시 상

임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상임 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방송실시에 옮기는데 정

확하고 편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상임 원에는 지역사회의 공공단체 표나 독지가들

이 되도록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 인데, 이것은 그들의 의사가 방송내용에 반 되는 바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14) ‘면(面)수신소’라는 표 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연의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수신’한다는 것은 

무선 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군(郡) 방송실 송신기에 의해 군면(郡面) 간, 면리(面里) 간 행정 화선을 통해 송

신되는 반송 (搬 波)를 수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부동정(支部動靜) : 경기도 주군 방송센터 공, <유선방송소

식> 1965년 9월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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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기

.......(하략)....

(기획실, 1966, 12-13쪽).

군(郡)단  일원방송의 송신시스템에 한 국유선방송 회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이의 운 형태와 련된 국유선방송 회의 제안은 체로 큰 틀의 변경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으

로 보인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로 운 원회의 자체 편성지침 수립을 통해 

자체 로그램이 질 향상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략).... 재 정부와 유선방송 회에서는 소  군(郡)단  일원화(一元化)방송을 추진시

키고 있다. 이는 군내(郡內) 각 업소를 면별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군단  방송센터의 주  하

에 속시키는 것이다. 방송센터는 운 주가 있으나 리운 에 있어 지역사회의 공공(公共)․

자치단체 표와 업자 표들로 구성된 운 원회가 주  되어 있는 모양이다.

유선방송의 목 은 단순히 앙 는 지방방송국의 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의 실

태에 응하여 지역사회발 의 일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체 로의 확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화의 공통문제를 주지 각성시키고 정책을 지역  특수성에 응․변용시키고 주민 간의 상호

의사교류로 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재 앰 업자들도 자체 로 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이

용하고 있으며 面방송 郡방송시간이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그 자체 로가 때로는 面의 시달, 

앰  운 자의 자의 인 내용, 방송의뢰자들의 요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질서하며 

수 의 것이 되기 쉬운 형편이다. 따라서 앰 운 자의 의식수  여하에 따라서 官의 극성 여

하에 따라서 제각기 나름의 자체 로가 방송되고 있으며 자체 로의 질 향상과 통일성을 기하기 

한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에서 볼 때, 군(郡)일원화는 자체 로를 

향상시키고 통일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郡)방송센터 운 원회에서 

지역사회의 실정에 합한 자체 로 편성지침을 수립하여 그 할하 각 앰 업소에서는 이에 

하여 로를 편성․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郡)방송센터에서는 각 업소의 다이얼․

콘트롤러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오갑환, 1965, 6-7쪽). 

이 듯 국유선방송 회의 방안이 받아들여지게 되자, 각 지역의 지부에는 유선방송 일원

화 사업에 한 조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남지부장 임석 의 에서 그는 유선방

송사업의 확장과 합리화를 추진하는 행정기 의 사업에 해당 지부가 극 인 조를 보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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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본인이 남지부장의 책을 맡아 일해온지도 어언 5년이나 되었습니다. ....( 략).....다음에

는 우리 지부의 당면사업계획의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5. 행정에 한 조

유선방송사업을 확장하고 합리화하는 행정기 의 각종 사업에 하여 극 인 조를 보내

도록 하되,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가. 시범도(示範道)로써 추진 인 1邑․面 1개 방송소로 통합하는데 조하여, 사업자 자

신들이 납득하고 이해토록 조정(調停).

나. 各郡 반송  계송수신 장치  FM송수신시설에 기술 제공

다. 유선방송 기자재 구입  공 에 한 조(임석 , 1966, 20쪽).

재 1966년 이후의 군 단  방송센터에 한 자료가 풍부하게 발굴되지 않아서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체로 군단  방송센터는 1970년 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유선방송

회가 “1968년에 유선방송 시군센터 요원교육에 주력, 4월  1주간 국유선방송 아나운서 강

습회를 개최하 고, 9월부터 2개월간은 국을 순회하여 각도별로 센터 기술세미나를 개최하

”(합동통신사, 1969, 232쪽)고, 1969년 주요사업으로 “ 국 시·군 유선방송센터를 한 <메

아리의 샘>을 월 3회 300부씩 발행, 국에 배포했고, 8월에는 국 시·군 유선방송센터의 아나

운서들을 청, 제2회 아나운서 강습회를 열었다. 9월에는 지역사회개발과 유선방송의 역할, 유

선방송근 화의 진이라는 주제를 갖고 유선방송근 화 세미나를 열었으며 11월에는 엔지니어

강습회를 개최했다”(합동통신사, 1970, 266쪽)는 <합동연감>의 언 , 그리고 1970년   국

유선방송 회가 “군(郡)방송센터의 방송요원의 기술강습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유선방송이 “보

통 시군( ․郡) 공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방송센터에서 보내주는 하루 평균 1시간 30분의 

방송과 KBS방송을 계하며, 자체방송도 하고 있다”(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9쪽)는 언 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편 공보부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을 실질 으로 주도했던 국유선방송 회는 1968년 

무렵 새로운 유선방송시설에 의거한 별도의 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사업다각화를 시

도하고 있었다는 도 확인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선방송시설을 향토방  연락수단으로 활용하

는 방안”(합동통신사, 1969, 232쪽)으로서, 회에서는 각도의 유선방송 시범 군 센터를 선정, 

시범앰 (telephone speaker 부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주군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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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에는 한국 최 의 유선방송과 화의 겸용시설 시범사업소를 설치했다15). 한 1970년 

후로 군 단  일원화사업은 시 단  일원화사업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4개소의 유선방

송사가 시 방송센터로 통합되어 운 의 일원화가 기해졌던 의 경우에 “1969년 12월말 

재 유선방송의 스피커 1천 3백 , 1968년도와 비하면 스피커는 2,208 가 감소되었”(

시, 1970, 264-265쪽)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지역공보매체로서 유선방송의 가치

를 1960년  후반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지방 행정 청의 입장에서도 1970년  

반 새마을운동 등의 지역개발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던 에 있었기 때문에 유선TV방송 사업자

에게 호의 이었다”(정 철, 1992, 256쪽 ; 한민국 유료방송 50년사 편찬 원회 편, 2015, 

55쪽)는 기존 연구의 언 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지역마다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체로 

1970년을 후로 스피커를 주로 한 군 방송센터  시 방송센터는 쇠퇴하고, 무선라디오와 텔

비 을 주로 한 유선텔 비 방송(CATV)으로 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공보매체

로서의 유선텔 비  방송은 행정 청의 홍보매체로서 자리잡음으로써 활동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1968년 국유선방송 회의 고

*출처: <방송문화> 1968년 3월호.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

가 보호됨.

그림 7. 1968년 시범 앰 에 설치된 유선라디오 화

*출처 : 어  : 특수지역에 스피커 제작, 보  - 유선방송 회, 

시범 앰 도 설치, <방송문화> 1968년 3월호.

원 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15) 이 시설은 일본 山西회사에서 국유선방송 회에 기증한 폰(phone)스피커 300 , 교환  2 로 설치된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도일(渡日)했던 동 회 서병석(徐丙錫) 총무부장이 일본 山西회사로부터 직  기증 받은 것이다(합동통

신사, 1969, 232쪽). 일본은 이와 같이 화와 스피커가 동시에 달려있는 장치를 통해 화의 용도와 방송의 용도 겸용

으로 사업화한 바 있는데(坂田謙司, 2005), 짧은 시기이나마 이와 같이 화와 라디오방송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모델을 채택하 다는 은 한국 자기기 제조의 역사에 있어서 한․일간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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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결론 

이 은 1960년  후반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 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을 검토하는 데 그 

목 이 있었다. 보다 구체 으로는,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후 경

과를 살펴 으로써, 권 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유선방송이 공보매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추 하고자 하 다. 

우선 본 연구는 1960년  후반기 정부에 의해 추진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의 정책  배

경과 추진내용을 검토한 결과, 1965년 이후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 추진의 정치  배경으로서 

방송 난청지구의 해소와 지역사회 개발을 한 기반행정의 정비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하 다. 냉 체제 하에서의 방송망 확장은 단순한 기술  문제에 그치지 않고 ‘ 성국(敵

性國)의 정치선 으로부터 방어’라는 정치 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난청지구의 해소는 

반공애국정신 함양의 요한 물  토 를 구축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공보부는 방송 난

청지구에 한 개념규정을 정치  시각으로부터 외방송(외래방송)의 침투가 심한 지구로 정의 

내리는 한편, 출력 송신시설의 재배치를 방송 난청지구의 주된 해소책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당시 산제약의 재정  상황을 유선방송에 한 활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 다. 한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은 박정희 정권이 핵심 으로 추진하 던 농  근 화 사업의 실질 인 추진체인 지

방 청의 시책에 한 신속한 PR을 한 방편 마련이라는 지역개발의 맥락 속에서 추진된 것이

기도 하 다.

이 게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은 방송 난청지구를 해소하고자 하 던 공보부의 의도와 함께 

국·도정(國․道政)시책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한 기반행정을 육성하고자 하 던 내무부의 의도

를 정책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이념  근거의 뒷

받침을 받으려 하 을 뿐만 아니라 두 행정부처의 긴 한 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정부는 

당시 독자 인 기술개발을 해 놓고 있었던 국유선방송 회의 기술건의안이었던 기존의 행정

화망을 이용한 반송방식을 선택 으로 받아들 다. 한 정부는 일원화된 유선방송의 운 과 

련해서도 지역사회의 공공자치 단체 표와 유선방송 업자 표들로 구성된 ‘군 방송센터 운 원

회’를 통해 자체 로그램의 질 향상과 통일성을 기하기 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

다. 그리고 유선방송 업자 표가 참여하는 방식의 운 원회를 통한 운 형태의 채택은 향후 

유선라디오 방송업자들의 극 인 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국유선방송 회의 계가 

국가의 일방 인 주도와 이에 한 극 인 동조 계로 변모”(윤상길, 2016, 219~220쪽)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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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계유선방송(RO)에 한 연구가 충분히 축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본 연구의 앞 부분에서 개 했던 한

국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기원, 도입동기,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했던 1960년  반 

이후 후반기까지의 발 과정을 통해 미루어보면, 냉 체제 속의 권 주의 국가에 의해 조건 지어

진 한국 유선방송의 공보  가치에 한 강조는 최소한 1970년 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

해 볼 수 있겠다.

그 다면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유선방송이 처한 재  상황에 함의하는 바는 무

엇일까?   방송법 70조 4항에 보면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 (속칭 ‘직사채 ’)에서

는 해설과 논평을 지하고 있다. 랫폼 사업자에게 논평기능까지 갖춘 채 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한 지배권에 한 방송산업론  우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 지만, 1970년 까지 한국의 유선방송이 발 해 왔던 역사  궤 과 조건, 사회

 맥락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직사채 의 논평기능 지 한 다분히 이 의 역사  연원에 

향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물론 1986년 유선방송 리법의 제정과정과 1991

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과정에 한 면 한 검토와 조작업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유

선방송의 기능을 국 방송의 계와 자체 공지방송에 제한시켰던 1961년 8월 제정 <유선방송수

신 리법>, 그리고 1960년  반 이후의 유선방송 일원화사업을 통해 유선방송을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시켰던 역사  경험과 이후 1970년  유선텔 비  방송의 지방행정부처와

의 력 계, 그리고 종합유선방송 출범 당시 애 부터 지역허가 체제 하 지역기능을 가진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직사채 을 허용해주되 그 기능을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공익  기능에 한정

해 버린 결정 등을 한국 유선방송 발 의 경로의존  성격을 보여 다고 보면 지나친 비약일까? 

유선방송과 련된 1960년  말 사료개발의 부족으로 인해 1960년  후반기의 상황을 충실히 

분석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 에 한 보완과 함께, 본 결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한 본격

인 분석과 이론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16) 제70조(채 의 구성과 운용)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방송 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ㆍ편

성  송신하는 지역채 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 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한 해

설ㆍ논평은 지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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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nifying project of cable 
channel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in the mid- to late 1960s

Sangkil YOON

Shinhan University 

The article was designed to trace the 'propaganda media' process of wired radio, which was 

promoted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mid- to late 1960s. More specifically,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Wired Radio Broadcasting Unified Project', which was 

promoted around the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 and Home Affairs around 1965,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the process by which wired broadcasting became a propaganda media under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According to the research, this paper identified the factors behind the 

political background for promoting 'unified wired broadcasting business' since 1965, such as 

removing the broadcasting hearing zone and readjusting the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development.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project led to the adoption of 

the operation form through the operation committee of the fixed-line broadcasting service 

representatives in terms of the system of return transmission us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telephone network, and the type of operation.

Keywords: Wired broadcasting, Unification,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ropaganda media,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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