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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0년간 TV와 라디오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희로애락(喜怒哀樂)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심금(心琴)을 울리는 드라마를 방영하는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

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월드컵 같은 스포츠를 중계방송할 때는 밤잠을 마다하고 시청하였으

며, 골이 들어갈 때마다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함성들을 질러댔다. 방송은 수많은 용어/언어와 손짓/

발짓을 유행시켰고, 전날 방송된 내용이 화제가 되어 웃고 울고 화내고 분노하였을 만큼 방송은 줄곳

우리 생활 깊숙이 큰 자리를 차지해왔다. 

TV방송은 흑백TV, 컬러TV, 디지털TV, HDTV, 3DTV, 스마트TV를 거쳐 이제 UHDTV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홀로그램 TV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TV방송의 발전은 TV시청의

편의성, 실감성 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시대적인 측면의 한편으로는 TV가 우리생활

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 본방사수’ 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당연히 방송시간에 맞추어 시청하여야 하고, 그 본방을 놓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재방송을 볼 기회

정도만 있었다. 물론 비디오 가게(특히 해외에서)에 가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볼 수는 있었

지만...  그러나 방송의 디지털시대가 되면서부터 점차 이런 개념이 축소되어 왔다. 케이블방송이 활

성화되고 VoD 서비스 등이 발전하여 양방향 통신을 매개로 한 방송이 주류적 자리매김을 하면서부

터 과거 한방향의 일방적인 방송(broadcasting)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어가고 있다.

칼 럼

사물인터넷 시대를 바라보는 방송은...

김 동 욱
광운대학교

<그림 1> 사물인터넷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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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key word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최근의 key word는 스마트, UHD, n-스크린, 빅 데이터, 사

물인터넷 등이며, 이들 key word들의 대부분은 방송이 아니라 통신 쪽으로 접근해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요즈음의 핫

이슈는 단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다. <그림 1>에서 사물인터넷의 개요를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림 2>

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man-to-man) 또는 사람과 기계(man-to-machine)의 통신에서 사물간 또는 사

람과 사물간 통신으로 인터넷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Microsoft사에서 2019년(?)을 겨냥한 미

래 의  생 활 을  동 영 상으로 만들어 개시한 적이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 Wo7KbLgk9S4,

https://www.youtube.com/ watch?v=bsQuIEMDaAo). 이 동영상의 내용이 바로 사물인터넷 시대의 생활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2013년 8월 28일자 ‘만물지능인터넷 패러다임과 미래창조 IT 신전략’이라는

컬럼에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림 3>에 이 컬럼에서 제시한 ‘인터넷 패러다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그림 2> 인터넷의 변화

현재 위치

<그림 3> 인터넷 패러다임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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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보였다. 이 그림에 의하면 과거 인터넷 시대(internet people, IoP)에서 2010년대에는 지금 우리가 회자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후에는 ‘만물인터넷 시대’를 거쳐 ‘만물지능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은 사물인터넷이 확장된 것으로 사물인터넷에 공간의 초월성(internet of space)을 더한 개념이다. 그 후 2030년대에는 만

물인터넷에 환경적 지능시스템이 포함된 만물지능인터넷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였는데, 이 만물지능인터넷의 개념을 이 컬럼에서

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즉, 사람과 사물 또는 만물이 공간적 제약없이 연결되고, 이 연결을 통해 행해지는 일이 기존

의 인지와 처리 수준을 넘어 판단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 각 개인의 그 많은 통신은 무엇으로 제어할까? 이 시

대가 되면 대부분의 생활은 무선통신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므로 아마도 휴대폰(?)이 될 것이다. 지금의 스마트폰보다는 더 진보

한 형태가 되겠지만, 모든 통신의 제어수단은 휴대형 단말기, 즉 휴대폰이 될 것이다. 이때의 휴대폰은 지금의 휴대폰과는 또 다른

차원의 단말기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음성통화나 데이터 송수신의 기능보다는 통신을 제어하는 제어기로의 역할

이 더욱 커지고, 오디오/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주위 사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학회 또는 더 나아가서 방송분야에 대한 미래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이

건 만물지능인터넷이건 그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송이라는 개념이 생활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까? 과연 일방적인 단방향의 방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할까? 앞으로의 사회와 생활에 있어서 통신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점점 어두워지기만 하

는 느낌이다. 물론 단방향 방송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재난방송은 지금과 같은 일방

적인 방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지금과 같이 방송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broadcasting하는 개념에서 조금은 벗어나 많

은 양의 통신과 결합된 형태의 방송이 될 것이다.

<그림 4> 사람-사물-공간의 초연결축과 인식-판단-처리의 초지능축의 상호관계

관계축
(Linkage)

위치축
(Location)

처리판단

인지시간축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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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융합’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꽤 오래전이다. 그동안 방송분야에서도 통신과 방송을 결합하는 방식의 시도가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 방송분야에서 이 방통융합을 어느 정도 외면한 면이 없지 않고, 통신적 요소와 방송을 결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온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방송을 고집해서 될 일인지는 자신이 없다는 말로 부족해 보인다. 물론 방송의 요소 중 실시

간성이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스포츠 중계나 뉴스 등은 지금과 같은 개념의 방송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외의 콘텐츠

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런 콘텐츠들은 방송 스케줄에 맞춰 방송할 필요도 없고 반드

시 TV라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방송사들은 일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로 전락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해외의 사례

를 몇 가지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Netflix와 같은 스트리밍 방송을 출현시켰고, 영국은 TV-on-Demand(TVoD)와 VoD를 결합

시킨 YouView, 유럽에서는 Hbb(Hybrid broadcasting and broadband) TV, 일본 NHK의 Hybridcast 등이 방통융합 패

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 보인다. 우리나라도 EveryonTV나 AfreecaTV 등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 방송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최소한 지금 정도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까?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콘텐츠에 ubiquitous, 즉 anywhere, anytime,

anything의 개념을 실어야 할 것이며, 그 시대의 콘텐츠가 지금과 같은 형태인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방송사들이 일

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이런 콘텐츠 제공자 역할만 할 것인가? 위에서 예로 든 외국이나 국내 방송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방통융

합 서비스면 이 시대의 방송으로 충분한 것일까?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흑백TV에서 컬러TV로 변화할 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HD방송을

시작할 때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때마다 방송분야는 각고의 노력으로 그 변화를 당당히 수용해 왔다. 통신분야

가 방송분야를 잠식해오고 있는 최근의 변화로 보면 사물인터넷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다. 이 시대가 되면 방송의 입지가 극히 좁

아질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방송분야가 다시 한 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오감방송이든 증강현실이든, 단순히 방통융합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방송의 역량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에서도 큰 축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필자는, 이 글의 상당부분이 사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건방지다는 지탄의 가능성이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지 않게 방송분야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변화와 방송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

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십분 고려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 나름대로의

숙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이 글에 같이 실어본다. 또한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도 각고한 노력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