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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UHD방송 발전을 위한 본격 논의 시작
- 협의체 운영을 통해 UHD방송 종합 발전방안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차세대 방송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기관

공동으로 ‘UHD방송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16일(수) 15시,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 : 기존 HD방송보다 4～16배 선명한 화질과 다채널
(10 채널 이상) 음향을 제공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차세대 방송

□ 추진 협의체는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학계․연구계 및 매체별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임원급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며, 협의체 위원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o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지상파방송 분과,

유료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마련한
UHD방송 발전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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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첫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미 산하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첫 분과회의를 10.4일부터 개최하여 분과장을 선출
하고 향후 논의 의제를 설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각 분과에서 선출된 분과장은 협의체 전체회의 위원으로 참여

o 협의체 산하 3개 분과는 해당 분야 팀장급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
하여 주 1회 회의개최를 통해 각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C-P-N-D 전 분야를 아우르는「UHD 방송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
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UHD 방송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
붙임 : UHD 방송 추진협의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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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UHD 방송 추진 협의체’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방통위 부위원장)

오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박천일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지상파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유료방송

유지상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

콘텐츠

박상일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권순범

KBS 정책기획본부장

유환식

SBS 기획실장

케이블방송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위성방송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IPTV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최정우

홈초이스 대표

김아란

(주)스타이스트디지탈랩 대표

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

이효건

삼성전자 TV개발실장

황정환

LG전자 TV연구소장

이경국

티브이로직 대표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실장

채종석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문 연구소장

정부

학계

분과
위원장

지상파방송

콘텐츠

가전사

연구계

* 운영간사 :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디어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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