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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심의시스템 모색: 

자율심의는 적절한 대안인가?  

강 남 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방송에는 신문이나 통신과 달리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

와 함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가 비교적 강하게 부과된다(이창현, 2004). 방

송사 허가과정, 절차, 규모 등과 관련된 구조적 규제는 방송위원회가 독립행정 조

직으로서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지위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방송법의 행정법적 성격

에 근거를 두고 있다(오준근, 2004). 내용규제는 방송 전파가 갖는 공공성 및 유한

성(scarcity)과 함께 방송매체의 사회적 파급력(pervasive)이 통신은 물론이고, 신문 

등과 같은 인쇄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방송매체는 신문과 같은 타매체에 비해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한 등급 낮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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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status of protection)를 받고 있다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 판례(Red Lion 

Case, Pacifica Case)는 언론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미국에서조차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일정정도의 규제가 정당성을 띤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방법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방송매체의 내용규제가 부

과되고 있는 실정이고(임종수, 2005), 이러한 내용규제를 절차화 시킨 것이 방송심

의 제도이다.

방송내용 심의유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내용을 심의하는 시점이 프로그램 방송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사전/사후 

심의기준이고, 두 번째는 심의 담당 기구의 종류에 따라 가르는 자율/타율 기준이

다1). 그러므로 각각의 조합에 따라 ① 사전 타율심의 형태, ② 사전 자율심의형태, 

③ 사후 자율심의형태, ④ 사후 타율심의형태로 나눌 수 있다. 사전 타율심의는 사

전검열로 헌법 21조 2항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가 없다. 사전 자율심의는 방송사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체심의를 말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현재 광고자율심의 기구에서 수행하는 광고내용 심의로 위헌, 합헌 

논쟁이 치열한 실정이다(이승선, 2005). 사후 자율심의형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

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심의형태로 보기는 힘들다. 굳이 예를 들자면 방송사 

1) 심의 기구가 방송사 자체일 경우는 물론 자율심의이다. 하지만 방송사 외부의 기구라 하더라도 이 

기구가 정부나 규제기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방송광고 심의

는 방송사나 광고사와는 관계가 없는 제3의 민간기구에 의해 사전에 광고내용을 심의한다. 이 경우 자

율심의 형태로 간주한다. 타율심의는 경우 정부기구나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위탁조직에 의

해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으로 1996년 영화 사전검열에 대한 헌재의 

위한판결(헌재 1996. 10. 4. 93헌가13), ‘영화등급 분류 보류제도’에 대한 2001년 헌재판결(헌재 2001. 

8.30. 2000헌가9) 등에서 명확히 제시되었다. 황성기(2005)는 인터넷 내용심의를 다루는 정보통신 윤리위

원회의 기구 성격에 대해 동일한 관점에서 법적 위상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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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의기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monitoring)을 들 수 있

다. 사후 타율심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제3자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심의는 미국, 영국과 같은 방송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규제기구에 의해 프로그램을 의무 모니터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들로부터 불만(complaints)이 제기된 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위반 여

부를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최영묵, 2005).

현재 우리나라 방송심의제도는 사후 타율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형식적으

로 사전에 국가기관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전심의가 위헌적 검열

이라고 했을 때, 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는 위헌소지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

다.2) 그런데 이러한 위헌 여부보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새로운 

형태의 심의 시스템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방송심의제도 원형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

진 방송위원회에 편입되면서 만들어졌다. 그 후 방송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해 지

금은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서비스에 이어, 위성/지상파 DMB 방송까

지도 서비스를 시작해 말 그대로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로 진입하였다. 더구나 이

론상 무한대의 채널을 공급할 수 있는 IPTV까지 가세한다면 몇 개의 지상파 채널

과 고작 수십 개 채널만을 공급하는 케이블/위성 프로그램의 내용심의를 대상으로 

해 만들어진 현행 심의제도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2)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연속적 특성상 사후심의의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 기준에서 볼 때,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내용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는 미 법원의 일관적인 해석을 고려해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정기, 2003; 박경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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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2005)은 다채널 상황을 일부 반영한 ‘통합방송법’의 심의제도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근본을 현재 심의제도가 그 동안 방

송을 지배해왔던 가부장적인 정치체제의 산물이고, 또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심의규정 정비

위원회’를 구성해 이제까지 적용해온 심의규정 문제점을 개선하였다(방송위원회, 

2004). 그런데 개선위원회는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 

방향에서 심의규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었던 주

의ㆍ경고ㆍ권고 등의 제재 조치에 대한 법적 논란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

어 운영되었다. 불과 3개월(2004. 3. 1～5. 31)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심의제도 전반

에 대한 개정은 무리였고, ‘작은 보폭으로 시작’한 개정작업은 주의, 경고 조치를 

‘권고’로 통합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였다(오준근, 2004). 따라서 다채널/다미디어 환

경에 부응하는 심의제도 개선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

나 방송/통신 융합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 때 새로운 환경 하에서 현재의 방송심

의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한 시점

이다.

여기서는 현행 심의제도의 구체적 발전 방안보다는 방송내용 심의를 앞으로 어

떠한 방향에서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다채널 환

경, 방통융합환경 하에서의 방송심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심의주체

가 아닌 자율기구에 의한 심의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다(이강택, 양문석, 2004; 임종수, 2005; 최영묵, 2005). 하지만 이들 논의에서는 

왜 자율심의기구가 현행제도에 비해 더 나은 제도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만 설명

하고 있다. 외국제도의 비교(임종수, 2005), 자율기구의 장/단점 분석(최영묵, 2005), 

유사 정부기구인 방송위원회에 의한 타율심의의 위헌성(이강택, 양문석, 2004)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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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논의하였지, 다채널 상황으로 대변되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자율기구로 

심의기능 이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글

에서는 자율심의가 어떠한 근거 하에서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대표적인 자율심의 형태인 미국 방송협회(NAB)의 심의규정(Code 

of Conduct)이 폐기되는 과정과 최근 다시 만들자는 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율심의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2.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최영묵(2005)은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방송위원회가 수행하는 내용심

의의 위헌성, 심의규정과 심의내용의 애매모호성, 중복규제/과잉규제의 부당성, 보

도 프로그램 규제 문제, 선거방송 심의의 자의성, 포괄심의의 비효율성/비일관성 

그리고 무기력한 방송사 자체심의 등 7가지를 들고 있다. 이 들 중 앞의 3개 문제

는 심의제도의 포괄적 위헌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로 방송 프로그램은 시

간적 공간적으로도 연결되어(streaming feature in time and space) 있으므로 사후

심의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방송될 내용에 대한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오게 되어 위헌소지가 있다(Balkin, 1996). 또한 방송의 내용규제는 ‘규제의 시

급한 필요성’과 ‘최소한의 규제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범위에

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방석호, 

1998). 보도 프로그램 규제와 선거방송 심의문제는 방송의 공정성과 관계되는 정치

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포괄 심의의 비효율성에 대해

서 설명하겠다. 현재 방송법 상 미디어별, 채널별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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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해 일괄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모니

터 요원의 구성 및 훈련 여부에 따라 심의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더구나 사후심의 대상 프로그램이 다채널/다매체 시대 도래와 함께 대폭 늘

어날 경우 현재의 모니터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심의체계 유지가 불

가능하다. 마지막 문제점은 방송법에 규정한 방송사 자체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

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에 의한  사전 자율심의가 순수한 자발적 행위

(voluntary action)가 아니고 정부기구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

가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방송위원회 사후심의에서 다시 걸러진다는 의미에서 

심의의 이중성을 지적하였다.

역사적으로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무관하게 방송은 고유의 콘

텐츠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 효과(effects)와 문화구성(cultural construction)적 측

면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방송 콘텐츠가 제공될지라도 

내용에 대한 심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의를 어

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임종수(2005)는 매체 융합 국면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시스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의 사

례를 분석해 제시하였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제기된 우리나라 심의제도의 문제

점은 첫째 방송과 통신 분야 심의주체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로 양

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예를 들면서 전통적으로 통신과 방송 분야를 분할

해 규제해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2003년 통합규제기구인 Ofcom을 발족시켜 내용심

의 기능도 통합한 과정을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는 현

재 방송위원회와 같은 준국가기구에 의한 심의는 제한된 채널에 의한 방송서비스 

시대에는 적합했는지 몰라도 다채널/다매체 환경을 이끌어가는 방송/통신 융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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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시대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율화를 통한 심의기구의 다양화가 적합

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 사장선임이 여전히 정치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쟁점 보도에 있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많고, ‘방송사 

자사 이기주의’의 잠재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의한 전면적 자율심

의체제로의 이관은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

이강택과 양문석(2004)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하는 내용규제는 군사독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1963년 12월 제정한 ‘방송심의 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문제가 있지만 방송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 자

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임종수와 같이 심의 주체가 누구냐가 더 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후심의는 ‘검열에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김정기(2003)의 주장은 우리나라와 입법

배경이 다른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서 유추된 것이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 오히려 방송 심의규정의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위헌 판단 기준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을 위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최영묵(2005)도 유사한 주장을 펼쳤는데, 현행 

방송법 상 심의결과는 방송사 재허가 때 산정하는 평가점수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 

이중 부담이 되고, 명예훼손, 음란물 처벌 등 타 법률이나 다른 규제조항 등으로 

3) 이강택과 양문석은 그 이유로 미국에서 FCC가 어린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고 영국

이나 프랑스에서도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FCC가 어린이 텔레

비전법(CTA)에 근거해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core program)을 편성하도

록 한 조치(Report and Order. 11 FCC Record 10660)는 미국 법원에 의해 위헌 여부를 판정받은 사례

도 없었고, 또 합헌성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 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강남준(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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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상설 심의위원회를 두어 내용규제를 한다는 것은 과

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의 대상 채널의 폭증으로 인한 

기계적 심의와 효율성 부족을 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종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편의 논문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심의제도의 문제점

들은 대동소이하다. 우선 사후심의자체는 형식 논리상으로는 위헌소지가 없지만 

방송위원회가 준 국가기구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심의 대상이 연속적 성격을 띠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는 위협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의규정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 ‘명확성

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방송사에 의한 사전심의가 방송법에 의해 강제화 되

어 있고, 형법이나 기타 방송법의 타 규정과 중복되는 규제조항 때문에 ‘과잉 금지

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심의 대상 프로그램, 채

널 증가로 인한 심의의 효율성, 일관성 유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구동성으로 자율심의기구로의 심

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맡게 되면 준 국가기구인 방송위원

회에 의해 심의가 수행되는 문제점은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기구(방송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중복적으로 행해지던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일정 

정도 과잉금지의 원칙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자율기구로 심의를 이관할 경우 

심의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자율기구가 심의를 

하게 되면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수반하는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효

율성과 일관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했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

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심의제도를 자율심의기구로 이관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자율심의의 법적, 철학적 근거, 미국 방송협회의 자율



- 15 -

심의제도의 변천 과정 등을 사례로 삼아 논의할 것이다.

3. 방송 심의에서 자율심의제도의 근거 및 쟁점

방송이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와는 달리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만을 보장 받으며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판

례에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9년에 미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Red Lion 

Case(395 U.S. 367)로 형평성 원칙(fairness doctrine)에 의한 내용규제를 표현의 자

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매체별로 다른 수준

의 수정헌법 제1조 보호를 받는데 방송은 타 매체에 비해 보호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방송사업자는 전파의 유한성(scarcity) 때문에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닌 선의의 수탁자(fiduciary trustee)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대법원은 1978년 같은 근거로 Pacifica Case(438 U. S. 726)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방송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한정한 

FCC의 water-shed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방송에서 공익에 봉사하는 선의의 수탁자 개념은 자연스럽게 방송 내용의 자율

규제 원칙과 결합하게 된다(Brosterhous, 1983). 1934년 Communication Act가 제정

된 후 FCC는 방송사의 주파수 및 출력 배정권을 갖게 되어 강력한 규제기구로 떠

올랐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 규제 시

도는 막강한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조항(First Amendment)" 때문에 불가능 했다. 

이에 방송사들의 이익단체로 형성된 방송협회(NAB)가 FCC와 대의명분을 서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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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는 형태로 방송내용의 자율규제 조항(Code of Conduct)을 제정하게 된다. 이

러한 조항들은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수탁자로서의 방송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를 제시해주는 기준가치(reference points)로 작용한다. 따라서 FCC는 공익 수

탁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도덕적, 가치적 기준을 위헌

소지 없이 방송사에 부과할 수 있었고, 반면에 방송사들은 FCC나 의회(Congress)

에 의한 타율적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Fowler & 

Brenner, 1982).4) 그 결과 방송내용 심의에 있어 자율기구에 의한 규제방식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라디오를 거쳐 텔레비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FCC와 

NAB간 보이지 않는 협력관계의 연결고리로 작용해왔고5),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방송심의의 원형으로 채택하게 되었다(임종수, 2005).

Ogus(1995)는 Rethinking Self-Regulation에서 일반적으로 공익적 자율규제 모델

4) 이러한 FCC와 NAB 간의 막후조정(back deal)은 정부 또는 규제기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공익이나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arm-twisting) 임금이나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했던 행정부의 관행, 즉 ‘jawboning’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권한을 가진 기구가 단지 

‘눈살을 찌푸리면(raise eyebrow)' 해결되는 방식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손 안대고 코푸는‘ 방법으

로 방송의 직접적 내용규제에 대한 위헌시비를 피해나갔다고 본다(Bazelon, 1975).

5) FCC가 NAB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방송 내용규제를 일임한 것은 아니다. FCC는 형평성의 원칙, 

가족시간대 원칙(family viewing hour) 등과 같은 직접적 내용규제 조치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가장 절

실하게 직접 규제를 필요로 했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조치는 NAB의 자율규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방기했고(Children's Television Report and Policy Statement, 50 FCC 2d, 1974; 

reconsideration denied, 55 FCC 2d, 1975) 시민단체(ACT; Action for Children's Television)에 의해 제기

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FCC의 편을 들어주었다(ACT v. FCC, 564 F, 2d 458, D.C. Cir., 1977). 그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직접 규제는 1983년 NAB 자율규제 조치가 법원에 의해 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아 폐기

된 후, 의회가 개입해 어린이 텔레비전법(CTA)를 제정하게 되고 그제서야 FCC가 개입하게 된다.(FCC 

MM Docket 93-48, 96-335). 자세한 경과는 다음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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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첫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시장실패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외부성(externalities)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 때문에 발생

한다. 두 번째로는 민사적 방법(private law instrument)에 의한 문제해결이 부적절

하거나 비용이 과다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방식이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에 비해 시장실패 대처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이다6).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외부성 문제가 불거지고, 그 결과 순수한 시장모델을 방송

에 적용했을 때 시장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Owen & Wildman, 1992). 또한 두 번째 필수조건은 방송이 공적 재화(public 

goods)이기 때문에 민사적 계약이나 법적 행위에 의해 관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째 조건, 즉 자율규제 모델이 공적규제 모델

에 비해 더 효율적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방송에서 자율규제 모델이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7).

하지만 공익을 매개로해 자율규제 모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주 순진(naive)한 

발상이며, 실제적으로는 단지 사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Ogus(1995)는 

6) Campbell(1999, 715-717)도 유사한 관점에서 공익적 자율규제의 전제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7) 공적규제에 비해 자율적 규제가 더 효율적인 것은 자율규제 기구가 공적 규제기구에 비해 해당분야

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 지식이 더 많고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음

으로는 자율규제 조직은 여기에 가입한 당사자들의 상호신뢰(mutual trust) 바탕위에서 운영되기 때문

에 모니터링과 위반시 제재를 가할 때 비용(enforcement costs)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공적기

구에 의한 규정의 개정, 배포, 적용 과정 등은 이것이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한 단계를 거

쳐야하지만, 사적 자율규제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이 감소하게 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규제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경비가 조달되지만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규제대상들이 자

발적으로 경비를 조달한다(Can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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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다. 방송은 공공재적 외부성으로 인해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용이한 분야

이다. 이러한 지대추구는 방송에서 공적규제의 외부성 효과로 나타난다. 예를 들

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PTV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새로운 

투자나 유통구조의 변경을 거의 하지 않고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8) 자

율규제는 꼭 공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익적 모델이라고 볼 수 없

고 단지 여러 가지 지대 추구모델 대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책무 수

행을 위임 받는 형태의 자율규제는 공익의 수탁자 모델을 빙자해 공적 규제기구에 

대한 로비나 이들에 의한 간섭이 필요 없게 되어 방송사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지대추구 수익을 극대화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다9).

구체적 예로 NAB가 자신들의 자율규제 조항이 법원에 의해 파기된 후 해온 

행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10) 미국 방송협회는 자율규제 조항(NAB Radio & 

Television Code)이 반독점금지법(Section 1,  Sherman Act)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1983년 이 조항을 자진 철회하였다(Campbell, 1999). 이 소송은 당사자

가 미 법무성이었는데 시간당 광고 총량 시간을 주말에는 9분 30초, 주중에는 12

분으로 규정한 것, 그리고 같은 광고시간 블록(block)의 유사상품 광고 금지 조항 

8)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생산요소 투입 없이 발생하는 지대는 판매비용에서 생산비용을 뺀 이익(profit)

과 경제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지대추구 결과 발생한 초과 수익은 넓은 의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Rowley, Tollinson & Tullock, 1988). 

9) Campbell(1999)은 이러한 현상이 자율규제를 자기 이익에 대한 봉사와 혼동하거나 병합해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self-regulators often combine -- and sometimes confuse -- 

self-regulation with self-service. 717쪽).

10) NAB 자율규제 제도의 성립과 소멸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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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광고시간에 대한 독점 담합으로 광고주들에게 공평한 광고 제공 기회를 박탈

한다고 제소하였다(United States v. NAB, 536, F. Supp. 149 Dist. D.C. 1982)11). 이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성의 의도는 NAB가 광고시간 총량을 한정함으로써 광고시

간 수급에서 인위적인 공급통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자율 원칙에 어긋난다

는 것이었다. 하여간 이 소송의 결과로  NAB 자율규제 조항이 철폐되었는데, 그 

후 방송사들의 광고 시간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Kunkel & Roberts, 1991)12), 내

용의 폭력성, 선정성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며(Schlegel, 1993), 그 전까지 주당 4～5

시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던 3대 네트워크(ABC, CBS, NBC)의 어린이 프로그램

이 1980년대에는 1.5시간까지 급격히 줄어들게(Kunkel, 1990) 되었다. 사실 광고 규

제 조항 중 하나만을 법원에서 문제로 삼았을 뿐인데 NAB는 이 조항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질적 규제를 포함해 모든 조항을 기다렸다는 

듯이 없애 버렸다. 이것은 규제기구에 의해 더 이상의 규제시도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자율규제의 공익을 빙자한 자기 방어적 명분이 없어져 굳이 거추장스러

운 이러한 조항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Ogus(1995)의 예측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Brosterhous(1983)는 FCC의 규제철학이 바뀐 시점과 이 판결이 맞물려 있다고 

11) 이 소송의 배경은 소규모 광고주들이 NAB Code 중 ‘동일광고 시간대(60초 이하인 경우에 한정)에 

유사 상품광고를 넣을 수 없다’는 조항이 이미 방송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광고주(major 

advertiser)에게 독점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불평을 법무성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의 판결에서

도 사실 광고 시간제한은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단지 유사상품 

광고 금지 조항만이 반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NAB는 소송 판결직후 전체 규정

을 철회해 버렸다.

12) NAB Code가 폐기된 1983년에는 네트워크의 시간 당 평균 광고시간이 8분이었는데 1990년에는 

10.3분으로 증가했다(Kunkel & Gantz,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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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 당시 FCC 의장은 Fowler로 ‘방송에 우리의 공공이익을 담보하는 시대

는 지났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중(public)이 정해야

지 정부나 의회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며 ‘텔레비전은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가

정의 필수적인 가전제품(home appliance)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토스터(toaster)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Hundt, 1995). Fowler가 의장으로 있었을 때는 방송의 탈규

제(de-regulation)를 대표하는 시기이었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책임에 따른 수탁자 

규제모델(trusteeship model)은 시장우선 규제모델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결과 방

송규제 철학이 탈규제로 바뀌어 더 이상 새로운 규제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NAB는 신속히 자율규제 조항을 전면적으로 철폐했던 것이다. 

4. 미국방송협회(NAB)의 자율심의규정 제정 및 소멸 과정과 시사점

NAB는 1923년 협회 창립 직후부터 자율규제를 시도하였다. 1920년대 초반에는 

아직 방송의 공적규제 모델이 자리 잡지 못한 시기로 과도한 사업자 허가로 인한 

주파수 혼신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NAB가 나섰다. 하지만 효율적이 제재조

치 없이 단지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요구해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Linton, 1987).13) 그 후 NAB는 1929년 윤리조항(Code of Ethics)과 광고방송 조항

(Commercial Practices)으로 구성된 최초의 자율규제 조항을 제정했는데 규칙 위반

자에 대한 제재 조항 미비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서랍에 넣어 보관 중이

13) FCC의 전신으로 최초의 방송규제 기구인 FRC(Federal Radio Commission)는 1927년에야 만들어졌

다. 그 전에는 미 상무성에서 방송허가를 내주었는데 당시 상황 하에서 방송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극심한 주파수 간섭에 의한 혼신이 발생해 이것이 공적 규제기구

를 발족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백미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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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율규제 조항이 1939년 NAB가 Compliance Committee를 만들어 규정준수 여

부를 감독하게 되면서 실제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바로 전해(1938) 10월 말 

방송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풍파를 일으켰던 '화성인의 침략(War of the Worlds)' 

사건 이후 FCC가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 시도를 하려는 와중에서 NAB가 선수를 

친 것이다(MacCarthy, 1995). 최초의 텔레비전 자율규제 조항은 1951년 제정되었고 

이것은 라디오 규정과 합쳐져 1961년 통합코드(Code of Conducts)로 바뀌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NAB Code는 일반 프로그램 제작 윤리에 대한 것과 광고방

송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에서 NAB가 그런대로 집행에 성의를 보

였던 부분은 광고방송에 대한 제약 규정이었다. 이 규정은 전체 광고시간의 제한, 

어린이 광고 대상 및 시간에 대한 규정, 담배, 독한 술(hard liquor), 점성술, 도박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품들의 광고 금지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프

로그램 제작윤리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단지 선언적으로

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방송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FCC, Television Programming for Children: A Report of the 

Children's Task Force Report, Oct. 1979). 다음으로 가족시간대원칙(Family 

Viewing Hour)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975년 당시 FCC 의장이었던 Wiley

가 텔레비전에 만연하고 있었던 폭력물 대신 전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의무적으로 방영하는 시간대를 제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NAB가 재빠르게 

반응해 자신들의 자율 코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Rowland, 1983)14). 이 조항은 다

14) 통상적으로 규제기구에 의한 방송내용 규제는 방송사들이 극력 반대한다. 하지만 이규정은 FCC가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기 전에 NAB가 자진해서 자신들의 코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앞에서 언급한 공적 규제기구와 자율규제 기구와의 공생관계를 일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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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 FCC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방송사들이 채택했다는 근거로 효력을 잃

게 되는데, Code 조항으로는 그대로 존치하다가 1983년 NAB Code 광고조항이 위

헌판결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폐기해 버렸다(Campbell, 1999)15).

위에서 논의한대로 자율규제 방식은 규정 위반 시 효과적인 제제방법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 NAB Code는 제정 초기부터 효율적인 제제장치가 없었다. 기껏해

야 산발적으로 무작위 추출한 방송사에 대해 일부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이었는데 

그나마 방송사에서 제출한 편성표(programming log)에 의존했고 계량적 기준 준

수여부는 2년에 한 번씩 조사했다(Brenner, 1975). 더구나 이러한 모니터링의 대부

분은 광고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제작 윤리 위반으로 제재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로 Code 위반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21단계에 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최후에는 NAB 집행이사회          

(Television Board of Director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

정을 거쳐야 했다(Campbell 1999). 제재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솜방망이에 그쳐 당

사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최고 수준의 제재가 방송시작 전, 종료 후에 내보내

는 NAB가 만든 ‘Seal of Good Practice"를 못 내보내는 수준이었다(Barnouw, 

1970)16). NAB Code는 몇 차례의 법정 공방을 견뎌오다가(Schechter Poultry Corp   

Case, 295 U.S. 495, 1935; Writers Guild Case, 609 F.2d 355, 9th Cir.          

15) 사실 이 조항은 1979년 항소심(609 F.2d 355, 9th Cir. 1979)에서 재판 관할권(jurisdiction)이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위헌 판결을 뒤집는다. 그리고 가족시간대 원칙은 자체로 의미와 가치(virtue)가 있는 

제도이므로 FCC의 판단 하에 집행여부를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FCC는 그대로 방치했고 당연히 

NAB는 가족시간대 원칙 준수를 방송사에게 강요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Brosterhous, 1983). 

16) 방송사가 NAB Code를 준수하는데 부수되는 실제적 이득은 재허가 청원 시 FCC가 재허가 과정을 

단축(prompt processing)시켜 준다는 것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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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법무성이 1979년 반독점 금지  

   법으로 제소를 해 결정타를 맞게 된  

   다(United States v. NAB, 536 F.     

   Supp. 149, D.D.C. 1982). 이 판결이  

   있기 몇 년 전 방송 프로그램의 중  

   요 내용규제,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  

   규제를 공적규제기구인 FCC가 NAB  

   의 자율에 맡긴 것은 책임 회피라고 

시민단체 ACT가 법원에 제소했지만 패소함으로서 자율규제 위탁의 정당성이 확립

되었다(ACT v. FCC, 564 F, 2d 458, D.C. Cir., 1977).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대

로 법무성은 방송내용규제의 이러한 자율규제 위탁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사법

적 판단을 물은 것이 아니라 NAB Code 중 광고에 관한 조항이 독점 금지법에 위

반한다고 제소한 것이다. 이 시기 방송내용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가

족시간대 원칙이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Writers Guild Case 판결을 기

점으로  바뀌게 된다(Brosterhous, 1983). 

이 소송에서 원고인 Writers Guild는 가족시간대 원칙이 새로운 형태의 주 시청 

시간대 검열(prime-time censorship)이라고 주장하면서 NAB가 자체 Code에 이 조

항을 추가한 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FCC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어서, 일반적으

로 공인되는 공적규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사이의 암묵적 계약관계인 ‘jawboning' 

단계를 벗어나 ‘협박(threatening)’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법원이 주목한 

점은 자율규제기구와 공적 규제기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앞에서 자율규

제는 공익적 수탁모델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공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야 하느냐는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 글의 한계를 벗어난다. 다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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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논의 전개 목적상 공익이란 공중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공적 기구에 의해 그 한계와 범위가 규정된다고 간단히 정의하겠다.17). 하지만 

공적규제 기구가 이러한 합의과정과 공시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규제편의 목적

으로 자율규제 기구를 협박해 새로운 공익조항을 첨가한다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규제기구 상호간 허용된 위임한계(delegation)를 벗어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

다. 물론 공적 규제기구가 협박단계에까지 가지 않고 단지 ‘눈살을 찌푸리는 것

(raised eyebrow)'만으로도 알아서 수용하는 jawboning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고, 이 문제는 현재의 심의체제를 자율기구로 이전했을 때 우리

나라와 같은 규제환경 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Writers Guild Case에서 공익 수탁에 의한 자율규제 모델(trusteeship model)에 

의문을 가진 법원은 법무성 판결에서 이 모델의 해체수순을 밟게 된다

(Brosterhous, 1983). 광고 규제조항에 대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 소견에 대해 NAB

는 Code 준수에 대한 회원 방송사들의 담합(agreements)은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

하기 위한 선의의 행위였기 때문에 반독점법에서 규정한 음모(conspiracy)에 의한 

담합과는 다르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선의에 의한 것이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간에 담합 그 자체가 독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고, 광범위한 모니터링, 위

반 시 제재 시스템 존재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자발적인 참여라

는 NAB 측 주장에 대한 반증 증거로 적시했다. NAB는 다시 독점 금지법에서 규

정한 반경쟁적 요소가 Code에 있다 하더라도 Code를 제정한 목적을 고려해야 한

다면서 자율규제의 목적이 공익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논점에 대

해 법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반박하였다. 방송이 봉사해야할 공익은 시

17) 방송의 공익성에 대해 방송법 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넣은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 25 -

청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NAB가 사례로 들었던 Code가 철폐된다면 방송

광고 시간이 급증할 것이라는 논의에 대해 광고가 너무 많으면 시청자들이 그 프

로그램을 회피할 것이므로 자연히 적당한 수준에서 광고시간이 평형상태

(equilibrium)에 도달하게 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논박했다. 더구나 케이블 TV, 

위성 TV, VCR 등 새로운 대안 매체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업

자가 멋대로 광고시간을 늘리려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령 모든 이러한 법원의 예측이 실패할 경우라도 보다 중립적인 FCC의 공적규제 

조치가 최후의 보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NAB Code 보다

는 더 좋은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NAB Code는 공익의 수탁자 모델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었

다가 1980년대 미국 방송규제 정책이 탈규제로 변화하면서 철폐된다. 굳이 

Ogus(1995)나 Campbell(1999)의 자율규제에 대한 학술적 분석결과를 인용하지 않

더라도 NAB의 자율규제 모델은 방송사들이 공적규제 시도를 비켜가 자신들의 지

대추구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제정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NAB가 일부 조항만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다른 규제조항들이  문제가 없

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 조항을 즉시 철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그 후 1990년에 이르러서야 명목적이고 선언적인 자율규제 원칙

(Statement of Principles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ers)을 당시 점증하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제정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된다(강남준, 2004).  

Ogus의 말대로 자율규제기구는 자신들에 대한 공적규제 시도가 더 이상 없을 것

이라고 판단될 때, 즉 탈규제 정책이 대세일 때는 공익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즉시 집어던지고 사익추구 형태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다(Ogus, 1999. 99쪽). 이러

한 사실은 현재의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자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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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제가 절대적 대안(panacea)이 아니라는 점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5. NAB Code 철폐 이후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동향

탈규제의 1980년대를 보내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의 방송규제 철학은 다

시 재규제(re-regulation) 쪽으로 중심축을 옮겨갔다. 탈규제의 선봉장이던 Fowler

의 텔레비전 토스터(toaster) 가전제품론에 맞서 Clinton 대통령 당시  FCC 의장이

었던 Hundt는 “이러한 토스터에서 구어 내는 것은 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방송을 그대로 시장기능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재규제론을 들고 나

왔다(Hundt, 1995). 이러한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NAB도 2쪽짜리 간단한 형태나마 

자율규제 원칙을 1990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18) 여기서는 어떤 내용은 방송이 불

가하다는 negative list 관점에서 만들어졌던 구 Code와는 달리 폭력성, 선정성이 

짙은 프로그램은 방송에 주의를 요하며 마약, 범죄 등과 같은 소재는 주의해서 취

급해야 한다고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들이 자체 

심의기구와 심의규정을 강화해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권유하였다. 마지막으

로 방송사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천명한 모든 원칙 수용여

부는 전적으로 회원 방송사들에 달려있으며, NAB는 각 방송사들의 수정헌법 제1

조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며 끝맺었다. 이 마지막 구절은 1982년 판결에 영향을 받

아 제정해 넣은 것이다. 새로운 자율규제 원칙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8) www.nab.org/newsroom/issues/NAB%20Statement%20of%20Principles.html (2006. 8. 5 사이트 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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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적으로 금지보다는 권고(advisory)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방송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NAB가 강요하는 것이 아님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아니고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제기에 의존

② 각 방송사별 자율심의 조항(Standard & Practice)을 강화해 사전심의 실시 

③ 전국적인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별, 매체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복수 기준

의 적용

NAB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 대해 일부 비판자들은 NAB는 방송에 대한 자율

규제기구의 지위를 포기하고 방송사들의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로 전락했

다고 비난 하였다(Limburg, 1994). 특히 다양한 뉴미디어 등장으로 프로그램 제작 

기준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NAB가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최소한의 품격(dignity)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표하는 것이 공익에 봉사하는 태도라고 권고

했다. 사실 NAB가 1982년 판결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놓고 지낸 것은 아니

다. 1982년 판결 직후 NAB는 10년 안에 구 Code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

다고 했으면 이 규정에는 다채널/다매체 시대 도래와 같은 방송환경의 변화도 고

려하겠다고 약속했었다(Brosterhous, 1983). 이 약속에 대한 결과물이 1990년 나온 

위에 설명한 2쪽짜리 "Statement & Principles"이었다.

NAB의 이러한 면피성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율규제 조항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  Yale 법대교수인 Sunsteine이 주동이 되어 디지털 텔레비전 시

대의 공익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에 삽입한 “Model Voluntary 

Code of Conduct for Digital television Broadcasters"이다(NTIA, 1998;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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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ar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Future"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진 이 방대

한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어떻게 재규정되어야 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총 8페이지에 달하는 새로 

제안된 자율규정은 모두 9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있다19). 폐기된 구Code와는 

달리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1982년 판례에서 지적되었던 반독점 금지법을 피

해가려는 기도라고 여겨진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구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옛날 

규정에 없었던 선거방송 규정과 청각 장애인 대상 방송규정을 첨가했고 종교방송 

규정은 제외하였다. 이 Voluntary Code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공익의 수탁자 모델

의 재등장을 거론하고 있다.20) 따라서 구Code를 폐기했을 때 함께 버린 공익의 수

탁자 모델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Campbell, 1999). 하지만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익성을 규정한다는 거창한 보고서의 목적과는 달리 Voluntary Code에서는 디지

털 방송시대의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한 내용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제정 배경 설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전통적으로 방송의 공익적 

책무라고 간주되는 교육적(educational), 시민 사회적(civic), 문화적(cultural) 그리고 

민주적(democratic) 가치를 증대하는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도 방

송의 공익성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했을 뿐이다.

19) 9개 Section은 다음과 같다. 1. Responsibility toward Children, 2. Covering Election, 3. Treatment 

of News, Public Events, and Emergencies, 4. Community Responsibility, 5. Controversial Public 

Issues, 6. Special program Standards, 7. Responsibility toward Individuals who are Deaf and hard of 

hearing, 8. Revisions and Enforcement Authority, 9. Enforcement

20) Voluntary Code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은 제정 배경을 기술하였다

    [1] Broadcasters are public trustees. As public trustees, broadcasters have public interest 

obligation, most of which are met voluntarily, not as a result of governmental man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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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Voluntary Code에 대해서 Campbell은 NAB가 자체 자율 Code로 채택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765쪽).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NAB 집행 이

사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채택에 대한 반대나 찬성 의견 없이 그냥 

수수방관하기로 결정했고, 다만 ‘앞으로는 정부주도로 제안된  어떠한 형태의 내용

규제에도 반대 한다’는 성명을 내는 것에 그쳤다(Paige, 1998)21). 이 보고서가 정부

기구인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통신정책 연구기관 NTIA에서 주

도했다는 관점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시도로 폄하한 것이다. 만약 FCC가 이 

Voluntary Code를 원용해 새로운 내용규제 방안을 입안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규

제를 피할 목적으로 Voluntary Code를 NAB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디

지털 방송시대에 공익 수탁자 규제 모델에 대해 FCC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Advanced television Systems and Teir Impact upon the Existing Television 

Broadcast service, Fifth Reports & Order, 12 F.cC.C.R. 12, 809. 1997). NTIA 보고

서조차도 디지털 방송시대에는 공익성에 대한 방송사의 의무를 FCC가 최소한으로 

축소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Section III, 47～48쪽). 따라서 NAB가 

Voluntary Code를 자율규제 Code로 도입할 명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22)

2004년 Super Bowl 중계 때 벌어졌던 여가수 Janet Jackson의 가슴 노출사건은 

또 다시 NAB 자율규제 Code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부상시켰다. 이 여파로 미 하

원은 2005년 109번째 회기(109th Congress)에서 음란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

21)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이러한 NCND(not committed, no denial) 정책은 NAB가 자

주 취하는 입장이다.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 규제에 대한 NAB의 약속과 버티기, 수수방관 등에 대해서

는 강남준(2004) 참조.

22) 앞의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규제 기구는 임박하고도 명백한 외

부의 규제 시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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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of 2005)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안은 지금까

지 FCC가 최대한 부과할 수 있었던 벌금 27,500불을 500,000불로 올리고 3번 이상 

이 법을 위배했을 경우 FCC가 즉시 허가취소 청문회를 열 것을 명문화했다23). 어

쩌면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NAB가 자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Super Bowl 

사건 후 여론이 들끓었을 때 FCC 의장인 Powell은 2004. 4. 1 사상최초로 소집된 

NAB의 주요 방송사업자 확대회의(약 300여명)에서 만약 NAB가 음란물 등의 방송

을 자제하는 자율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FCC가 나서서 금지목록(Red Book)

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4). NAB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율규제 Code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한, 두 달 

만에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NAB 회장인 Fritts가 변명을 

늘어놓았다.25) 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NAB 특유의 버티기, ‘나 몰라라’하는 작

전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결국 의회의 초강력 제재법안 제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

아왔다.

1982년 NAB 구 Code의 페기를 가져온 법원의 판결 이후 벌어진 자율규제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외부 규제

기구에 의해 직접적인 규제 위협이 없는 한 자율규제 기구는 현상유지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장에서 논의했던 공익으로 포장한 자율규제기구

는 공적 규제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지대추구 편익을 극대화한다

는 분석과도 일치한다. 두 번째로 공익의 수탁자 모델에 의존한 자율규제 형태는 

23) 이 법안은 ‘Communication Act of 1934’의 Section 503(b) 2를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4) www.rcfp.org/news/2004/0401atasec.html (2006. 8.7 사이트 방문)

25) www.newsmax.com/archives/articles/2004/4/1/94051.shtml (2006. 8. 7 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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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낡아버린 개념으로 새로운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체 

공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개념(collective)으로서의 공익을 전제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다매체/다채널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중의 욕구를 채우기 힘들다

는 논리이다. 이것은 공익의 수탁자 모델에 근거한 NTIA 보고서의 Voluntary 

Code가 왜 NAB 구 Code를 거의 답습했으며 디지털 방송시대의 변화 양상을 고

려한 Code를 제대로 만들어 제안하지 못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구에 의한 방송내용 자율규제는 차선책이지만 자율규제 당사자, 즉 방송사

가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 개선하려고 하는 의향이 없을 때에는 공적 기구에 의한 

정책적 선도(initiatives)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Super Bowl 사태 이후 NAB의 자율 

Code 도입 시도가 유야무야된 것은 이러한 movement를 주도했던 Powell 의장의 

사임 등으로  FCC가 제대로 정책적 선도를 하지 못해 규제의 공을 의회로 넘겨버

린 전, 후 사정을 유추해 보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다.

6. 방송 심의에서 자율규제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이상 NAB 사례를 분석해 방송 심의에서 자율규제 모델이 어떻게 적용, 변화되

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방송의 자율규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자들은 

대개 공익의 수탁자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Brosterhous, 1983; Campbell, 

1999; Ogus, 1995). 하지만 공익으로 포장한 자율규제는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고,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

행을 겉으로는 약속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제대로 제재할 수 없어 무늬

만의 규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Michael, 1995).



- 32 -

Campbell(1999)은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잡지(comic book), 뉴스, 광고, 비디오 

게임, 영화 등과 같은 매체의 다양한 자율규제 Code 및 기구를 분석해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렸다.

①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가 외부기관에 의한 타율규

제에 비해 더 우수한 형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기껏해야 비디오 게임규제

에 있어서 정부기구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경우 급격히 변화하는 게임 내

용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이었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규제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공적규제 조항으로 

확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 대상 광고시간 및 

내용규제로, 처음에 이 조항이 NAB 자율 규제 Code에 있었는데 1982년 폐기된 

후 사라졌다가, 1991년 제정된 어린이텔레비전법(CTA)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 

경우 자율규제  조항을 testing code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자율규제 모델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상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기준으로 앞에서 논의한 Ogus(1995)가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에 덧붙여 

Michael(1995)은 규제기구가 규제 당사자들의 협조(compliance)를 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 더 첨가했다. 이것은 자신들과 처지가 

유사한 동료들이 만든 규정을 따르는 것이 외부에서 만든 규정을 따르는 것 보다 

더 쉽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 심의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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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규제는 공적규제에 부연한 형태(adjunct)의 자율규

제가 단독 자율규제 형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어린이 대상 On-line 광고

의 폐해에 대한 규제의 경우 CARU(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에 의한 

단독 자율규제 방식과 연방 통상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한 

Guidelines 제정 후 CARU의 구체적 사안 심의 방식을 비교한 결과 후자가 더 효

율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Ogus(1995)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의 자율규제 기구는 필히 사익 증대 

관점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① 공적 규제기

구와 자율 규제기구 간 상호 협조에 의한 규제 모형이나, ② 복수의 규제기구 간 

경쟁 모형을 제안했다. 여기서 공적, 자율규제 기구 간의 협조 모델은 Campbell이 

제시한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의 최적 규제제 모형과 일치한다(예: FTC와 CARU의 

상호협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이 현행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할 때 중점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지 위헌적 요소를 피하기 위한 자율적 심의로의 전환과 같

은 단순한 개선방안이 아니다. 또한 전체 공중을 집합적으로 대표하는 공익의 관

점에서 내용규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설명도 진부하다.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기껏해야 수십 채널 밖에 안되는 아날로그 방송시대에나 

적합한 논의일지도 모른다. 수용자 단말기에 제공되는 채널이 수 백 개에 이르는 

디지털 방송시대에는 전혀 새로운 자율규제 개념에 출발해야 하고, 이런 근거에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자율규제 모델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분야별 자율규제 경향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 분

야는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폭력성 선정성 문제가 심각해 합리적인 내용규제

가 절실한 분야이다. 황성기(2005)는 게임분야에서의 규제 난맥상을 규제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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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했고, 전면적인 자율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현재 이 분야의 분화속도는 무척 빨라 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비디오 게

임, 모바일 게임 등 단말 플래트홈에 따라 다양한 장르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여러 

장르의 게임들을 통합기구, 예를 들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한다면 

비효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장르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협회에서 자신 사용하는 플래트홈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모델을 개발

해 사용하는 것이 개선의 한 예가 된다26). 방송도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현

재 방송 프로그램은 전송 수단에 따라, 수신 단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유통 창구(distribution window)에 따라 다

른 취급을 받는다. 이 때 같은 프로그램이라 해서 동일한 기구에 의해 결정된 내

용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복수 규제기

구가 어떻게 개입해 합리적인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

는다.

결론적으로 다채널/다미디어 디지털 방송시대에는 현재의 규제기구(방송위원

회)에 의한 방송심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자율기

구로 심의 이전, 예를 들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방송협회’로 맹목적인 심

의 권한 이관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유통창구

를 포함할 수 있는 복수의 규제기구와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포괄적 

의미의 공익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감시하는 공적 규제기구와의 협조와 분업을 통

한 복합적 자율규제 모델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Campbell과 

26) 물론 이 때 전 게임 장르를 포괄하는 폭력성, 선정성 기준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제정해 배포

할 수 있고, 각 장르의 독립 자율규제위원회는 이것을 각 장르 특성에 맞추어 수정 적용하는 모델을 만

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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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us 모두가 주장한 공적기구와 자율기구와의 연합 모델이 갖는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또 복수의 자율규제기구가 서로 경쟁함에 따라 Ogus의 경쟁모델이 갖는 장

점도 고려되었다고 보아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자율규제 모델이 갖는 이론적, 실제적 

근거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복수의 자율규제기구와 공적기구와의 연합 모델

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해도 그 많은 채널에 그 많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포장으로 수많은 창구를 전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해

결되지 않으면 복수의 규제기관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동일 프로그램을 심의해 유

통창구에 올려놓을 때 벌어지는 혼란은 수습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채널 시

대에 다양한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다채널/다미디어 상황 하에서 각 

채널별로 수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심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

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최종 사용자 선별(end-user filtering)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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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운동본부 활동•

•1998년

- 미디어운동본부 발족식

- 제1차「미디어포럼21」“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개최  

- 방송 관련 공공기구 내 여성할당 30% 요청활동

  *방송위원회 및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등 방송정책을 결정짓는 주요자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

이기 위한 제안활동.

- 98미디어교육 : 민우회 각 지부별로 미디어교육 실시

  *남서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성남여성민우회, 남부여성민우회 등.

- 98미디어교육 “모니터방법론과 미디어교육” 개최

- <미디어법률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

  *수용자주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하고, 

수용자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법률연구모임을 구성하였음. 98년에는 가족시청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의 현실화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98회원교육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 다시 보기”

- 제2차「미디어포럼21」“다미디어다채널시대의 방송심의” 개최

- 98미디어교육 제5기「어린이방송학교」개최

- 98미디어교육 제1기「청소년미디어학교」개최

- 98미디어교육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미디어” 개최/2회

- 제3차「미디어포럼21」“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점과 성역할 개선방안” 개최

- 교재『건강한 미디어 맑은 아이들』발간

- 99미디어교육 “출장!미디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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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녀회 모임, 지역내 시민단체모임, 성당 등. 

  *“출장!미디어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11월 이후 약 한 달 동안 12차례의 교육을 진행하였음. 

- 제4차「미디어포럼21」“시청자평가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최  

  *통합방송법 논의와 맞물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본래적 의미와 그 실현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였음. 지상파TV, 케이블TV, 독립제작사, 시청자운동단체, 방송학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과연 

시청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유해미디어감시를 위한『푸른가족푸른미디어지킴이』발대식 개최

- 98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KBS 손범수씨

  *어린이賞/EBS「선생님 질문있어요」제작진 

  *청소년賞/KBS「신세대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제작진 

  *가족賞/MBC「화제집중 생방송 6시」제작진 

•1999년

- 제5차「미디어포럼21」“시청자가 바라는 방송개혁” 개최

- KBS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 제1차 제작

  *9시뉴스의 여성앵커의 이미지에 대한 접근.

- 집중모니터 제1차 보고서 발간/KBS 2TV「학교」

- 회원워크샵 “미디어교육 강사훈련 워크샵” 개최

- 99미디어교육 “텔레비전 바로보기와 모니터방법론”개최

- KBS “시청자의견을듣습니다” 제2차 제작

  *농촌드라마「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 대한 접근.

- MBC TV “99미스코리아선발대회 중계방송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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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시청자의견을듣습니다” 

  *제3차 제작/“공개수배 사건25시”에 대한 접근.

- 제6차「미디어포럼21」“공영방송과 TV수신료!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99미디어교육 제6기「어린이방송학교」개최 

- 99미디어교육 제2기「청소년미디어학교」개최

- “미디어교육강사훈련워크샵” 진행

- 99미디어교육 “출장!미디어교육” 개최

  *약 20여회의 교육 진행.

- 99미디어교육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99학부모교육” 개최

  *전국적으로 약 20여회의 교육. 

- 교재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학부모지침서” 발간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증후군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수도권 지역 1000여명 대상)

- 제7차「미디어포럼21」“진단, 한국방송의 경박성! 어디까지인가?” 개최

- 99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MBC「칭찬합시다」의 정은아씨와 KBS「비디오챔피언」의 정재환씨가 공동수상

  *청소년賞/EBS「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제작진 

  *가족賞/KBS「역사스페셜」과 SBS「호기심천국」제작진 

  *어린이賞은 수상작 없음 

•2000년

- 연구보고서「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발간

- 제8차「미디어포럼21」“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수용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제9차「미디어포럼21」“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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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미디어포럼21」“위성방송과 시청자권익” 개최

- 2000최악의프로그램 발표회

  *최악의방송프로그램/SBS「남희석의색다른밤」

  *나쁜방송프로그램/SBS「한밤의 TV연예」, MBC「일요일 일요일 밤에」, KBS「송화」

- 2000워스트방송 개선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SBS「한밤의 TV연예」를 개선대상 프로그램으로 삼아 집중 활동을 전개하여 결국 주2회 편성

을 주1회 편성으로 줄여내고, ‘시청자유감’표시를 끌어내었음.

  *시청자단체 최초로 방송프로그램편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킴. 

- 방송위원회에 KBS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불방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처분) 요구

- KBS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TV속으로” 제작

  *KBS 2000가을개편에 대한 접근.

- “인터넷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2000 학부모 교육”을 전국적으로 약 40여회에 걸쳐 

실시

- 2000푸른미디어賞 시상식

  *언어賞/MBC「생방송퀴즈가좋다」의 임성훈 씨

  *어린이賞/SBS「단편만화 소나기」제작진 

  *청소년賞/EBS「10대의표현, 우리가말한다」제작진 

  *가족賞/KBS「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과 KBS「인간극장 ‘저산골엔 영자가’산다‘」제작진 

•2001년

- “미디어운동본부 3주년 기념간담회”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책임평가단워크샵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3회 100여명에 이르는 시청자평가단 1차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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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미디어포럼21」“어린이 수용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시청자평가단, 어린이평가단 발족식 및 2차 워크샵 개최

- 2001최악의방송프로그램 발표회

  *최악의방송프로그램/KBS「특종사건파일」

  *나쁜방송프로그램/SBS「초특급일요일만세」,「드래곤볼」

- “어린이텔레비전법” 입법 청원을 위한 공청회 및 입법청원

- 제12차「미디어포럼21」“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탐색과 네티켓” 개최

- 2001푸른미디어賞 시상식

  *언어賞/MBC「성공시대」의 변창립 씨, KBS1「아침마당」이금희씨 

  *어린이賞/KBS1「열려라 동요세상」제작진 

  *청소년賞/EBS「사이언스쇼! 기상천외」제작진

  *가족賞/SBS「휴먼TV 아름다운 세상」제작진 

•2002년

- 2002책임평가단 워크샵

  *평가단을 대표하는 책임평가단의 단합과 2002년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음.

- 2002시청자평가단․어린이방송평가단 신입교육

  *중부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실시한 모집교육 10여회. 

  *‘시청자운동의 필요성 및 평가단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평가단을 모집함.

- 남서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모니터요원 양성을 위한 집중교육 각 10회 실시

- 2002내부정책포럼Ⅰ「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지털전환방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포럼으로 주요활동가 1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침.

- 어린이날 이벤트 모의재판『텔레비전』



- 50 -

  *덕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400여명의 덕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방송평가단들

이 직접 연극 공연, TV 및 인터넷 사용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어린이방송평가단․시청자평가단의 청와대 방문 및 “어린이텔레비전법”을 염원하는 서한전달.

  *“어린이텔레비전법” 집중홍보. 

- 2002고양민우회 어린이대상 미디어교육

- 2002여름 애니메이션 학교 개최

  *어린이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02모니터워크샵 개최

- 제13차 미디어포럼21 『누구를 위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가』

  *방송위원회 및 방송3사(KBS, MBC, SBS)내용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 내부정책포럼Ⅱ『‘위기의 남자’ 작가와 함께』

- 2002어린이방송평가단․시청자평가단 여름워크샵 

  *어린이방송평가단과 시청자평가단 약 150명 참여라는 높은 참가율과 적극적인 분위기의 워크

샵이었음.

  *어린이방송평가단 -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과 방송모니터 교육 실시.

  *시청자평가단 - 방송모니터 재교육과 자기성찰교육 실시.

- 어린이방송평가단의 KBS․EBS 여름방학 특별견학 

  *어린이방송평가단 55명과 시청자 평가단 15명이 참여.

- 한나라당 보도지침 관련 시청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2최악의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개최 

  *최악의방송프로그램/KBS「개그콘서트」 

  *나쁜방송프로그램/KBS「아침마당 화요일분 - 부부탐구」, MBC「신비한 TV서프라이즈」

- EBS『와우!미디어탐험』제작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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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3사 가을개편 관련 시청자단체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여

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등 범시청자단체 공동대응.

- 2002내부정책포럼Ⅲ 『대선TV토론 어떻게 볼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요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음.

- 2002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KBS 김재원씨

  *어린이賞/EBS「와우! 미디어탐험」제작진 

  *청소년賞/KBS「접속 어른들은 몰라요」제작진 

  *가족賞/MBC「느낌표」제작진 

- 2002내부정책포럼Ⅳ『주철환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자단체의 역할』

•2003년

- 2003어린이방송평가단 및 시청자평가단 SBS 겨울방학 특별견학

  *어린이방송평가단 60명, 시청자평가단 18명 참여.

- 2003계량평가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모니터링 심화교육

  *여성주의 관점을 강화한 계량 모니터 방법론 교육으로 33명이 참여. 

- 8개시청자단체 공동연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

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인터넷동영상미디어교육 10강 제작

  *교육분과 회원들과 어린이방송평가단이 직접 참여, R-TV의 협조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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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과 비판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성과.

  *‘미디어 속의 고정관념’, ‘텔레비전 편성’, ‘텔레비전 프로그램등급제’, ‘애니메이션의 세계’, ‘애

니메이션  만들기’, ‘방송국견학-매직키드 마수리’, ‘뉴스’, ‘광고’, ‘텔레비전 시청습관’, ‘세계의 영

화’제작.

- ‘2003 No다이어트No성형캠페인’ 

  *워크샵/모니터링/토론회/참여프로그램 제작.

  * ‘지상파방송주시청시간대 출연자 분석’모니터링/10여개 신문, 4개 지상파방송사에서 집중 조

명되는 성과.

  *KBS 열린채널 '나이프스타일‘ 제작/현재 초중고 교육용으로 활용.

- 방송법관련 시청자단체 워크샵 및 공동 입법청원

- SBS 옴부즈맨프로그램 ‘출동NGO' 참여

  *‘뷰티풀선데이의 문제점’, ‘방송에 나타난 여성차별 분석’, ‘조기종영의 문제점’, ‘휴먼스토리 여

자’, ‘SBS연말 결산’에 출연해 프로그램과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미디어강사교육

- KBS1 <아침마당> 제작진 간담회/<아침마당>의 개선방향 논의

- 은평노인복지관 초등학생 방학특강 미디어교육 실시

- 2003 고양여성민우회 애니메이션 특강 실시

- ‘2003 엄마랑아이랑 영상제작캠프’ 실시.

- 2003 어린이방송평가단․교육분과 KBS 여름방학 특별견학

  *어린이방송평가단 60명과 교육분과 24명 참가.

- 핵심활동가워크샵 개최

- 농협여성조합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10여회

- ‘2003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미디어교육 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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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당곡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일산 풍산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고양 성사초등학교 등 수도권 초등학교 10개교 4~6학년 대상 128강 미디어교육 실

시.

- 경인 방송옴부즈맨프로그램 및 KBS 옴부즈맨프로그램 참여 약 15회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Ⅰ-전문가토론회

  *김은혜 MBC앵커, 서수민 KBSPD, 박예랑 드라마작가, 남지혜 SBS심의팀차장 등을 초청해 3부

에 걸쳐서 집중토론 펼침.

  *1부/미디어와 여성․여성운동, 2부/남녀평등한 방송 문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 3부/남녀평등

한 방송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방법론 개발과 연대의 가능성을 확장한 전문가 토론회로 많은 관심을 받

음. 

  *방송사내 여성인력과 네트워크 가능성 확인.

- 여성부․PD연합회 제작자워크샵 참석

  *민우회의 전문가토론회 직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PD연합회의 여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약

속이 있었고 많은 제작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함.

- 시민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동주관 한 ‘제1회 시민이 만드는 방송영상제’에서 장려상 수상

  *어린이방송평가단 영상작품 ‘아이들이 보는 세상’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Ⅱ-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방송광고 속의 성차별’ 토론회 발제 및 모니터링

  *지상파 3사에서 제공되는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의 광고를 2주간 모니터링한 성과.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Ⅲ- 간담회 5회 개최 

  *방송3사 심의팀, KBS 교양PD, 지상파 3사 연예오락 여성PD,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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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문제의식과 대안 마련에 대한 구조화의 대한 논의. 

  *방송3사 여성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알게 됨.

- 2003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KBS2「윤도현의 러브레터」의 윤도현씨

  *어린이賞/EBS「요리조리팡팡」제작진 

  *가족賞/MBC「전파견문록」제작진

  *청소년상은 해당작 없음

- 2003최악의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최악의방송프로그램/MBC「인어아가씨」 

  *나쁜방송프로그램/KBS「자유선언토요대작전(장미의 전쟁)」, MBC「강호동의 천생연분」

                    SBS「뷰티풀선데이」

  *여성의 관점에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총괄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했다는 성과가 있었음.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 평가 워크샵

  *2003년 미디어교육 확산에 대한 평가와 2004년 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

음.

•2004년  

- KBS에 ‘비타민의 몸짱만들기프로젝트’ 관련 의견서 제출

- 방송심의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방송위)

- 고양지부 랄랄라어린이숲체험캠프 내 미디어교육 실시

- 케이블 동아TV ‘도전신데렐라’ 방송과 관련 항의성명 발표

- 이승연 위안부 누드 관련 가처분 신청, 성명서 작성 및 발표/공식사과요구 항의집회 참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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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 2004모니터교육 “여성의 눈으로 방송보기 방송쓰기” 개최

  *10회에 걸쳐 여성주의 시각으로 방송을 모니터하는 방법과 모니터 보고서 쓰는 방법을 실질적

으로 교육. 

- KBS 시청자 포럼에 5회 참석,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KBS에 대한 의견 개진

- 2004출장 미디어교육 “인화여고, 이화여고, 제주여민회, 천안여성의전화” 등 30회 실시

- SBS 심의실, 제작CP와의 간담회

- 아동권리학회 대상 어린이TV법 관련 강의

- “북경+10 기념 여성정책 10년 평가” 평가서 제출 및 토론회 참석 

- 2004미디어바로보기 강사양성교육 실시

  *8회에 걸쳐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 실시.

- KBS, MBC, SBS, iTV 옴부즈맨프로그램 30여회 출연

-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2004 미디어교육 동북민우회 초등학생을 위한 미디어교육

- 2004 미디어교육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바로보기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바로보기를 주제로 400강 강의. 

- ‘여성미디어워치’ 관련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토론회 개최

-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 달 긴급토론회 모니터결과 발표

-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언론피해구제법토론회 주최

- EBS '미디어바로보기' :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

- 토론회 <성평등한 방송심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개최

- 2004 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KBS1「가족오락관」의 허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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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賞/KBS1 5시20분 주간 띠편성 기획제작 프로듀서들 

  *청소년賞/KBS2「반올림」, EBS「청소년 원탁토론」  

  *가족賞/MBC「사과나무」제작진

•2005년  

- ‘미디어팀’으로 조직개편

- 어린이 방송평가단, 미디어교육 강사 SBS 신사옥 견학 

- WACC에서 주최 하는 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 2005 참여

-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의 망언 관련하여 KBS 여성아나운서 대응 지원

-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를 결성 

  *방송통신융합관련 월 1회 정책포럼 실시.

- 2005초등대상 미디어 바로보기 강사양성교육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바로보기를 주제로 924강 강의.

- KBS <TV비평시청자데스크>에 출연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방송’, ‘쌍방향 TV 프로그램의 

가능성’ 등 월 1회 시청자평가원 의견 개진.

- 방송3사 옴부즈맨 프로그램 출연

- MBC ‘봄 개편’ 관련한 시청자 단체 간담회에 참여

- 모니터 보고서 발간

  *KBS2 <올드미스 다이어리>, 방송3사 월화 미니시리즈 모니터, MBC <정보토크 팔방미인>, 

KBS2 <해피선데이> ‘여걸식스’ 등.

  *KBS2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홈페이지에 토론방 개설.

-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 신청

  *지상파방송3사 메인 뉴스 <LA경찰 사살장면 생중계 논란> 관련, MBC <PD수첩> 관련,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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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프렌즈> 등.

- <성평등적 관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라인> 소책자 발간

- 경기 전교조 여성위원회 주관 교사연수 등 성인대상 교육 20여회 실시 

- 지역 시청자위원 간담회

- 방송위원회에「방송평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입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성평등적 관점의 방송심의> 확산을 위한 기초심의원, 심의위원, 심의팀과의 간담회

  *지상파 방송사 기초심의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성평등적 관점의 방송심의>에 대한 간담회

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

   ․10/5(수) SBS 기초심의원 30명과 간담회

   ․10/13(목) SBS 심의팀과 간담회

   ․10/24(월) KBS 심의팀과 간담회

   ․11/9(수) MBS 기초심의원 20명과 간담회

- <성평등적 관점의 방송자체심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를 위한 시청자단체 간담회’ 참석

-『주부, 세상을 말하자』의 제작비 축소 원상회복에 관한 의견서 제출 (KBS사장, 시청자위원회)

- 진주민우회 미디어교육 강사워크숍 출강

- 미디어바로보기를 위한 초등미디어교육 평가워크숍

- 토론회 <성평등한 방송심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Ⅱ-방송사자체심의를 중심으로> 개최 

- 2005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MBC「느낌표」의 김제동씨

  *어린이賞/KBS2「검정고무신」제작진 

  *청소년賞/KBS1「도전 골든벨」제작진  

  *가족賞/MBC「느낌표-남북 어린이․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제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