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2019. 6. 28

㈜G1

방송사업자 일반 현황

1

□ 개요
o

설립목적

• 지식화 사회에 걸맞은 지역방송의 위상 정립
•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의 구심점 역할
•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o

운영방향

•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임을 인식하여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을 선도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도민화합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o

기본이념

•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 창조적이며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된다
o

목표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
• 강원의 가치를 담아내는 열린 미디어 창구
• 도와 도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 지향
•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채널 이미지를 지닌 차별화된 방송
•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및 창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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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주)강원민방 설립

o

2001.04.23.

(

o

2001.12.15.

TV

o

2003.10.10.

FM

o

2005.06.01.

DTV

o

2008.06.30.

DMB

o

2010.05.01.

베트남

o

2011.09.01.

HD

o

2011.10.10.

주식회사 지원(G1)으로 사명 변경

o

2011.11.23.

일본

o

2017.12.29.

UHD TV

□ 대표자 변경 현황
구분

개국
개국
개국
개국
QMG(

舊

QTV)

와 방송교류협력MOU 체결

방송 전면 개시
와 방송교류협력MOU 체결

NKT

개국

(’17.1.1.

∼

’19.5.31.)

성 명 임명일
임기
조남현 '16.3.28. '16.3.28. ～ '18.3.27.

주요약력
G1 경영국장
리빙TV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장 허인구 '18.3.28. '18.3.28. ～ '20.3.
SBS스포츠 대표이사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대표이사
SG건설 대표이사
대표이사 조창진 ‘16.3.28. ‘16.3.28. ～ '18.3.27.
회장
G1 이사
'17.3.28. '18.3.28. ～ '20.3.

□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
성명
홍대선

회사직책
편성제작국장

(’17.1.1.

∼

’19.5.31.)

임명일
‘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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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주요약력
G1편성제작부장

2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구분
전체 방송국
재허가
방송국신청

텔레비전
UHD DTV 단파
1
1
0

1

-

라디오
AM 표준FM FM
1
-

-

소계 합계
1
3

1

1

2

□ 재허가 신청 방송국 세부 현황
방송국명 매체구분 방송사항
G1
DTV방송국

G1
FM방송국

방송구역

호출부호 주파수

DTV

텔레비전 일원:춘천시, 화천군
방송사항 전반 일부:철원, 홍천, 양구,
및 광고방송
인제군

HLCG
-DTV

(CH.40)

FM

음악방송을
위주로 한 일원:춘천시, 화천, 홍천군 HLCG
방송사항 전반 일부:양구, 인제군
-FM
및 광고방송

105.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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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Mhz

3

방송국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허가
기간
이행
실적

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

향후
5년
간
계획

•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
- 보도 26%, 교양 34%, 오락 40%의 균형적인 편성과 모든
계층을 위한 차별 없고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붐업 예능
프로그램 및 올림픽 정보프로그램 제작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보프로그램,
인문학, 지역 유산 등 다양한 시청층을 위한 방송 제작
- 고령화된 농촌 관련 정규 프로그램과 장애인 관련 특집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
• 도민화합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도민체전, 도민대축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공익
행사 중계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의 정서를 담은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화합을 도모
•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
- 편성규약의 준수와 방송편성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 보도, 교양, 오락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 있는 방송 편성
및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기획․제작 프로그램 참여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도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방송의
역할 충실
- 취재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충분한 반론
기회 부여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공존’ 등 공익 캠페인 제작․방영
- 장애인 시청 지원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수어 등 제작
• 지역 화합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지역 정서와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 음악회, 전시회, 청소년 행사 등 방송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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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허가
2. 방송의 지역·사회· 기간
문화적 필요성 이행
실적

• 지역발전과 도민화합에 기여
- 지역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 지역 축제와 특산물의
홍보, 그리고 18개 시 군을 순회하는 이동보도국 운영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 도민체육대회, 도민대축제, 평화콘서트, 동해안 산불피해
성금모금 등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제작
- 지역민을 위한 공연,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송역량 집중
- 문화올림픽을 위한 친철, 미소, 인사 캠페인, 홍보를 위한
동계 종목 및 유망주 소개, 성화 봉송 안내, 올림픽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 연중 편성
- 붐업 조성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과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
- G-100일, G-200일, 성화봉송 축하행사, K-pop 콘서트, 문화
올림픽공연, 강원상품관 등 올림픽 관련 다양한 행사와 전시
개최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인 강릉, 평창 지역에 UHD 방송
송출을 위해, 지역방송사 UHD 전국 확대시기 보다 3년 앞서
선도적으로 UHD 방송을 도입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 발굴 및 콘텐츠화
- 분단도로서의 DMZ, 18개 시 군의 설화, 지역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천혜의 지역 자연환경 등의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방송 콘텐츠로 제작
- 지역 구석구석의 관광명소 발굴과 도시 발전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 보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중 캠페인으로 승화
• G1문화재단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전개
-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매년 3회 이상 개최
- 청소년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영재를 발굴․지원하는
청소년문화체육대상 매년 시상과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대학생 드림원정대 주관
- 지역 문화예술진흥 지원, 문화소외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문화나눔, 집수리 봉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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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향후
2. 방송의 지역·사회· 5년
문화적 필요성 간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대표 언론사로서 남북평화시대를 선도
- 국내 유일 DMZ 소재 정규 방송프로그램인 ‘DMZ 스토리’
계속 제작 및 DMZ 관련 연구, 학술 세미나, 행사 등 적극
참여 및 지원
- 남북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과 민간이 주관
하는 문화, 체육, 학술 행사 참여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일본, 연해주 등 동북아 지역의 방송사와 업무 교류를 통한
평화 아젠다 확산
• 지역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 지역 현안에 대해 올바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뉴스와
지역 현안 심층 분석, 지역 인물 재조명, 민원 다시보기
등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시사프로그램 제작
-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축제, 문화제 소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양정보프로그램 제작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 발굴 및 확산, 방송 콘텐츠화
-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하기 위해 자연환경․문화․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및 캠페인 제작
- 강원도의 과거와 오늘, 내일을 조명하는 지역 근현대사 콘텐츠
발굴
- 강원도에 전해 내려오는 지역 설화를 방송 콘텐츠화한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지역 18개 시․군의 설화를 소개하고
방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 문화예술사업,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방송문화 확산
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 G1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서 지역의 예술단체, 공연
기획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 방송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수요 확산하고 이러한 과정에 지역의 학생, 청년층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참여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G1문화재단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지속
- 매년 방송수익의 일부를 G1문화재단에 출연해 다양한 목적
사업과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문예 진흥과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
- 문화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해외탐방프로그램 등 G1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을 공동주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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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기본 방향
-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 선도
- 도민화합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방송의 다양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방송의 역할 수행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실적]
(단위 : 분, %)

2018년
2019년 5월
허가 계획 2017년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계획 실적 이행률
기간
이행 244,560 304,455 124.5 244,560 317,570 130 244,560 96,630 39.5
실적

[어린이, 노인, 다문화 등 세부실적]

유형 계획 2017년
실적 이행률
43,000 50,089
어린이 시간
비율 9.0 10.8 116
40,000 39,914
노인 시간
비율 8.4 8.8 99.8
1,200 2,362
다문화 시간
비율 0.2 0.5 197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향후
5년
간
계획

계획
43,000
9.0
40,000
8.4
1,200
0.2

2018년
실적 이행률
54,078 126
12.5
45,915 115
10.6
1,285 107
0.3

(단위 : 분, %)

2019년 5월
계획 실적 이행률
43,000 27,122 63
9.0 14.3
40,000 23,368 58.4
8.4 12.3
1,200 272 23
0.2 0.1

• 방송의 중요한 역할인 공익성 실현에 충실
- 공익 캠페인을 통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
- 사회복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캠페인 선도 콘텐츠 제작
- 소외계층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도네이션 프로그램 확대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지역방송의 역할 성실히 수행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 지역․세대․계층․성별 간 차별 없는 프로그램 제작
- 노인․다문화․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및 캠페인
전개
- 장애인 관련 콘텐츠 제작과 장애인 방송 충실히 제작
• 도민과 함께하는 콘텐츠와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 음악회, 전시회, 인문 강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 G1 문화재단을 통한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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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허가
기간
이행
실적

• 조직 및 인력 운영 관련
- 남북교류TF팀 구성, 뉴미디어정책팀 신설
- 평창올림픽 전담 취재팀 구성
- 자회사 설립과 전략기획팀 신설
•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관련
- 책임경영으로 재허가 기간 흑자경영 유지
- 복수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 자금 조달 및 운영 관련
- UHD방송을 대비한 미래 지향적 자금 운용 및 내실 있는
경영으로 자금의 안정성 확보 및 건실한 재무구조 구현
• 방송 기술 투자 이행 실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개최지 주변 3곳(괘방산,
대관령, 태기산)에 UHD 송ž중계소를 신설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
- 방송권역의 확대를 위해 DTV와 FM 중계소의 추가 신설

향후
5년
간
계획

• 중장기 경영 전략 관련
-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방송콘텐츠 강화와 뉴미디어서비스
확대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인력운영과 직무중심,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마련
• 자금조달 및 운용 관련
- UHD방송 시설투자를 대비한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통한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
- 지상파광고매출의 둔화를 대비한 협찬 및 기타방송사업의
강화
• 방송장비 및 시설투자 계획
- 제작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환경 조성
- UHD 송출권역 확대를 위해 송ž중계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신설하고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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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허가
기간
이행
실적

• 재허가 조건 이행 및 방송 관계 법령 준수
- 2016년 재허가 당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였음
- 프로그램 내용심의, 간접광고․협찬 관련 심의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기타 법 위반 사실이 없음
• 지역 콘텐츠 활성화 및 고급 콘텐츠 공동 제작․유통
- 지역에 소재한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 공동기획․제작을
진행해 지역 방송 인프라 확장에 기여
- 지역민방 연합PP인 9colors채널을 통해 IPTV 3사 및 위성
방송에 지역민방 콘텐츠 유통
- 9colors를 통해 고품질 UHD방송콘텐츠 공동기획 및 제작
• 방송인력 양성사업, 국제방송교류, 방송 협의체 등 지속적 지원
- 지역 대학 및 콘텐츠 유관기관과 업무협력(MOU) 체결
- 일본NKT, 베트남QMG 등과 국제교류 매년 지속
- 방송관련 각종 협회 활동 참여 및 협회비 성실히 납부

향후
5년
간
계획

• 지역의 외주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 계속
- ‘테마스페셜’ 등 정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지역 외주제
작사를 대상으로 제작기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제작사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
- ‘생방송 해피데이’ 등 정규프로그램 중 일부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도록 하여 외주제작사와의 상호협력 지속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서 지역 크리에이터와 협력
- Youtube 등 SNS를 통해 유통되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기획․제작 능력을 겸비한 지역 크리에이터에게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콘텐츠 수급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영상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확대
•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 처우 개선 및 직원 전환 채용
-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제작비 기준을 산정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
평정이 우수하고, 장기 근속하는 경우 직원 전환을 추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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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허가
기간
이행
실적

• 재난방송 운영 기본 방향
- 지역민들의 안전과 각종 재난 관련 속보, 재난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방송 실시
-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방송통신위원회) 및 G1 재난방송
매뉴얼(자체)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시행
[재난방송 편성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계획
계획
방송시간(분) 계획
방송시간(분)
방송시간(분)
대비
대비
실적 비율 실적 비율 실적 대비
비율
재난방송
14,388
436%
12,194
370%
4,200
305%
TV 전체방송시간 461,938 96% 431,146 92% 189,415 97%
재난방송 9,771 244% 7,733 193% 2,908 174%
FM 전체방송시간
523,440 100% 523,440 100% 216,540 99%

구분

유형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구분
TV
FM

6.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향후
5년
간
계획

통보
비고
건수 실시
건수 미실시
건수 실시율
501 269 232 53.7% - 국외지진 등 미실시
501 251 250 50.1% - TTS:43건 / 프로그램:208건

• 사전예방 등 재난방송 프로그램 확대
-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캠페인, 흘림
자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 사전예방 정보를 지역민에게
전달
- 생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특집
방송으로 전환해 재난 현황 및 대비요령을 전달
• 자체 재난방송 교육과 훈련 확대
- 재난 특보 방송에 대비한 재난방송교육 및 훈련을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상황에 따라 전사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 확립
• 재난방송 대책본부를 통한 특보 방송 실시
- 재난의 발생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 방송 대책본부를
통한 대응 방안 수립 및 관련 재난 방송 실시
- 특보 방송 실시를 위한 내부 업무 분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모의 훈련을 통해 재난을 상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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