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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송장비 수요처와 공급자의 구매인식 비교 연구 

A Comperative Study on Purchase Recognition between Domestic 
Broadcasting Equipment Demanders and Suppliers

윤명진*, 조용석*, 이선희**

Myeongjin Yun*, Yongsuck Cho*, Seonhee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콘텐츠 생산  유통방식의 격한 변화에 따른 방송장비 구매 수요처의 인 장비 

구매 인식을 비교하 으며 이에 수요자가 지각하는 국산 방송장비의 기술 신뢰도, 시스템 안정성 등의 정보의 정도가 

장비구매에 미치는 향을 연구모델을 통해 분석하 다. 방송 장비 수요에 한, 기존 연구 데이터의 미진함으로 인하

여 방송장비 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 다. 분석 결과로 외산장비에 비해 국내 장비의 단품구매와 

시스템, Block구매의 경우가 많아 호환 경쟁력이 미흡하고 기술발 이 늦다. 국내 방송장비수요처가 인식하고 있는 국

산방송 장비에 한 선호, 만족도의 향상을 기하기 한 기술 신뢰도 증진과 핵심 주요장비의 개발이 시 하며 소출력 

송신기 안테나, 모니터장비에 국한되어있는 국산 장비의 공 을 확장하기 한 개발이 시 하고 해외진출과 시장을 확

보하기 한 국내육성 지원도 요구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erception of absolute purchase of equipment for broadcasting equipment 
purchasing demand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of domestic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ethod, and the 
degree of information such as technical reliability and system stability of domestic broadcasting equipment 
perceived by consumer The effects were analyzed through a research model. Due to the lack of existing research 
data on broadcasting equipment demand, we conducted in depth interviews with surveys of broadcasting equipment 
and surveys. As a result of analysis, compared to foreign equipments, there are many cases of purchase of 
domestic equipments, systems, and block purchases. To improve the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f Korean 
broadcasting equipment, which is recognized by domestic demand for broadcasting equipment, it is urgent to 
improve the technical reliability and to develop core key equipment and to expand the demand of domestic 
equipment limited to small power transmitter antenna and monitor equipment. It is urgent to develop in order to 
develop overseas and to support the domestic market to secure the domestic market. 

Key Words : Broadcasting industrial equipment, Technique for reliability, System stability, Compatibity, UHD 

Ⅰ. 서  론

국내외 방송 환경은 HD 디지털 환이후, 모바일 등 

스마트환경으로 속히 이동하면서 방송의 콘텐츠 생산

과 유통방식 등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UHD 방송을 앞

두고 고도로 문화되고 세분화된 방송시스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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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제작/

편집 

ㅇ제작 장비 : 방송국 스튜디오  외부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음향, 조명 등

ㅇ부조제작 장비 : 방송국 부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상 환, 카메라 조명 음성조정 등에 필요한 장비 

sync발생기, 스 처, 조명 콘트롤러, 오디오 믹서, 

월모니터, 품질측정 장비 등

ㅇ편집장비 : NLE, CG 등

표 1. 방송장비의 세부범위와 구분 

Table 1. Detail Range and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Equipment

송출/

랫폼 

ㅇ방송국 내 개별 부조정실, 계 는 네트워크 

단에서 보내는 신호를 종합, 편집하여 송신소  

네트워크 랫폼으로 로그램을 송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범

ㅇ방송망  인터넷을 이용하여 TV  스마트폰, 

패드, PC 등의 다양한 단말기에 실시간  VOD 

등 양방향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콘텐츠의 

유통, 서비스의 생성  리가 용이하게 하는 

방송 랫폼

송신/

네트워크 

ㅇ최종 으로 안테나, 유무선 네트워크로 송신하는 

단계로 DTV 송신기, 송신안테나, 변조기, 수신율 

향상을 한 계기, 랫폼 단말 시스템 등으로  

구성

한 국내 방송장비의 구매 동향을 악 할 수 있는 자료의 

불충분, 국내 방송장비 산업분야에 한 기술 연구, 마

, 해외 수출 략을 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국내 방송장비 산업은 시장진입  경쟁력 부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방송장비

의 수 은 증가된 수요에 비해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의 기술력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미약하여 국내 수요조차 감당할 능력을 갖추

지 못하고 외면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장비 구매 수요처인 방송사 종사원과 

국내방송장비 제조업체 등 공 자가 지각하는 장비구매 

선정의 인 인식을 비교하고, 국내방송장비의 구매 

비선호의 원인, 상 계를 분석하여 국내 방송장비 산

업의 발 을 한 체계 이고 효율 인 활성화 지원방안

과 발  모델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방송장비 산업의 개념과 현황

방송장비산업의 개념은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 송출, 

수신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하는 장비, 기기  소 트

웨어를 포 하는 산업을 뜻하며, 콘텐츠 제작 련 상 

 음향 련 인 라를 이루는 시스템, 장비를 일컫는다. 

방송은 지상 , 성, 이블, IPTV, 모바일 방송 등 

일반 을 상으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와 교회, 학교, 

기업 등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 인 방송설비를 갖추고 

방송을 하는 ‘비방송사’, 일반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을 

모두 포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세부 인 방송장비의 범

나 규모는 다음과 같은 표 1로 구분한다.

2. 방송장비 산업의 특성

방송장비산업은 디지털 환, 방통융합, 신규 방송매체 

출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고품질화, 양방향화 네

트워크화 등으로 발 하고 있다. 련 방송장비는 문

성과 안정성이 매우 요한 요소로 기존 로벌 업체들

의 시장 경쟁력이 높았으나 디지털 환과 방송통신융합

으로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응하는 국내 신규업체들

의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스마트 미디어가 증가

되어 감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통신서비스를 통해 방송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통신장비

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즉 TV를 기존의 Lean Back Entertainment 기기에서 

능동 인 교육, 게임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순한 리모컨

에서 신규 UI/UX의 기술  제품 동향을 악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술들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

하며, 방송  오락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창

출시키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송사의 수요자가 지각하는 국산방송장비

의 기술 신뢰도, 시스템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의 정보의 

정도가 장비구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기술 신뢰도, 안정성, 기존장비와의 호완성, 그

리고 가격 경쟁력 등을 하 변인으로 설정한다. 종속변

수는 장비구매의 결과로 장비구매를 결정하는 선호도, 

만족도로 분석하 다.

독립변수 각각의 만족도 등이 장비구매 등의 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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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실질 인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 

실증  분석을 진행하 다

2. 연구대상 및 조사 분석

국내 방송사에는 지상 , 종편채 , 이블, 성, 

IPTV,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며, 각각 방송시스

템의 규모나 장비구매 수요, 공 처들의 업방법들이 

다양하여 객 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장비 수요에 한 기존 논문이나 

문헌등의 자료가 미진한 상황에서 방송장비 문가들과

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 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수요처(방송사)용 설문지는 총 

88개가 응답되었으며, 부분 지상 (42), 지역민방(4), 

IPTV (2), PP(12), SO(9), 성(3) 매체 등에 종사하는 장

비구매 실무 문가와 기술시스템 운 자등을 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즉 해외 방송 규격 승인 행 업무 

련, 시스템을 인증 행하는 사업체의 운  담당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 으며, 주로 방송사의 제작, 송출 주

조/부조에서 방송 장비 해당 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련 

분야 기술 문가를 상으로 표집 하여 설문, 조사하고, 

그 변인 계를 측정 하 다. 

구분 표집 상

지상 42

IPTV 2

지역민방 4

P.P 12

S.O 9

성 3

규격승인 인증업체 4

업운 자 12

합계 88

표 2. 국산방송장비 수요처의 설문 대상자 현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Questionnaire for Domestic

Broadcasting Equipment Demanders

연구목 과 문제 해결에 합한 방송장비 구매 업무

에 종사하는 상자를 임의표집 하여 선정하 다. 임의

표집은 연구수행의 편리성을 가지고, 특정목 을 근거로 

제한 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랫폼 방송 서

비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구 상자의 근성과 편리성

을 감안하여 On-Line을 통해 약 4주간에 걸쳐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응답을 받는 방법을 실시하 으며 연구 설

문항목의 주요 변인별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하  변인

독립변수

방송장비 

구매 의욕 

정보 기  

기술 신뢰성 

시스템 안정성

가격 경쟁력

호환성 

A/S, 교육지원

조 , 

매개변수

정부 

육성지원

기술격차 

해소

법 인 제도 마련

품질 인증제조

종속변수 구매 결정 선호 만족

표 3. 설문지 주요구성 

Table 3. Main Structure of Questionnaire

Ⅳ. 연구 분석결과

1. 구매 정보탐색 경로 조사

방송장비 수요처는 장비의 구입에 참고 는 활용되

는 정보탐색 경로는 주로 “ 고/홍보지”, “동종업계  

타 방송사 참조”, “국내외 시회”등의 정보취득 효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 고/홍보지”에 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은 계로 신뢰도에 의존할 수 있는 공 처

의 제안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단된다. 

한 부분 구입을 희망하는 방송 장비에 한 객 인 

사  검증의 방법으로 동종업계  타방송사 권고를 참

조한다는 것이 우선 이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는 장비 

구입 담당자들이 자사에서 시행하는 BMT등을 통한 신

뢰도 측정결과 외에, 동일한 규모, 방송시스템에 용된 

타 방송사의 용 사례에 향을 받고 있으며 장비수  

결정에 크게 작용한다고 단된다.

한 국내외 시회를 통한 정보취득에 많이 선호한 

이유는 다수의 제안내용과 객 화된 정보 등 자료를 확

보하여도 실제 제품의 확인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방송 장비는 구입할 시 에서 제품군의 특성상 회

사  기술력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부분 고가의 장비이므로 제조업체의 직 인 업이 높

은 순 를 차지할 것으로 보 으나, 의외로 제조업체를 



A Comperative Study on Purchase Recognition between Domestic Broadcasting Equipment Demanders and Suppliers

- 42 -

통한 구입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와 

에이 트를 통한 장비구매 정보탐색보다 부분 업제

안서, 동종 수요처의 사례, 시회를 통해 극 으로 탐

색, 결정된다는 것을 다음 그림에서 보여 다.

그림 1. 장비의 구입 고려 시, 활용하는 정보 탐색경로

Fig. 1. Information navigation path to use when

considering purchase of equipment

2. 장비 구입경로 유형

부분 방송장비 수요처의 장비구입 경로는 “총   

리 셀러 >직  납품 >업체 추천”순으로 나타났다. 외산

장비 제조사의 장비구매를 한 련정보를 탐색한 이후

엔 국내의 리 을 통해 구매행 가 이루어진다. 

그림 2. 장비 구입경로 유형

Fig. 2. Equipment Purchase Path Type

방송장비 구매의 단 는 ‘단품구매 > 시스템구매 > 

공동구매’ 순으로 나타난다. 발주  수요처는 인 라 구

축하는 시기가 아닌 경우, “단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같은 비율로 “시스템 구매”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방송 장비들은 수요처가 “단품”으

로 제공받은 경우, 기존에는 직  운용이 가능하 으나, 

최근 고도화된 신규 방송 장비는 시스템 화된 형태로 제

공되는 납품을 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동종의 수요처들 간의 공동 구매의 비율이 히 낮

은 이유는 시청률 제고, 품질유지를 한 방송사간 경쟁

으로 타 방송사와 공동 구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방송 환

경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림 3. 장비 구입 단위

Fig. 3. Equipment Purchase Unit

 

3. 방송장비 구매 만족도 조사

1) 기술력과 시스템 안정성

수입처에선 장비 구입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기술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 으로 검토하며, 방송 

규격이 동일하더라도 정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하므

로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에 많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림 4. 장비구입 시 고려되는 순위

Fig. 4. Ranking Considered When Purchasing 

Equipment (Production)

2) 장비구매 만족도, 선호도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산 방송장비의 개별 제품군별

로 구매 비선호의 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산방송 

장비의 구매 황조사에서 방송용 모니터, 수신용 모니

터, 문자 발생기, 송신기, 안테나는 만족스러웠으나 송출 

 송수신 련 장비나 시스템 분야에서는 외산 장비가 

많은 유율을 보이고 국산 방송송출, 송신장비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외산 방송장비의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 다.  마이크, 수신용 

모니터, 방송용 모니터, 문자 발생기, 송신기 안테나 등에

서도 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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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유한 장비의 만족도(국산)

Fig. 5. Satisfaction with Holding Equipment (Domestic)

그림 6. 보유한 장비의 만족도(외산)

Fig. 6. Satisfaction with Holding Equipment (Foreign)

방송장비 수요처의 연평균 구매 비 이 높은 개별 장

비 제품군은 상한 로 카메라, 상 제작 스 처, 인코

더와 다 화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세  UHD

방송 환경에서의 고품질 제작 서버  제작 환경의 다양

화로 인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 방송 사

업자들이 많은 만큼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기술 신

장과 구매 비선호의 인식을 환시킬 노력이 으로 

필요한 시 이다.

Ⅴ. 결 론

국내 방송장비의 제조기업과 수요처인 방송사들은 국

내방송장비의 경쟁력을 갖추기 해선 기술력/안정성, 

호환성, AS/업그 이드가 매우 요하고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낮게 표 되었다. 본 연구에 설정된 방송장비 구

매 선호도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직 으로 구매결정에 

이르는 요하게 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래에 견된 UHD방송 등 미디어에 노출시킬 국내 방

송장비 구매의 동력은 국내외의 기술격차를 일 정부의 

지원과 국산화 법제 마련 등 시스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방송장비수요처가 인식하고 있는 국산방송 장비

에 한 선호, 만족도의 향상을 기하기 한 기술 신뢰도 

증진과 핵심 주요장비의 개발이 시 하다. 소출력 송신

기 안테나, 모니터장비에 국한되어있는 국산 장비의 요

구를 확장하기 한 개발이 시 하고 해외진출과 시장을 

확보하기 한 국내육성 지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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