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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

[단체 제안자]

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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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 민주화‘5대 가치’제안

미디어 생태계란 본디 미디어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다투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헤아리고자 쓰는 말이다. 시장과 경쟁 논리에 탈규제 독
과점 정책이 지배적인 방송통신 융합 정책으로 미디어 종다양성은 절체
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어느 순간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미디어
생태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규제당국은 사람을 헤아리는 대신 사업자
와 친밀감을 과시하는데 골몰했다. 방송도 통신도 인터넷도 예외는 없
었다. 미디어 생태계가 몸살을 앓게 되자, 보고 관계맺고 생각하고 말하
는 사람 관계, 사회 관계가 병들기 시작했다.
이 황폐와 불모의 미디어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곳곳에서 팔을 걷
어부쳤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전략과 도달 경로를 자신할 수 없지
만 민주화의 지향과 가치를 정초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추상의 구
호와 당위의 명제를 나열하는 것은 무능함의 고백임을 잘 아는 바다. 오
늘 우리가 제안하는‘5대 가치’
는‘26대 약속’
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에서 보기 좋은 아이디어와 슬로건의 나열은 아니다. 약속 제안 하나하
나에 이해당사자들의 절박한 기대와 희망을 담았다.‘5대 가치’
는 양보
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주체의 의지의 표현이요, 실천의 다짐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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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면 민주화 전략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힘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5대 가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

1.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명예훼손죄 폐지, 위력에 의한 업
무방해죄 폐지, 모욕죄 폐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를 제안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 허명(虛名)에 대한 보호
보다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용기있는 의혹제기를 조건 없이 허용해
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폐지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로 노동자 단체행동권과 소비자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모욕죄를 폐지한다. 국가와 권력에 의한 순치의
도구로 작용하는 한 모욕죄를 기꺼이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한다.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에
따른 시정요구는 불법성에 대한 잠정적 판단일 뿐, 게시글의 불법 여부
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한다.

2. 독립성
독립성을 위한 방편으로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민영방송 노·
사·시청자 3자대표기구의 사장 선출, 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송제작편
성규약 제정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하 공영방송 이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5대 가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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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원회가 1차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거른다. 이
사와 사장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한
다.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정치 중립적인 공영방송 사장 선
임을 꾀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사업자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 대표와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가 각각 3분의 1씩 참
여하는 기구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한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 및 관리.감독의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로 방송의 독립성 실현에 기여한다.
노사 합의로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
치하되 분쟁시 해결기구로 시청자위원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
고 운영한다.

3. 공공성
공공성을 위한 방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공공·시장 차별 규
제,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망중립성 보장, 저작권 체제 재구성, 시민
‘참여’방송 활성화를 제안한다.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방송통신 시장의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바탕
으로 수직적·수평적 규제진흥의 원리를 세우고, 방송 부문 역시 공공
방송과 유료방송의 수직적·수평적 규제 원리를 적용하여 공공성을 확
장한다.
규제진흥 정책 집행에 있어,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차등을 두고, 공공과 시장의 이원 구조를 정립한다. 공공 영역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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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규제 차별 및 동등성을 적용하고, 지역에서의 통합적 소유 규제,
교차소유 제한과 시청점유율 규제 등 민주적인 규제진흥 정책을 편다.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생산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의 저작물에 관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허용, 퍼블릭액세
스에 관한 획기적인 진흥 정책을 집행한다.

4. 지역성
지역성을 위한 방편으로 지역방송의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의 위상
정립,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 확대,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지역 문
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지상파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제를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개선, 지역방송이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지역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 뒤처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허브가 되도록 하고, 공동체
라디오방송이 제3의 미디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
미디어 마을 단위 지원 체계 수립으로 미디어에 있어 지역성의 명실상
부한 토대를 갖춘다.

5. 시민 주권
시민 주권을 위한 방편으로 수신료위원회 설치, 민영방송 3자 대표기
구, 시청자위원회 구성,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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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활성화, 장애인 접근권 확대, 미디어국민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
다.
수신료위원회는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두되 독립된 구성과 운
영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대표성, 부문대표성, 계층대
표성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 주권을 제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사업자의 사장을 선출할
때 시청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분쟁시
역시 시청자위원이 조정 역할을 감당한다.
시민의 직접 참여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애인 방
송통신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편다.
미디어국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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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현의 자유 실현

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공약 제안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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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虛名)에 대한 보호보다는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용
기 있는 의혹제기를 허용하라!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
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뿐만 아니라 기사화 논평 또는 사설마저도 명예훼손죄의 대
상이 된다. 권력자는 손쉽게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자나 반대
자를 명예훼손죄로 탄압해 왔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
직은 국민의 무한한 감시를 받을 때 권력남용과 부패에서 벗
어날 수 있다. 국민의 감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
로 공직자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
해야 한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최근 공무원의 비리나 정부정책의 합리성 등에 대해 문제제
기 하는 것을‘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정부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해서는 정보
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이를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기에 대법원은 여러 차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적시하였음
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증책임
의 분배가 확실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에 진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은 폐지할 필요가 있고,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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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가 그 사실이 허위
임을 알고 적시했음을 검사가 입증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
다.

표현의 자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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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

진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사례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적용사례)

공무원 또는 국가의 명예훼손(모욕죄) 주장으로 MBC <PD수
첩> 사례를 꼽을 수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방송
이었는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PD
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기업(주)의 명예훼손 주장으로 최병성 목사의‘시멘트’건을
들 수 있다. 2009년 4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다음
블로그에‘국내산 시멘트가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사용돼
발암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
국시멘트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
로 이의신청하였고, 검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1)

1)

20

오마이뉴스,“
“쓰레기시멘트 사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인터넷‘국가검
열’ 위헌성 불지핀 시민기자”,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25285> 검색일 :
2011.10.24.: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통신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하고 포털에 시
정 요구를 내려 4건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최목사는 방통심의
위의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방통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구속력 있는 사실상‘행정처분’
으로 간주하면서 최 목
사의 주장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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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사장)의 명예훼손 주장으로 상지대 사례가 있다.
2009년 10월에 상지대의 전 이사장의 복귀와 관련한 학교
의 상황을 기사화 2) 한 기자에 대해서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3) 2010년 7월 상지대와 관련하여
구재단이 복귀하면 사학비리가 다시 발생하고, 학교 정상화
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한 블로거가 해당 구재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
소당했다.4)
○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
주 17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로 기소되었고 2011년 12월 유죄확정 되었다.5) 이 때문
에 정봉주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6)

2)

오마이뉴스, 2009.10.9.일자,“
‘김문기 복귀’상지대엔 무슨 일이?”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1232074>, 검색일 : 2011.10.30.
3)
“김문기 전 이사장님, 메~~롱”, <http://blog.ohmynews.com/
dogs1000/169062>, 검색일 : 2011.10.30.
4)
민노씨네, “김문기씨, 고소해주셔서 영광입니다”
, <http://minoci.net/
1127>, 검색일 : 2011.10.30.
5)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이 사건은 비록 공직선
거법 제250조에 관련된 것이나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법원의 해석방식도
동일하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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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점

진실이 불리하다고 하여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보
호하는 가치는 일종의“허명”
(虛名)일뿐으로 이는 헌법적 보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러한 허명(虛名)
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 등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
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7) 물론 진실을 공개한다고
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적시 명예훼손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반론이 제기되기
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
버시의 보호법익은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인 평판과는 큰 차이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적시 명예훼손이‘프라이버시의
보호’
라는 공익을 달성한다면 이것은 우연일 뿐이다. 아래에
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1960년대의 미국에서 프롯서(William L. Prosser)는 프라
이버시 침해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의 불법행위(torts)로 분류
하고 있다.8) 첫째, 사적 사실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6)

7)
8)

22

이 사례에 대해서 외신은 이 대통령(Mr. Lee)하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
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예훼손 소송과 법을 남용한다고 보
도했다. The New York Times,“A Leading Critic of South Korea’
s
Presidenst is Jailed”
, <http://www.nytimes.com/2011/12/27/
world/asia/a-leading-critic-of-south-koreas-president-isjaild.html>, 검색일: 2011.12.27.
신평, <명예훼손법>, 313쪽.
박경신, 전게서, 제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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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facts) 비밀로 붙여두고 싶어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
한 사적 사항이 언론 매체에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둘째, 왜
곡된 묘사(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허구와 허위의 사
실을 공표 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서
세인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사실과 다르게 알도록 하는 행위
셋째, 성명 및 초상의 영리적 사용(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개인의 성명, 초상, 경력 등 본인의 고유한 속
성 즉 인격적 징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상업적 부
당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주의할 것은 사람의 징표를 그 사
람의 선호도에 편승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만 침해
가 발생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음미를 위한 사용은 침
해가 아님) 넷째, 사생활에의 침입(intrusion upon solitude
or seclusion)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침입 및
간섭받거나 소극적으로 감시도청 또는 촬영되는 행위 등에
의하여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의 네 가지 유형에서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버
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통용되는 것은 침해유형 첫 번째
와 네 번째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또, 침해유형 세 번째는
영미계에서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을 말하고 침해유형 두
번째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약한 형태9)에 해당
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침해유형 첫 번째와 네

9)

박경신, 전게서 제13쪽. 혹자는 false light(왜곡)과 defamation(명예훼손)
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false light에 대한 판례들이 거의
없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진실이 명예훼손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적시하되 왜곡되게 묘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false light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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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중에서는 침해유형 첫 번째가 진실적시 명예훼손과 연
관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버
시의 유형 중에‘개인의 사적생활에 대해서 타인이 알지 않
도록 할 권리’
를 중심으로 명예훼손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10)
이렇게‘개인의 사적생활에 대해 남이 알지 않도록 할 권리’
가 프라이버시라고 본다면, 진실적시 명예훼손을 통해 보호
하려는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개인의 사적생
활’
에 대한 진실의 적시만을 문제 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프
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될 수 없는 사실의 공개마저도 명예훼손
으로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다. 위에서 말한 허명(虛名)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적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진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진실에 대한 적시가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알권리가 침해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탈크 의약품 사태, 멜라민 분유 사태 등에서 볼 수 있
듯이 국민들이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실명을 알지 못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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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11)
그러나 이에 대해서‘공익성이 있는 진실적시의 경우 면책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익성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포함되기에 문제없다’
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오로
지 공익을 위하여’
라는 항변을 통한 면책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까? 아래에
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형법 제310조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
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
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
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
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한다.12) 그런데 이렇게 해석된‘공공의 이익’항변

11)
12)

박경신, 전게서 제4쪽
박경신, 전게서 제7쪽.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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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대법원이‘공공의 이익’여부를 정할 때“①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②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하라고 한
것이 도리어‘공공의 이익’
의 인정폭을 좁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어떤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더
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했다거나, 명예의 침해가 심하다
거나 하는 경우‘공공의 이익’
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
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 특정 제약회사의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
당하면서 그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
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제약회
사 등 11곳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이 있었다.13) 이에 대
해 대법원은‘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포
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공소외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②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
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정치인이
나 언론사 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
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1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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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단한다’
고 하였다.14) 그런데 위의 ②에서 너무 많
은 사람들이 부정적 평판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공공의 이
익’
이 부인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익성의 항변은 사
안이 중요하니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존재
하는 것인데‘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공익성이 부인
된다’
는 것은 공익성항변의 존재이유에도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 보호취지인‘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도 정면으로 부딪
힌다.15)
결국 위의 법리들이 남용되면‘비판도 너무 잘하면 안 된다’
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위의‘공익성’항변은 제307조 제1항의 경우에만 적
용되고 제309조의‘비방할 목적을 위한 출판물에 의한 명
예훼손’
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비방’
은 무엇인가?
과연‘비방’
과‘비판’
을 구분할 수 있는가?‘비방’
과‘비판’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보도에 대해 상대에 대한
‘비방’
의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공익성'을 부인하게 되면
사실상 '공익적인 비판'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야
말로 표현의 자유의 본연의 영역인‘공익적 비판’
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던가?
결국‘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라는 항변을 통해 면책받는 것
은,‘표현의 주제가 공익성을 가지는지 여부’
만을 따지지 않
고 공표의 방법이나 대상의 범위 혹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 등과 함께 고려하여 공익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실

14)
15)

대법원 2004. 5.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박경신, 전게서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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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매우 약하게 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다. 또 그조차도 일단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공익의 항변’
이 입증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기에 표현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진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점

니체는‘진리란 그것 없이는 특정한 종(種)의 살아 있는 존재
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런 오류의 한 양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발견되
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선택하는 어떤 것으로 역
시 오류의 일종일 뿐”
이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과학조차도 반증이 가
능한 가설(假說)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한다.
진리나 과학도 반박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
가 공직자의 부패의혹이나 정부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해 의혹
을 제기함에 있어 100% 확실하여 반박이 불가능한 주장만을
해야 하는가?
비리사실이나 정부정책의 비합리성을 100% 입증할 수 있어
야만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면 비리나 정부정책에 대해 문
제화할 수 없다. 비리는 항상 어둠과 침묵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정부정책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국민들
이 그 모든 내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를 알기에 표현행위자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였음을 알고 그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검사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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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왔다.16) 그러나 BBK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최근 판결을 보면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대
법원 자신도 아래와 같이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17)
즉,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소명’
할 책임을 의혹제기자에게
부과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혹제기자가 의혹이 진실임
을 소명하고 검사는 이를 탄핵하기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검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 없이 의혹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하기만 하
면 되게 되어 사실상 검사에게는 입증책임이 없게 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의혹제기의 경우 비록
허위의 사실임이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

16)

17)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 판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
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
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
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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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허위사
실을 적시한 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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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로 노동자 단체행동권 및 소비
자운동 실질적 보장!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
로 기소,‘공갈죄’
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
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는‘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를 요구하며‘잔업거부’
라
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
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위력’
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
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되었
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위력’
의 요건에 아무 제한이 없어 구매거절 의사를
다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의 경우까지 처벌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소비자, 철거
민, 세입자 등 미약한 지위를 가진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신
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범죄로 간주하여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또는 단체행동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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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바,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
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
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
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
314조 조항(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
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업무방해 유형 중‘위력’
에 의한 경우를 삭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형벌은 여러 사회통제수단 가운데 가장 가혹
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규범이라든가「형법」
을 제외한 다른
법규범이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업무방해죄
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
고, 만약 그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
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형법」
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
죄를 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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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의 규제, 특히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용자를 압박
하기 위한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게 마
련이고 따라서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는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노조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
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라는 논리가 우리나라의 형
사사법실무와 학계를 지배하여 왔다.
한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최근 소비자운동의 영역에
도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소위“언론소비자주권 국
민캠패인”
(이하‘언소주’
)의 광고주불매운동 사건에 대해서
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2008년 봄 미국산 쇠고
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 일부 네티즌들
을 중심으로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의 편집성향과 논
조를 비판하면서 3개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으
며, 그 과정에서 2008년 5월 31일 인터넷 포탈‘다음’
에
1)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이라는 카페가 개설되었다. 이 카

페의 개설자와 운영자들은 3개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3개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

1)

34

<http://cafe.daum.net/stopcjd> 이 카페는 현재“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
페인”
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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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항의 및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카페에 광고주 명
단을 게시하고 집중공략대상을 선정하여 카페 회원들로 하
여금 항의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
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카페 회원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광고주에 대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에 가담하였는
바, 검찰은 사전모의를 통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 등의 방법
에 의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
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제1심 및 항소
심 법원은 이 사건 카페 회원들 및 성명불상의 다수의 시민
들이 집단적 항의전화걸기 등의 방법으로 행한 광고중단압
박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광고주 명단을 카페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광고중단압박운
동을 독려한 것에 대하여 집단적 항의전화걸기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집단적 전화걸
기에 의한 광고중단압박행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정당행
위(형법 제20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게 유
죄를 인정하였다.2)
첫째, 연혁상 문제점이 있다. 현행 형법 제314조와 같은 포
괄적인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는
없고, 우리 나라와 일본에만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업무
방해죄 규정은 1907년에 제정된 일본 형법의 업무방해죄
규정과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그 연원은 1864년 프랑스 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19. 선고 2008고단5024. 항소심 판결은 서
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 선고 2009노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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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는“임금인상이나 임금인하
를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산업이나 노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의 조
직적 정지의 결과를 발생케 하거나 그 정지를 유지·존속케
하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자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
나, 1884년 쟁의행위가 폭력의 행사를 수반한 경우에만 처
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1992년 형법 개정에서는 아
예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즉, 현재 프랑스에서는 위력에 의
한 업무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은 1864년 프랑스 형법전을 모범으로 구 형법을
제정하였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모태인 구 형법 제
270조는“농공의 고용인이 임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또는
농공업의 경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용주 및 다른 고용인
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자는 1월 이상 6월 이
하의 중금고에 처하고 3엔 이상 3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1864년 프랑스 형법은 폭력,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자 하였음
에 비하여 일본 구 형법은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폭행에 이르
지 않더라도 이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방해 수단으로‘위력’
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위 구 형법 제267조부터 제272조는“식용물매매방
해”
“경매·입찰방해”
“농공업방해”
“임금증액 등 방해”
“임
금감액을 위한 방해”등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법행위
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노동운동 또는 이
에 동조하는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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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국주의 일본은 노동운동이 침략전쟁 수행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조문을 바꿔 구성요건을“개
괄적으로 규정하여 일체의 경우에 대응함으로써 (처벌) 누락
의 염려가 없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형법가안을 만들
었다. 일본 현행 형법은 위와 같은 일본 형법가안을 토대로
하여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의 장(제35장)에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를 같은 조문(제233조)에 포함시켜“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써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혹은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엔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위력을 써서 사람의 업
무를 방해한 자도 또한 전조의 예와 같다.”
라는 내용의 위력
업무방해죄규정(제234조)을 별도로 두게 되었다.
즉, 일본 형법가안의 제정이유에 명시된“개괄적으로 규정하
여 일체의 경우에 대응함으로써 (처벌) 누락의 염려가 없게”
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조항은 신설 당시부
터 죄형법정주의에서 일탈하여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
동 또는 시민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일본
현행 형법 제233조, 제234조를 형량만 높여 받아들인 조
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 형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았
을 뿐 아니라 형량을 더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점이 가
중되었다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 단체행동권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헌법 제
33조 제1항은“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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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
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고 하여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위력’
이란“범인의 위세, 사
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
기 족한 세력”
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론에 기반하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행
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언제나 업무방해죄의‘위력’
에해
당한다는 법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는 전제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 2011.3.17. 선고 2007도482 대법원 전원합의
체판결은 종래의 판례가 가지고 있던 입장3)을 부분적으로 폐
기하면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
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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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
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
여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기
준을 새롭게 변경하였다.
하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
는 실력행사”
인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파업의 경우
에‘집단성’
이 기본요건이기에 사실상 언제든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헌법적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원칙적
으로 범죄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
이다.
셋째, 소비자운동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불매운동
과 의견표명의 권리 등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소비자보호운
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 파악
된다. 법률의 차원에서 소비자기본법 제4조가 거래조건을
선택할 권리,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
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법률이
부여한 권리로 격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소비자가 사
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헌법상 표현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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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것이기도 하다.
언소주 사건의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의 집
단적 전화걸기 등에 의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한 핵심적인 근거는 그 행위가‘호소와 설득활동을 넘어섰다
는 점’즉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인“위
력”
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다. 항소심 판결이 적시한 판단기
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같
이 언론매체의 소비자들로서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
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고,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들을 상대로 3개 신문을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3개 신문에 광고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
달하고, 홍보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
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
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
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2001년 소위‘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
동 사건’
에 관한 대법원 판결4)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언소
주 사건에서 법원이 비록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완전히 불법
적인 것으로 본 것은 아닐지라도,‘설득과 호소활동에 의하
여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에서
허용된다’
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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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같은 다소간의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
한 세력)을 행사한 소비자운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란 본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사업자
- 1차적 불매운동이건 2차적 불매운동이건 간에 - 에 대한
압박(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면서 이를 집합적으로 요구

4)

대법원 2001.7.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
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
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
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
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
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나,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
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
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
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공연기획사가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
약에 기한 공연기획사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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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향유주체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소비자불매운동의 수단
으로 정당성한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
를 제압하였거나 제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이 아니라 그 수단이 폭력적인가 여부뿐이다. 피켓팅 등 불
매운동의 수단이 다소간 위력에 해당하는(coercive)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에 명백히 의존한 경
우가 아닌 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운동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실력행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
다.

2) 정책 과제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위력에 의한 경우 이외의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이 헌법상 보장
된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
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헌법상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
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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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현의 자유 실현

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공약 제안
모욕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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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기에 외적 명예가 크
다고 보여지는 공권력이나 기득권세력이 그렇지 않은 자들
에 비해 보다 더 강하게 보호되는 불균형을 야기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모욕죄가 주로 공권력·기득권층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여 왔다는 점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자유
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공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제한없는 비판이 필요한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모욕죄가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통상적으
로‘욕’
으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실제로 명예감정이
훼손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된다. 이
는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정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이상에 어긋
난다.
따라서 형사상 모욕을 폐지하여 국가가 국민의 비판을 순치
(順治)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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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행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내준 후 경
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 행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
였다. 이에 행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자 경
찰관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1) 이렇게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
거하는 의미로 욕설을 사용한 사람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체포하거나 연행, 처벌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또한 최근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
통령에 대해 쓴 글을 이유로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일도 있었다.2) 물론 이 사례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한 것으
로, 군형법 상 상관모욕죄가 단순히 상관의 명예감정만을 보
호법익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다를 수
있지만, 표현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경우 군최고통수권자로
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표현행위를 한 현역
육군 대위 역시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

1)

2)

이 사안에서 법원은“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이에 대
한 체포는 부당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동아닷컴, 2012.5.28.“현역 대위가 트위터에‘가카 새끼’대통령에 대
한‘상관모욕’첫 기소”
,<http://news.donga.com/3/all/20120527/
46560877/1>, 검색일시:2012.6.1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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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일반적인
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다수설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
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표현행
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법원에
서 판단할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
법익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아 법원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
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모욕죄를 통한 보호에 있어서의 불평등, 불균형이다.
일반적인 시민들 역시 모욕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 명예를 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에 비하여 일반 시민은 외부적
명예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다.3) 하지만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그 활용을 주저하지
않는다.4) 따라서 당연하게도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

3)

46

그러한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일 경우에 그 보장의 의
미가 있다. 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이다. 이는‘반대의 자유’
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자 또는 권력자 나아가 이데올로기
와 지배 체제에 대해서까지도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약자의 자유’
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주로 정부
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그 핵심대상”
으로 한다는
견해에 찬동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서,“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민
주법학」통권 제3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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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귀족이
나 왕족과 같은 계급이 존재했고, 모욕죄가 그들을 보호해야
했던 과거에나 타당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욕죄가 형사적 제재를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을 통
제하게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모욕감을 느꼈는지
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가 손상되었는지를 객
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기에 결국 일반적으로 모욕을 느낄만
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면 해당 표현에 의하여 피해자가 실제
로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된다. 이
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욕설이라고 분류되는 단어를 사용한
표현 등은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모욕죄에 해
당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욕설
이라고 생각되는 단어 등이 사용된 표현은 표현의 세계에서
추방되게 된다. 국가가 형사적 처벌을 들고 나와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순화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대화
할 때 사용해야 할 단어를 지정해주는 것이다.5)
더 나아가 이렇게 국가가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언
어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자유주의국가의 이상과
4)

5)

미국의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처분 되거나 주의회에서 자발적으
로 폐지된 이유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경신,“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조사에 즈음하여”
,「서강법학」제11권 제1
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61~362쪽.
현대 모욕죄의 기원이 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에서는 1800년대
초반까지“존경하는”
,“친애하는”
이라는 표현을 모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도 모욕이라고 평가하였었다고 한다. 출처 : 박경신 블로그,“모욕죄와 혐
오죄-모욕죄의 귀족적 기원과 혐오죄의 인권적 기원”
, <http://blog.naver.
com/kyungsinpark/>, 검색일시: 2012.6.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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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주 먼 것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국
가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
의의 기본적인 이상임임에도 순하고 아름다운 말로만 권력
과 국가를 비판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1년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반대운동
과 이에 따른 강제징집에 대한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상
황에서 법원 방청객이‘Fuck the Draft(우리 식으로 번역하
면“씨발놈의 징용”
)’
라고 쓰여진 자켓을 입고 법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일종의 소란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안
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욕설의 형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는 판단을 한 바 있다(Cohen v. California, 403 U.S.
15). 위 판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표현들은 이렇다.
-「장내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차있다는 것은 강점
이지 약점이 아니다.」
That the air may at times seem filled with verbal
cacophony is, in this sense not a sign of
weakness but of strength.
-「한 사람이 표현의 자유라는 특권을 개인적으로 저급한
방식으로 남용하는 것에 우리가 불쾌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도 진정으로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연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We can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in what
otherwise might seem a trifling and ann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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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of individual distasteful abuse of a
privilege, these fundamental societal values are
truly implicated.
-「방법만 평화롭다면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so long as the means are peaceful, the
communication need not meet standards of
acceptability
-「우리는 헌법이 각 표현의 인지적 기능을 보호하면서, 전
체적 메시지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 감성적
기능을 무시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We cannot sanction the view that the Constitution,
while solicitous of the cognitive content of individual
speech, has little or no regard for that emotive
function which, practically speaking, may often be
the more important element of the overall message
sought to be communicated.
-「공인과 공공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미국 시민들의 특권
은 단지 박식하고 책임있는 비판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않
은 무식한 비판도 포함한다.」
One of the prerogatives of American citizenship is
the right to criticize public men and measures -and that means not only informed and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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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but the freedom to speak foolishly and
without moderation.
-「마지막으로 같은 취지로 우리가 특정 단어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상을 억압할 위험을 과소평가
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정부기관들은 소수자들의 견해
를 금하기 위한 편리한 핑계로 특정한 단어들을 금할 수
있다. 그런 암울한 결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은 거의 없다.」
Finally, and in the same vein, we cannot indulge
the facile assumption that one can forbid particular
words without also running a substantial risk of
suppressing ideas in the process. Indeed,
governments might soon seize upon the censorship
of particular words as a convenient guise for
banning the expression of unpopular views. We
have been able, as noted above, to discern little
social benefit that might result from running the risk
of opening the door to such grave results.

2) 정책 과제
모욕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
으로 하기에 보호에서 불평등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국가
가 형사적 제재를 동원하여 통제하는 결과를 낳으며, 국가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순치한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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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현의 자유 실현

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공약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게시글 불법성 여부 법원이 판단
정치적 심의 최소화
중개인이 권리침해 신고 받을 경우 즉시 임시조치, 게시자 이의 제
기시 게시물 복원 및 게시자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판단 절차 마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훼손 분쟁조
정기구 등 독립적 기구에 의한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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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도 예외 없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
를 야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는 2008년 이후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인터
넷 망이 가장 발달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이
용자의 권리 제한이 많은 등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의사표현이 정치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이를 삭제 조치 등을 한다면 이는 민주주
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적 심의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인
터넷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
의 통신심의에 따른 시정요구는 불법성에 대한 잠정적 판단
일 뿐이므로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
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하여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자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적
게시물들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차단되는 등의
임시조치제도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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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신 분야 심의를 하고 있다.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의 경우 사법적 판단 전에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유해정보의 경우 모
호한 규정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
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
터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이
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다수는 행정기관의 요
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들 중 97.6%는 삭제 등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따
라서 인터넷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유해성을 소화해내기 보
다 정부기관의 판단과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인터넷을 규
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
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행
정심의를 하는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심의는 국
민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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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협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는 대부분 민간자율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를 촉진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방통심의위
가 출범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첫 권고 결정을 내린 사
례는 이명박 대통령을‘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등
으로 표현한 게시물이었으며 방통심의위는 꾸준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삭제하고
@2MB18nomA 등 트위터 계정까지 차단해왔다. 천안함
침몰 사건 등에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들을 삭
제하였으며 현역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들도
삭제해 왔다. 또한 쓰레기 시멘트, 멜라민 파동 등에 있어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게시물들도 대상 기업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해왔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권
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으며,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
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
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2007년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일명‘임시조치’
조항에 의하면 어떤 정보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온
라인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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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도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
우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조
치 요청에 광범위하게 응하게 되었다. 재게시 절차가 명확하
게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
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
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
는 동안 끝났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Daum)의 경우, 임시조치 요청자가 관련기관의 명예훼손 결
정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에 복구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게재자가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
자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적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통
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차단되고 있다는 점이
며,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에도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의 발
언이나 행동을 비판한 블로그 게시물이 해당 기관이나 정치
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 조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한
다.
2007년 11월 14일 다음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신문기사와 덧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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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다. 일명
‘사무라이 조’
로 알려진 경찰 간부가 2009년 5월 1일 서
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
도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다. 2009년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다음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조선일보
사주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단서로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이 임시조치 당한 바 있으며, 기업에 의해 임시조치 된 사
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등 수많은 게시물이 임시조치
제도의 남용으로 차단되었다.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에 따르면 임시조치 제도에 대하여 비판을 검열하려는 정치
인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자의적이고 과도한 제
한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보장책은 전무한
상태이고, 개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에 사법부를 통해 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
의 부담이 클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가 발생한
다고 지적하였다.

2) 정책 과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
넷을 심의하는 행정심의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심의
폐지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통신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불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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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삭제 등 청구)를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 소관 정보를 게재한 이
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를 상
대로 법원에 삭제,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접근차
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도록 한다. 법원에 조치를
청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당 정보가 유통이 금지되
는 정보임을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불법정
보는 사법부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치적 심의의 위험은
최소화해야한다.
권리침해 신고를 받을 경우 중개인이 즉시 임시조치를 하되,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게시물을 복원하고 게시자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판단
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훼
손 분쟁조정기구 등 독립적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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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공약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새 방송통
신 규제기구 설립
방송통신 시장의 유무료 공공성 획정 및 공공방송과 유료방송 수
직·수평 규제
방송과 융합형 방송서비스, 인터넷콘텐츠서비스(포털), SNS 등 방
송과 전자미디어를 통한 표현 규제진흥 정책(기구) 및 전화, 기간통
신, 초고속통신망, 정보통신기계 등 통신 인프라부문 규제진흥 정
책(기구) 분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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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
하는 행정기구이다.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규제진흥 철학과 원리는 최소한 표
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등 5대 가치
를 바탕으로 정립한다.
방송통신 시장의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바탕으로 수직적/수
평적 규제진흥의 원리를 세우고, 방송 부문 역시 공공 방송
과 유료방송의 수직적/수평적 규제 원리를 적용한다.
방송과 융합형 방송서비스, 인터넷콘텐츠서비스(포털), SNS
등 방송과 전자미디어를 통한 표현 규제진흥 정책(기구)과
전화, 기간통신, 초고속통신망, 정보통신기계 등 통신 인프
라부문 규제진흥 정책(기구)을 분별 정립한다.
5대 가치 실현을 위해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에 준해 규제기구
의 실국 체계를 재편한다. 소유규제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방송사 1차 심의 및 심의 최소화 원
칙 속에 시민 참여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의
지역성 구현의 허브로 탈바꿈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공
영방송 수신료 산정·징수·배분의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
는 수신료위원회,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보
장,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시청
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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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추세를 반영하여 1999년 방송개혁위
원회에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안은 숱한 논란을
거쳐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방송통신위
원회’출범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함께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언론을 지배하는데 위원
회를 이용하였고 정권에 우호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무리수를 두는 등 애초 방송, 통신 융합환경 아래 전개되는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의무를 해태하였다.
결국 방송, 통신, IT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 수행 결과가 낙제라는 것이 해당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배적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에 시민(사
회)에 대한 일체의 관심과 고려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방송부
문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였고 정보통신부문에
서는 아이티 컨트롤타워(IT Control Tower) 또는 코디네이터
(Coordinator)역할도 하지 못했다. 사업자 간 이익 충돌 발
생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엄중한 때에도 위원회는 조정
자로서의 역할도 부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위헌 논란 속에 종편 도입에 몰입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도입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들은 유무료 사업 구분없이 생존 경쟁
으로 내몰렸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전방위 로비에 탈규제
독과점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 방송시장획정은 모든
방송, 통신사업자들을 단일한 시장 시스템(플랫폼 시장, 채
널 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몰아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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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태였다. 일국의 미디어의 발전은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공공적 요소는 배제하고 산업적 요소만 부추기는 편
향된 정책으로 일관했다.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는 퇴출 위
기에 직면했다. 다양한 디지털 방송서비스(MMS, UHDTV
등)는 좌초되었고 지상파방송용 주파수는 상업통신에 할당하
는 등 무료방송의 직접수신을 방해하고 있다.(TV신호 보호
대역 채널, 700MHz 대역 회수) 이런 이유 등으로 디지털
전환은 실패에 직면하였고 공공적 정책은 일그러지고 말았
다. 이 결과 시민들은 미디어에 접근함에 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미디어 커뮤니케
이션 권리를 호소할 규제 당국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시나브로 방송 분야는 공공성 훼손, 방송언론자유 침해, 방
송플랫폼 퇴보 등을 이유로 독립위원회로 분리 또는 위원회
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IT, 통신 분야에
서도 조직을 분리하고 타 부처로 분리된 관련 산업의 통합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의 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크고작은 아이디어들이 제기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끊
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진흥의 어떤 철
학과 원리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입장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을 위한 규제진흥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
진흥인가에 관한 인식과 해답 없이 경험에 의존하거나, 아이
디어를 쏟아놓거나, 현실 상황논리에 기댄다면 정책 혼란은

64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5대 과제 26대 약속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65

MONO-WON 2540DPI 175LPI

가중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실패를 예고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차기 정부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현실적/가
설적 논쟁 프레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첫째,
융합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방송사업 영역과 통신사업 영역을
분별정립하여 규제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는 다시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을 구분하여 방송 규제진흥기
구와 통신 규제진흥기구를 분리 구축하자는 의견과 방송통
신 규제기구는 두되 그 안에서 방송의 공공적 규제체계를 별
도 정립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둘째, 미디어 가치사슬 즉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에 관한 동일 레이어 동
일규제진흥의 차원에서 이를 위한 방송통신 규제기구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경향적으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산업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미디어 산업 발전을 우
선시 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방송통신 시장 규제진
흥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에 따른 규제진흥 정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기둥줄기로 방
송통신융합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관통하
는 규제진흥 원리를 세우고, 방송 부문 역시 공공서비스방송
과 유료방송에 대한 수직/수평 규제진흥을 분별함으로써 산
업과 시장 논리로 편향된 현재의 방송 정책을 공공성 중심의
방송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방송통신 규
제진흥이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우선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방송에 관한 시민 권리, 통신에
관한 시민 권리가 중요하므로 방송통신 규제진흥은 시민 권
리를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인데, 보편적으로 타
당한 주장이지만 현실에서 크게 닿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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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를 실현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정부처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
이에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전자커뮤니케이션에 직접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 △전자커뮤니케이션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
리 △다양한 시각과 문화, 정보를 추구하고 향유할 권리 △
전자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권리 △
전자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사회적 소수나 약자 계층이 소외
되지 않을 권리 △전자커뮤니케이션 콘텐츠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실현 등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규제진흥 철
학과 원리는 최소한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등 5대 가치를 바탕으로 정립할 수 있다. 지난 방
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등은
말할 것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독립성을 훼손하
고, 공공성을 약화하고, 지역성을 배제하고, 시민주권을 무
시했다. 5대 가치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미디어 생
태계 민주화를 위한 추상 수준의 가치/규범의 제안이지만,
이를 방송통신 규제진흥의 골격으로 삼아 구체적인 장기계
획 마련과 함께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방송통신 시장의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 골격을 바탕
으로 한 규제진흥의 일관된 원칙을 확정한다. 특히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파, 수신료, 기금 등 공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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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획정으로 유료시장
내 획정에서 분리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을
육성하되 반독과점 정책 속에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
한다.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에 대
한 민주적 규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제작 주체의 창의
와 자율성 보장에서 시작된다.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진
흥은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의 원칙 속에 설정되고,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 운용에 있어 보편성으로
서의 지역성과 시민 미디어 주권 실현을 최선의 가치로 삼는
다. 광고재원 위주의 재원정책 대신 적정 수신료 인상과 합
리적인 산정·배분 정책을 수반한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무는 크게 망과 서비스 분야로 나누
어 방송통신 산업과 정부-방송사업자-시민사회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전화 등 기
간통신, 초고속통신망, 정보통신기계 등 통신 인프라부문에
관한 역무와 방송 및 정보사회서비스(인터넷 콘텐츠 사업(포
탈), SNS 등)에 관한 역무의 특성을 고려한 일관되고 짜임
새있는 규제진흥 정책/집행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규제기구의 실국 체계
를 재편하여 정책/집행에 임해야 한다.
첫째,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안에 다원성과 공생성을 위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의
차등화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공공과 시장의 이원적
구조를 법제적으로 정립한다. 이로부터 공공 영역과 시장 영
역의 규제 차별성/동등성 적용, 지역에서의 통합적 소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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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차소유 제한과 시청점유율 규제 등의 민주적인 규제진
흥 정책을 편다.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는 현 방송통신위원
회의 방송평가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등 유사한 성격의 기타 조직 통합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디어 일상적·주기적 시장 현황 조사와 규제
를 전당한다. 자료 요구권, 심사권 등 시장조사 권한을 법적
으로 부여함으로써, 미디어 관련 기업의 소유관계 및 출자관
계, 매출액 구조를 파악하여 다원성과 공생성을 위한 규제
기능을 담보한다.
둘째, 편파심의, 표적심의, 불공정심의로 잡음이 끊이지 않
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하는 행정
심의 제도는 폐지하고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
닌 법원에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 방송심의는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로 이관하고, 심의를 개시하기 전
에 반드시 방송사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새 규제기구
산하 방송심의위는 시청자 민원처리의 2차 창구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셋째,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방
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름뿐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권한
과 직무를 확대해 지역방송 정책과 규제진흥 사무를 실질적
으로 총괄하게 한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를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로 집중시켜 중장기적 지역방송발전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지역성 구현의 허브가 되도록 한
다.
넷째,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존속 및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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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보장과 정치적 독립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공
영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
하에 독립적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과 관리.
감독 등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수신료위원회를 둔다. 위
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대표성, 부문대표성, 계층대표성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 주권을 제도화한다. 위원회 내에 수신료
조사기구를 둠으로써 수신료의 산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징수 권한과 함께 공
영방송사와 지역별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역
할을 감당한다. 수신료 배분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
하는 지역 공영방송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공영방송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다섯째, 시민의 직접 참여 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
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
화, 공공성 향상,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 방
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시청
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69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70

MONO-WON 2540DPI 175LPI

5대 과제 26대 약속

02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
위원회 설치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71

MONO-WON 2540DPI 175LPI

공약 제안
의견 다원성 보호, 공정경쟁 촉진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과 전담
기구 구성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법 제정 추진
- 미래지향적 수평규제 원칙 바탕으로 공익적 측면 수직규제 원칙 결
합(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 계층화 접근법)
-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법 제정 목표

확고한 교차미디어 소유규제 기본 원칙
- 방송 플랫폼 간 소유 제한 원칙 도입
- 신방겸영 관련 각 미디어 영역 엄격한 지배적 사업자 기준 적용,
이들 사이의 결합이나 소유출자 관계 차단

미디어 기업 사이 시장 결합 공정경쟁 규칙 수립
- 방송 규제기구 경쟁규제 기능 정밀화 및 직권 부여, 일반적 독과점
방지 규제기구와 연계성 마련

방송 규제기구 산하 (가칭)‘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설치
- 미디어 일상적·주기적 시장 현황 조사 전담 경쟁규제 담당
- 유사한 성격의 기타 조직 통합 및 역할 재정비
- 시장조사 권한 법적 부여. 미디어 관련 기업의 소유관계 및 출자관
계, 매출액 구조 파악. 자료 요구권과 심사권 부여

미디어 소유권 규칙 3년 주기 검토
- 방송 규제기구에 권한 부여. 미디어 시장 현황조사 기구의
미디어 기업 시장 자료 수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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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송법에는 여러 가지 소유규제 장치가 복잡한 형태로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유규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 하에서 정교하게 검토되지도 못했으며, 사회적
으로 합의된 경우는 더더욱 없다. 예컨대 1인 지분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왜 그와 같은 형태여야 하는지, 시정점유율
제한이나 매출총액 제한 등에 관련된 수치는 어떤 원칙에 의
해 도입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와 같은 소
유규제 장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준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디어
생태계의 복잡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의견 다원성의 보
호와 민주주의적이고 공생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촉진하려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이
시급히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조건에 부합하는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은 기존 방송법
의 관련 조항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법 제정을 목표로
수평규제의 원칙과 수직규제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장벽이 사라진 미
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수평규제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되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를 계층화시키는 수직규제적 접근
법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에서 첫째, 교차미
디어 소유규제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방송 플랫폼
사이의 소유 제한 원칙을 도입하고, 각 미디어 영역의 지배
적 사업자 기준을 엄격히 하여 이들 사이의 결합이나 소유출
자 관계를 명료하게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둘째, 미디어 기
업 사이의 시장 결합에 관련된 공정경쟁 규칙이 수립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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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공정경쟁 규칙은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의견 다
원성 수준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미디어 규제 기구 내에
독립된 형태의 경쟁규제 기구(가칭‘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에게 최근 부여된 바 있는 경쟁규제 기구로서의 직능을 좀
더 확대된 형태로 수용하여 미디어 부문에서의 독과점 방지
와 미디어 기업 결합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규제 기구로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 차원의 경
쟁규제를 담당한다면,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는 미디어라는
특수 차원의 경쟁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기구로서 제안된다.
또한 이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미디어 시장의 소유권 현황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
는 권한을 지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미디어 시장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이
기구에게 부여하면서 기존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나 여론집
중도조사위원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미디어 관련 기업의
소유관계와 출자관계, 매출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
는 수단을 통해, 일상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3년에 한
번)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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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

미디어 소유규제의 현황

전반적으로 방송에 대한 일반적 소유규제는 완화 추세에 놓
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추세로 보자면, 플랫폼에 대
한 소유권 규제나 교차소유 규제, 대자본의 시장 참여에 대
한 규제 등은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외국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도 완화되는 모습이다. 물론 지역
과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미국, 영국, 독일, 북유럽처럼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은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추세이지만, 기타의 경우는 일정한 투자 가능성만 열어주는
형태로 여전히 상당한 제한을 유지하는 중이다.
북미와 유럽 등지의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을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한국에 비해 소유규제 규칙이 덜 복잡하게 구성되는
편이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특수 규제보다는 일반 규
제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경향이며, 세세한 소유 지분 규제보
다는 부문별, 권역별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장지
배력의 전체적 틀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
기는 해도, 소유규제의 규범적 목표인‘의견 다원성 보호’
와
‘공정경쟁 촉진’
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미와 유
럽 국가들의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이 최근 들어 전반적인 완
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의견 다원성이 중요하지 않아
서가 아니라, 의견 다원성 수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소유규제 완화가 이뤄짐으로써 부분적으로 규모의 경
제를 촉진하면서도, 공정경쟁과 소비자 선택성 강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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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외 각국의 소유규제 규칙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더 단순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소유규제 규칙이 불필요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더 많이 활용하고, 탄력적인 형태의‘일반 규제’즉
경쟁규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현재의 복잡한 미디어 생태계
를 관리하는 방책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소유
규제 규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에 맞춰
적절히 형태 변동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우리의 경
우 역시 소유규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사전 정
의된 법규정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사후의 맥락적 판단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소유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를 변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의 미디
어 환경에 부응하도록‘통합 디지털 미디어 법’
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통합 규제기관의 경쟁규제 기구적 성격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

위에서 밝힌 바 있듯, 교차소유에 대한 기존의 규제 역시 전
반적으로 완화 추세에 있기는 하나, 미디어 교차소유 제한의
기본틀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편이다.
글로벌 차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유력 전국일간지에
의한 지상파 방송 소유를 차단하거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
식은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둘째, 지역에서의 미디어 교차
소유 규제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전국 차원에서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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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규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도, 지
역에서만큼은 교차소유 규제의 기본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
는 편이다. 셋째, 미디어 소유규제 측면에서 일반 경쟁법 차
원의 접근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특수법 차원의 소유규제
규칙이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미디어 교차소유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동의, 즉 이종매체간 교차소유
는 일반적인 기업 결합과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미디어 부문의 특수성’
이 반영되는 차원이다. 넷째, 구체적
인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 즉 기업 간 결합, 공정거래,
독과점, 경쟁 저해 등의 문제를 폭넓게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정책 과제
○

기본 방향성

-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적 소유규제 규칙 구
성 : 의견 다원성과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가치의 실
현을 목표로 채널, 플랫폼, 네트워크 소유규제의 통일성
확보
- 공적 미디어 부문과 시장 미디어 부문을 계층화하고, 계
층별로 차등화된 소유규제 적용 : 공공행위자는 공공 기
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장행위자는 공
정경쟁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화된 소유규제를
적용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되 방송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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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제 도입 : 그 안에 공공행위자의 특수성을 정의하고
그와 같은 법적 지위의 특수성에 걸맞은 의무와 권한을
명시
- 소유규제 규칙의 재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면밀한 시장현황 조사 필요
: 공공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의 조
달 구조
: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시장 현황
: 콘텐츠와 플랫폼 측면에서의 시장 분할 구도
: 의견 다원성과 내용물 다양성 수준
○

주요 목표

-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의 차등화된 법적 지위 명확화
: 공공과 시장의 이원적 구조를 법제적으로 명확화
: 공적 기능이 중심이 되는 영역
= 지상파 방송 채널을 통한 무료보편적 방송 콘텐츠 공급
보장
= 지상파 방송 주파수/전송망에 대한 무료보편적 접근 보
장
= 기타 멀티플랫폼 공공서비스 방송 영역 (기존 지상파
플랫폼 이외의 경로를 통해 공적 콘텐츠에 대한 무료보
편적 접근을 보완하고 및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제공
= 지역 풀뿌리 미디어: 공동체라디오 등

: 시장 기능이 중심이 되는 영역
= 유료가입자 기반 방송 플랫폼과 서비스(위성,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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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 유료채널(PP): 유료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채널
= 기타 유료 멀티미디어 서비스

-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의 규제 차별성/동등성 정비
: 공적 영역
= 방송 플랫폼 사이의 일관된 교차소유 제한 원칙 수립
= 지상파방송과 기타 지배적 미디어(일간신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거대 포털 등) 사이의 교차소유 제한 명
확화
= 유료방송 영역에서의 행위 동등성 원칙 도입
= 디지털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시 면허제도 및 교차
소유 제한 도입
= 디지털 지상파 다채널 PP에 대한 특별승인제 도입과
교차소유 제한

: 시장 영역
= 유료방송 영역에서 독과점적 사업자 예방 장치 도입:
유료방송 플랫폼의 각 부문별 소유 제한과 유료방송 전
체 차원의 소유 제한 실시
= 다채널 방송 플랫폼에 대한 채널운용 규제 확대 및 플
랫폼 소유주와 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공정거래 규칙
확보

- 지역에서의 통합적 소유 규제 방안 마련
: 전국적 MSO가 자사 PP를 활용하여 지역방송에 행사하
는 과도한 영향력 차단
: 지역에서의 소유규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교화/강화
- 교차소유 제한과 시청점유율 규제

78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5대 과제 26대 약속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79

MONO-WON 2540DPI 175LPI

: 지배적 신문 사업자가 공공적 방송 영역에 진출하는 것
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좀 더
정밀화하고 현실화할 필요
: 시청점유율 규제와 가입가구 수 규제를 통합하는‘시장
점유율’규제 방식 도입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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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공약 제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하에 공영방송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사 임기보장
공영방송 이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 강
화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장 자격
기준 강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의 투명화 : 특별다수제(2/3찬성) 도입을
통한 정치 중립적인 공영방송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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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은 이사회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
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
영방송의 실질적 경영과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도 선임한다.
정부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는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공
영방송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라는 취지에 입각해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고, 국회의 추천을 받는 공영방송 이
사회를 통해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부가 아니라 수신료를 납부하
는 공영방송의 시청자를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국
회 내의 집권여당이 결국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
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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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와 점점 정치의 미디어 의존도
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치권력의 방
송장악은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진다.
2008년 KBS 이사교체를 통해 정연주 사장을 강제적으로
퇴임시킨 사례나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력의 행사로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국내 공영방송의 이사 및 경영진
선출 방식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방송이 수행하는 언론 기능의 가장 주요한 비판 대상은 정부
다.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이사의 임명에 정부나 행정
부처의 수반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공영방송의
저널리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
및 사장의 선임 때마다 선임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불필
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공영방송 재배구조 개선의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이
사진과 사장 선출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선출방식과 자격요건은 방송사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한 그간의 공영방송 이사들의 선임과정을 보면 이사 선임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법에 명기되어 있는
EBS를 제외하면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인 규정은 각 분야의 대표성이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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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정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과
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으로 인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반
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정의 불
투명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역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명제청권을 민의의 대변기구인 국회에서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정치적 쏠림 현상을 막을 필요
가 있다. 또한 이사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국회의 이사 제청에 앞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등이 고루 참여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이사의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이사진이
선임되는 것은 물론 경영진 선임 과정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과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후보의 추천과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
과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을
이루는 이사추천 관련 업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
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
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
하는 위원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등 대통령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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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행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규정
된 이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조항을 개선하여 이사진
과 사장 등의 선출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공영방
송의 이사장과 사장 후보는 국회소관 위원회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의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같은 공영방
송인 KBS, EBS, MBC는 각기 이사 선임에 관한 상이한 법
률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임명, 자격조
건 등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저해 받고 있다. 따
라서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이사와 사장 임명 및 결
격사유, 자격조건 등에 관한 조항을 일원화시킴으로써 공영
방송 지배구조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
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관리·감독권을 부여받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관리 및 감독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

방송법 개정

-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항, 제46조의 2
및 3 : 이사추천위원회 신설, 이사의 자격요건 보완
- 방송법 제47조(이사의 임기) :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보장
-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개정 : 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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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세분화
-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2항 및 제50조의 2 신설 : 정
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장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
조항 신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 사장의 임기 및
결격사유 조항 신설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임기보장, 자격조건, 결격
사유 조항 개정 및 신설), 제10조(사장추천위원회, 사장
의 임기 및 결격사유 조항 신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조
항 삭제), 제11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격사유, 자격조
건) 조항 신설 및 개정, 제14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사
장 임기 및 결격사유) 조항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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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대표기구로 선출

공약 제안
방송사업자 1인 소유지분 상한 20%로 제한
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지분 보유 금지
주주 대표,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3자 대표기구 설
치로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면동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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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소유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해 공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측면을 갖고 있다. 민영방송의 경
우에도 이러한 공적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민영방송의 보도·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을 위한 제도는 공영방송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공영
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언제든지 방송사의 경영진 구
성과 방송 내용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과 달리 민영방송은 특정 개인이나 사주가 방송의 경영권
을 영속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방송 제작의 전 과정을 사유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좋은 방
송 내용을 보이더라도 언제든 방송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사
주의 마음만 바뀌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점에서 보도 기능을
갖는 방송의 사유화는 제한되어야 한다.
지상파 민영방송의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1인
소유지분 규제 및 지주회사의 소유 금지를 통한 1인 예속의
방지, 둘째, 경영진 구성 등 방송사 지배구조의 개편, 셋째,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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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2012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나라 민영방송은 공
영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영
방송인 MBC, KBS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 등으로 장
기간의 파업 사태에 이어 지속적인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부에서는 민영방송의 경우 항상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어 특정한 정파나 정권을 편들기가 쉽
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착시 현상이다.
대표적인 민영방송인 SBS의 경우를 보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2012년 이전 상황은 그렇지 않다.
2011년 연말에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대기 발령했고 내부적으로는 차등임금제 도입 시도 등 기자
와 PD들을 사주 앞에 줄 세우려는 제도 도입 압박 등 노사
갈등이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흑자가 나는 상
황에서도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노조 간부들을 징계했으
며, 노조 간부 출신이 현업으로 복귀하면 인사권을 무기로
보복 조치를 일삼았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SBS의 환금성 높은 자산
을 헐값에 가져가 현금화한 뒤 계열사 확장에 열을 올리고는
SBS로 하여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구
조를 만들었다. SBS가 만든 콘텐츠는 여전히 지주회사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를 위한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구나 소유경영 분리 약속과는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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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BS의 모든 일상적 업무까지 지주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사주 개인에 의해 결정되며 직접 SBS의 실무자들까지 불러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황제 경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방송을 지배하
는 것은 물론 소유지분이 40%로 제한된 방송사의 수익을
빼돌려 더 큰 지분을 가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
도로 운영되자 다른 지역 민영방송사들도 점차 지주회사 체
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SBS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본따
지역민방들마다 노조가 회사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나 인사상 보복 등을 일삼았고 곳곳에
서 분쟁이 발생했다. 노사분쟁을 취재, 보도해야 할 언론사
가 수시로 분쟁 사업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재의 민영방송사들은 사주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유화가 관철되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사불란한 줄
세우기가 이루어지고 언론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사주에 대
한 충성심이 인사의 절대적 원칙이 되고 있다. 할 말 하는
언론인은 보복을 당하고 대부분의 보직들은 무조건 충성하
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러다보니 방송의 내용은 물론 안정
적인 방송 제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의
배분, 수익구조까지 오로지 사주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된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민영방송이 공익에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
렵다. SBS가 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민영방송이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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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 개선 과제
민영방송 개혁의 핵심 과제는 사주 개인이 방송사를 경영과
인사로 완벽하게 장악해 자신의 이해에 복종시키고 이를 통
해 언제든 입맛대로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막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첫째, 소유구조 개선, 둘째, 지배구조 개선,
셋째, 방송 내용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 등 세 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

1인 소유지분 제한 및 지주회사 방송사 지분 보유 금지

소유구조 개선의 핵심은 1인 소유지분의 축소와 함께 방송
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지
주회사 체제를 통한 간접 지배를 막는 것이다.
우선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를 개정하여 1인 소유지분
상한 40%를 20%로 낮추어야 한다. 당초 30%이던 1인
소유지분 상한은 과거 방송개혁 논의 과정에서 20%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0%로 확대하면서 1인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
었다. 1인 지분 상한이 30%이던 시기에는 다른 일부 주주
의 협력을 통해 1인 지배가 완성되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제
한 없이 1인 지배가 관철되고 있다. 1인 소유지분의 축소는
민영방송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출발점이며, 1인이 손쉽게
방송사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
분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소유지분 상한의 축소를 두고 재산권 침해나 소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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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방송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함께 방송의 자유가 사업자의 자유가
아니라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장이
라는 헌법 판례 등을 감안하면 공익적 목적의 제도 변경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미 2007년 방송사업자 사
이의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도 SBS는 소급 입법이
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다른 지역민방 사업자들의 주장
을 반박하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를 개정해「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는 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방송사에 대해 소유 규제 등 다양한 공적 제한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방송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이를 틈타 지주회사는 공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방송사의 경영과 방송 내용에 전적인 지배력
을 행사하고 있다. 지분이 40%로 제한된 방송사에서 이익
을 빼돌림으로써 안 그래도 뉴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영 악화에 직면한 방송사들의 안정적 제작 환경을 위협하
고 있다. 이른바 터널링이라 불리는 방송사에서의 이익 유출
로 지주회사 내의 다른 계열사들과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특별한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에
장악된 방송사의 경영진은 방송사의 이익과 안정적 경영이
아니라 오로지 사주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경영상 결정
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리를 보장받는 구조가 구축되어 있
다. SBS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이러한 지주회사를 통한 이익
유출과 무책임한 경영은 지역민영방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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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송사를 지주회
사를 통해 간접 통제하면서 사주 개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2012년에 제정된 미디어렙법에서는 지주회사는 미디어렙
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지주회사가 미디어렙을 소
유함으로써 방송사 재정을 통째로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지주회사가 방송사를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입법
례이다.
○

지배구조 개선

민영방송사의 대표이사 등 이사회 구성을 자본권력이 독점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공적 통제 하
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방송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사장과 이사 선
임 방식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방송사업자 가운데 보도 기능
을 갖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등 방송이 언론
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
해 주주 대표와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가 각각 3분의 1
씩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
도록 한다.
위원회는 주주 대표,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 각각 2인 이
상씩이 참여하여 구성하며 각자는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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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구성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기구
구성에서 첫째, 주주 대표는 주주 50% 이상의 동의로 선정
하고, 둘째,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정하
되 종사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이 이를 대신하고, 노동조합이 복수 이상인 경우 20% 이상
의 종사자가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합의하여 선정하며, 셋쩨,
시청자 대표는 사업자와 종사자 합의로 구성한 시청자위원
회가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대표로, 이러한 시청자위원
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학계,
시민단체 대표 가운데서 주주와 종사자 대표가 합의로 선임
한다. 이사 및 사장의 추천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추천 위원회에서 의결로 행하되 3분
의 2 이상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
어느 일방이 절대로 반대하는 인물의 추천을 방지함으로써
주주, 종사자, 시청자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인물의
이사, 사장 선임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주식회사라는 속성
에 따라 이렇게 추천된 인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및 사
장으로 확정되도록 한다.
이러한‘주주+종사자+시청자대표’
로 구성하는 민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는 공영방송이나 MBC 자회사
인 지역MBC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

방송 내용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개정하여 방송제
작편성규약을 노사 합의로 제정하도록 하고 보도·제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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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책임자의 임면을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임면
동의제를 도입하여 방송 내용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편성규약을 종사자의‘의견을 들어서’제정하
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방송법에 편성규
약의 사업자와 종사자‘합의’제정은 물론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조정위
원회’
를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책임자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인사 제도로
임명은 물론 면직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종사자 대표의 동의
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일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필
요하다.

94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5대 과제 26대 약속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95

5대 과제 26대 약속

MONO-WON 2540DPI 175L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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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공약 제안
지역방송 위상 강화 및 개념 재정립
-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방송법 목적에 명시
-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편
성에 강조
- 지역방송 정의를 방송법에 상향 입법
- 방송사 재허가 및 평가규칙 항목 중 지역성 개념 추가
- 방송통신위원 중 지역대표 위원 포함

지역방송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선
- 공영방송 지역MBC 소유구조의 공적 전환
- 지상파 방송의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확립
- 지역 민영방송 소유구조 개선
- 지역방송 대표이사 선임제도 공적 개선
- 지역방송사 소유와 경영, 제작 및 편성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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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전담기구 위상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 방송통신 규제기구 내 지역방송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직무 확대
-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 정기적 수립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운영

지역방송 규제 및 진흥 제도 개선
- 지역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적용 규정 폐지
- 종합편성 채널의 지역방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의무 편성
- N스크린 서비스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에 대한 권역 준수 규제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성 강화
- 방송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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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공성의 핵심 요소인 여론다양성과 지역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역방송의 위상과 개념 재정립이 우
선되어야 한다. 지리적 기반이 아니라 삶의 단위에 기초한
‘지역’개념으로 변화된 지역방송이 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뤄
낼 수 있다.
새로 정립된 지역방송 개념이 방송법에 상향 입법되는 것을
바탕으로 불균형적이고 종속적인 지상파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제를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일이 시
급하다. 아울러 지역방송에 공적 책무를 좀 더 엄중히 부여
하고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간다.
현재 방송통신 규제기관 소속 위원회로 이름뿐인 지역방송
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확대해 지역방송 정책과 규제
진흥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해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를 지역방송발전위원회로 집중시켜 중장기적 지역
방송발전정책을 수립, 시행해 방송 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
계 민주화를 지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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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디지털 방송의 전면화와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
에 따라 재편되는 방송광고시장의 변화 등으로 지역방송에
는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역방송은 그 당
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론과 문화형성의 중심 매체로 자
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
다. 그 일차적 책임이 지역방송사에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불균형 성장, 그로 인
한 자족형 지역 사회의 미비와 중앙 중심적 사고의 팽배라는
지극히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방송사에만 비판의 화
살을 겨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는 바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
역방송이 방송을 통해 지역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주체이며
지역성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지역성이 방송법 등을 통해 거론은 되어 있으나 방송
의 주요 목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
변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지역방송 정책이 대부분 규칙이나
고시라는 하위법 체계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과 규
제의 적정성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평가에 비추
어 볼 때 방송법에 명문화된 지역성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
침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역방송 고유의 정체
성과 위상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타 법제의 정비가 단발
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까지 지역방
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 개정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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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영향이 미미한 이유도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이 상
위법 체계에서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역방송의 범주에서 특별시를 배제함으
로써‘지역’
을 삶의 단위가 아닌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
에 해당하는‘지방’
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에 관
한 사실상의 정의가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나온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방송 네트워크 거버넌스 역시
KBS의 직할국, MBC는 계열사, SBS의 가맹사 형태로 실질
적인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
회 산하에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역시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채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해 있으며, 위원회 말
고는 지역방송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방송
발전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전통적 의미의 권역이 붕괴되면서
전국이 단일한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
고 있다. 이는 곧 공·민영을 막론하고 일정한 크기의 권역
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지상파, 특히 자족 기능이 갖추어지
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방송의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KBS에 비해 수입의 대부
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문제는 이 경우 지역방송이
광고 재원을 조달하는 데 집착해 지상파 플랫폼에 부여된 지
역성 구현 등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방기하기 쉽다는 것이
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지상파방송은 플랫폼으로서의 경
쟁력이 약해지기는 했으나, 오히려 그럴수록 보편적 서비스
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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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로컬미디어로서의 더욱 충
실한 기능 수행이 요구된다.

2) 정책 과제
지역방송 제자리 찾기의 첫 걸음은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바로잡고 방송법에 상향 입법
하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플랫폼이 보편적 서비스에 충실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 획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이 유료방
송과 직접 경쟁하지 않거나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지금처럼 지역방송이 비수도권을 권역으로
한 사실상‘지방 방송’
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이들을 보편
적 서비스 안에서‘로컬 미디어’식의 독자적 영역, 즉‘보
편적 로컬 서비스’
로 분리해 공적 가치 중에서도 지역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
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분권’
과‘균형발전’
에두
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송분야 역시 중앙 지상파 방송사에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분권정책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역MBC는 소유구조의 공적체제로의 전환
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주와 구성원, 지역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장 및 이사 선임제도의 개선으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민방 역시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
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과 편성 및 제작의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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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방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 규제기구 내에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지역방송 정책을 총
괄해 나가야 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확대 강화해 지역방송
규제와 진흥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지역방송 발전지원 종합계획을 수
립해 방송 균형발전을 통한 여론다양성 확보와 지역성에 기
초한 방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규 매체의 진입과 방통융합 상황, 방송광고시장 재편
등에 취약한 지역방송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지원과 지역방송발전
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도 과감하게 시
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체편성비율 규제를 자체제작
비율 규제로 전환해 지역방송 콘텐츠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
화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에 지역방
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편성되게 하고, 특
수관계자 규정을 완화해 수준 높은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권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의
권역별 송신이라는 원천적 기본 규칙을 새롭게 진입하는 모
든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향후 어떤 매체에도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을 지켜내기는 어
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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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 개선 과제
○

지역방송 위상 정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송 공공성의 핵심인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매체
가 지역방송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역방송을 보편적 로컬미디어로서의
자리매김하게 하기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역방송의 위상을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재정립하
고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을 방송법에도 명시해야 한다.
방송법의 목적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분명히 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
조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정의를 상향입법하고 재허가 및 평
가 규칙 항목에도 지역성을 추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 중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지역방송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
파 방송사의 타지상파방송사 소유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MBC의 소유구조를 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길을 열어야 한다. 방문진법을 개정해 MBC의 경영을 관
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직무범위에 지역MBC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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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위치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
야 한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을 보다 확실하게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영과 방송
편성 및 제작을 분리해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출을 구성원과 지역시청자까지 참
여할 수 있도록 선임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지역
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지역방송

발전지원정책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지역방송정책을 총괄
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 규제와 방송광고 및 수신료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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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공약 제안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역 대표, 국민 계층 대표, 사회 부문 대표로 수신료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시민주권 실현
수신료위원회 내 수신료 산정기구 설치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 징수
수신료 배분 대상 공영방송사 선정
수신료 공영방송사의 지역별 배분 기준 제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지역방송에 수신료 배분
수신료 사용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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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
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방송공사의 비상임 이사회는 수신료
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 위
주로 배타적으로 배분되는 데다 분리 회계가 이뤄지지 않아
수신료 재원 당사자인 시민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
다. 이러한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 확보와 함께 투명한 회계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금액 산정, 수신료 징수 절차 개선, 합
리적인 배분을 감당하는 독립적인 수신료 운영기구의 설치
가 요구된다.
수신료위원회는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두되 독립된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대표성,
부문대표성, 계층대표성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 주권을 제도
화한다. 위원회 내에 수신료 조사기구를 둠으로써 수신료의
산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징수 권한과 함께 공영방송사와 지역별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수신료 배분 대
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지역 공영방송을 포함함으
로써 지역 공영방송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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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국가와 공영방송 간에는 항상 크고작은 긴장 관계가 형성된
다. 공영방송에 더 많은 직간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
치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간섭을 덜 받으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의지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공영방송과
시민(사회) 간에도 일정한 긴장이 존재한다. 공영방송에 관
한 시민의 미디어 주권 요구와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공영방송의 속성에 따른 갈등의 지점이
다. 국가(권력), 공영방송, 시민(사회)의 함수 관계에 있어 원
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미디어 주권이며 이 주
권의 민주적 행사 여부에 따라 방송의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제작자율성의 확장,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정방송 구
현,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법제도로 볼 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제정 이전과 이후가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 방송통신융
합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제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KBS, EBS, MBC 등 공영방송을 규제하기 시작
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
구로, 상임위원의 구성과 운영에서 (구)방송위원회보다 정치
적으로 더 직접적이고 막강한 권력 친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방송법」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방송
문화진흥회법」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본 업무로 함으로써 집권한 정치세력과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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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사가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
게 되었다.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수
직적으로 선임하고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정치특보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었고,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독립성) 문제는 과
거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신규 종합편성채널들의 등장은 방송시장의 개방정책(탈규제
화) 가속화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 상업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광고시장에 참여하는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규제감독 시스템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
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공익
성이 크게 위축되거나 위협받고 있다. 공적 규제·감독의 강
화 방안으로서 수신료의 산정, 징수, 배분에 관한 권한을 이
사회에서 수신료위원회로 이관하고, 시민 주권 실현의 맥락
에서 수신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
점이 되었다.
공영방송 KBS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주요기능으로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
항 등 15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 수신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도 이사회 소관에 속한다. 문제는 이사회가
KBS 경영에 관한 법적 최고의결기관이지만 집행구조가 없
는 비상임 체계로 실질적인 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근본
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KBS 경영, 편
성, 여론 등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평가 능력을 갖추지 않
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개최하는 회의구조로서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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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이사회는 결국 경영 감독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정
보와 상시 활동력 부족으로 경영진에 의존하게 되고 경영진
의 판단에 따른 사후 심의와 승인의 역할을 하는 정도다. 재
정 투명성 역시 감사원 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담보하기 어
렵다. 거액의 BCG 컨설팅 의뢰에서 확인되듯 수신료 산정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신료 수혜 당사자가 수신료 인상안
을 제시하는 구조로는 똑같은 인상안을 내놔도 저항을 피하
기 어렵다. 더군다나 스스로 산정 능력을 갖지 못한 이사회
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식으로는 수신료 인상
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 공사의 공적 책임과 경영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이사회에 있지만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
은 경영진이 전폭적으로 행사하는 구조, 이사회는 경영에 직
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체제이다.

2) 정책 과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존속 및 미래 발전
보장과 정치적 독립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공영방
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과 관리·감독 등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
는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수신료위원회는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두되 독립된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대표성,
부문대표성, 계층대표성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 주권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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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위원회 내에 수신료 조사기구를 둠으로써 수신료의
산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징수 권한과 함께 공영방송사별, 지역방송사별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수신료
배분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공영방송을 포함함
으로써 지역 공영방송의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9인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신료위원회의 위원장 1인, 위원 4
인을 상임으로 하고, 여성 위원 30/100, 장애인 위원
10/10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수신료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6인, 국민의 각계각층(어린이·청소년·노인·
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
업자·자영업자·소비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
당 계층의 전국 단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3인, 사회
각 부문(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
신·통일·학술·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부문의 전국 단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인을 위촉한
다. 수신료위원의 계층대표와 부문대표 구성의 기준과 절차
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신료위원회는 방송법 제59조 제1항에 관한 공영방송사의
결산 총괄, 방송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수신료 금액의 심
의·의결 및 부과·징수 업무, 방송법 제67조에 관한 수상
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업무, 방송법 제68조에 관한 수신
료의 배분 및 관리·감독, 수신료의 여론 수렴, 수신료 조사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109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10

MONO-WON 2540DPI 175LPI

기구의 구성, 그밖에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에 관
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방송법 제59조(결산서의 확정) 1항,3항,4항 : 방송통신
위원회를 수신료위원회로 개정
-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현행)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
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
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수신료의 금액은 수신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수신료위원회가 이를 부
과·징수한다.

- 방송법 제68조(수신료의 사용)
(현행)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수신료의 사용과 감독) 수신료위원회는 제
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
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하는 공영방송의 재원으
로 배분할 수 있다. 수신료위원회는 방송사별 수신료를 지
원하고 관리·감독한다.”
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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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36조(재원),
제38조(수상기의 등록),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
기), 제40조(등록변경신고), 제41조(등록말소),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제44조 (수
신료의 면제), 제45조(수신료의 감액), 제46조(과오납금
의 처리), 제47조(가산금 추징금 등의 징수), 제48조(수
수료의 지급),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등
: 수신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수신료위원회 장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수신료의 결정절차) 개정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제1항 : 6.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수신료 재원 추가
○

기타 관련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39
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개정 : 광역자치단체장의 수신료
위원 추천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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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공약 제안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의무 준수 제도로 상향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방송사업자 확대
시청자위원회 직무에 방송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시청자 불만처
리 과정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추가
시청자위원, 방송종사자 대표와의 합의로 방송통신 규제기구 규칙
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
시청자위원회 상임 위원장, 시청자위원회 내 사무처 운영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및 제기된 의견 방송내용에
반영, 3개월 내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보고 및 재허가 심사항목에
포함
시청자평가원 직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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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허가·추
천·승인 시‘시청자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대표기구인 시청자위원회를 두
어‘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시정요
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
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이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선임을
비롯,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를 하도록 하고 있
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시청자권익보호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
로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
널 사업자만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회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권한과 직무를 실질적
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가
실효를 거두기에는 현재 운영시스템은 여러 한계가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바탕 위에서 현 시청자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청자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
그램 등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타 제도들도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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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으로 규정된 권
한과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종합편
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만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
구로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방송 전
반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 처리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져야 함
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들이 형
식적 운영에 치우치는 면이 크다. 특히 시청자위원의 견제와
비판을 수용하여야 할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을 선임하도
록 되어 있어 시청자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높다.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불
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만처
리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제기된 적이 없다는
것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법 정신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에 주어진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권한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방송 편성·
제작에 반영되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에 대하여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
도록 강화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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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를 전제
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권익보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안으로 운영하고 있는‘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권고가 아니라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권고안’
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를 의무화한 시
청자위원회를 전체 방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업자)에 국한되었던 시청자권익 보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향후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대상 방송
사업자로 지상파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유료방송 사업자로의
확대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

시청자위원회 직무 개선

시청자위원이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기능을 추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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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선임 방식 개선

시청자위원 선임, 위촉 주체는 현재 방송사업자 즉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시청자위원은 사장을 비롯한 방송 경영진
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로 사장이 선
임하면서 공정성,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임 과정
에서 투명성,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위원 구성은 방송종사자
대표와 합의해 방송통신 규제기구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
을 받아 선임하도록 한다.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개선 및 시청자평가원 직무 신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시청자위원회에서 운영
토록 하고,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의견을 방송내
용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는 3개월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에 보고해 재허가 심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명무실했던 시청자평가원의 직무를 신설해 명실상부한 옴
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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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공약 제안
지상파 다채널서비스 도입
- 기상재난 채널 운영으로 기상이변, 재난 상시 대비 체제 구축
- 무료 방송 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각 방송사 채널 운용 자율권 보장(고화질 HD 서비스, 부가채널
활용 3DTV 서비스, 다채널 서비스 등)

차세대 신규 방송서비스 주파수 확보
- 차세대 방송서비스 방송용 추가 주파수 대역 확보 선결
- 700㎒ 대역 중 최소 14개 채널 분배

700㎒ 주파수 할당 논의 유보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음영지역 또
는 난시청 해소 용도 주파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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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 관련 견제장치 마련
- 편향된 정책 추진 방지, 중립적 규제기관 설립
- 전파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중요 정책 결정시 국회 동의

직접수신율 개선 사업 지원
-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율 개선사업 정부 예산 지원
-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포함 전국 규모 사업 추진

지상파 공시청설비 보호 및 훼손 방지 법적 책임 강화
디지털 소외 계층 및 직접수신율 향상 구체적 지원책 제시
- 아날로그 지상파 직접 수신 97만 가구 구체적 지원책 명시
- 디지털 전환 취약 계층 이용 편의성 고려 One Stop 서비스 도입

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 추진
- 위성 이용 난시청 해소 사업 실시(영국 BBC의 Freesat, 일본
NHK와 민방 5국의 Safety-Net 등)
-‘방송법 시행령’상 난시청 해소 위성 무선국 지상국의 보조설비
인정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19

1. 개요

MONO-WON 2540DPI 175LPI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의
무와 역할에 비해 방송용 주파수의 가치 확립, 대역 보호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국가 정책과 법률안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방송용 주파수의 공익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경제적 가치와 산업적 논리에 의해 방송주파수
중 상당부분이 경매로 통신에게 할애되고, 방송용 주파수 대
역 내에 방송 외 목적의 전파가 난립 될 위기에 이르고 있
어,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의 어려움이 고착화 되고, TV
수신 시 잡음과 혼신이 우려되며, 방송의 미래 발전에 심각
한 방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의 디지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채널 방송(MMS), 차세대 고화질 방송(UHDTV) 등 고
품질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송통신위원회의 통신, 유료매체 편향 정책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기
회를 놓치고 있으며, 시청자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청자의 무료 보편적 방송 시청권을 보호
하고 방송 매체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서비
스들을 적극 도입하고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
며 △중립적인 독립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방송용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중단하고, 주파수의 활용과 할당에 관해서는 학
계 및 시청자 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논의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여 무료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 방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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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디지털TV의 혜택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1) 진단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허
용하고 있으나 한국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Freeview),
프랑스(TNT), 호주(Freeview) 등 유료방송 위주의 시장 환
경에서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 채널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
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매제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활용한다. 국내의 경우 이미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에
실험방송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후 방송사, 가전사,
ETRI, TTA 등이 참여하는 기술검증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술
적인 검증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이용자의 유료방송 해지 등 자사의 이
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정책 당국이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채널 서
비스 제공이 유보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
송의 직접적 효용(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을 시청자들이 체감
할 수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지상파 시청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
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지불이 증가하는 추세
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TV 수상기만의 디지털화는 시청자 입장에서 효용에 비해 높
은 비용이 수반되는 형식이다. 또한 무료 디지털 지상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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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유료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시청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확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플랫폼의 등장은 유료 플랫폼과의
효과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해 방송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적 책무를 지닌 지상파 서비스의 경우, 수
신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영향력과 사회적 기여도가 낮지
않다.

2) 정책 과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고 현재 구현 가능한 지상파 다채널 서
비스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DTV 서비스와 보
완재로 운용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
지상파 가용 채널의 한계로 부족했던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
대하여, 유료방송 플랫폼과 차별화된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
하고 기상재난 채널 운영으로 기상이변, 재난에 대한 상시
대비 체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해야 한
다.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통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편성으로 시청자 복지에 기여한다. 디지
털 다채널 방송의 경우, 별도의 사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사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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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주파수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차세대 미래방송
1) 진단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이후 남는 700㎒의 108㎒
폭 중 40㎒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
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700㎒
중 40㎒를 하위대역과 상위대역, 각각 20㎒씩 분할하여 통
신으로 할당하는 정책이다. 통신용 40㎒와 보호대역 13㎒
로 이미 배정하였고, 나머지 55㎒도 30㎒와 25㎒로 나눠
배치함으로써 통신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은 700㎒ 대역
전체를 통신에게 할당하려는 것이며, 700㎒ 대역을 방송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주파수를 배치한 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로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신, 유료매체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정통부-방송위 구조에서 추진되던 정책들
과 비교하여 크게 후퇴한 상황이다.
디지털 TV방송의 채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
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700㎒ 대역의 활용안과
주파수 할당 정책 및 계획은 성공적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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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용 주파수는 현재뿐만 아니라
ASO(Analog Switch-Off) 이후에도 부족하며, 우리 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고, 우리 나라가
채택한 미국 방식의 디지털TV는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주파
수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허가되어야 할 극소출력중계기와
DMB Gap Filler 등은 아주 미소한 출력을 허가하는 반면에
TV시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선마이크와 White
Space 무선기기는 오히려 강력한 출력을 허가하게 되므로
이는 주객이 뒤바뀐 정책이다.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2017년쯤이면 3D, UHDTV 등
4G(Generation)방송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실감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2010년(5월 7일)에 발표하면서 위성방송과 디지털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통해서만 차세대방송을 시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자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지 못한
유료방송의 현실이나, HD방송보다 4배 정도의 제작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 UHDTV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을 통한 방송통신위원회의 4G방송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올림픽, 월드컵 등의 스포츠 이벤트를 자국의
방송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를 위해서는 스포츠 중계권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
는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최소한 4K급 UHDTV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700㎒ 대역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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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UHDTV와 같은 차세
대방송 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ATSC 전송방식은 용량 확장 한계로 인해서 고품질
고화질 차세대 방송 서비스가 어려우며, 차세대 방송 서비스
를 위한 실험 및 본방송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별도의 채널
할당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파수 정책 결정과정에
서 방송용 주파수 환경을 전혀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른 나라와 비교하면 차세대 지상파방송용 주파수 확보가 가
장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 같은 디지털 전송방식이지만, 주파수 배
치에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72㎒ 대역
을 방송용으로 더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의 LTE 상용화 현
황을 보더라도 미국을 제외하고 700㎒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의 확
보, 회수, 분배,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독단
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 정책 과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 및 전환 직후에 예상치 못하
게 나타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음영지역 또는 난시청 해
소를 위한 주파수 확보도 필요하다. 700㎒ 대역의 활용계
획은 디지털 전환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차세대 지상파방송 서비스용으로 700㎒ 대역 중 14개 채
널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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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정책 추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중요한 정책 결
정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시청자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직접수신율 제고
1) 진단
1990년대 이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다양한 유료
매체가 등장하면서 공익적 방송 수신환경 제공이 사익적 방
송 수신환경 선택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9년 7월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가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TV 공시청 시설을 훼
손함으로써 시청자의 지상파 직접 수신 가능성이 차단되기
도 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TV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청
보수행위를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주택법상 개보수로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012년 말로 다가 온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유료방송 사업
자들이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
블TV 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해제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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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더 고품질화 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가능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시청자의 무료 보편적 방송시청권이 침해당하고 있
는 상황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약 221만 가구(안테나 시청가
구, 2010년 인구센서스)에 이르는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
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하는가에 있다. 해
외에서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문
은 지상파방송이며 이는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
익적 서비스 원칙 때문이다. 즉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여건
에 관계없이 양질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여론 형성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보장해 주는
기본공급원으로서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지상파방송은 한 국가의 방송시스템과 방송시장을 주도
해 오면서 갈수록 상업화되어가는 방송환경에서 양질의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 콘텐츠를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경제적 여건
및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율 향상 및 지상파 플랫폼
확대가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술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술을 채택하지 못한 수용자들에게 비용
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경제적 취
약계층의 경우 방송 접근권의 차단으로 인한 정보격차의 문
제가 발생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디지털 전환을 마친 해
외 사례에서 보듯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디지털 소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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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날로그 유료상품 가입자의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Black out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2) 정책 과제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을 통해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적 규모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공적 정보의 제공과 재난 재
해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므로 지상파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공시청 설비의 훼
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에 786억 원의 예
산을 책정하였지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
체적인 방안이 불분명하고 지원방식 또한 복잡하므로, 디지
털 전환 취약 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One Stop 서비
스 도입이 요구된다. 수신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지원이나 공청망 개선
사업 지원 등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체 가구 중 대도
시를 중심으로 약 48%의 가구는 실내 안테나만으로도 직접
수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실내 안테나 배포를 확
대해야 한다.
영국 BBC의 Freesat, 일본 NHK와 민방 5국의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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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등과 같이 위성을 이용한 난시청 해소 사업을 실시하
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 시설은 보조설비로 인정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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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송제작편성규약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공약 제안
취재, 제작, 편성 과정에서 제작자율성 보장
방송사 내부의 의사결정, 인사결정 과정 투명성, 민주성 보장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수용 의무화
보도국장, 시사(교양)국장, 제작국장,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등
책임직 국장 추천제, 임명 동의제 도입
방송제작편성규약 노사 합의로 제정
방송제작편성위원회 설치 및 권한 강화
분쟁 해결기구, 조정위원회 설치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 대표
회의 미개최, 회의 결과 불이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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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제작실무자들
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제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뉴스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와 간섭을 막아
낼 수 있도록 제작 실무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
호해야 한다.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9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편성규약을 마련했
으나 구체적 실행 조직과 방안, 갈등 조정 기능이 없어 선언
적 의미만 있는 실정이다.
당초 방송법‘편성규약’
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선례에
따라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
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이 방송제작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적인 집행기구와
조정능력이 없어 이명박 정권 5년간 낙하산 사장의 불공정
방송은 일상화되었고 방송편성규약은 사문화 되고 말았다.
이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해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를 운영하고, 시청자위원회가 대표로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를 통해 갈등 해결,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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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
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검
열로 사실상 관제홍보 방송화 되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
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편성규약’
이 있으나 무력화 되었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낙하산 사장
들로 인해 망가지면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히
고 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
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해고와 파면 등 징계, 대기발령
으로 통제하면서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제작 자
율성은 사망한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MBC의 대표적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었던 <PD수첩>은
2008년 2012년까지 만 5년간 정권으로부터의 고소고발,
체포, 구금에 이어 낙하산 사장까지 <PD수첩> PD들에 대한
해고와 발령에 이어 작가까지 전원 해고한 방송역사상 전무
후무한 탄압이 진행되었다. 실제 5년간 공정언론을 위해 싸
우다 해고된 언론인은 2012년 10월까지 MBC 8명, YTN
6명, 부산일보 1명, 국민일보 1명 총 16명에, 정직 감봉
징계와 전보발령으로 제작하던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기자와 PD는 447명이 넘어 70년대 동아투위와 80년 언론
사 통폐합과 같은 언론인 대학살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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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직 구성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발언을 하고
있는 소셜테이너에 출연 배제는 블랙리스트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진
보적 지식인 MC 교체, 인터뷰 섭외 차단으로 여론을 통제
했다.
각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는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과 단
체협약, 공정방송위원회 등의 회사 경영진들과 제작종사자
들이 방송의 내용과 편성 등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부의 민주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
난 5년간 노사간 파행과 회의 소집이 거부되면서 사실상 방
송사 내부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
다.
정권이 바뀌고 방송사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을 통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민주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방송 제작현장은 이후로
도 언제든 지난 5년과 같은 방송 잔혹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2) 미디어정책 과제
방송 제작 종사자들이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막아낼 수 있는 제작자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
치, 방어 장치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99년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 제4조 제4
항‘편성규약’
은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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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 조정기구를 실질화하는 법과 제도로 고쳐야 한다.
방송법 개정만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인
사결정,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도 보장
되어야 한다. 특히 내적 자율성의 핵심 견제장치인 본부장과
국장 등 책임직 간부에 대한 인사에 제작 실무자들의 참여와
방어권을 확대하기 위해 본부장 신임 투표 요건을 투표 참여
과반 이상 불신임시 해임조치 할 수 있도록 노사간 단체협약
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구성원들의 신임투표 결과는 바로 회
사측에서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과 국내 신문사에서도 편집권 독립과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실현되고 있는 내부적 장치로서 보
도국장, 시사(교양)국장, 제작국장,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등
책임직 국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성원들의 복수 추천제나
임명동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방송제작편성규약은 합의로 제정한다. 방송제작편성규약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업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
로 하고, 방송제작편성규약은 양자간 합의로 제정해야 한다.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을 강화한다. 방송제작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제작편성규약 제개
정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제작편성규약 준수에 관
한 사항,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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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련 책임자 징계에 관한 사항, 방
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등을 매월 정
례적으로 논의한다.
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방
송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분쟁해결
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어
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제작편성위
원회의 위원 중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2인과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2인, 시청자위원회 위원 중 방송사
업자와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3인
으로 구성한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기에 방송분쟁의 최
대 피해자는 결국 시청자이다. 시청자 주권 강화 차원에서
시청자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회의 결과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둔다.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
위원회 회의 결과와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등 규정을 위반할
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시, 조정위원회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시 등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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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 심의 퇴출
방송심의기구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공약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 방송심의기구 설치
방송심의는 시청자의 민원접수에 의해서만 개시
방송사 민원처리과정 거친 후 행정심의 개시
시청자참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사회 모니터링 활동 지원·육성
공정성 심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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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한다. 방송심의기구(이하 방심위)
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이관한다. 통신에 대한 행정심의
는 폐지한다.
행정기구에서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방송사 처리과
정을 거치도록 한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처리의 2차 창구
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방심위는 방송사의 민원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시청자 모니터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
사안의 경우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
시청자가 참여하는 (가칭)시청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
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성 심의규정을 대폭 축소한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
정성)의 ①~③항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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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현행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맡았던 내용심의 기능을 떼어내 통합한 기구다. 방심위가 방
송통신위원회와 분리돼 떨어져 나온 것은 대통령 직속기구
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용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
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독립’
된‘민간’
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심위를‘민간’
기구가 아닌‘행정’
청이라 판
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
35924 판결)‘독립성’
도 구현되지 않았다. 방심위는 대통
령이 9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그 중 6인을 정부여당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정치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
하지
못하고, 단지 방송통신위원회와‘분리’
되었을 뿐이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되어 별도 기구로 출범하면
서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우선, 방송통신 심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기구의 관할업무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
구의 위상도 달라졌다. 방심위는 종래 방송위원회와 달리 대
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국회 소관 상
임위에서 추천권을 행사한다. 위원들은 신분이 보장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된다. 방송
위원회 시절 심의위는 위원회 산하의 기구로 위원의 임기는
1년, 비상임 대우였다. 위원에 대한 대우가 격상되면서 심
의위원 자리가 정치권의‘전리품’
으로 활용되었고, 인사권자
에게 책임지기 위한 무리한 심의가 뒤따랐다.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137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38

MONO-WON 2540DPI 175LPI

현행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심위
의 위상부터 최소 심의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방심위가 추진하고 있는 준사법기구화, 사회 일각에서 제안
하고 있는 콘텐츠 심의기구의 통합논의는 행정심의의 거대
화·권력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심의기구 위
상에 대한 논의는 건너뛴 채 위원회 구성만 바로잡는 방안
역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
해야 하며, 방송심의기구는 규제기구 안으로 이관해 그 위상
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방송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정치
적 독립성을 회복하고, 시민참여와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
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최소 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
는 최소화 한다. 정부권력이 개입하는 행정심의는 헌법이 보
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위헌성이 제기된
다.
방송심의 제도가 헌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하며, 최소 심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통신심의, 즉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상
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관(官) 주도 권위주의 심의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소통

138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5대 과제 26대 약속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39

MONO-WON 2540DPI 175LPI

과 참여의 심의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기구가 시청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변해 방송내용을 규율해야 한다
는 권위주의형 심의모델은 사회 민주화와 커뮤니케이션 기
술변화에 맞춰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심의모델로 개
선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심의
는 언제든지 대의의 실패, 민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행해진 각종 불공정, 편파심의는 시청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현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일부 정치세력
의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방통심의위의 행태에 대해 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방통
심의위에게 시청자의 의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으로의 권한 집중은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
의 쌍방향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방송내
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청자는 방송사를 건너뛰어 바로 방
심위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별다
른 구속력이 없는 시청자 의견보다 재허가와 연결되는 방심
위의 행정처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청자민원에 대한 방송사 처리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고,
시청자로 하여금 행정권을 통한 제재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방송사와 시청자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저하된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송사와 시청자의 소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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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하다.
첫째, 방송사 전치주의의 도입이다. 행정심의기구가 심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방송사의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한
다. 시청자 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게 하고, 방
심위는 방송사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시청자가 방송사의 처
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2차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의 불만이 접수되거나 방송통신위원
회로부터 불만이 이첩될 경우 방송사가 자체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한다.
둘째,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한다. 민의의 왜곡
을 방지하고 표적심의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구에 의한 심
의 개시를 금지한다. 방송심의기구는 시청자의 민원접수에
의해서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
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심위는 특정한 모니터 대상이나
주제를 지정해 모니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시청자참여 심의의 도입과 시청자 모니터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하는 중대 사안의 경우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 시청자가 참여하는 (가칭)시청자심의위원회를 구
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방송에 대한
시청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자단체의 모니터 활동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심의규정을 개선하고 공정성 심의를 축소한다. 심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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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근거가 되는 방송심의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자
의적 해석에 따른 심의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명확성
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의규정과 이에 근거한 제재조치는 위
헌의 소지가 크다. 특히 공정성 심의는 판단 주체에 따라 공
정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정치적 구도에 의해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하의 방심위는 공정성 조항을 악용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
는 프로그램을 탄압하였다. 행정기구에 의한 공정성 심의는
그 자체로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 방송의 공정성은 궁극
적으로 사회적 여론에 의해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①~③항을 삭제하여 공정성 심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4조(객관성)와 중복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
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
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삭제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
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
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
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닌된다’
고 개정하여,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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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②항으로 신설한다.
방심위는 이밖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의규정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권 언론의 자유의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의규정을 개정할 때는 어린
이, 청소년, 학부모, 언론현업, 시청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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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문 회생,
미디어 균형발전

공약 제안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 주축미디어인 신문의 민주적 여론형
성 기능 강화 및 미디어 균형발전 도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지역 여론 활성화와 지역균형발
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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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지원 제도는 2004년 4월 제정된「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법)과 2005년 1월「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간법) 대체 법안으로 마련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적으로 도입됐다. 신문법에 따라 독립적인 신문발전위원회
가 설치되고 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됐다. 또 신문유통원이 설
립돼 공동배달이 실시되는 등 신문산업과 신문저널리즘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0년 2월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등을 한국언론
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했다.
신문 진흥과 지원을 총괄하며 법적 위상이 높았던 신문발전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임제 기관으로, 특수공
익법인 형태인 언론진흥재단에 흡수, 통합시켜버린 것이다.
현재 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문화관광부가 인사, 예산, 정책
사업 등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문광부장관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물론 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예산
편성의 방향과 규모 역시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비교하면 그 위상과 격이 달라도 너무 다
르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 소규모 다수 사업자 지원으로 긴
급한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금마
저도 줄어들면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연합뉴스 1개사에
지원되는 금액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은 MB정부의 신문지원 정책 역주
행을 바로잡는 한편 그동안 시행돼온 신문지원 정책의 한계
를 뛰어넘기 위한 방안이다. 심각한 신문산업을 회생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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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기금조성을 통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경우 MB정부의 역주행에
서 살아남았지만 위원회 역할, 기금 규모 등에서 축소돼 실
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신문지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또한 법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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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한국 신문은 가구구독률, 열독률, 신뢰도, 광고매출액 등 모
든 지표에서 더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위기
에 직면해 있다. 2010년 9월 광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가
구구독률은 2001년 51.3%에서 2010년에는 29.5%로
떨어졌다. 열독률은 2010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01년 69.0%에서 2010년
46.4%로 하락했다. 아예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비율도
47.4%에 이르렀다. 미디어 광고시장에서 신문 총매출액은
2004년 26.2%에서 2009년 20.7%, 2011년 17.9%
로 각각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인터넷 총 광고비가 신문광고
를 앞질렀다.
신문의 침체와 위기는 미디어렙 제도 변화, 인터넷 및 스마
트 미디어의 급성장, 종편채널 도입과 보도전문채널의 증가
등 미디어환경의 변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여전히 사상의 자
유와 여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신문은 또한 사회, 문화, 학술 등 주요 정보 콘
텐츠를 제작하는 정보 생산 중심지이기도 하다. 포털 및
SNS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종이신문이 생산한
것들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방송 또한 종이신문 콘텐츠
를 1차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신문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의 위축을 낳고 있다. 다른
미디어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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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주요 기능인 정치적
의사 형성에는 여전히 신문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신문산업의 위기를 여타 산업의 위기와 같은 무게로 봐
서는 안 될 것이다. 종이신문은 인쇄문화(문자문화), 읽기문
화 진흥에 있어서도 도서, 잡지와 함께 핵심적인 매체임을
고려해야 한다.

2) 법제도 개선과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한다. 신문 저널리즘과 신문산업
의 중심은 종이신문이다. 신문산업을 진흥하여 신문의 건전
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여론다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이신문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제도가 요
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쇄미디어관계법에는 모두 기본계획이 있다.「출
판문화산업 진흥법」
과「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에는 발전기본계획 조문이 담겨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
론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문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진흥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
진흥, 여론다양성 뿐만 아니라 방송, 뉴미디어 등과의‘미디
어균형발전’
에 관한 사안도 포함돼야 한다.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대규
모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비나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
신발전기금,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포털 광고수익의 일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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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진흥하기 위한 프레스펀드
를 설치하고 그 재원을 공영 및 민영방송의 광고수익 중 일
부(4%)로 조성하고 있다.
신문산업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신문산업진흥위원
회를 설치한다. 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
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한국신문
협회,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학회 등의 추천
으로 구성되는 신문산업진흥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 기금
을 운용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신문산업진
흥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결
권을 가져야한다.
기금 용도는 신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 신문산업구
조 개편, 신문공동제작 및 신문공동배달, 청년을 위한 신문
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근본적
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신문사들의 윤
전기 가동률은 30%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대
부분 노후화된 데다, 신문원가에서 제작비가 인건비를 앞지
른지 오래됐다.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등은 노후 윤
전기를 폐기하고 대쇄를 하고 있는데, 경영효과를 상당히 보
고 있다. 청년을 위한 신문읽기의 경우는 프랑스가 18세
20만 명에게 매주 1부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잠재적
독자를 개발하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금지원은 일괄 방식으로 해야 한다.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신문
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부수와 유로부수를 공개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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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신문 운용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금을 지원하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신문 난립 문제와 관련, 유료부수
등에 따른 하한선을 두도록 했고, 기금을 지원받는 신문은
일부 콘텐츠의 사회 환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특별법은 일괄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점신문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여론다양성 보장이나 신문시장 정상
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직접적인 여론다양성 보장이나
신문시장 정상화가 아니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중소신
문의 다양성 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 다수의
신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광고대행 수수료의 특례가 필요하다.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는 신문사업자에게 10% 부과
되고 있다. 신문사업자에게만 연간 260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5%로 완화해도 130억 원의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신문사업자만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감
면하면 타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여론다
양성에 기여하는 기간미디어이자 취약미디어라는 점에서 설
득력을 가질 수 있다.
조세 특례도 필요하다. 이미 신문사업자에게 신문판매부가
세, 우편요금 등이 면세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매출의 최소
80%가 광고 매출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광고매출 등에 대한 면세나 감세를 추진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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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문의 근본적인 경영개선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신문법 개정으로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에 따른 한
국언론진흥재단 역할 조정 등을 다루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 위상의 강화, 사무국 설치 등을 반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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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공약 제안
통신사들의 mVoIP, 스마트TV, P2P 등의 차단·차별 행위 엄격
규제
통신사의‘트래픽 관리정보’
,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최소
보장 QoS 등)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작성 공개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금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통신 서비스 운영 규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 유기 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망중
립성 규제(트래픽에 대한 차단·차별 금지 등) 구체적 명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및 의견 개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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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트래픽의 내용, 이용자
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종
류 등에 따라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는
원칙으로,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의 동력이 되어왔다.
통신사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차단은 경쟁사업자
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이 원
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
다. 이는 망중립성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통신사업
법 위반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시장자율’
에 맡긴다
는 미명으로 통신사의 mVoIP 차단을 방치해왔다. 또한
P2P 트래픽 등 특정 트래픽에 대한 차단을 허용하는「통신
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있다. 망중립성 정책자문
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비
민주성 역시 문제다.
3개 사업자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인
터넷이 자유와 혁신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인 방
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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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통신사의 자의적인 차단·차별
과 망중립성

2012년 6월, SKT, KT 등 통신사는 특정 요금제 이하의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을 차단했다. (LGU+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보이
스톡을 허용했지만 요금제별로 허용량을 제한하였다.) 단지
‘보이스톡’
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통신사는 다음
(DAUM)의‘마이피플’
, 네이버‘라인’등 mVoIP 서비스를
차단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2011년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 서비스를 차단한 것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 의무 등), 제50조(금지행
위)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
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한 바 있다.
통신사의 mVoIP 서비스 차단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다. 또한 현행「전
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0조(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
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155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56

MONO-WON 2540DPI 175LPI

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
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
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
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통신사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이유로 과다 트래픽 유발
과 수익 감소로 인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감소를 들고 있
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mVoIP 서비스로 인해
유발되는 트래픽은 동영상 및 대용량 다운로드 등에 비해 미
미한 수준이다. 통신사의 수익 감소 역시 mVoIP 서비스 차단
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독
점적 이익을 위해 경쟁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반증한다.
2010년 12월 23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오
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음성서비스나 영상통화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
션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가 mVoIP 서비스와 같은 경쟁서비스를 차단하는 반
경쟁적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mVoIP 서비스 차단을 허용 혹은 방치하는 것은 단
지 이용자가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만 관
련된 것이 아니다. 통신사에게 자의적으로 특정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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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기기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mVoIP 서비스 외에 여타 서비스 역시 차단할 수 있
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2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5일 동안 제한한 바 있다. 또한,
KT는‘변칙 P2P’서비스 역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트래픽의 내용, 이용자
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종
류 등에 따라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는
원칙이다. 망중립성 원칙 및 인터넷 개방성은 지금까지 인터
넷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해왔다. 또한 인터넷의 다양성
과 자유를 위한 조건이다.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통신사
가 자의적으로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
용할 권리가 침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인터넷의 혁
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VoIP 서비스가 통신
사에 의해 차단된다면, mVoIP 서비스의 혁신과 발전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유기

통신사의 mVoIP 서비스 차단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
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한 약관을 인가해주었
다. 지난 2012년 6월 8일에는 통신사의 mVoIP 차단에 대
해“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겠다”
고 표명했다. SKT, KT, LGU+ 등 3개 이
동통신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 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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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
가지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의 직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2년 5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삼성 스마트TV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
했다. 그러나 KT가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음
에도 불구하고‘엄중 경고’
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이는 KT가
접속 제한을 발표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제한의 부
당함을 지적하며‘시정명령·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
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강구
하겠다’
는 입장과 배치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위법성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 서비스를 차단
한 것에 대하여 경실련과 진보넷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한 것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 차단에 대해 장기
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을 뿐, 현행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민원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위반이다.
○

망중립성 논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민주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5월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하여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26일「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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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mVoIP 차단이나 스마트TV 차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초‘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를
구성했다. 그리고 2011년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2012
년 7월 13일「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안)」
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준(안)은 특정한 유형의 트래
픽(P2P 트래픽, 표준을 지키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차별
허용, 소위 헤비 유저에 대한 자의적인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
는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이용자의 동의는 제한적인 의미밖
에 가질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심각한 문제
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
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망중립성 포럼’및‘망중립
성 정책자문위원회’
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인
터넷 강국’
을 자랑하는 한국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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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 기기 등을 차단·차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mVoIP, 스마트TV, P2P 등의 차단·차별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
트래픽 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
(예를 들어, 최소보장 QoS 등)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
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신사간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
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
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터넷·통신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제대로 규제한다면, 망중립성 원칙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계속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망중립성
규제(트래픽에 대한 차단·차별 금지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 정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
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
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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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공약 제안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하고 이용 원칙적
으로 금지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명목의 예외적 주민등록번
호 수집과 이용 중지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 폐기
정보통신 분야 소비자들의 동의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권한 확장으로 민간 부
문 개인정보 보호 감독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관련 자료 제공 예외 없이
법원 허가 후 실행
허가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참여권 보장
허가 시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법원의 엄격한
심사 및 감청 집행 시 법원 입회 감독
특히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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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고
도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
고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
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의
남용문제가 심각하다. 행정목적 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본인확
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
다.
현재 심의 기능에 제한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전문성 및 권한을 확충해야 한다.
한편, 스마트폰 시대에 통신감청의 남용은 개인에 대한 감시
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법원의 허가없는 통신자료의 제
공, 기지국 수사, 패킷 감청 등은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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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보호
1) 진단
인터넷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2008
년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
도 재검토 및 주민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
요한 경우로 제한”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주민등
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
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핀 발급기관이라는 이유로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고시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
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방송통신위원
회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용정보업자나 이동통신사를 여전
히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내지 인정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정보업자들과 이동통신사
로 하여금 본인확인 명목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방대하
게 구축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본인확
인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에 위
배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개인
정보에 대한 대규모 유출(2012년 KT 870만 건 유출)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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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조장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본인확인제가 시행
되는 기간 동안 위헌적으로 수집 및 보관된 본인확인정보의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정책 과제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민간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
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본인확인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주민등
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것 또한 중지되어야 한다.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는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 강화
1) 진단
전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하고, 그밖의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산하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매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고(검찰,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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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명 유출사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 손해배상 책임을 묻
기도 쉽지 않다(법원, 옥션 1천8백만 명 유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그렇다고 유출된 개인정
보를‘회수’
하기란 불가능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주민번
호를 바꿀 수도 없다(법원, 주민번호 변경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초국적 IT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다른 나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활동을
참고하여,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소비자들에게도 사실상‘동의’
가 강제되거나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다. 소비
자 개인정보의 수집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소비자의 정보제공권과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
도록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동의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전문
성 및 권한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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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 강화
1) 진단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광범위하게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관련 자
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
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
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
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
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긴급할 때는 서면조차 사후에 제출해
도 된다.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은 해마다 급증하여 대상자 기준으로 연간 5백만 건 이상에
달하는 등 그 오남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
색·검증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혐의와 무관한 장기간의 이메일이 제공
되기 일쑤이며, 제3자인 통신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
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통지나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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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국민들의 장기간
에 걸친 이메일이 압수되어 사상검증과 다름없는 추궁을 받
는 상황은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통신의 비밀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통화내역, IP주소,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
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범죄사
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
에 받도록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
공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실시간으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특정
지역 기지국 전체를 터는 방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감청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
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
으며 그 집행 과정이 누구에게도 감독받고 있지 않다. 긴급
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36시간 이내 감
청을 끝내면 사실상 법원의 허가조차 불필요하다. 대다수 감
청이 국내 일반범죄수사의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2010년 대상
별 97%의 감청을 국가정보원이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통
계). 특히 국가정보원은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Internet Deep Packet
Inspection)을 실시해 온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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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한편 2009년 KT가 맞춤광고를 목적으로 DPI 기술
을 사용하는 등 DPI 기술의 상업적 사용은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 정책 과제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관련 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와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또한 이에 대한 허가 시 범죄
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
도록 하고, 감청 집행 시에도 법원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과 기
지국 수사를 금지한다.

168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5대 과제 26대 약속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69

5대 과제 26대 약속

MONO-WON 2540DPI 175LPI

03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공약 제안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 개인간 소통 과정에 타인의 저작물 이용
행위 공정이용 보장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북스캔 등 사적복제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등 공정이용 범위 확대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 범위 영리 목적, 직업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제한
한국의 고유한 저작권 규제(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이 국제
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폐
공공기관 생산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의 저작물의 아카이브 구축 및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허용
수신료로 제작되는 방송프로그램,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뉴스콘
텐츠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허용
자발적 학술저작물 오픈 엑세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확대
한국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불평등한 한미FTA 폐기 및 통상협
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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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문화가 창작, 유통,
향유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로그, 팟캐스트 등 1
인 미디어 플랫폼이 확대되고, 리믹스(Remix) 등을 통해 누
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과 소통이 일반
화되는 등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산업사회에
서 만들어진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이 참여, 공유, 협력에 기
반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하다.
저작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창작,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예외, 즉
공정이용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적지원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
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이 국제협정에도 포함되지 않
은, 한국에 고유한 강화된 저작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저작권과 같은 공공정책이 한미FTA와 같은 통상협상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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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

디지털 시대 20세기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배
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동시에 배타적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
함으로써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데, 이는 지식과 문화의 공
유와 활용이 새로운 문화 창작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와 공정한 이용의‘균형’
이 중요한데, 현
재 저작권 체제는 배타적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이
러한 균형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이 참여, 공유,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
문과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문화가 창작, 유통,
향유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로그, 팟캐스트 등 1
인 미디어 플랫폼이 확대되고, 리믹스(Remix) 등을 통해 누
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과 소통이 일반
화되는 등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싸이의‘강
남스타일’
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
찰스타일, 교회스타일 등 수많은 패러디들이 만들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시민 창작’
은 문화를 향유하는 새
로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만일 싸이의 저작권 주장으
로 이것이 가로막혔다면 싸이의 큰 인기도, 시민들의 문화향
유권도 위축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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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
도록 하는 20세기의 저작권 시스템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미쳤어’음악에 맞춰 율
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
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
와 같이 이용자의 비영리적 표현 행위가 저작권에 의해 침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네이버에 개설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팬 카페인‘영원불멸 이순신’카페의 게시
물이 KBS의 요구에 의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저작물을 매
개로 한 이용자의 문화적 소통 역시 제약이 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도 원격 열람의 제한, 동시접속자
제한 등으로 인해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의 잠재력를 제
한고 있다. 구글 북스가 저작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
나, 영국 BBC가 저작권 때문에 자신의 영상 아카이브의 공
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민들이 지식와 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저작권에 발목
잡히고 있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2012년 1월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었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구글, 위키피디어 등 인터넷 기업 및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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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가 온라인 파업을 포함한 항의시위를 전개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자의적
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제나 광고 서비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고, 인터넷의 혁신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저작
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정과 심지어
한미 FTA에도 포함되지 않은, 한국만의‘갈라파고스 규제’
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위‘저작권 삼진아웃
제’
는 저작권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침해한(침해하였다고
저작권위원회가 판단한) 이용자의 계정 및 게시판에 대해 최
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
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과도한 규제(삼진아웃제가 없어도 권리자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서, 많
은 논란으로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는 제도이다.
2011년 5월 30일 개최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
표된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저작권 삼진아
웃제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면서,“인터넷 통신 차단여부의
통제가 중앙집권화”
되고, 지적재산권 위반으로“인터넷 접속
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
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
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한 나라도 한국
밖에 없다. 국내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드, P2P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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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
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등록제’
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
행령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
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4일, 유럽사법재
판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로 하여금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
시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과도한 불법복제 단속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가 아
니라, 단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
과 소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 단속은 로펌들의 새로운 수익모델
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한 후, 이용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협
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다. 이용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시달리고 인터넷 이용마저 위축된다. 대다수 이용자
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면 법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재검
토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영리적으로 업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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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한미FTA가 국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
로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
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양보밖에 없었던 협상이었다. 정
부는‘제도 선진화’
라고 변명하지만,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인정,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국제협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한
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정에 가입되어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제도 선진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정은 배타적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
여,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공성)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챕터의 부속서한에서 '대
한민국'만을 의무주체로 명시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인한 피해 분석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 의한 피
해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
로 인한 피해 규모만을 분석했을 뿐인데 이조차 매우 부실하
게 이루어졌다.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항 등 미국은 한미
FTA 지적재산권 챕터의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고 있
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반영하지 않은 협정 내용을
한국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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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국가의 문화 및 산업
정책과 관련되는데,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균
형을 도모해야 하며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조건을 고려해
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을 다룰 경우,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고유의 공공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국내의 사회, 문
화적 필요에 따라 우리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된다. 심지어 WTO TRIPs나 한미FTA 협정은
협정보다 배타적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은 허용하되, 약화시
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WTO나 WIPO에서의 협상 과정과 달리, 한미 FTA와 같은
통상협상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지적재산권 제도와 같은
공공정책이 광범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치지 않고 협상 관
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통상협정에서 공공정
책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며, 지적재
산권 관련 국제적인 조율은 관련 전문 기구와 조약에서 다루
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디지털 네트워크는 지식,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문화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
다. 저작권 보호가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이를 용이하
게 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예외(공정이용) 범위는 획
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이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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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북스캔 등 사적복제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
물 이용범위 확대 등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저작
권 위반 형사처벌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저
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이 국제협정에도 포함되
지 않은, 한국에 고유한 강화된 저작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이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 역시 제한하고
있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은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재
료가 되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문화 창
작 및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시민들
이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지(public
domain)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문화 창작을
위한 토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나아
가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
은 저작물의 수익을 저작권자가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은 공
정하지 못하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시
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준조세인 시청료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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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자발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저작물의 오픈 엑
세스(open Access)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야 한다.
불평등하고, 한국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한미FTA는 폐기
되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투
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정책이 통상협정에 의해 왜곡되
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 분야는 향후 통상협정에
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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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공약 제안
장애인의 방송수신 질적 환경 개선
- 청각장애인 방송 수용환경 개선 : 청각장애인들의 한국어 언어
사용 형태 고려, 쉬운 방송자막 및 요약자막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폐쇄 형태 수화통역 제공 기술표준 개발
- 지적장애인 방송 접근성 향상 : 지적장애인의 방송 시청욕구 조
사,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 DMB나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보장 정책 개선 : 시각, 청각장
애인들이 DMB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어플리케이션
지침 개선, IPTV 등 주문형 비디오 접근과 전자프로그램 가이
드 정책 개선

장애인의 방송통신 제품 접근환경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개정 : 방송수상기와 리모컨을 포함한 정
보통신제품과 서비스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장애인차별금지
법’제23조 제2항 신설조항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23조 제2항, 제3항 의무조항으로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품 제조업자 범위 등 대
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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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접근 환경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양적 확대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애인 수용자의 질 높은 방송
시청 환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장
애인 시청자의 경우 DMB서비스나 방송통신 서비스인 IPTV
등의 주문형 비디오와 전자프로그램가이드 이용도 쉽지 않
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 나아가 TV수상기나 리모컨
등 장애인들이 방송통신 제품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아 변화
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소외를 당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으로 △청각과 지적
장애인의 시청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시청자가 DMB서비스는 물론 IPTV에
서 제공되는 VOD나 부가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접근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 사항으로 △TV수상기나 리모컨 등 방
송을 비롯한 정보통신 제품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과‘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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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환경은 좋아지는 추세이다. 한글자
막방송 실시 초기인 1999년에는 장애인 접근 환경이 열악
했으나 2005년 방송발전기금(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으면서 지상파방송에서 접근비율은 대폭 늘어났다. 2010
년‘장애인차별금지법’
의 개정과 2011년‘방송법’
의 개정
으로 지상파방송 이외의 방송 매체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더욱이 제정된「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 등 장애인 방송접
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이하 방송접근권 고시)를 통하여 방
송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 방송시청 서비
스 비율이 고시되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이 좋아질 것이라 전
망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질 높은 방송수용을 못하고 있다.‘방송접
근권 고시’
를 통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의 길이 열렸지만, 수
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질 높은 장애인 방송접
근 환경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전파진증원의 연구(
‘방
송 소외계층 매체이용형태 조사’
. 2009)에 의하면, 설문과정
에서 응답한 대부분의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방송내용을 충분
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송시청이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방송이해의 어려움으로 자막이나 수화
통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자막방송의 경
우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어의 해독력이 낮
아서 방송자막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공되는 방
송 수화통역도 화면이 작고 통역사의 통역 수준에 편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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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방송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수용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로, 발달장애인의 문
제를 들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방송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만한 정책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발달
장애인가족연구소.‘성인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
안 연구’
. 2011)에 의하면 발달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방
송 시청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이해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들은 또한 방송통신 매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방송접근 고시’
에서 이동멀티미
디어방송(DMB)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서비스 의무제
공에서 제외되어 있다. DMB에서 자막이나 화면해설 서비스
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방송표준을
검토하여 방식을 일부변경하고, 이에 대한 표준을 새롭게 개
발하면 가능한 일이다.
한편, 방송통신 융합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IPTV의 경우 채
널서비스 이외에 주문형비디오서비스, 데이터방송서비스,
T-Communication이 공존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스
마트TV 등 방송통신 매체가 대체로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장애인방송권고시’
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주문형비디오와 전자프로
그램가이드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PTV 등 방송통신 결합 매체의 주문형 비디오
에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제공되는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등
도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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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개선 과제
청각장애인의 방송 수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수화를 모국
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수용의 실태를 조사하고,
방송에서 수화통역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수화사용 형태를 고려하
여 쉬운 방송자막과 요약자막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화화면으로 인한 일반 시청자의 불
편을 줄이고,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현재와 같은 화면에 편집되는 수화통역방송이 아닌 폐쇄
형태로 수화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방송은 다중이 보
편적으로 시청하는 매체인 만큼 지적장애인의 특수한 상황
을 방송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지
상파방송사, 특히 공공성을 띤 방송사의 경우는 방송소외계
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지적장애인의 방송 시청욕
구를 조사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방송접근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한다.
DMB와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장애인재활법(Rehabilitation Act)」
’
이나
2010년에 제정한「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 서비스만이 아니라 매체나 통
신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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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추세라 우리 나라 장애인들도 방송을 비롯한 정보통
신 서비스나 기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DMB 콘텐츠 접근이다. DMB 콘텐
츠에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DMB 비디
오포맷인 H.246나 오디오 규격으로 사용하는 규격에 대해
검토해야 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방송하는 DMB방송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IPTV등에서 주문형 비
디오 접근을 물론 전자프로그램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
해야 한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이 필요하다. TV수상기와 리모컨을
포함한 방송통신제품에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야 하며, 방향은
정보통신제품과 서비스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개정의 내용은 동법 제23조 제2항을 확장시
켜 신설조항을 만들되,“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개선이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
토록 하고“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행하여야하는 제품개선이나 정당한 편의 등”
에 대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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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이 필요하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해‘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이 2011년 7월 개정·고시되
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침일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
다. 다만‘국가정보화기본법’
은‘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정보
접근 관련 내용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장애인차별금
지법’
의 개정 추이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국가정보화기
본법’
의 개정은 제23조의 제2항과 3항의 내용을 의무조항
으로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품의 제조
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률
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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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공약 제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인터넷기사 삭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원회 구성시 법률가, 언론인 출신 인사 60% 이내로 제한
위원회 구성시 인권, 소비자 분야, 시민사회 추천 확대
알 권리 확대를 위한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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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인
사가 각각 5분의 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며, 관련 자격도
기존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인권, 소비
자, 시민사회 등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
대한다.
중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인터넷 언론보도의 경우 정정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언론 등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보도할 경우 통상 손해
와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
배상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청
구인에게 둔다.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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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현재 법체계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피법)로 민법, 형법 등에서 정정
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으로 발현되
고 있다.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언론중재위
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러
평가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한 피해구제에는 큰 역
할을 했지만 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한편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에서도 자유
로울 수는 없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중 법률가 및 언론인 출신
이 전체 구성원의 6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언
론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
재위원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해 일반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을 묻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사실보도의 의무를 향상시
키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왜곡보도 및 보도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예방하기 위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이 필요하다.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보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 언론의 자유와 책임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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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피해 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현행 언론중
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행 언론중재위원
의 경우 피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는 보장되
어 있지 않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인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 등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개선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 선임 방식에서 언론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소
비자, 인권, 시민사회 등 분야를 넓혀야 한다.
인터넷뉴스의 경우 정정보도와 무관하게 원본기사가 여전히
게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의 1항에 정정보도와 더불어‘기사의 삭제’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청구인이‘기사 삭제’
라는 피해구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빠르게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사 삭제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를 도입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는 것
과는 별도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 아니
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엄
격히 적용하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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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 개선 과제
언론중재위원의 구성을 법률가와 언론인 출신 인사의 상한
선을 60%를 규정하면서 중재위원의 자격도 기존 언론 분야
에서 인권과 소비자, 시민사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
공개사안이나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에서 빠르게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에서 정정보
도 뿐 아니라 기사 삭제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보도했을 경우 통상 손해배상
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를 명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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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 미디어 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공약 제안
지역미디어센터 건립 지역 확대
- 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 추가 설립
- 미디어·문화 공간 역할 재정립, 새로운 미디어센터 모델 개
발 및 예산 확보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지원 및 장비 교체
-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지원 예산 확대 및 유관사업 연계
- 노후장비 교체 및 스마트/디지털 환경에 따른 장비 확보

지역 공동체미디어·문화 활동 지원 정책 수립
- 마을/동네 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 정책 수립
-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여성 등 소외계층 참여 미디어활동
지원 예산 확대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정책협의체 설치
-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민간으로 구성된 정책협의
체,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 지역미디어문화정책, 공동체미디어정책, 시민제작콘텐츠지원
정책, 독립영화활성화 정책 등 유관 정책 조율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194

1. 개요

MONO-WON 2540DPI 175LPI

전국 30여 개소에 설립운영 중인 미디어센터는 그 규모와
모델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장
비 및 공간대여, 영화/영상 상영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개인과 공동체가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
로써 민주적인 소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또한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소통함으로써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발전
과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2005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된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공
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을 확산시키고 체계화함으
로써 미디어교육의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만들어 냈고, 지역
미디어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독립·예
술·다양성 영화에 대한 상영회를 개최하거나 공동체의 상
영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상영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
역민의 영화/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미디어센터가 수행하는 미디어(방송)참여를 위한 지원활동은
미디어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여타 기관과의 주요한 차별점
중 하나이다. 지역 내 방송 및 미디어관련 단체와의 네트워
킹을 통해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 관련 정책을 생산하여 대중화하는 미디어센터의 활동
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는 지역 내 케이블, 지상
파(TV/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플랫폼)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방송과 같은 주민·공동체가 직
접 운영하는 방송모델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다 민주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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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개인·공동체(계층/마을/소수자) 등은 스스로의 이야기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고유
한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
들어 내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술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시민
들의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화
하고 있고 이에 적응하고 참여하려는 수많은 이들의 욕구는
전국 각지의 미디어교육기관인 미디어센터로 자연스럽게 수
렴되고 있다. 이는 변화되는 기술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뒤처
지지 않고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미디어센터의 위상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미디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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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평균, 운영 5년여를 경과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센터의 설
립·운영의 정책적 타당성을 각 지역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영화상영 등 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디어센터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는 증
가하고 있다. 미디어센터의 주요 기능은 △미디어교육 및 제
작 지원을 위한 공공센터 △공공영상아카이브 △21세기의
새로운 도서관 △미디어참여 및 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거
점 △영상·미디어 놀이터 △전용상영관 및 체험관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등이다. 또한
디역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분야는 상설(정규) 강좌, 공
동체미디어교육, 시민제작자 양성 교육, 체험 교육, 학교 교
육, 미디어교육교사, 양성 교육, 주문형 교육 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 소
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미디어 민주주의 발전’
과‘창
조적 문화발전’
에 기여하는 지역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은 이
미 검증된 것이다. 또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
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방송/미디어를 통한 정보취득
자체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미디어센터의 역할모델의 사례이
다.
이에 비해, 그간 미디어센터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미디어센터의 공동발전과 지속가능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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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부족하다. 2012년 6월에 실시
한 실태조사 결과, 92%의 미디어센터에서 운영인력의 부족
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5%의 미디어센터가
지난 3년간 운영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대부분 미디어센터는 공모사업을 통한 수입이 전
체 수입의 50%에 이른다. 미디어센터의 정책방향에 부합하
는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망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야 할, 주무부처는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종합적 지원정책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지원정책
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2) 정책 과제
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체계를 수립한
다. 미디어센터의 독자적 정책위상과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
은 물론, 다양한 모델의 미디어센터의 공동발전을 위한 중장
기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미디어센터 뿐만 아니라,
미디어교육/퍼블릭액세스/공동체미디어(방송) 등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중
앙정부와 지역정부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한
다. 또한 시민의 영상문화향유와 민주적 미디어 커뮤니케이
션을 촉진시키는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는 미디어센터는 미
디어융합/디지털전환/스마트미디어활성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미디어를 통한 사
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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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민들의 참여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미
디어센터의 활성화 방안도 고려하고 포함시키는 반드시 필
요하다.
미디어센터 운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미디어센
터는 지자체 재정 악화와 미디어센터에 대한 정책적 위상이
미약한 상황에서 갈수록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
본적인 장비와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절대적 규모의 운영비
가 필요한 미디어센터의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 목적사업 수
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부, 방송통
신위원회, 교과부, 여성부, 노동부, 국방부 등의 지원/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디어-문화 관련 사
업지원부처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중앙정부의 미디어센터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체 미디어-문화 허브로서 미디어센터 중장기 전망을 마
련한다. 지역민, 공동체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센터의 활동은 단순
한 콘텐츠 제작기술 교육과 장비지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
인, 공동체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영리추구가 일차적인 목표가 아닌, 이들의 콘텐츠제
작과 유통(소통)의 과정은 각자의 문화를 만들고 교류하는
창조적 문화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미디어센터의 활동이‘마을’
로 표현되는 생활공동
체,‘소외계층’
으로 표현되는 이해공동체를 대상으로 할 때,
단기 사업지원이 아닌 보다 지속적인 교류와 장기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자체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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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주민자치
기관, 장애인/노인/이주민/여성 등 계층별 지원기관, 문화예
술교육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각 영역에서 벌어지는 미
디어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지원/컨설팅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 활동의 허브
로서 위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미디어센터에 대한 향후 지원정책은 단순한 미건립 지
역의 추가건립,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만으로 국한되어서
는 안 된다. 지역 내 공동체 미디어-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
도록 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자치
활성화정책, 소외계층/공동체 지원정책, 문화예술 지원정책
등의 영역과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 중앙부처간의 협의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공동체미디
어활성화 또는 주민참여미디어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미디어센터의 활동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화/영화 등 다
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정
책영역 중 콘텐츠, 채널 정책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당
장의 과제는 미디어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미
디어센터의 활동과 유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센터
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여
러 분야와 정책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참여 미디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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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진흥하는 독자적인 법체계 마련 및 정
부조직재편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설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당장의 과제를 중심으로 요약한
다.
관련 법안으로 시청자참여방송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
회설치법 개정안, 미디어교육지원법,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
법 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며, 콘
텐츠산업 진흥법, 영비법 등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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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참여’방송 활성화

공약 제안
모든 방송사업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 확대

독립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사 자체 심
의 면제
- 방송사의 자체 심의 제외 대상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추가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심의 운영위원회로 일원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 기구 설치 및 독립적 기금 운용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종합적인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지원 계획,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도모
-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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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카메라의 보급, 휴대전화의 다기능화, 인터넷의 보편
화, SNS의 사용 등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미디어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인터
넷이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금까지도 가장
흔하게 접하는 미디어인 TV, 신문, 라디오 등에서 시민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가진 미디어를 사용하여 발산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퍼블릭액세스(PublicAccess)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
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TV,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기 힘든 시민들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어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
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퍼블릭
액세스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더욱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
다.
현재 퍼블릭액세스는 국내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
름으로 도입되어 지난 10여년 간 풍부한 성과를 내고 있으
나 관련 정책은 이런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
들의 미디어를 통한 발언과 소통, 창작에의 욕구를 축소시키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퍼블릭액세스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
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
청자참여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편성
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방송사
의 이중심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좀 더 많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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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텔레비전에 본인이 만든 영상을 내 보낼 수 있도록 다각
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 및 예산, 기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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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때는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 싸고 기능 많은 카메라가
출시되고,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어 누구나 카메라
하나쯤은 갖고 있는 때, 전국 방방곡곡 인터넷 망이 깔리고
집집에 컴퓨터 한 대쯤은 놓여 있는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팟
캐스트 등의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멀티미
디어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
고 그걸 편집하여 동영상으로 만들며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왜 그 동영상을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 없을까?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지인이 그 동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몇시에 텔레비전 몇 번 틀면 볼 수
있어요.”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왜 우리는 그 지인에게“컴퓨터를 켜고 바탕화면에 인터
넷이라고 써있는 그림을 마우스로 빠르게 두 번 누르신 다음
에, 뜨는 창의 중간에 있는 네모를 클릭하고 그 안에 검색어
를 입력하신 다음 아래로 쭉 내리면 동영상이라고 써있는 데
가 있는데 거기서 맞는 동영상을 클릭하면 엑티브 엑스가 뜰
거에요. 그럼 그걸 설치하시고 보시면 되요.”라고 한없이
길고 어렵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텔레비전을 통
해 방송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0년 통합
방송법을 통해‘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가 바로 그것이다. 퍼블릭액세스(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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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란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TV, 라디오 등의 방송
을 통해 분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방송사에서 다루기
힘든 시민들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를 직접 표현할 수 있어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
접 자신과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한국방
송공사(KBS) 뿐 아니라 지역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위성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
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곧바로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방송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크게 편성의
문제, 심의의 문제, 그리고 종합적 지원 정책의 부재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먼저 편성의 문제를 보면, 방송법에 의해 한국방송공사
(KBS)는 월 100분 이상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의 경우
시청자가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SBS와 같은 민영방송과 지역 KBS나 MBC
같은 지역 지상파방송 및 라디오방송은 규정 자체가 없으며,
위성방송과 SO는 의무 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 편의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실제로 몇몇 지역 지상파의 경우, 아무런 의견 수렴 없
이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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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성방송이나 SO는 편성 주기나 구조를 타당한 근거
없이 변경해 편법 운영하거나 방송사 자체 통폐합에 따라 프
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
어나고 있다.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연간 2,000~3,000여 편 정
도가 제작되고 있으며, 40~50개 방송사가 이를 정규 편성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확보, 시청자의 방송 참여, 소외 계층의 방송 접근권 향상
등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방송사를 비롯한 지역사회로 많이 확산되었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며 중요한 변화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제도적 한
계로 인해 오히려 편성이 축소되거나 파행 운영되기도 하는
것이다.
편성 뿐 아니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또한 오랜
기간 문제시 되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류 방송의 심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송사나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는 경
우도 많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시청
자참여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심의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시청자 제작자들의 자기 검열이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방송사의 자의적 검열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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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편파
적’
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심의 기
준을 적용해 시청자의 제작 의지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심지
어 시청자 제작자의 동의 없이 절반 가까이 편집하는 등 기
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시청자
제작자들은 애초에 연성화된 주제를 다루거나, 민감한 이슈
를 다루더라도 일반적 수준의 문제제기에 그치는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한 실험과 주제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편성 및 심의의 문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가 있다고 해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도 많지 않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방
송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자기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
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시청자의 방송 참
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제도는
매년 결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그 조차 방송 채택료로 일원화 되어 있다. 또
한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방송사 및 편
성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는 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청자참여방송 전반을 우
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기구 및 기금 등이 요구되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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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정책 과제
현행 퍼블릭액세스 정책은 시민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 있지 않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시민들이 방송을 내
면 그것에 대한 채택료를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
민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 내에 편성 시간
을 열어 두고 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것에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민 VJ를‘부리는’것
에 그치는 것, 그리고 그 또한 예산 삭감 따라 방향이 좌지
우지 되는 것이 현재 퍼블릭액세스 정책에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의 방송 참여, 시청차참여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방송 참여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
성, 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시청자참여방송을
지원, 진흥하기 위한 기금 및 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구에서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
채널 지원, 제작자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기타 조사, 연구,
법률자문 등 시청자참여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
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방송사에게 현행 KBS와 마찬가지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월 100분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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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단,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 영화나 여가 등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청자참
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가 아닌 시청자가 요청할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또한 위성방송과 SO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을 직접 사용 채널 및 지역 채널로 함을 명기하여 시청
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심의에 대해서도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
영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심의의 두 경로로 되어 있는 심의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심의 규정에는 시청자참여프로
그램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어 일반
방송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방송사 자체 심의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심의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
하고자 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않고 오히려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시청자참여프로
그램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송여부가 확정되며 방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
생할 경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
영위원회가 1차 심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운영위원회 이후에 또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진행되어
결국 중복심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유로
운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이렇게 복
잡하고 어려운 심의 구조를 거쳐 결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에 시청자참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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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심의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
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시청자참여프
로그램의 심의를 제외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심의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채
택료 지원 뿐 아니라 사전 제작 지원, 제작 인프라 지원, 시
청자 참여프로그램에 필요한 제 인력(제작 멘토 및 코디네이
터 등) 지원, 전문채널 지원, 제작자 네트워크, 시청자 제작
자를 위한 법률 자문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폭
넓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
정해야 한다.
○

방송법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퍼블릭액세스를 활성화 시켜 내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MBC, SBS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들 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정
규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의 의무 편성 범위를 확대시켜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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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같이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방송사에게 시청자참여프로
그램 전문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여 퍼블릭액
세스를 다각도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방송사가 시청자참여프로그
램을 편성 하는 채널을 지역채널과 직접 사용하는 채널로 규
정하여 자칫 방송사의 의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전가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규정에 없
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라디오를 통한 청취자참여프로
그램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
이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제외
하고 심의 구조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상파 방송에 비해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전문채널이
나 케이블의 지역채널 등이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
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송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 및 통신 체계를 적절히
유지, 보완하는 것 뿐 아니라 퍼블릭액세스 영역과 같이 시
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지원·장려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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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원
회로 두고, 이와 더불어 방송사 및 통신 회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내
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의 실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시청자들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들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전문채널을 포함한 시청자참여방송
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 및 발전 방향을 수
립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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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체미디어 실현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 Media Education for All

공약 제안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 실행
- 생애별, 계층별, 지역 및 공동체 미디어교육 확산
- 학교 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별 교육체계 마련
- 미디어교육 이후 지속적인 미디어 활동 지원

미디어교육 활성화 종합 지원정책 수립
- 법제 마련, 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조성, 단체지원 방안, 아카이빙
등 지원정책 수립
- 정부·지원기관(미디어센터)·시민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등 유관 부처간
정책 조율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기구 설립 및 예산 확보
-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등 유관 부처 예
산 확대 및 효율적 집행 시스템 마련
-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정책생산 및 조율, 네트워킹 지원 등 지원
기구 설립(가칭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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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교육은 80년대 언론의 자유와 편파적이고 왜
곡된 정보 전달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감시를 위해 시민사
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
로 변화하면서 미디어교육은 이해와 감시를 넘어 미디어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으로 소통시
키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상
미디어센터가 확대 설립되면서‘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참
여적 제작’
이라는 주제 아래 보다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실시
되었다.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청소년 중심에서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TV, 라디오, 신문, 영화, 광
고, 만화, 게임, 핸드폰(스마트폰) 등 교육매체도 다양해졌
다.
미디어교육은 거대 주류미디어 구조 속에서 미디어를 단순
히 소비하던 이들에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기존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면서 미디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미디
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이 자신들의 목
소리를 내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단순한 교육
을 넘어 다양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며 점차 확산되어
왔다.
누구나 미디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
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은 더 이상 특정 계층, 세
대의 교육이 아니다. 미디어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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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창구로써 자리매
김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이
를 위한 미디어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 미디어교육의 토대를 바탕으로 확산과 체계화
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별, 장애인에서 이주민까지 전 계
층별, 다양한 목적을 지닌 공동체 등 누구나 미디어를 비판
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소통의 매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보편적 미디어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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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그동안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사람들과 미디어를 새롭게 인
식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왔다. 특히,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미디어의 수용자로만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미디
어를 직접 다루고, 미디어를 통해 무엇인가를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야말로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
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미디어교육을 통해 새로운 계층이나 공
동체를 만나고 이들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누구에게나 제공
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사회문화교육으로서의 필요성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개별단위 중심
의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과 이해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흩어
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이 보편적 교육으로 활
성화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
를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이 보편적 교육으로써 누구나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 모두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장애인 교육에서는 그 대상이 시
각/청각/지체/정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의 방법이 달라
야 하며, 교육 환경이 학교인지, 시설인지에 따라, 교육 참
여자들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등에 따라 교육 내용 역시 달라
져야 한다. 또한 한 차례의 수혜적인 교육으로 머무르는 것
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초기 교육에서 발견
된 참여자들의 변화와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것이 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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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자발적인 문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미디어교육의 재정은 생애별,
계층별, 공동체 등 다양한 교육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실행하
기에 부족하다. 또한 자체적인 예산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모지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공모 지원 사업은 대게 1년 단위의 단기적 지원
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담보할 수 없는 한
계를 지닌다.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이야기’
이다.
미디어교육에서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를 나
누며 개인 혹은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미
디어로부터 소외되었던 개인의 목소리가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
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내고 나눌 수 있게 하느
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디어교육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을 주도하는
역할을 넘어서 참여자들과 삶의 결을 나누고 이야기를 풀어
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교사에
게는 다양한 교육의 경험과 참여자 특성에 대한 학습과 준비
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디어교육 교사의 경제·사
회적 지위와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낮은 강사료, 일정량 이상이 교육 시수
확보의 어려움, 비정기성, 근로복지 부재 등 대다수의 교사
들은 안정적으로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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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문영역으로의 인정과 이에 준하는 양성 및 인증 체계
를 정비하고 그에 준하는 경제·사회적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확대도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존의 미디어교육 사례들이 축적
되고 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미
디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 외 정책·연구 활동을 위
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디어교육의 활성
화를 위해 교육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갖는 미디어센터에서
도 교육 외 정책·연구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지
못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정책·연구 사업을 병행
하는 경우도 많다. 미디어교육의 정책·연구 활동은 미디어
교육의 장기적인 전망을 그리고, 미디어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의 정
책·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생애별, 장애인·
이주민·여성 등 계층별, 마을·동네 등 지역별, 그 외 각종
공동체 등 누구나 참여가능한 미디어교육의 실현을 통해 국
민 개개인이 미디어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향상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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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예산 확대 및 미디어교육 및 정
책·연구와 관련한 공공기금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미디어
교육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지원사업을 종합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육 이후,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자발적
미디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미디어 활동 및 다양
한 미디어 문화 형성을 유도 한다. 특히, 공동체라디오, 공
동체TV 등과 연계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
충한다.
기존 미디어교육 교사의 안정적인 활동 및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미디어교육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교
육 강사료 책정 및 지원, 미디어교육 교사 근로복지 향상을
통한 전문적인 미디어교육 교사의 지속적 활동을 도모한다.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사례 축적 및 교육 결과물 유통을 위한
아카이브의 확충과 플랫폼 정책 수립을 통한 참여자 제작물
의 상시적 유통경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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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체미디어 실현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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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제안
공동체방송 활성화 정책 수립
- 공동체라디오방송 위상 재정립
- 공동체라디오방송, 공동체TV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 공동체방송 발전위원회 설치
- 공동체방송 정책 담당 전문 인력 및 조직 배치

공동체라디오 방송 신규 허가 확대
-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주파수 확보와 신규허가 방안 마련
- 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적으로 확대

공동체방송 진흥법 제정
-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라디오방
송진흥법 제정
-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를 아우르는 공동체방송진흥법 제정

공동체라디오 공적 지원 확대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적기금을 통한 지원 확대
- 독립된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기금 조성

디지털 전환과 공동체라디오 정책 수립
-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있어 공동체라디오를 고려한 정책 수립
-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디지털 환경 구축 지원

공동체TV 제도 도입
- 지역기반의 공동체 TV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및 정책 수립
-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채널 중 시민직접참여 채널과 사회적
소수자 채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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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함
으로써 지역사회의 소통을 촉진하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민의 소통을 위한 매체로서 공동
체라디오·공동체TV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호
주,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한 국가에서는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를 공동체방송이라 규정하고 공영·민영방송과 함
께 제3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동체방송은 표현의 자유,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참
여뿐만 아니라 미디어 다원주의, 지역성, 미디어교육 등 미디
어 공공성 구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난 7년여 동
안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보여준 모습은 공동체방송이 시
장과 경쟁논리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매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국내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환경
에 처해있다. 정책당국의 무관심,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많은 한계 속에 놓여 있다. 한편 TV 영역
에서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채널이
나 플랫폼 정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체방송은 미디어 생태계에서 민주적이고 공공적 미디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 특히 방송 공익
성의 핵심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하는 사회변화의 패러다임을 실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매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방송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과 함께 공동체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
책 수립과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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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실현하
기 힘든 다양한 공익적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에 도
입된 후 지난 8년여 동안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여러 사례와
평가를 통해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역민의 참여, 미디어 소
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지역사회의 소통, 지역 공
동체의 활성화, 지방자치 발전 등 방송을 통한 다양한 사회
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정책당국의 무관심과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미디어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불분명한 위상과 법규제의 미비, 신규허가 정책의 부재, 낮
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정치·시사적인 사안에 대한 방송
금지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동
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운영 중인 7개 지역 외 신규허가
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허가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신규 허가를 희망하는 21개 지역에서 신청한 가용주파수 서
류는 여전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규사업화 당시
추진하겠다는 가용주파수 확인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규허가와 관련한 그 어떤 계획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위상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
다. 현행 방송법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방송사업자의 한 유형으로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공동체미디어 실현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223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224

MONO-WON 2540DPI 175LPI

자’
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지상파방
송사업’
의 일부로 해석하게 되어, 현재의 광역, 전국단위의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기술적 형식과 추상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공중선 전력 10와트 이하’
라는 출력제한 규정
은 출력이라는 기술적 형식으로 공동체라디오를 규정함으로
서 최소한 기초지자체 단위를 포괄해야 하는 사업권역마저
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오
히려 방송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부
합하지 않다. 현재까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10와트’
이하라
는 법적 조건을 근거로 허가 시,‘1와트’
의 출력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와트의 출력제한으로 인해 공동체라디오방
송은 방송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또한‘공익목적’이라는 추상적인 방송성격 규정은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적 가
치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가능을 위한 공적지원 역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2009년 1월 이후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지원이 중단되었다. 공적지원 대신 방송광고나
협찬고지를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장 경쟁 논리 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
송 현실상 광고를 통한 재원마련은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공적지원의 중단과 방송광고를 통한 재원마련은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비영리적 특성을 무시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밖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사 및 보도프로그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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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규허가와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주파수 정
책의 부재 등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활성화와 지속을 위한 종
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 영역에서
는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채널 중에서 시민의 직접참여
채널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채널 할당에 대한 정책적 검
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정책 과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과 공동체라디오방
송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8년여가 지
났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방
송법에 추가된 것 이외에는 딱히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상
황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미디어 정책의 중요한 측면인
액세스, 다양성, 지역성 등을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매체
이다. 미디어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책 당
국의 인식전환과 함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정
책의 목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의의를 살리면서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정책과 제도가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체라디
오방송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진흥과 지원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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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정책담당자가나 조직이 편재돼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효용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전국적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미
뤄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중이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에는 그 수가 매우 적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의 매체다. 방송 권역이 넓은 기존
방송과 달리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의 이해와 가
치를 담아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허
가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신규허가에 대
한 수요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전파현장
실험과 가용주파수 현황 분석을 통해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에 활용가능한 주파수를 확
보하고 나아가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
에 대한 주파수 할당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디지털라디오
환경에서도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필요성과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재원을 다양화 할 필요는 있으나 공적
기금을 통한 지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이다. 공
적 지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안정적 경제기반을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
전장치 역할은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특성을 지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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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라디오방송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적지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으로 하여금 이윤 창출이 아닌 방송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공동
체라디오방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동
체라디오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TV 영역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수
신환경 개선, 고화질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시민들이 적극적
인 이용자가 되고 나아가 미디어물을 생산하는 창조자로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완전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공동체 TV의 모델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실행이 이
뤄져야 한다. 공동체 TV에 대한 제도적 도입을 위해서는 먼
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채널중에서 1개
이상의 채널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널과 사회적 소수자
들의 채널로 할당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TV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3) 법제도 개선 과제
○

공동체라디오 진흥법 제정

현재 방송법 안에 포함된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법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행 법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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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허가,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존
방송법 틀에서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정의,
허가절차, 소유, 방송구역, 편성,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규
제 및 진흥 제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됨으로써 공동체라디오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가 어
렵다.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 후 8년여가 지난 지금, 공동
체라디오방송 현장의 시행착오와 경험, 그리고 운영과정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동체라디오 정
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별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은 추후 공동체TV 방송의 제도화를
고려 공동체라디오방송과 공동체TV 방송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방송진흥법으로 개정한다.송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
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공동체라디오 발전기금 조성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그 특성상 비영리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갖는 것은 비영리적 성격
의 공동체라디오방송에 있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현행 법률
에는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의 운영을 법적으로 강제하였으
면서도,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재원을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수입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지원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광고 위탁판매
불가로 안정적 방송광고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방송의
지속적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
적 기여와 공적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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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
니라 제도화 되고 시스템적인 구조를 가진 형태가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나 영국처럼 독립된 공동체방송기금
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공적지원의 집행은 규제기관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공적기관의 관리와 책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원 영역은
제작지원을 포함하여 운영지원, 시설지원 등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핵심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지원 구조를 위해선 법률에 공동체라
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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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체미디어 실현

25. 지역 문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공약 제안
지역 문화·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생활단위(마을, 동네) 기반
형 통합적 지역문화 지원체계 구축
- 생활단위의 유휴공간, 공공공간 등을 활용한 마을(동네) 커뮤
니티센터, 마을(동네) 미디어센터 활성화
- (가칭)지역문화미디어지원은행(Culture & Media Bank) 구축
및 운영
: 지역의 문화예술 및 미디어 전문가,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집적
: 주민, 단체, 마을,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
역문화미디어지원은행 구축 및 운영
- 주요 거점/전략 지역에 (가칭)마을미디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 설립
: 생활창작, 축제, 미디어 등을 둘러 싼 프로그램, 콘텐츠 등
을 지원하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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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도시) 정책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쌍방향적 홍보, 민원 플랫폼 재
구축
: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전면 개편
- 지역커뮤니티 기반형 미디어 지원사업 활성화, 시민참여 및
시민제작 콘텐츠 단일한 플랫폼 적극 유통
: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사장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커
뮤니케이션시티 전략 안에서 시민참여 및 시민제작 콘텐츠
유통을 통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지역커뮤니티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방송국, 생활
권역 지역미디어센터 등 확대
: 기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성 공간, 예산, 시설
활용

지역 문화·미디어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
- 중앙 부처 내에 문화정책과 미디어정책(콘텐츠, 프로그램) 통
합 운용 추진
- 문화부 지역문화 정책구조 안에 지역 문화·미디어 협력정책
추진 단위 운영
- 지역문화전달체계 안에 지역미디어 정책 능동적, 통섭적으로
수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정책, 지역문화재단협의회 지역문화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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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단위 문화정책 환경에 있어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 정책 중에서도 생활단위(마
을, 동네)에 기반한 통합형 지역문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구체화되고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생활단위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화정책 안팎의
다양한 정책분야들(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복지, 교육
등) 사이의 연계성, 상호보완성, 통합성 등이 매우 높아진다
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정책 안에서 미디어정책은 대표적
으로 개별화된, 독자적으로 분리된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시민, 주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와 미디어는 이미 통합
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관료화
된 정책구조, 행정편의주의 등은 문화와 미디어를 둘러 싼
정책의 공진화를 가로막아 왔다.
지역 문화·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정책만이 아니
라 양자를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공진화시키기 위한 정
책 목표 및 전달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 지역 문화·미디어
활성화를 위해“미디어를 포함하는 생활단위 기반 문화정책
목표 및 지원체계 수립”
“쌍방향적인 주민 소통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시민참여 미디어 지원 활성화”
“지역문화 전달체계
내 지역미디어 관련 사업의 통합적 수용”등의 정책 구조 개
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생활단위의 유휴공간, 공
공공간 등을 활용한 마을(동네) 커뮤니티센터, 마을(동네) 미
디어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역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등
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전략 지역내 허브형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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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쌍방향적 홍보, 민원
플랫폼 재구축”
“소수자,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미디어 특성
화 시설 조성”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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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생활 단위(마을, 동네)에 기반한 통합형 지역문화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디지털 위험사회의 도래에 대한 경고와 함
께 도시 공동체, 지역문화 공동체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온 마을가꾸기 프로젝
트는 지역의 공동화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 서울과 같은 대도심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사람, 생태 그리고 지역문화 중심
의 마을 공동체”
가 지닌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
다. 특히 생활권역(마을, 동네)은 기초 행정을 제외하고는 문
화행정(정책)이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시공간이
며, 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
다.
문화정책과 미디어정책을 둘러싼 칸막이 행정 및 정책 구조
의 변화가 요구된다. 문화와 미디어 사이의 정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문화와 미
디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테크놀로지, 인프라, 콘텐츠, 산업
(시장), 일자리(노동) 등의 영역에서 그 관계성과 통합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시민, 주민들의 일상 영역에서 문화
와 미디어는 이미 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 정책 구조 안에서 문화와 미디어는“문화예술과 언론”
과 같은 이분법적이고 고착화된 정책 구조, 행정 편의주의,
부처 성과주의 등 시대착오적인 접근만을 반복하고 있다. 지
역미디어센터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문화부, 방송
통신위원회 등은 정책 목표와 전문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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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부처나 기관의 성과주의에 빠져 중복 투자, 유사 정
책 및 시설 간 연계성 및 통합성 부재, 국가 단위 기획조정
및 중장기 비전 부재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변화된 지역 문화·미디어 정책 환경에 조응하는 전달체계
가 필요하다. 미디어를 둘러싼 테크놀로지의 발전, SNS 등
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지역 문화·미디어
를 둘러싼 통합적 프로그램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
화·미디어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문
화·미디어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지역문화
전달체계의 경우 지역 미디어 정책 자체는 자신의 업무 영역
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프로그램으로서 미디어교육, 미
디어아트 등만을 접근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 미디어
전달체계의 경우 지역문화 환경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
은 채 시대착오적인 지역언론 정책이나 개별화된 지역미디
어 관련 시설 사업만을 반복하고 있다.

2) 정책 개선 과제
생활단위(지역거점형) 기반 문화정책 목표 및 지원체계를 수
립한다. 무엇보다 생활단위 기반 문화정책의 목표 및 지원체
계의 수립이 시급하며, 지역 미디어 정책의 경우 이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단위를 거점으
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복지, 교육, 청소년, 예술, 지역문
화, 생활체육, 관광, 일자리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휴먼
웨어, 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예산, 지원체계의
집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단위 공공문화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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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생활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사회복
지시설 등과 지역미디어 관련 시설(지역미디어센터, 마을방
송국 등) 사이의 연계성, 상호보완성 등을 높여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의 생활공간 및 일상성에 기반
한 지원사업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 및 생활 단위 커뮤니케이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한다.
“지역(도시)이 미디어다”
라고 할 정도로 도시 전반에 걸친 커
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인 홍보 체계는 물론, 홍보(행정)
와 소통(민원)에 대한 분리적인 접근 자체가 혁신돼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
정의 홍보 및 정보공유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
처리, 그리고 지역 생활단위의 미디어 지원정책까지 지역커
뮤니케이션(또는 커뮤니케이션도시)라는 통합적인 인프라와
플랫폼에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홍보 및
의사소통 플랫폼과 지역커뮤니티미디어 지원체계를 통합적
으로 연계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시성, 홍보성 공간 및 시설 등
을 실질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 및 플랫폼으로 재구
성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미디어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문화-미디어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단위가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의 지역문화 정책
및 행정 구조 안에 지역미디어의 활성화 및 연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단위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과 미디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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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교육), 지역문화
재단(광역 및 기초 지역 단위의 지역미디어 사업) 등에 지역
미디어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비전, 목표, 미션, 사업
체계 등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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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공약 제안
대통령 선거 직후 미디어국민위원회 설치

본문편집-출력용 1904.1.18 12:47 PM 페이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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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국민위원회
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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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국민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네트워크이다.
미디어국민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의 미디어 5대가치 실현의 계획 완성을 목표로 한
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디어국민위원회는 미디어사회단체, 미디어현업, 미디어학
계, 미디어사업자, 관계 당국을 망라하여 구성하고 개방적이
고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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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과
2011년
3월25일(금) 미디어단체 활동가,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 등 수명이 모여 2012년 미디
어커뮤니케이션 대안 정책 생산 필요성 공감. 미디어단체 정책활동가, 노조·현업 정책역
랑, 학계 연구자 등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포럼) 구성 논의
4월12일(화) 목표, 위상, 구성, 프로세스 등 논의
4월30일(토) 활동의 대강, 보고서의 명칭, 운영, 개별주제 기획안 등 논의
5월30일(월) 보고서의 체계, 기조, 패러다임 논의
7월4일(수) 기조/체계 접근방법 (1)
‘헌법 기본권 중심’
, (2)
‘공공성 논의 중심’
, (3)
‘진보개혁
미디어정책’
, 접근방법 (4)
‘방송시장 획정방안’
, 접근방법(5)
‘미디어 공공영역 강화’토론
7월14일(목) 커뮤니케이션 정책트리 골격 정리
8월19일(금)-20일(토) 워크샵. 개별의제 확정
9월 7일(수) 목차 검토. 40여개 의제 중 20여개 의제 공개토론회 추진 논의
9월23일(금) 총론의제(1)‘개혁-진보적 정책의 좌표와 방향’
, 총론의제(2)‘시민 미디어/커
뮤니케이션 주권의 재구성’
, 총론의제(3)‘신자유주의와 미디어영역’
, 총론의제(4)‘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전복을 위하여’토론
11월 4일(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및 연속토론회(1)‘지역방송의 제
자리 찾기’
와 연속토론회(2)‘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①’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3)‘지주회사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4)‘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5)‘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6)‘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7)‘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8)‘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11월22일(화) 연속토론회(9)‘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0)‘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1)‘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11월24일(목) 연속토론회(12)‘방송. 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3)‘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4)‘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5)‘교육문화 기간공영방송 EBS 공적책무강화’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6)‘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7)‘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8)‘700MHz와 지상파 차세대방송,다채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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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금) 연속토론회(19)‘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0)‘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1)‘지상파방송 제도 변화 정책적 과제’
12월12일(월) 연속토론회(22)‘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②’

2012년
1월 6일(금) 총선 공약 발표 준비.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안 마련 연구작업 계획 논의
2월 7일(화)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발간 및 정책발표회 개최
2월13일(월) 19대총선미디어연대 발족
2월21일(화) 19대총선 정책/공약 1차(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엠非미디어 청산) 토론회
2월24일(금)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미디어 이용자 권리, 민주적 규제/진흥) 토론회
2월24일(금)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6월18일(월) 개혁입법연속토론회(1)‘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6월18일(월) 개혁입법토론회(2)‘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대응 워크샵’
6월19일(화) 개혁입법토론회(3)‘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6월20일(수) 개혁입법토론회(4)‘지역 문화-미디어 진흥 법제도 개선’
6월22일(금) 개혁입법토론회(5)‘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6월25일(월) 개혁입법토론회(6)‘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6월25일(월) 개혁입법토론회(7)‘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6월25일(월) 개혁입법토론회(8)‘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6월26일(화) 개혁입법토론회(9)‘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6월28일(목) 개혁입법연속토론회(10)‘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7월 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배재정 의원)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 (박영선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8월30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 (장병완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개혁입법연속토론회(11)‘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 소유 규제’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10월 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발의
10월 9일(화)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
니다’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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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발의 추진 현황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배재정 의원. 7월 6일)
-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 방송 독립성 실현을 위한 소유제한 및 3자대표기구 설치
- 지역방송 공적 규제/진흥과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실현
김재철 MBC 사장, 김인규 KBS 사장의 공영방송 장악, 이명박 정권의 언론 파국의 시나리
오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악용하는 데서 시작됐다. 여야 3:2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
사회 7:4, MBC방문진이사회 · EBS이사회 6:3 비율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한다.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집권 정치권력이 구조적으로 낙하
산 사장을 배출하게 되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와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방송사 구성원, 학계, 시민사회, 야당,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시시때때 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9대국회가 시작되는 현 시점, 여야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임한다면 언론 자유의 후퇴, 방송 장악, 저널리즘 훼손으로 시름해온
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을 줄 수 있다. 공영방송 이사 여야 동수 추천, 자격기준과
결격사유의 강화, 특별다수제(2/3)에 의한 사장 선출 제도의 도입은 낙하산 사장을 근절하
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KBS, MBC방문진, EBS 현 이사
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이사 추천 일정이 제시된 상황이다. 낙하산 사장을 근절하는 새 제
도가 도입되고 적용된다면 새 이사 추천 과정은 방송의 독립성 실현의 실마리를 푸는 기회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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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
TF)가 발의하는 표 발의한‘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안’
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
에 걸쳐 연구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
권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을 모아 관련 법률 개
정안을 발의하는 바이다.
<주요 내용>
○ 공영방송(KBS, MBC, EBS) 낙하산 사장 근절
- 이사 정원 여야 동수 추천 12명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15명, 3배수 범위 내 후보 추천
- 이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조건 명시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15명, 3배수 후보 추천
- 사장의 결격사유와 자격조건 명시
- 이사회 특별다수제(2/3) 사장 선출
○ 방송 독립성 실현을 위한 소유제한 및 3자대표기구 설치
-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3자(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 설치
-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1인 소유 지분 한도 20%로 제한, 지역 방송사업자
3자 대표기구 설치시 30%로 제한
- 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금지
○ 지역방송 공적 규제/진흥과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실현
-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역 문화방송 직접 출자 허용 및 경영관리·감독권 행사
- 방문진이사회 낙하산 사장 및 지역 문화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
(박영선 의원. 7월26일)
-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박영선 의원은 26일『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형법』
중‘모욕죄’
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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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실과 미디어커뮤
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참여연대가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
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사 표현과 행위를 함에 있어 권력이
나 위계에 의해 위축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형법 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 또한 같은 법 311조 모욕죄도 삭제”
시민단체‘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
은 이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혐의로 기소, 국가가 소비자 권
리 운동에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위력’
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특히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
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
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명예감정
의 손상의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오랫
동안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유형 중‘위력’
에 의한 경우를 삭제했다.
업무방해죄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
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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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모욕죄를 삭제함. (안 제311조)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 (안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4조 제1항 단서 신
설)

■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 (장병완 의원. 8월28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
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
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은 장병완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
TF와 지역방송협의회가 함께 준비해왔다.
<주요내용>
○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
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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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14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8월29일)
- 방송법 목적에‘지역사회 균형발전’포함
-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승인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지역방송 제작프로그램 100분의 5 이상 편성 의무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29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확대, 지역방송콘텐츠의 유통환경 개선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의 지역성 구현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지역방송사가 엄연히 대한민국 방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정책은 언제나 단편적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지원내용에 불과했
다. 이에 지난 2008년 지역방송인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가제
대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법에 우리 사회 발전의 보편적 지향과 가치로서의 지역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방송
이 지역사회 발전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해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1조 목적에“방송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을 명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규정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지역방송의 개념 규
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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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
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SBS 미디어크리
에이트와 지역민방과의 미디어렙 계약 과정에서 광고 등을 이유로 SBS가 지역민방의 편성
과 보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또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지역MBC는 MBC본사와 특수관계자
로 포함되어 지역MBC 프로그램의 전국 방영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덧붙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하도록 해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구현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문화 창달과, 방송의 지역성이 구현되고, 지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
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
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으로 개정(방송법 제1 목적)
○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제2조 14의 2 신설)
○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추
가함. (제5조제6항 신설)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
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제8조제16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 (제10조제1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
경함. (제42조의3, 제42조의4 신설)
○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 (제69조제6항,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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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 8월31일)
- 미디어 민주주의,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 지역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미디어 다원주의,
- 문화적 다양성, 미디어리터러시, 사회통합,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재난방송
등 대안 기능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31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
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진흥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
흥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은 노웅래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
TF)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된 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사업허가를 위해 가용주파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출력은 현지검사를 거쳐 설정한 뒤 최대
출력 100와트까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
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
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
적, 재정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방자치의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
송 접근권 허용 등의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기존 방송법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
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별도의 미디어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왔다.
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설립이나 지원을 위한 구조의 필요성 때문에서라도 독자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노웅래 의원은“공동체라디오방송은 국내에 도입된 지 8년째”
라면서“제3의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와는 달리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이는 기존 방송법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도입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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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방송을 육성하여 지역 공
동체와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지
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9월26일)
- 노사 합의 제작편성규약 제정
- 노·사 동수 방송제작편성위원회 운영
- 노·사·시청자대표 조정위원회 운영
-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규정 위반 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을)이 26일 방송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일
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와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방송 제작·편성위원회’
를 의무로 두고,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의 제
작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최근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외부의 압
력에 의해 기 편성되었던 프로그램이 불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권홍보, 물타기식 프로
그램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가치를 수호하려는 내부의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편성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대한 건강한 장치를 마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
하고자 했다”
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방송 제작· 편성위
원회’
를 두되 방송사업자와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고, 본 위원
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조정위원회’
에서 조정하고 이의 사
항을 위반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
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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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의 대표
와 합의하여 제정(제4조4항)
○ 제작·편성위원회 위원은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5인 이
내의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제69조의3 신설)
○ 제작·편성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7인‘조정위원회’
(방송사업자2인,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2인, 시청자위원 3인) 설치(제69조4의 신설)
○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미 운영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부과(108조1항의
5, 6호 신설)

■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김윤덕 의원 10월 5일)
- 시청자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
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일‘방송사의 시
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등을 골자로
한‘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등 관련법 3건을 대
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
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시청자참여프
로그램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참
여방송발전위원회와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
한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공동체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선진국에서는 이
미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돼있지 않다”
고 설명한 뒤“주류 미
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참여는 자연스런 시대적 추세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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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
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함께 연구해왔으며, 국회 문
방위 소속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강동원 의원을 비롯해 16명이 공동 발의했
다.
<주요 내용>
○ 새 방송통신 규제기구 산하에 독립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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