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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방송통신 융합 하의 심의시스템 모색Ⅱ: 
- 방송․통신․영화․게임 관련 내용규제 기구의 일원화를 제안하며 

강 혜 란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체 융합’, ‘개방,’ ‘무한경쟁’이라는 현실이 무

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전통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방송이라고도 통신이라고도 분류하기 어려운 경계 영역의 서

비스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 간의 ‘이해다툼’, ‘눈치보기’는 ‘웬만하면 현행유

지’라는 틀 속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태로 이어져 왔다. 지난 7월말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규제기관의 통

합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최근 그 논의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로 일

원화하되 컨텐츠 관련 진흥정책 일부를 문화부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안이다. 

사실 수용자(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편논의가 미디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용자들의 권익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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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이 

규제기관 개편 논의의 피로감 속에서 슬며시 사라져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본격

적으로 의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방송통신융합기구가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상업적 자본으로부터 공공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 구축, 다양한 서비스․다양한 컨텐츠 활성화의 기반 마련, ‘어린이․청

소년 보호’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내용규제시스템 구축 등이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미디어포럼>을 구성

하였고, 지난 8월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어린이․여성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구조개편 과정

에서 심의기구(내용규제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연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제1차 포럼에서는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심의시스템 모색: 

자율심의는 적절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하여, 미국 방송협회인 NAB 자율규제

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자 스스로가 규율하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규제

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유통창구를 

포함할 수 있는 복수의 규제기구와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포괄적 

의미의 공익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감시하는 공적 규제기구와의 협조와 분업을 

통한 복합적 자율규제 모델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포럼의 토대 위에서 방송 통신 관련 내용규제기구 일원

화의 필요성을 의제화 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합적 자율규제 모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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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관련 연

구도 부족하고 논의의 축적도 제한적인 만큼 성급한 결론보다는 논의의 활성화

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1. 국내 내용규제1) 기구 점검과 통합논의 관련 기존연구 검토

현재 매체별 내용규제는 각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

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개편논의가 방송과 통신 영역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하여 이중 인쇄물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번 논의

에서 제외한다. 

각각의 위상과 역할을 잠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발효된 ‘게임산업진

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담

당 분야에 대한 사전등급부여 업무 및 사후관리, 관련 연구조사사업 등의 업무

를 맡고 있다.2)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내용규제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

1) 김유정 하윤금(2004)은 “방송 또는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적 규제”라 함은 “방송 또는 정보통신

의 수용자인 국민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서비스제공자

(단체), 수용자․이용자(단체) 등이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의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감시․평가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방송사 또는 정보 서비스 제

공자의 행위를 제한 또는 격려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이글에서 

내용규제라 함은 이러한 포괄적 정의에 기초한다.  

2) 장르의 급속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리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차후에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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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인터넷․모바일․위

성통신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등급화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 방송위원회는 공정성, 정보통

신윤리위원회는 건전문화 조성 등 매체별 차이에 근거한 내용들이 별도로 내용

규제에 반영된다. 이중 방송위원회의 보도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건

전문화 형성과 관련된 심의기능은 반복적인 검열 시비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

며,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타 영역에서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장르나 유해매체물 감시․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법률에 근거한 공적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사업

자들의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되면서 나름의 내용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자율심의기구들은 매체 산업의 규모 

확대와 다양한 장르 생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심의기관
형식/

위원선임
목표 기준 직무 심의대상 심의형태

영상물
등급위원회

민간기구
문화부장관

임명

어린이
청소년
보호

선정성
폭력성
언어

등급분류

비디오물
(VHS, DVD,
CD-rom) 

영화
온라인영상물

공연물
그 외 

뮤직비디오3)

사전등급부여

게임물
등급위원회

민간기구
문화부장관

임명

어린이
청소년
보호

선정성
폭력성
언어

사행성

등급분류 게임물 사전등급부여

 

3) 뮤직비디오 심의는 음반산업진흥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위임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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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관
형식/

위원선임
목표 기준 직무 심의대상 심의형태

방송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대통령임명
(대통령/국회의
장/문광위추천)

공정성
소수자보호 

어린이
청소년
보호

공정성
상업성
선정성
폭력성
언어

인권침해
명예훼손

사전방송심의
관리감독

사후프로그램
직접심의

방송광고심의
위탁관리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등급자율심의연계
사후직접심의
사전심의위탁

(광고자율심의기구)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민간기구
정통부장관

임명

어린이
청소년
보호

건전문화

선정성
폭력성
언어

인권침해
명예훼손
사행성
사기성

국가기밀누설

등급분류
인터넷정보
모바일정보

위성통신정보

정보제공자 신청
인터넷신고
위원회 인지

정보통신부장관 
요청

사전등급부여 또는 
차단

국가청소년
위원회

행정기구
대통령임명

어린이
청소년 
보호

선정성
폭력성
언어

등급분류
유해매체물

결정 및 감시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유통되는 매체물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등급부여
기타 유해매체물

관리․ 감독

<표1> 매체물 심의기관

이러한 국내의 내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보호라는 

담론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각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기구개편을 다루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

로 내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

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상식(2001)은 통신지원기능은 정보통신부가 보유

하고, 방송통신 규제기능․방송의 지원기능을 통합․담당할 독립규제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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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제안하였으며, 비대조직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

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립을 권장하

였다. 유의선(2004)은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부문의 지

원과 방송통신 부분의 규제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정보통

신부는 정보통신 지원 및 주파수 관리기능 방송기술 및 시설규제를, 정보내용심

의는 민간기구 위탁을 고려하였다. 김창규(2004)는 통신방송지원과 규제기능을 

담당할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상산업진흥은 문화부, 내용물심

의는 통합하여 통합민간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김동욱(2005)은 

통신방송영역의 통합지원기능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통합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통신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안을 제안하고 해당 위원회 내에 

사회 문화 윤리적 규제를 담당하는 정보윤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최

선규(2005)는 정책․규제․심의로 3분할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정책은 정부부

처로, 규제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심의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감독 재허가 추천

거부권은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내용규제와 관련하

여 방송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4)의 통합안을 제안한 바 있

다. 또 그는 통합규제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실제적인 심의는 독립기

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내용심의기관이 방송

사 재허가 거부 추천권을 가지도록 해 내용규제의 효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외 이 독립기관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감

독권 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역할을 추가로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으

로 해야 할 지(이남표, 2004) 방송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으로 해야 할 지 공정

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소속기관으로 해야 할 지(김동욱, 2005) 아니면 언론중재

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민간독립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5) 

4)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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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유정․하윤금(2004)은 ‘방송서비스 융합에 따른 방송서비스 내용규제체

계 연구’를 통해 현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규제이념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경계영역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내용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규제기관 통합논의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규제체

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미 각각의 내용규제 틀 속에

서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심의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규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방송위원

회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무게를 싣고 있

다. 다만 통합된 이 내용규제기구를 ‘방송통신통합위원회 안에 둘 것인가 아니면 

밖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

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그 핵심에 정치적 독립성과 규제의 실효성 

여부가 위치하고 있다.

<표2>6)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규제정책기관의 분할 

유형과 내용규제기구의 위상․역할을 간략히 소개한 내용이다. 위 연구에 따르

면 일본과 미국․이탈리아․말레이시아․영국은 방송과 통신의 내용규제가 일원

화되었고, 호주와 프랑스가 이원화되어 있다. 

  

5) 최선규(2005)“미디어융합시대의 규제정책기관의 체제연구: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를 중심으로”에

서 요약․발췌

6) 김유정 하윤금(2004),“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서비스 내용규제체계 연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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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형 국가 구분 정책기관

규제기관

경제적규제

(독과점규제)

사회적규제

(내용규제)

일원화

규제-정책

단일부처
일본

방송
총무성 총무성 자율규제

통신

규제-정책

독립위원회
미국

방송
FCC FCC 자율규제

통신

이원화

규제-정책분리 이탈리아
방송

통신성 AGCOM
통신

규제-정책분리 말레이시아
방송 에너지통신

멀티미디어부
MCMC

통신

규제-정책분리 영국(2004)
방송 문화매체스포츠부

OFCOM
통신 통상산업부

규제-정책분리 호주
방송 정보예술

커뮤니케이션부

ABA

ACA,ACCC통신

규제-정책분리 프랑스
방송 문화커뮤니케이션부

ART(유선)

CSA(무선)
CSA

통신 재정경제산업부 ART CNIL

<표2> 방송통신 융합정책, 규제체제 유형

이처럼 일원화 모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존의 

방송․통신이라는 수직적 분할 규제방식에서 네트워크․플랫폼․컨텐츠라는 3분

할의 수평적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원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 규제기관의 각각 상이한 규제이념

에서 통합이념으로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규모의 확대

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의 문제도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새로운 통합적 내용규제기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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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이 일원화된 내용규제기구의 필요성

(1) 날로 늘어나는 경계형 서비스, 이중적 심의 잣대와 규제기관 간의 충돌

현행 내용규제의 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 수용자(이

용자)에게 전달되는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디지털로 인한 방송과 

통신 영역의 각종 서비스 융합현상은 결국 이러한 분리규제의 틀을 매우 혼란스

럽게 만들고 있다. <그림1>7)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계형 서비스

가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과 거

방송 통신

방송

서비스

방 송망

T  V

음성/

데이터

통 신 망

통신

단말

미 래

방송+통신

콘텐츠

통 합망

통합

단말기

과도기

방송 통신

방송

서비스

음성/

데이터

방 송 망 통 신 망

통신

단말
T  V

서
비
스

결
합

디지털기술 발전 + Network 광대역화 진전에 따른 단말기ㆍ네트워크의

융합ㆍ복합화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그림1>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황 

7) 방송위원회 방송구조개편단 발표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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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점검해보자.

예1) 인터넷방송

현재 인터넷 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가, 기

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컨텐츠 제공업자는 ‘심의 

기준’, ‘제재수단’ 등이 모두 달라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절차와 판단

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2) 데이터 방송

현재 위성방송 ‘스카이 터치’는 12개사 15종 31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2005년 1월 기준 50만을 넘어섰고, 2004년 시청료 수입이 약 

3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인 데이

터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청자선택에 의한 2차 화면 이후에는 ‘방송심

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51조 (상품판매) 제55조(유료정보서비스) 등

에 예외규정을 두는 수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쌍방향이라는 

특성을 통신으로 규정하여 직접 규제하고자 하면서 충돌이 발생한다.

예3) DMB와 June, Fimm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같은 성격의 무선망 서비스이나 지상파DMB는 방송사

업자가,  June, Fimm은 무선인터넷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각 방송위

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컨텐츠의 경우

에도 여전히 다른 차원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예4) ‘SKT’나 ‘KT’ 제공, 개방된 무선망을 이용한 CP8) 직접 제공, 웹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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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제공되는 컨텐츠

‘SK’나 ‘KT’ 제공 모바일컨텐츠의 사전심의는 ‘SK’나 ‘KT’ 가, 개방된 무선망

을 이용한 CP 직접 제공 컨텐츠는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가, 웹기반 CP 직접 제

공 컨텐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등급에 대

한 일관성 확보 문제 뿐 아니라 해당 CP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의절차가 반

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영화가 개봉관․TV․비디오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편집되어 별도의 등급판정을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5) 온라인 영상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심의 컨텐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인물과 

온라인 영화광고 등을 대상으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영상물등급위

원회가 e러닝 컨텐츠를 포함한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 지나친 관할권을 주장할 

경우 부처 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만약 영상물등급위원회가 e

러닝과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 현재 IPTV를 

두고 벌이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싸움이 3자 충돌로 번질 것이라는 지적

이다.9)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경계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관의 난립 또는 

공백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적 잣대의 반복심의로 인한 사업자 

불만이 증폭되어 오히려 내용규제의 사회적 필요성 그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선망의 구축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총 집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유사서비스 충돌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고

8) CP(Content Provider)

9) 전자신문 10/20, “영등위, e러닝도 등급분류 추진 논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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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되어야 한다. 

  (2) 복합 컨텐츠화, 유통채널의 다변화

<그림2> 복합 컨텐츠화

유선 무선 위성 오프라인

아날로그 케이블TV 지상파TV 위성TV
비디오테이프

멀티플렉스 극장

디지털

쌍방향

다채널

고화질

디지털케이블

(2005)

초고속 인터넷

(2000)

IPTV

(2007~2010)

디지털지상파

(2004~2010)

지상파DMB

(2006)

Wibro/HSDPA

(2006~2007)

위성DMB

(2005)

CD/DVD

디지털- 멀티플렉스 극장

(2006)

<표3> 디지털 미디어의 다원화

<그림2>와 <표3>10)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컨텐츠 장르가 복합적으로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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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컨텐츠 장르로 발전해가고 있고,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인해 원소스 멀티유즈

(One Source Multi Use) 방식의 배급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장르보다는 호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내용규제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즉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내용규제의 틀은 기구 

간 이중심의, 그에 따른 조정 작업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점차 더욱 복

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틀이 더욱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

황11)은 디지털로 인한 장르융합 경향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계영역의 공동 해결 

모색 등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0) 2006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11) 법이 통과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

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 문화산업 관련 4대 법안이 10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되

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 영화 심의와 게

임심의, 음반심의 등이 새로운 내용으로 분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분리가 진흥의 틀 안에서 산업

단위의 내용규제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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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컨텐츠 통합화 및 유통채널의 다변화

2) 바람직한 내용규제기구 구성을 위한 과제

(1) 정치적 독립성 확보/진흥 패러다임 안에서 규율되는 규제기능의 한계 극복

내용규제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

워야 한다.  이것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파급력,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

할 때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방송의 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독

립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12) 또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목표와 관련해

서도 산업으로부터의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선임 

절차,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재원, 등의 문제는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실 ‘바다이야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진흥담당부처와 

12) 이번 발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지상파 방송의 보도에 대한 심의기능을 새로운 통합적 내용규제

의 틀 안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시급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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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직적 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담

당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 재원도 전적으로 문화부에 의존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자율성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규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

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되 절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엄

격한 규제를 동반해야만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율규제의 현실화 조건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자율이라는 범위 안

에서 최소한이지만 엄격한 견제가 작동될 수 있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이 부여되

어야 한다.13) 

(2) 규제 이념의 통합과 일방향적인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방송과 통신,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 이념은 많은 차이를 갖고 발전해왔다. 그

에 따라 각각의 매체 안에서 규제되어 왔던 내용규제(심의)의 기준 또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표1>에 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어

린이․청소년 보호’(선정성 폭력성 언어) 외에 ‘공익성’이나 ‘공정성’이 강조되었

던 방송과 ‘건전문화 조성’이나 ‘사회질서 유지’ 등이 강조되어 왔던 통신의 규

제이념과 내용규제의 기준을 맞춰나가는 문제는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

다.

13) 최근 위원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법의 체계부터 진흥위의 하위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상 때문이

다. 또 산업진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의 관점에서 등급심의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다루기는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어떠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이미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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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기관의 권위주의와 일방향적인 규제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

하다. 누구나 우연히 길거리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으면 잠시 위축되게 되는 것

처럼, 사업자들도 심의라는 절차가 가지는 공적 권위 앞에서 위축되게 마련이다. 

거기에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향적인 집행이 더해지는 순간, 이미 대화의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사업자들이 늘 일관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그 안에 대

화나 설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송위원회,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자본의 입장만

을 옹호하는 탈규제의 논리와는 다르게,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해석의 다양성

을 열어두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다수의 지지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전규찬(2005)은 대화와 맥락이 살아있는 심의를 강조하고 있고, 그 주

체로서  1) 시청자/독자 부문, 2) 생산자/제작자 부문, 3) 이론가/학술 부문, 그

리고 4) 운동 부문의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패

러다임이 새로운 내용규제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방식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3) 실효성 있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결합 모델 창출 

날로 확대되는 미디어 산업의 규모와 다변화는 ‘심의대상의 과다’와 ‘검토시

간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만 하여도 

전량심의를 포기한 지 오래다. 이는 자율심의의 측면에서나 공적심의 구조에서

나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여타 심의기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원천적으로 전량심의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음반심의가 공식적으로 제

외되는 과정도 이러한 사회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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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심의기준의 모호성과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불만을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자율심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자율심의의 실효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강남준(2006)은 자율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를 통해 Ogus(1995)가 이야기한 공익적 자율규제 모델 성립의 3가지 조건을 소

개했는데, 우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시장실패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외부성(externalities)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민사적 방법(private law 

instrument)에 의한 문제해결이 부적절하거나 비용이 과다할 때, 그리고 마지막

으로 자율규제 방식이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에 비해 시장실패 대처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라고 한다. 결국 공익적 규제로 인한 이익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더 많을 때 자율적 심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자율심의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교훈을 던져준다.

또 조연하․배진아(2005)는 방송․영화․비디오․게임을 중심으로 한 매체자

율등급심의모델의 유형 연구를 통해 기존의 자율심의라는 용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을 보다 명료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자율심의의 모델을 좀더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을 하는데 또 다른 시사

점을 던져준다. 그 내용은 <표4>15)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매체

14) 음악산업진흥법은 뮤직비디오의 등급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고, 음반심의는 별도의 

절차를 강제하지 않았다. 이에 공백이 나타나는 매체등급심의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

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15) 조연하 배진아(2005), "매체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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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심의모델은 가장 높은 규제강도를 갖고 있는 자율적 자율등급심의 모델

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자율규제의 성공적 모델이 많지 않은 국내의 상

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모델유형 규칙제정 규칙집행
규칙준수

감독
사후관리

순수자율등급 산업 산업 산업 산업

보완적 

자율등급심의

강제력 보완 산업 산업 규제기구 규제기구

전문성 보완 산업+외부16) 산업 산업 규제기구

협의적 자율등급심의 산업+외부 산업+규제기구 규제기구 규제기구

지시적 자율등급심의 규제기구 산업 규제기구 규제기구

자율적 자율등급심의 규제기구 규제기구 규제기구 규제기구

<표4> 매체자율등급심의모델유형

그동안 산업은 자율심의를 요구하고, 수용자는 자율심의를 불신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 심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자율심의와 공적심의의 상호 보완성에 높은 관심을 기

울여야 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민․관 공동의 컨텐츠 자율심의 체계를 구축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모델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그 성과를 지

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자 필요에 의해 구축된 틀이라는 점과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수 영역으로 기대된다. 특

히 해당 CP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제 모

델의 안착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16)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 규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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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규제기구 통합을 위한 구체적 쟁점

(1) 통합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일단 내용규제기구 개편안은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정

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컨텐츠 심의기능을 모

두 통합한 안이 되어야 한다. 

현재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의 통합논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는 한류 영향력을 포함, 수출

에서 기존 컨텐츠 진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된 결정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는 네트워크 플랫폼 컨텐츠라는 3분할의 수평적 규제체계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선택이다. 특히 문제는 통신망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컨텐츠

가 바로 문화관광부의 규율대상이 되는 영화․게임이라는 점에 있다. 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이미 영화 게임 등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방송을 제외하고는 통합위원회의 네트워크․플랫폼 사업자 규제 

담당부서와 콘텐츠 규제 담당부서가 복잡한 의사소통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

제를 발생시킨다.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느냐 오프라인으로 제공되

느냐’와 상관없이 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복심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내용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가 일정한 고리를 형

성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생겨난다. 이는 통합논의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전체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에 기초한 결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후 내용규제

기구의 역할이 전량심의의 형태가 아닌 규정 마련, 가이드라인 제공, 자율심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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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관리 감독, 사법적 처리 연계 등 사후관리로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경제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를 통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진흥과 규제의 문제처럼 경제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도 통합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장점과 단점, 분리하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우선 통합하는 경우, 일단 규제의 일관성 유지와 내용규제의 실효성 제고라

는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전체 규제의 틀 

안에서 내용규제의 비중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내용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를 공고히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발생시켜 왔다. 거꾸로 분리할 경우, 내

용적 규제의 필요성을 공고히 하고 연관되는 사업영역을 활발히 펼쳐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는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별도의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 특히 부처간 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또 여전

히 수직적인 체계가 유지될 지상파 방송이나 거대통신사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떻

게 풀어내는가가 내용규제의 실질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내용규제의 기본 원칙이 약화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일단 

분리하되 경제적 규제와 내용규제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공고히 하는 법적 

장치를 두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재허가 재승인 거부추천권

이나 기타 법적 제재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3) 국가기구로 할 것인가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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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의 내용규제 개입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의 문제는 오랜 시간 사회

적 논의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도 이미 공익

을 위한 규제논리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 규제

의 근거와 이념이 다수의 동의를 받은 정당한 것인가’ 또는 ‘친정부적 경향을 유

발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등이 구체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직접 개입해서 논쟁을 펼쳐가

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런 논란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 민간기구의 형식

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칙에 근거한 집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지지 못했다. 때문에 형식적으로 국가기구인가 민간기구인가의 문제보다는 실질

적으로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의 시점에서 국가기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의 

역할이 산업의 활성화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생의 문제와

는 별개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로 ‘국익제일주의담

론’이다. 이에 산업진흥에 역행하는 모든 논리는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러한 현실의 문제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통해 여지없이 증명되었으며, 모바일 

관련 케이블관련 심의 등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결국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점차 확대되

고 있는 미디어 산업의 상업화, 이를 산업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부터 내용규제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실효

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현재와 같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

서 민간기구의 권위와 행정력이 어디까지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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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적절히 절충한 거버넌스 개념의 민간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협치’라는 형식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형식이 많이 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규제의 경우 이러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버

넌스 형식의 기구에는 국가, 시민사회, 미디어 산업이 공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이 내용규제기구의 운영과 관

련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관할권을 확대시키는 전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내용규제의 핵심근거인 ‘어린이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진흥의 가치를 중시하는 부처에서 내용규제의 기본 틀을 구획한

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에 의해 관점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최소규제의 논리는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구냐 민간기구냐의 문제를 형식적인 문제나 현재의 구조개

편의 부수적인 요소로만 바라보는 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용규제를 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는 최소규제를 하되 규제의 원칙과 일관

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편논의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

4) 통합적 내용규제기구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

(1) 사회적 의미

○ 정치적 독립성,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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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원칙

○ 최소규제 :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 효율성 : 변화하는 매체환경을 담아내야

○ 자율성 : 공적기구와 자율기구의 복합적 경쟁구조

(3) 내용규제의 세부 기준17)

○ 정보의 다원주의와 공영성

○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

○ 어린이 청소년 보호, 소수자 보호

○ 광고와 후원, 그리고 상품판매 규제

3. 결론에 대신하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계속 허물어

질 것이다. 또 그로 인한 경계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며, 컨텐츠의 희소성이 극대

화되고 장르별 컨텐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이를 땜질할 궁리만을 하고 있다. 또 본격 융합에 대비해 규제기관 전체의 틀의 

변화에 무척 민감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내용규제 틀의 중요성이나 통합여부에

는 아무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내용규제의 틀이란 정책과 규제(특히 경제적 규

17) 김유정 하윤금(2004)“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서비스 내용규제체계 연구”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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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큰 틀 안에서 그 결과에 따라 편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국가가 행하는 내용규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점차 깊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이나,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과 최소한의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큰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수용자(이용자)는 컨텐츠를 통해 매체와 만난다. 때문에 컨텐츠

에 대한 사회적 관리․공동체적 규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것은 방송

통신융합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수용자(이용자)

들의 권익과 복지 실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은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미디어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받기 위

해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한경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져

올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 그 자체가 공공복리

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적이 없기에, 더구나 미디어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항마로서 시민사회의 연대 틀을 공고히 해나가려는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그 목표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절대로 허용할 수 없

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얻어내는 것이 되리라고 본다. 즉 시장 안에서 이

루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규율하되, 이와는 별개로 보

호해야 할 ‘가치’, ‘영역’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그리자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공공규제의 틀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

고, 공공서비스 영역을 분명히 구획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본격적인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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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의 현안과 대안(방송협회/PD 연합회), 2004. 8.

이승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헌법적 고찰,“ 한국 광고홍보학보, 제6-2호, 

201-233, 2005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유러연합과 OECD의 전송

(carriage)와 컨텐츠(CONTENT) 분리규제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6. 4.

이상우 곽동균,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과 양방향적 속성을 중심으로”, 언론정보학보, 겨울호 213~326, 2004

이상희, 정보통신윤리위 및 인터넷내용등급제 법률 쟁점 정리, 2002, 5

이시훈, “데이터방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방송연구, 여름호 57~85, 2005. 

이창현, “방송심의규정 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방송심의에 대한 개정시안 공

청회(방송위원회), 2004. 5.

임종수, “해외 방송 심의제도의 현황과 함의,” 2005 제1차 방송현안 토론회(방송

협회), 2005. 3.

장여경,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2002 제주인권학술회의

조연하 배진아, "매체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겨울호 287~317, 2005 

최선규, “미디어융합시대의 규제정책기관의 체제연구: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45~470, 49권 6호(2005년 12월)

최영묵,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2005 제1차 방송현안 토론회(방송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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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05. 3.

홍승희,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2006. 9.사이버상의 청소년보

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황상재,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

뮤니케이션학보, 6권 299~322, 2004

황성기,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

케이션 학보, 제15호. 5-56, 2005

황성기,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2002. 6. 인터넷국가검

열반대를위한공대위 토론회

경향게임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쓸쓸한 퇴장”

http://www.khgames.co.kr/week_01/main_content.htm?mCode=827933110128

4148&sCode=1054071101284182&idx=143&code=w_pk&page=1

디지털 타임즈, “모바일 성인물, 막 나가도「막을 자 없다」”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37631,00.htm

기자협회보, “범국가적 미디어통합기구의 바람직한 방향은?”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603/30/journalist/v12212182.ht

ml

시민운동연합신문, 게임 심의과정 “문제없다”

http://www.ngonews.co.kr/section/?fn=v&no=4259&cid=21010100&pg=1

연합뉴스, “미디어융합시대 디지털컨텐츠의 진로”

http://blog.naver.com/seazan?Redirect=Log&logNo=10006710557

헌법재판소,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http://jurist.kolis.co.kr/mbbs/view.php?id=hunbub&number=3&artcle

전자신문, “심의기구자율성은 존중되어야” 

http://news.media.daum.net/snews/editorial/opinion/200602/14/etimesi/v1169

1893.html

전자신문, “IPTV 사업권 개척자 우선의 원칙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0&article_id=0

000156758&section_id=105&menu_id=105

전자신문, “컨텐츠 등급심의 기관 통합이 필요하다”

http://www.onexpo.or.kr/info/board_view.jsp?gubun=010&gubun_=??%EB%8C

%81??&cpage=1&seek=&s=&noteid=5470&mode=view&seq=3050

전자신문, “영등위, e러닝도 등급분류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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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0/20/etimesi/v14425533.html

방송위원회, 심의자료집,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료집,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제동향자료집, 2006.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2006.1.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index.jsp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introduction/introduction_04_03_05.asp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http://www.karb.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_New/index.jsp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main/index.jsp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 http://www.ki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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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강 남 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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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노 영 란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위원 / 매비우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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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박 행 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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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최 동 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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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황 성 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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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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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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하고, 수용자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법률연구모임을 구성하였음. 98년에는 가족시

청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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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녀회 모임, 지역내 시민단체모임, 성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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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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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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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시청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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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시청자의견을듣습니다” 

  *제3차 제작/“공개수배 사건25시”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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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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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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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차「미디어포럼21」“위성방송과 시청자권익” 개최

- 2000최악의프로그램 발표회

  *최악의방송프로그램/SBS「남희석의색다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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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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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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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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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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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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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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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400여명의 덕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방송평가단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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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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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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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크샵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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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3사 가을개편 관련 시청자단체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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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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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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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인터넷동영상미디어교육 10강 제작

  *교육분과 회원들과 어린이방송평가단이 직접 참여, R-TV의 협조로 제작됨.

  *제작과 비판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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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만들기’, ‘방송국견학-매직키드 마수리’, ‘뉴스’, ‘광고’, ‘텔레비전 시청습관’, ‘세계

의 영화’제작.

- ‘2003 No다이어트No성형캠페인’ 

  *워크샵/모니터링/토론회/참여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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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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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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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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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당곡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일산 풍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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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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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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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음. 

  *방송사내 여성인력과 네트워크 가능성 확인.

- 여성부․PD연합회 제작자워크샵 참석

  *민우회의 전문가토론회 직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PD연합회의 여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많은 제작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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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동주관 한 ‘제1회 시민이 만드는 방송영상제’에서 장려상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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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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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심의팀, KBS 교양PD, 지상파 3사 연예오락 여성PD,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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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

기를 시도했다는 성과가 있었음.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 평가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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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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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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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회의

- 2004모니터교육 “여성의 눈으로 방송보기 방송쓰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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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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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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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미디어바로보기' :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

- 토론회 <성평등한 방송심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개최

- 2004 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언어賞/KBS1「가족오락관」의 허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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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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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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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3사 메인 뉴스 <LA경찰 사살장면 생중계 논란> 관련, MBC <PD수첩> 관련,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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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

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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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위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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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