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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 시스템， 즉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network broadcasting system)은 거 

시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 미시적으로는 개개인 삶의 

형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기구(social institution)이다 여기서는 미국 네 

트워크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는가를 설명하고， 미국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력， 네트워크가 기반하고 있는 상업방송의 토대인 광고가 

미친 영향， 텔레비전의 대표적 반사회적 (anti-social) 효과라고 간주되는 폭력적， 

선정적 프로그램 시청이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 그리고 프로 스포츠와 네트워크 

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정착된 미국 스포츠 산업 현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는 정치， 광고， 폭력/선정성 등에 반사회적 악영향 

을 미쳤고， 스포츠 분야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영향력을 증대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아직도 건 

재한 것은 켈러 (Keller ， 1981)의 논의와 같이 네트워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가 

치의 수호자로， 또 다른 경우에논 진보적 사회 가치의 주장자로 활약해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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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텔레비전은 땅콩과 같이 해롭다. 하지만 둘 다 도저히 끊음 수 없다'{I hate 

television, 1 hate it as much as peanuts. But 1 can ’t stop eating peanuts). 

- Orson Wells -

왜 사람들은 동일한 저급 영화를 집에서 거저 볼 수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돈 

을 내고 영화관을 찾는지 모르겠다 (Why should people go out and pay to see 때d 

films when they can stay at home and see bad television for nothing). 

- Samuael Goldwyn 

미국 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텔레비전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는 

위에서 인용한 격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은 소비(시청)를 멈 

출 수 없는 마약과 같은 존재이고，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편리성 

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 

에 해로운 땅콩과 같고， 또한 삼류 저질 영화와 같이 형편없는 내용을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텔레비전에 대해 약간 펌하의 뜻 

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두 격언 모두 미국 현대 영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유명한 영화 제작자들의 말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문화적 

측면에서 20세기를 대중매체에 의한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 

다면， 19세기에 집중적으로 개발된 광학， 화학， 전기 등과 같은 과학기술 

을 활용하여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 문화매체로 

처음 나타난 것은 영화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20년대에 영화가 개인 

삶의 영역에까지 갚숙이 파고듬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로 급 

격히 부상하였다. 영화의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아직 과학적인 방법론 

을 사용한 사회조사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1920년대 말 대규모의 영화 

영향력 연구(Payne Fund Study)를 수행하도록 만들었고， 이 연구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Lawery & 

DeFleu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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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영화의 전성기는 영화의 등장에 곧이어 태동한， 20세기 

초 급속히 발전한 전기/전자 기술을 응용한 방송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쇠퇴해 갔다. 영화 발전사적 관점에서는 1950-60년대 텔레비전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관람객 감소가 쇠퇴의 직접 원인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매체 내재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재적인 요인 때문에 텔레비전의 대중화 

가 늦어져 발생한 인위적언 지연 현상이다. 텔레비전 송출 기술과 수선 

기 제조 기술은 1939년 NBC가 뉴욕 만국 박람회에서 정규 실험방송을 

시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개발 완료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발발한 세계 제2차대전은 통신기기 군수물자 생산에 우선순위 

를 두어 민수용 텔레비전 수상기 생산을 전면 금지하였고， 그 까닭에 텔 

레비전 방송의 확산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종전 후 텔레비전 

방송 주파수 배정 문제가 발생해 텔레비전 방송 신규허가를 5년여 동안 

동결했다(TV Freeze, 1948-1952).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텔레비전 방송의 

본격적인 대중화 기틀이 마련된 시점은 1952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50년대 말에 가면 미국 전 가구의 70% 

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영화 관람 관객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방송이 라디오 시대에서 텔레비전 시대 

로 정상적인 전환과정을 거쳤다면， 즉 2차대전과 같은 외부 요인이 없었 

다면 영화의 쇠퇴기는 1940년대 말에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미국 방송 시스템， 즉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network broadcasting 

system)은 거시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 미시적 

으로는 개개인 삶의 형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기구(social 

institution)이다(Kellεr， 1981). 지금은 방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영향 

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1970년대 말만 하더라도 저녁 주시청시간대 

(prime time) 시청자의 90% 정도가 당시 3대 네트워크인 ABC, CBS, 

NBC, 세 채널을 시청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에 미국 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폭력적 내 

용의 경찰 드라마， 서부 활극， 범죄 드라마 등이 1960년대 중반 이후 미 

국 대도시를 휩쓸었던 흑인 빈민가 폭동의 직접적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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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을 받았고， 그 결과 대규모 의 회 청문회(National Committee on 

Television Violence)가 열려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집중적 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72년 6권에 달하는 텔레비전 폭력 보고서 

(Surgeon General’s Report)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화의 선정적， 

폭력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준 1932년 10권 분량의 ‘페 

인재단 연구’(Payne Fund Study)의 텔레비전 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1.5%라는 박빙의 차이로 승리 

를 거둔 케네디 대통령 당선 이유가 당시 최초로 실시되었던 대통령 후 

보 간 텔레비전 토론(TV Debate)에서 케네디가 승리한 것 때문이라는 분 

석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TV 토론회가 승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 

었다. 이 밖에도 민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간 당내 경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중계방송， 선거 결과 개표방송 등은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의례적 요소(rituals)로 정착하였다. 스포츠 영역에서도 네트워크는 불굴 

의 용기와 투지로 획득한 개인의 영광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상품화 

(commodify)시켜 전국 규모의 프로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동네 

스포츠 수준이던 미식축구(따n떠can Football)를 미국 제 1위의 프로 스포 

츠 산엽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올 하였다. 텔레비전은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αat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생활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미국 사회에， 그리고 개인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네 

트워크 방송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설명하고， 이 

시스템이 미국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 이 글에서 모두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력， 네트워크가 기반하고 있는 상업방송의 토대인 광고가 미친 영 

향， 텔레비전의 대표적 반사회적(anti -social) 효과라고 간주되는 폭력적， 

선정적 프로그램 시청이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 그리고 프로 스포츠와 

네트워크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정착된 미국 스포츠 산업 현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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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발전사 

방송의 발전은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의 발전과 갚은 관련 

이 있다. 대규모 전쟁은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방송의 출현을 도왔는데， 2차 대전과 달리 1차 대전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방송 시스템의 출현을 앞당겼다. 이러한 방송 초기 발달사의 중심 

에 서 있는 인물이 미국 방송의 아버지라고 일걷는 데이빗 사노프(David 

Sarnoff)이다. 사노프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상에서 빙산과의 충돌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타이타닉(Titanic)호 침몰 사실을 무선통신으 

로 수신해 처음 세상에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무선통신 사 

업을 독점 했던 마르코니(Marconi)회사의 뉴욕 사무소 책 임자였던 사노프 

는 대서양 전진 수신 기지였던 매사추세츠주의 낸터킷 섬(Nantucket 

Island)에서 수신한 타이타닉(Ti때1Íc)호 침몰 소식을 72시간 동안 쉬지 않 

고 언론， 승선객의 가족 등에게 알려주어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 

무선통신의 위력올 몸소 체험한 사노프는 “라디오 음악상자 메모"(Radio 

Music Box Memo)라는 유명한 글을 통해 현재 방송의 전형을 만듬어 냈 

다. 1917년 종전된 1차 세계대전 이후 무선 통신기기 제조사들은 그동안 

많은 수익을 가져왔던 군수용 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수익 

창출 모델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1919년 최대 무선기기 제조회사인 RCA 

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사노프는 1920년， “라디오 음악상자 메모” 

에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1:1 지점 간 아마추어 통신 형태이었 

던 무선통신 시스템을 ‘ 1 :다’의 방송(broad-casting) 시스템으로 바꿔， 송 

신 기능이 제거되어 저렴해진 라디오 수선기를 일반 대중에게 대량 판매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강력한 출력으로 넓은 지역에 송신할 수 있는 방 

송국(broadcasting station)은 하나만 만들고 여기서 송신하는 전파에 일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콘텐트， 즉 유성기 음악을 실어 보내면 대중들이 

라디오 수신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사업 구상이었다. 당시 이러한 음악은 

고가의 유성기 비용 때문에 상류층이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였다.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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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사노프는 값싼 수선기를 보급하고 동시에 대중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였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노프의 아이디어는 사실 당시 많은 아마추어 라디 

오 방송 선구자들이 해왔던 관행이었다. 1910년대 후반 많은 아마추어 

라디오 방송들은 이미 일정 시간 유성기 음악을 방송하고 있었다. 사노 

프는 단지 이러한 개별적 관행을 체계화시켜 기업의 수익모델로 바꾼 것 

이다. 이에 따라 대형 기업들이 방송 수익전망을 높게 보고 투자를 시작 

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방송 기업조직이 생겨났는데 당시 유， 무선 통선 

산업분야의 대기업이었던 AT&T, General Electric, Westinghouse, RCA 등 

이 새로운 방송 산엽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다.1) . 특히 

이 중에서 이미 유선통신 산엽(전화)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고하게 굳힌 

AT&T와 무선통신 산업의 선생 기업인 RCA, GE, Westinghouse 연합과 

의 싸움이 치열했다 

사실 사노프의 “라디오 음악상자” 아이디어는 대단위 규모의 경제가 

설현되어야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네트워 

크화가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광활한 미 대륙에 흩어져 있던 독 

립 라디오 방송을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을 앞다투어 시행했는데， 이미 

장거리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 전국 전화망을 단일 네트워크로 묶은 

AT&T가 이 유선통신망을 네트워크 중계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AT&T는 뉴욕시의 WEAF를 키 국(key station)으로 한 

‘National Radio Broadcasting Network’를 1921 년부터 구축하기 시 작했다. 

이 에 대항해 RCA, GE, Westinghouse 연합은 같은 뉴욕시 의 WJZ를 기간 

방송으로 해서 다른 라디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전국 유선 중계망을 이미 확보한 AT&T측이 단연 앞서 나갔 

다. AT&T가 독점하고 있는 유선 중계망을 사용할 수 없어 무선 중계망 

을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계망 구성이 당시의 기술로는 비 

1) 이 논문에서 인용한 웹 (web)은 이 글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했던 2005년 12 

월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인용 웹에 대한 방문 일시를 개별적으로 표 

시 하지 않았다 [Online]. Available: http://earlyradiohisto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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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많이 들고 기술상으로도 난점이 많았다. 이에 RCA 등은 정계 로비 

와 여론 등을 통하여 이미 유선전화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AT&T가 방 

송산업까지 장악할 경우 섬각한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았다고 AT&T를 

집중 공격하였다. 그 결과 1926년 AT&T는 전격적으로 WEAF 네트워크 

를 100만 달러에 RCA 측에 양도하고 방송산업에서 손을 떼었다. 그 후 

RCA는 방송산업을 독립 자회사로 분리해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를 세우고， 산하에 AT&T에서 인수한 WEAF 네트워크 

(NBC-Red Network)와 기존의 WJZ 네트워크(NBC-Blue Network), 두 개 

의 전국 규모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CBS 네트워크는 1927년 뉴욕에 세운 ‘United Independent Broadcasters' 

가 모태이다. 이 방송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곧 컬럼비아 레코드 

(Columbia Records)사에 넘 어 가 이 름을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로 바꾸고 두 번째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가 되었다. 컬럼비아 레 

코드사가 왜 방송산업에 투자했는가는 “라디오 음악상자” 아이디어를 

보면 자명해 진다. 즉， 사노프의 RCA가 라디오 수신기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사를 세웠다면， 이 레코드 회사는 음반 판매 목적으로 방송 네트워 

크를 인수했던 것이다. NBC의 적색(Red) , 청색(Blue) 네트워크는 1930년 

대 라디오 방송이 미국 전체 가정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엄청난 이윤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독점기업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계속되는 

여론의 압력과 방송 규제기구인 FCC의 독촉으로 NBC는 마지못해 상대 

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색 (Blue) 네트워크를 1943년 독립시켰다. 그 결과 

NBC의 청색 네트워크를 모태로 ABC(American Broadcasting Company)가 

만들어져 그 후 50여년 동안 미국 방송계를 지배해 왔던 3대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립되었다 

이 세 개의 라디오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도 

생겨났다 라디오 네트워크 시절 NBC와 CBS는 신생 ABC에 비해 전국 

네트워크 규모와 크기가 훨씬 더 컸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ABC가 텔 

레비전에서 미니 시리즈(예: (Roots))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장르를 개 

발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예: (Monday Night Football))을 정착시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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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취향의 편성 등을 앞세워 시청/점유율 1위 네트워크로 도약하기 전 

에는 미국의 네트워크는 “2(뼈C， CBS) & 1/2(왜C)" 네트워크로 간주되 
었다. 텔레비전 네트워크로의 전환은 CBS나 NBC의 경우 1940년대 말 

자체 역량으로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ABC는 1946년 독립 텔 

레비전 네트워크로 출발한 ‘Dumont Network'를 1958년 흡수하면서 라디 

오와 텔레비전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방송 네트워크로 뒤늦게 재출발 

하였다. ‘Dumont Network'는 초기 텔레 비 전 제작 및 송/수신 기술에 많 

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듀망연구소(Dumont Lab야없ories)가 만든 텔레 

비전 방송 전용 네트워크였다. 이 네트워크는 출발 초기부터 CBS, NBC 

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에 비해 프로그램 콘텐트 경쟁력이 떨어졌다. 당 

시 유명한 가수， 코미디언， 사회자들은 모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만들어 

진 연예인들로 CBS와 NBC는 자연스럽게 이들을 독점적으로 활용해 텔 

레비전 스타로 재생산했고， 시청자들을 자사 텔레비전 채널에 묶어 둘 

수 있었다. 하지만 ‘Dumont Network’는 이러한 라디오 방송자원이 없이 

텔레비전 기술력올 믿고 방송을 시작했지만， 낮은 시청률에 따른 광고수 

입 감소로 인해 만성 재정 적자에 시달리다 그때까지 라디오 네트워크만 

운영하던 ABC와 1958년 합병하였던 것이다. 

3대 네트워크 독점 시스템은 1986년 미디어 초국기업인 뉴 코프스 

(New Corps)가 20세 기 폭스(20th Century Fox) 영화사를 인수해 TV 프로 

그램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네 번째 네트워크인 ‘Fox Network'를 시작하 

면서 깨졌다. Fox는 초창기 일주일에 하루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 

하고 다른 날은 다른 독립방송국(independent st따ion)과 같이 신디케이션 

(syndication) 재방 프로그램을 주로 방영했다. 그 후 자체편성 일수를 점 

차 늘여나가 현재는 일주일 모두를 ABC, NBC, CBS와 같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다. Fox는 젊은 취향의 도전적 프로그램(예: 

〈돼e Simpson))을 편성하면서 젊은 시청자 층 공략에 성공해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다. 그 후 Fox의 전례를 따라 우수한 방송 콘텐트 

를 확보한 제작사듬이 독립 네트워크를 잇달아 만들었다. 1995년 일련의 

(Star Trek) TV 시 라즈로 많은 골수 매니아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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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트(Paramount) 영화사가 ‘UPN’ (United Paramount Network)을 출범시켰 

고， 같은 해 워너(Wamer) 영화사의 모기업인 AOLjTime Wamer도 ‘WB 

Network'를 만틀었다.2) 이와는 달리 여러 지역 방송사를 소유한 방송재 

벌인 팩스(Lowell Pax)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Pax Network’ (1998)가 있 

는데， 이 네트워크는 젊은 진보계층에 소구해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Fox, UPN, WB와는 달리 기독교적인 가치와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나이 많은 보수 계층을 목표 시청자(target audience)로 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Fox를 빼고는 UPN, WB, Pax 모두 시 청률 면에 

서는 고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1월， 저녁 주시청 시간대(윌~ 

토: 8-11pm, 일: 7- llpm)의 평균 채널 시청률은 CBS 8.20% , ABC 

7.77% , NBC 5.74% , Fox 5.70%를 선두로 WB 1.71 %, UPN 1.50% , Pax 

0.35%를 기록하였다.3) UPN은 2005년 모회사인 바이아컴(Viacom)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CBS 네트워크를 소유한 CBS사(CBS Corpor따ion)에 

흡수되어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네트워크’ 처지가 되었고， Pax도 같은 

해 ‘i ’ (TV Network)로 개명하였다. 

미국의 방송 네트워크는 1980년대 초를 정접으로 시청 점유율이 하락 

하였다 1978년에는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시청가구(TV on households) 

중 91%가 3대 네트워크 채널 중 하나를 보았다. 이것이 1986년에는 75% 

로， 1992년에는 60%대로 추람하고 2000년에 들어서서는 45%까지 감소 

했다가 최근에는 이 점유율이 40% 초반에서 정체되었디-(Dominick， Messere 

& Sherman, 2003). 20여년 사이 90%가 넘는 점유율이 반토막 난 이유는 

새로운 매체， 즉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 VCR, 인터넷 등에 시 

청자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은 찰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 

네트워크 방송 시대는 종말을 고할 것인가.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2000년대에 틀어서면서 계속적으로 하강하던 네트워크 방송 점유율이 

2) 워너 영회사는 우리 눈에도 익숙한 여러 만화 캐릭터가 나오는 <Tiny Toon 
Adventures)와 같이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다수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lrl
/λλ 「

3) [Online]. Available: http://www.tv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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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반 수준에서 정제되었는데， 이는 케이블， 위성， 인터넷과 같은 신 

규매체의 네트워크 방송 대체력(replacement power)이 동이나 더 이상 네 

트워크 방송 영역을 잠식할 근거가 사라져 방송 시청 시장에서 매체 간 

점유율 평형상태( equilibrium) 7}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 

장은 매년 향후 5년 간 방송 매체의 성장， 변화를 예측하는 연례 보고서 

의 최 신 호인 Communication Industry Forecαst， 2005~2009(Veronis， Suhler 

& Stevenson)에 잘 나타나 있다.4) 

상대적 시청률을 비교해 보면 위에 인용한 최근 한 달간 ABC, CBS, 

NBC, Fox 4대 네트워크의 평균 채널 시청률은 최저 5%에서 최고 8%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케이블 채널 USA는 

1.86% , Nickledeon 1.77% , TNT 1.63%로 채 2%도 되 지 않는다. 프로그램 

당 최고 시청률도 스포츠 중계， 특집을 제외한 정규편성 프로그램의 경 

우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하는 CBS의 (CSI) 의 시청률이 약 15%인데 반 

해 케이블의 경우 어린이 채널 Nickledeon 011 서 방영하는 만화 시리즈 

(Sponge Bob) 이 3~4% 수준이다.5) 2005~2006 네트워크 방송시즌이 시작 

한 2005년 9윌 이후 UPN, WB, Pax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7대 네트워크 

의 평균 통합 시청 점유율은 31%인데 반해， 100여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케이블 채널(Ad-supported cable channel)의 통합 점유율이 7개 

네트워크의 시청률과 비슷한 33%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6) 이러한 상 

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 네트워크 방송， 적어도 ABC, CBS, NBC 

와 Fox의 4대 네트워크가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미국 네트워크 발달사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시장 우위의 정책 

을 초창기에서부터 확고하게 내세웠다는 사설이 특이하다. 1934년에 제 

정된 방송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이 방송 전파가 가지는 공 

공재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방송의 공익성(public interest) 봉사 의무를 방 

4) [0삐ine]. Available: http://www.vss.com 
5) [0피ine]. Available: http://www.띠elsenmedia.com/ratings/cable _pro밍‘ams.htr피 

6) [Online]. Available: http://www.onetvwor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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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존립의 기본 철학으로 뚜렷이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체제 

가 상업방송 위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백 

미숙， 2003). 방송에 있어 상업적 성격의 강조는 자연적으로 대중의 공익 

보다는 방송 기엽의 수익， 즉 투자 대비 이익 환원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네트워크 방송이 신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 방송 기술 발달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사업가 겸 발명가인 암스트롱(Edwin Annstrong)은 1930년대 

후반， 당시 이미 보편화 되었던 AM 라디오보다 음질， 기술면으로 훨씬 

뛰어난 FM 라디오 방송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그는 방송/통신 규제기구 

인 FCC의 인정을 받아 라디오 주파수대를 할당받기도 하였다. 또한 암 

스트롱과의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던 RCA의 사노프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발발로 FM 방송은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개발， 확산이 잠정 중단되었는데， 종전 후 RCA 측은 이미 투자된 AM 

방송에서 수익 환원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암스트롱과 결별하고， 

FCC에도 압력을 행사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고 FM 방송 실시 

를 연기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에 들어서야 기술적으로 우수한 FM 방 

송이 라디오 방송시장에서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암스트롱은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의 배선감에 실망하였고， 무리하게 FM 방송 사업을 추진 

하다 무일푼이 되어 결국은 1954년 투신자살하였다. 

비슷한 예가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발생하였다. 채널 2에서 13까지 12 

개 채널만 사용이 가능한 V맨 주파수대로는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 방 

송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신규 텔레비전 방송 

국을 허가하지 않는 ‘TV Freeze Period'를 FCC가 부과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 결과 수십 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UHF 주파 

수대를 새로 텔레비전 방송에 할당해 채넬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이 저1 기 

되었다. 하지만 ‘TV Freeze Period’ 전에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 따-IF 텔레비전 방송국 허가를 획득한 CBS, NBC 네트워크 

는 기존 투자 수익의 확보를 이유로 마-IF 채널의 텔레비전 수상기 부착 

의무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였고， 1962년에 가서야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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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국 내 모든 수상기에 UHF 채널이 의무적으로 부착되었다. 이 기간 

중 채널 부족으로 VHF 방송국 허가를 받지 못해 대부분 U맨 주파수를 

사용해 텔레비 전 방송을 시작한 ‘Drunont Netw따’는 UHF 채널 부착 수 

상기 부족 때문에 결국 자립하지 못하고 뼈C에 흡수 합병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미국의 아날로그 NTSC 텔레비전 방송시스템을 디지털 

ATSC(DTV)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최초 FCC 

에서 제정한 전환 종료일은 2002년이었지만， 이것은 2006년으로 연기되 

었고 최근에는 2009년 2윌 17일로 재차 연장되었다. 이러한 연장은 방송 

사들이 기존 NTSC 아날로그 시섣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 전 

환 기임을 연장해 달라고 로비를 하였고， 이에 의회와 FCC가 서로 양보 

한 결과이다. 사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어 DTV 신규 투자에 따 

른 재정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대도시 지역의 방송사들은 이미 

2002년 최초 전환일정 종료시점 전에 대부분 DTV 전환을 마쳤다. 하지 

만 방송 시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도시， 농촌지역의 방송사들은 

기존 V맨 시설 투자에 대한 수익 환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해 

서 전환일정 연기를 멀어부쳤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놓고 볼 때 미국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은 시청자 공익보다는 방송사 

들의 기업적 이익에 더 큰 봉사를 하는 체제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Keller， 1981). 

3. 네트워크와 정치 프로세스 

신문과 방송 같은 대중매체는 태동기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대 

량 인쇄， 배포 등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대중신문으로 변화되기 훨씬 전 

초창기 큰대 신문의 시초는 특정 정파의 의견을 전파하는 정론지(opinion 

paper)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론지적 전통이 객관적 보도를 최 

고의 가지로 삼는 현대 신문에서는 사설이나 의견란에 강한 정파적 견해 

를 제시하는 관행으로 아직 남아있다. 신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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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사용한 권력자는 아마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선도한 레닌일 것이 

다. 레닌은 신문을 “위 대한 선동자"(Great Propagander)로 부르며 신문 발 

행을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 두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 

용하였다.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문파 달리 말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상 방송은 신문보다 대중에 대한 전파력， 도달력이 훨씬 

더 크다. 그 결과 최초의 방송매체인 라디오는 등장하자마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대표적인 예로， 나찌 선전성 장관인 켓벨스가 히툴러의 라 

디오 연설을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성공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으로 볼아갔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정규 편성 라디오 방송국인 피츠버그 KDKA는 1920 

년 11월 2일 첫 방송을 당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방송으로 시작했 

다. 당시 피츠버그 지역에는 약 2，000여 명의 라디오 청취자밖에 없었지 

만， KDKA는 피츠버그 포스트(Pittsbur’gh Post)지 편집실에 시시각각 들어 

오는 개표 결과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했고， 보도 중간 중간에는 벤조 생 

음악(live benjo music)으로 채워 현재의 개표방송의 원형을 만들었다.1) 

다음 해인 1921년 KDKA는 지역 선거 입후보자들을 초청해 자신들의 정 

책이나 강령을 방송하도록 했고 곧 이어 다른 지역방송들도 주지사 선거 

나 상원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방송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 

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입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 

로， 즉 캠페 인(camp없gn) 통로로 라디오가 사용되 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 후 1921년 11윌 5일， 하딩 (Harding) 대통령은 RCA가 새로 건설한 대 

출력(high-power) 라디오 송신기 첫 송출 방송으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이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된 최초의 대통령 전국연설이 

었다(Barnouw， 1966). 다음 대통령 선거인 1924년에는 후보 예비선거， 전 

당대회， 후보 연설， 개표방송 등 선거 캠페인 전 분야에 걸친 라디오 방 

송 선거보도 체제의 틀이 잡히게 된다. 이 당시 초보적이나마 전국 라디 

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캠페인 결과를 전국적으로 방송할 수 있었 

7) [Online]. Available: http:μwww.swl.netfpateplumafgenbroadfelec19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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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당시 미 전역에 네트워크 방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송 

사는 전국단위 유선전화 중계망을 사용할 수 있는 AT&T의 WEAF 네트 

워크 뿐이었다. RCA가 주축이 된 WJZ 네트워크는 무선중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국방송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AT&T의 강력한 

네트워크 방송 장악 가능성 때문에 RCA를 주축으로 한 무선 네트워크 

망 추진 방송사업자들이 정치권을 설득해 앞에서 설명한대로 1926년 전 

격적으로 AT&T가 네트워크 방송사엽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다. 

사실 라디오가 갖는 대 국민 설득력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사 

람은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출마한 후버(Hoover)에 비해 루즈벨트는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 

리를 가지고 있어 라디오 연설에 적합했고， 논리적이고 평면적인 후벼의 

화법에 비해 루즈벨트는 감정의 기복을 잘 조정하는 기법을 터득하고 있 

어 더 친끈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8) 선거 결과， 미국 국민 

은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루즈벨트 

를 선택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혁신적인 뉴딜(New Deal) 정책이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친다면 여러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특히 친기업적인 보 

수 세력에 의해 변질되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루 

즈벨트는 직접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 

였다. 이것이 “노변정담"(Fireside Chat)인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단지 8일 후인 1933년 3월 12일에 시작되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44년 6월 12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이러한 대국민 연섣 

전통은 정규적으로 방송되는 “주간 대통령 라디오 연설"(President’s 

Weekly Radio Address)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방송 발달 초창기부터 벌어진 이러한 정치와 방송의 짝짓기 행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관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네트워크 방송에 의한 선거 캠페인 보도는 경마장에서 

어느 말이 선두를 달리는가를 알려주는 경마방송(horse race broadcasting) 

8) [Online]. Available: http://www.u-s-history.com/pages/h894.html 



미국 네트워크 TV의 발전과정과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 19 

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Patterson， 199이. 즉， 경마에서는 말의 

절대 주행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것이 아닌， 어떤 말이 1위이고 2위는 

어떤 말인가 하는 상대적 순위가 더 중요한데， 뉴스 보도의 관점에서 보 

면 선거과정은 이러한 경마 진행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선거 캠페인에서 

도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의 정치적 자질이 열마나 우수한가 보다는 누가 

현재 당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를 누가 얼마나 바짝 뒤쫓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더 뉴스 가치가 있다. 경마장에서 주행마 사이에 선두 다툼이 치 

열할수록 관람객이 더 흥분하는 것처럼， 선거 캠페인에서도 당선 가능성 

범위 안에 있는 여러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할수록 더 시청자의 흥미를 

끌게 된다. 미국 선거 캠페인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특히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모든 선거 캠페인 과정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면서부터 캠페인에서 중요한 관점은 후보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슈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누가 오늘 어떤 말실수를 하고， 어느 후보가 

당선권 범위 안으로 추격했는가가 더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었다. 네트워 

크가 캠페인 뉴스를 정치 쇼(show)화 하고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후보자 간 TV 토론회이다.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 

간 토론회는 1960년 케네디(Kennedy)와 닉슨(Nixon) 사이에 개최되었다. 

네 번 개최된 토론회에서 케네디가 모두 이겼다고 일반적으로 딸려져 있 

는데 사실은 다르다. 첫 번째 토론에서만 닉슨이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 

을 잘 불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 예를 들어， 화장을 제대로 하지 않 

아 이상하게 화면에 비춰졌고， 회색 양복을 입어 흑백 텔레비전에서 뒷 

배경과 혼합되어 제대로 설루엣이 나타나지 않았다 패배했고， 나머지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케네디와 비등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첫 번째 토론에서의 실패를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 1.5%라는 박빙의 차이로 선거에 지게 된다. 이것 

은 텔레비전이 갖는 이미지 우선 경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후보자의 

시각적 이미지는 이후 TV 토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TV 토론 

이 선거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이러한 분석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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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후보 간 TV 토론은 후보 진영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 

다. 다시 TV 토론이 재개된 것은 1976년 선거에서부터였고， 이후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선거 때마다 계속 개최되고 았다. 

하지만 케네디 대 닉슨의 첫 번째 TV 토론에 대한 전설적 해석， 즉 이 

미지가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유령처럼 후보자틀 

머릿 속을 배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9) 또 다른 사례로 1988년 부 

시(Bush) 전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듀카키스(Dukakis) 후보 간의 TV 토 

론을 들 수 있다. 당시 쟁점 중 하나이었던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해 토 

론 패널 중 한 사람이 사형 반대론자인 듀차키스에게 “당신 아내가 강간 

당하고 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반대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답한 것이 토론회 여 

론조사에서 대중적 비난을 받으면서 듀카키스가 선거에서 패배한 결정 

적인 이유가 되었다. 또한， 현 부시(Bush， Jr.) 대통령이 고어(Gore)와 치 

열하게 선두 다툼을 하던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토론회는 아주 미 

약하나마 부시가 선두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첫 번째 토론회의 내 

용을 보면 부시가 고어의 논리적 설명， 반박 등에 눌려 패배한 것 같았 

다. 하지만 토론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시가 승리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것은 이성적이고 잘난 이미지의 고어에 비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해 비록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보다 인간적으로 유권자에 

게 다가간 부시가 텔레비전 영상 이미지 측면에서 더 호감을 주어 발생 

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TV 토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식견이나 입장 등을 알려 주어 유권자를 논리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후보자 이미지를 뭉뚱그려 유권자에게 각인시컴으로써 감성적 자기 강화 

(self-reinforcement)를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Benolt & Hansen, 2004). 

1924년 라디오 방송이 최초로 정치 캠페인 과정을 방송의 소재로 삼은 

이후 텔레비전 시대를 거쳐 오면서， 후보자 경선 예비선거(prelimin암y)， 후 

9)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토론 결과 누가 이겼느냐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관행 

이 즉석 여론조사(instant poll)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되고 있어 더욱 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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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선출 전당대회(convention) ， 선거 캠페인 행적(campaign tr따1) 그리고 

선거결과 개표방송은 미국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민주주의 프로세스의 의레적 행위 (ritua1)가 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개표 

방송은 네트워크가 발명해 미국 선거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발전시켰다. 

1920년 KDKA가 첫 번째 방송을 실시한 이후， 미국의 네트워크들은 방 

송이 갖는 속보성， 광대역 전파력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시청 

자틀에게 선거 당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중에서 네트 

워크 방송이 자신들만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한 개표방송 형태가 출구조 

사(exit poll)에 의한 결과 예측방송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단 

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단 한번으로 갈린다. 따 

라서 투표소가 폐쇄되고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동안 사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후보 

자 간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표본 오차한계(sampling error) 내에 있을 

때에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투표소 앞에서 직접 조사하는 출구조사는 그 정확성 때문에 개표 완료 

전에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은 개표방송에 있어 네트워크가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커다란 즐거움이 된다.10) 여기서도 출구조사 방송 

의 목적은 누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파했느냐는 경마식 보도가 중점이 

된다 11) 

한편， 네트워크 방송이 단순히 선거과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수준을 념 

어서 미국사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다는 주장이 있다. 퍼트남 

(Putnam, 1995a)은 유병한 “Bowling Alone" 논문에서 점차 미국 사회에서 

지역사회 수준 또는 소집단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이 사라지면서 시민사 

회(civic society)를 결속시켜왔던 전통적 유대， 즉 사회적 자본(socia1 

capita1)이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56, 6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 미 

10) [Online]. Available: http:μwww.exit-poll.net 

11) 출구조사는 CBS의 선거방송 책임자이었던 미토프스키(Mitofsky)가 1968년 대통 

령 선거 예측조사에서부터 사용해 선풍적 인 인기를 얻었으나 최근에는 예측 정 
확도가 떨어져 문제시 되었다. [Online]. Available: http://www.buzzflash.com/alerts/ 
04jlljThe_unexplained_exit_poll_discrepancy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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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동호회 미팅 등에 참석한 후 여렷이 함께 어울려 볼링을 치던 풍경 

당시 미국사회에서 볼링장은 커뮤니티의 마을회관 역할을 했음 - 이 

대다수 사람들이 혼자 외로이 볼링을 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퍼트남은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50년 이상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결국 풀뿌 

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과정에의 능동적 참여와 논의 

를 축소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 

상을 초래한 이유로 여러 사회적 요인을 들었지만， 중요한 변수 중 하나 

가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것이다(Putnam， 1995b). NORC 데이터의 시계열 

(serial)적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처음에는 라디오， 다음에는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 

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신문 열독 시간과 개인이 속 

한 사회적 교류 그룹의 수는 정비례하지만， 텔레비전의 경우 시청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속된 집단의 수는 줄어드는 역비례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퍼트남은 이러한 사회적 유대로부터의 고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시민의 참여를 줄어틀게 해 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 

고한다. 결국 방송， 더욱 좁히면 현재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하루 적어도 

4-5시간 보는 텔레비전12) 이 시민적 참여 민주주의(civic democracy) 쇠퇴 

의 원흉이라는 것이다 NORC의 서베이 데이터에 덧붙여 수십 년 간에 

걸친 여론조사 데이터(Roper Reports), 광고회사가 축적한 생활행태 조사 

자료(DDB Needham Life Style Survey)를 사용해 퍼트남은 이 러한 주장을 

재 확인 하였다(Putnam， 2000). 

4. 네트워크 광고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 

광고는 시장 내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을 단순히 

12) [αùir빼. Available: http://www.tv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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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의 역할을 맡는데， 이는 대 

부분 방송광고의 강력한 소구력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라디오 방송이 

출현하고 전국 네트워크화 되었던 1920년대 초기에는 미국 정치， 경제 

지형이 친기업적 정서로 뒤덮여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대 

국의 지위를 획득한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신감이 팽배했고， 전쟁 중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급격히 팽창된 공업생산력은 민수용 대량 소비처 

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 풍조 자체가 근검절약 보다는 소비가 

미덕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 전파력과 메시지 호소 

력이 뛰어난 방송매체가 중심 광고매체가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 

이라고 볼 수 있다. 광고시장을 구축하는 기반이 광고를 필요로 하는 상 

품과 상품 구매시장의 형성이라고 볼 때， 1920년대 미국은 바로 이러한 

토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고， 바로 이때 때를 맞추어 

라디오 방송이 출현한 것이다(강현두 · 원용진 · 전규찬， 1997). 

방송광고의 발전은 방송매체의 네트워크화 및 대중화와 궤를 같이해 

발전해 나간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작은 단위의 지역 라디오 방송들은 

방송권역(coverage)의 제한으로 지역에 한정된 광고 밖에 하지 못했다. 

따라서 초창기 라디오 광고는 대부분 지역 부동산 업자 또는 레코드 판 

매상의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다.13) 그러나 NBC, CBS 등 네트워크 방송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국 단위 규모의 광고가 가능해져 대기업이 광고 

를 내기 시작했다. 이 당시 라디오 광고는 지금과는 달리 전 프로그램을 

하나의 광고주가 도맡아 방송하는 스폰서 광고(sponsored programming) 

형태이었다. 대개 기업의 대표적 상품이나 회사명을 프로그램에 그대로 

붙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926년 NBC-Red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병 

했던 프로그램이 음악 버라이어티 쇼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판올라브 

(Palm-Olive) 비누회사가 단독으로 스폰서 했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The Palm-Olive Radio Hours) 이었다.14) 비슷한 예로 CBS의 <Mecur‘Y 

Theater)를 들 수 있는데， 이 특집극장은 1938년 10윌 30일 화성인이 지 

13) [On1ine]. Available: http://earlyradio피story.usf 

14) [0피ine]. Available: http://www.old-time.comfcommercial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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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침략한다는 The War 01 the Worlds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각색 방송 

해 대소동을 일으킨 후 갑자기 유명해져， 그 때까지는 스폰서 없이 방송 

하던 처지였으나 12월 1일부터 당장 미국 최대 통조림 수프 회사인 캠벨 

(Campbell)의 스폰서를 받아 (Campbell Playhouse)로 개명하였다.15) 최장 

수 단독 스폰서 프로그램은 (Gillette Cavalcade of Sports)로 광고주 질레 

트(Gi1lette) 면도기 회사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 남성인 것을 

고려해 2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독 스폰서 관행은 1950년대 후반 당시 유행했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장르였던 퀴즈쇼(대부분의 퀴즈쇼가 단독 스폰서 형태로 방송)에서 특정 

출연자를 당첨시키기기 위해 정탑을 미리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가 연속 

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점차 사라져 1960년 말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 

다. 

네트워크 방송 광고 관행이 프로그램 스폰서에서 광고시간 판매 

(advertising time block) 형태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제작， 편성 관행도 따 

라 바뀌었다. 단독 스폰서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광고주의 요구를 거절하 

기 힘들었고，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광고주의 간섭이 섬했다. 

예를 틀어， ‘WISK’라는 세제를 판매하는 ‘Lever Brαhers’는 1963년 자신 

이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에 흑인과 백인 아이가 함께 노는 장면이 있다 

고 해 스폰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뉴욕 주의회 의원들이 들 

고 일어나 개입을 하면서 없던 일로 무마되었다. 킹 박사(Dr. Martin 

Luther King)의 유명한 “1 have a dream" 연설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 

었던 것이 이 해 8월 28일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단독 스폰서 광 

고주들의 횡포가 얼마나 컸는가는 과히 점작할 수 있다. 광고를 광고시 

간 블록 단위로 팔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편성， 내용에 대한 권한 

은 모두 네트워크가 독차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 

의 간섭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방송광고 집행 형태가 광고시간 블록(time block) 판매체제로 변 

15) [Online]. Available: http://www.mercurytheatr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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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다양성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Einstein， 2004). 1955년-2003년까지 뼈C， CBS, NBC 3대 네트워크 

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Herfindahl-Hirsclnnan Index(田11)로 분석해 본 결 

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아인슈타 

인(Einstein)은 감소 이유를 네트워크가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 기 위해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18-49세 사이 연령계층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만 

제작， 방영한 결과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2003년 시즌 사전 광고 

판매 시장(up-삼ont market)에서 2002년 연간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CBS는 주요 목표 시청자 층을 25-54세 사이로 두고 프로그램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젊은 18-45세 사이를 목표 시청자 층으로 둔 NBC에 

비해 8억 달러나 적은 계약고를 올렸다(CBS: 22억 달러， NBC: 30억 달 

러). 연간 광고 판매량의 75-80%가 결정되는 사전 판매시장에서 이정도 

로 홀대를 받으면 네트워크 경영자 중 누가 나이 많은 시청자 층을 대상 

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것인가? 따라서 네트워크 쪽에 더 많 

은 광고비를 가져다주는 18-45세 사이를 겨냥한 프로그램만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다양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Napoli， 2003). 이것은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게 프로그램 내용， 편성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더 

라도， 광고 체계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프로그램 내용， 편성 

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반사회적 영향과 대응: 폭력적 고 

로그램을중심으로 

인간행동은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환경 

중 텔레비전 시청이 최근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인격형성， 행 

동발달 변화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가정， 종교 등 전통적 사 

회화기구(socialization institution)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상대적으 

로 TV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가족의 



26 언론정보연구 제42권 제2호 

영향을 제외하고는 어린 시절 가장 커다란 교육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Huston， et. a1. 1992),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 

에는 이미 3개 학년 정도의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되 

었다(Murray， 1995). 또한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

tion)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약 8ρ00건의 살인 장면과 100，000번 이상의 폭력장면을 텔레 

비전을 통해 접하게 된다고 한다(맴'A， 1993). 

텔레비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폭력물의 양은 엄청나다. 미 

국 청소년들은 주당 평균 27시간， 즉 하루 거의 4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Schelegel， 1993), NTVS(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8)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만화 프로그램의 

50%가 폭력을 미화하고 있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비전 폭력에 관한 수많은 연구는 비록 미국 사회의 

폭력이 100% 텔레비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사회 폭력의 5-15%가 텔레비전 

폭력불 시청의 결과라고 주장한다(Paik & Comstock, 1994).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함께 하는 텔레비전에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 

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청소년기는 심 

리적， 행동적 변화의 시기이며， 주위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 

고 또 이러한 영향에 민감한 때이다 텔레비전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교육적 

이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면 텔레비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것이 

다. 

미국의 경우， 방송이 어떠한 이익창출 모델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네트 

워크가 방영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의 질과 양이 변화해왔다.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가정을 파고 들어갔던 1950년대에는 더 많은 가 

정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게끔 하기 위해， 즉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 

여 높은 광고료를 받기 위해 네트워크는 주당 평균 30여 시간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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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Kunkel， 1990).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은 자녀에게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깨끗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대다수 가정이 텔레비전을 구입한 후에 

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편성 중섬이 높은 구매력 때문에 광고주에게 

더 매력적인 성인 계층으로 옮아갔고， 이에 따라 교육적 내용의 프로그 

램은 줄고 폭력이 난무하는 성인용 프로그램이 급속히 늘어났다. 다시 

말해， 광고주에 의해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8-45세 사이의 연령층 

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익구조상 상업텔레비전 

방송에서 제작하기 힘툴다는 것이다(w따kins， 1987). 그 결과 1961년 당 

시 미 방송규제기구인 FCC의 의장이었던 미노(Minow)는 “텔레비전이 

좋은 것을 보여줄 때는 아무것도 이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텔레비 

전이 나쁜 것을 보여주게 되면 더 이상 나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 현재 우리는 텔레비전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보아도 

끊임없이 펼쳐진 거대한 황무지(vast wasteland)만을 보게 된다”라는 유명 

한 연설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난하였다 (Minow & Lamay, 1995) .16) 

이렇듯， 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적 내용이 

사회적 불안요소 • 1960년대 중후반 미국 대도시 빈민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던 일련의 폭동 사태 및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의 급속한 

증가 의 직접적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의 

회 청문회가 실시되었고 일련의 폭력물 규제법안 제정이 시도되었다. 사 

실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우려는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미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에서 설명한 것 

과 같이 1960년대 중반 점증하는 사회적 폭력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의회 

는 ‘폭력의 원인 규명파 예방을 위한 전국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16) 이 유명한 연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랴에서 미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61년 당시 나는 우리 자녀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1991년인 오늘， 나는 우리 손자들이 텔레비전의 해악을 입 
을까봐 걱정하고 있다"(In 1961, 1 worried that my children would not benefit 
much from television, but in 1991, 1 worry that my grandchildren will actually be 
harrned b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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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Violence)를 구성해 연구하였는데， 위원회 

는 텔레비전이 사회적， 개인적 폭력증가와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결 

론지었다(Surgeon General ’s Report, 1972). 그 후 텔레비전 폭력묻 감소를 

위한 몇 차례의 청문회가 열렸고 의회는 폭력불에 대한 네트워크의 자율 

적 정화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강력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엄포 

를 놓았다. 네트워크는 그 때마다 폭력물 감소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청문회의 열기가 식어감과 동시에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폭력의 빈도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났다. 

네트워크의 자발적인 폭력물 감소 노력을 지켜보던 의회논 방송되는 

폭력물의 양이 감소하지 않자 1977년，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의회보고 

서"(Report on Violence on Television, 95th Congress, 1st Session, 1977)를 

채택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 결론을 내렸다. 

1) 텔레비전 폭력물 시청과 폭력 간에는 확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근거는 없으나 과다한 시청은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2) 텔레비전에 폭력불이 만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방송사(local 

station), 제작자， 매급사 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귀책사유 
는 네트워크에 있다. 

3) 부모들의 관여가 텔레비전 폭력물의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 

책이다. 

4) 폭력물에 대한 규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가 더 효율적이다 

5)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침해하지 않는 방 

법으로 텔레비전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의회， 

FCC, 시청자 공중들이 합의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미 의회와 규제 당국(FCC)에 의해 수많은 폭력물 감소법안 입 

법이 사도되었고 그럴 때마다 네트워크는 강력한 정치적 로비를 통해， 

또 어떠한 프로그램 내용규제도 미 수정헌법 제 1조(1st. Amendment)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라 무산시켰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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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 상 · 하원 의원틀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대로 선거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를 

홀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폭력 규제 법안이 섬의위원회에서 매년 

되풀이되었으나， 상정만 된 채로 세월을 보내다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콜럼바인 고등학교(Columbine 

Highschool) 총기난사 사건이었다 

1999년 4윌 20일， 콜로라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들이 12 

명의 동료학생과 1명의 교사를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잠잠 

하던 의회의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볼라일으키게 하였 

다. 미 상원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며 방송규제를 담당 

하는 상임위원회인 ‘Connn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nnnittee’에 

게 미디어 폭력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등， 이 여파로 인해 잠자던 폭력불 규제 법안이 다시 되살 

아나게 되어 일련의 규제 법안들이 통파되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만들어준 호의적인 입법 환경 없이는 이러한 법안들이 의회 

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 다(Adweek， Sep. 25, 2000).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네트워크 폭력물 규제법안은 아주 특별한 계 

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로비력에 밀려 입법되지 않는다. 하지 

만 콜럼바인 사건과 같은 돌발적 사태 없이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법안 

재정에 협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정과정을 들여다보면 네트워크와 

정치권 사이에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1996년 

FCC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1주일에 3시간 이상 의무 편성하도록 강 

제규정을 만들려 하였다. 당연히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관여 

하는 것은 헌볍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 

했다. 하지만 헌트(Hudnt) 당시 FCC 위원장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 

고 네트워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규착을 밀어붙였다 

(Hundt, & Kombluh, 1996). 

헌트 의장은 레이건(Reagan) 정부 당시 FCC 의장으로 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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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etwork) 정책을 집행했던 파울러(Fowler)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스 

크린이 달린 가전제품 토스터와 같다”라는 말에 “이 토스터에서 구워내 

는 것은 빵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반박하면서 공익을 위한 방 

송규제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가 

장 힘센， 특히 대 의회 로비에서 최강 세력인 네트워크와의 단기 필마식 

힘겨루기에서 세 불리를 느꼈는지 클린턴(Clinton)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 

하게 되고 이 문제에 클린턴이 본격적으로 직접 개입하게 된다. 전통적 

으로 방송규제 문제는 방송업계， 의회 그리고 독립 규제기구인 FCC 3자 

간의 밀고 당기는 게임이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입하는 일은 거 

의 없었다(Krasnow， Longley & Teπy， 1983).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FCC 의장에게 공식 서선을 보내 청소년 대상 교육， 정보 프로그램의 주 

당 3시간 이상 방영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였고， 이 펀지를 받은 

헌트는 즉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이 문제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Kunkel ， 1998). 대통령의 직접개입에 부담을 느낀 방송업 

계는 묻믿 협상에 나섰고 치열한 협상 끝에 8윌 초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개입은 재선을 네 달 정도 앞둔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네트워크와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FCC는 

재빠르게 서둘러， 제안된 시행규직(MM Docket 93-48, 96-335)을 8월 8일 

FCC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규칙으로 확정지었다(Report and Order. 

11 FCC Record 10660). 같은 날 헌트 의장은 별도의 성명서에서 시행규 

칙 제정은 텔레비전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획기적인 조 

치로 FCC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동시에 이것이 시민 

운동가 페 기 캐 렌(Peggy Charren)의 26년 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의 결과 

였고， CME, Children’s Now, PTA 등 시민단체의 공이 컸다고 자세히 언 

급하였다. 물론 클린턴에 대한 찬사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송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행정부 불개입 원칙을 어기면서 

왜 클린턴 대통령이 강력하게 개입했는가? 이유는 철저히 계산된 재선 

전략의 하나로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1996년 1윌 클린턴은 “ State of the 

Union Address" 시정연설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회복을 통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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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pro-family)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Clinton， 

1996).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 

접 이들과 협상하겠다고 밝혔고，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족과 공동제의 강화로 다시 세우자고 역설하였다. 

클린턴은 많은 부분에서 퍼트남(Putnam， 1995)의 “Bowling Alone" 논 

문에 실려 있는 주장을 탑습했었다，17) 즉， 클린턴은 미국의 시민 참여 민 

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진 것에 네트워크 텔레비전이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쳤다는 퍼트남의 주장을 자신의 재선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해 첫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의 시정연설에 반영한 것이다. 그 후 클린턴은 네트워크 

를 압박해 2월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네트워크 사 

장단과 “1차 TV 정상회담"(TV Summit)을 열어 양보를 받아내고， 두 번 

째로 8월의 “2차 TV 정상회담”에서 가족회복(pro-family)적 가치 고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안섬하고 볼 수 있는 건전한 내용의 프로그램 의무편성 

을 네트워크에 게 요구했다. “ State of The Union Address"는 대 국민 연설 

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고， 여기서 클린턴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족회복적 가치의 대의명분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네트워크로서 

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대 의회 로비력을 

자랑하는 네트워크도 클린턴의 이러한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회나 FCC의 어떠한 내용 규제 법안도 받아들이지 못 

하고 법원에 제소해 위헌판결을 받아 끝장을 내곤 했던 네트워크가 이렇 

게 강력한 내용 규제 방침 제정에 • 비록 클린턴 행정부의 전 방위적 

압력을 받았지만 - 호락호락 합의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 

웠다. 네트워크는 “TV 정상회담” 합의 전에는 FCC가 제안한 법안 시행 

규칙에 대해 방송규제 사상 처음으로 내용에 대한 양적규제를 구체화한 

17) 이것은 퍼트남이 “Bowling Alone" 논문으로 하루 아침에 유명해진 후 자주 클린 
턴 재선 선거 참모들과 회동했고， 클린턴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등에서 만나 장시간 이 주제에 대해 토의 한 사실 
을 생각해 보면 이해기 된다. [Onlin히. Available: http://www.theatlantic.comjissues/ 
96aprjkicking/ kick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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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정상회 

담 후 이 제안이 설행규칙(Report and Order. 11 FCC Record 10660)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작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위헌을 이유로 정식 

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그동안 어떠한 내용규 

제 조치라도 법원에 위헌제청을 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 

실 1980년 이후 내용규제에 대한 네트워크의 위헌 소청은 법원에 의해 

대부분 받아틀여져 가족시청 시간대(family viewing hour) 또는 형평의 

원칙(faimess doctrine) 등 대표적인 내용규제 규칙이 철회되었다. 

겔러 (Geller)에 따르면， 네트워크가 FCC의 청소년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칙을 제소하지 않은 이유는 차멜레온과 같은 방송사의 얄팍한 이기주 

의적 처신 때문이다(Geller， 1998). 1995년 클린턴 행정부는 방송업계에게 

50억 달러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방송의 디지털화 결과 발생 

하는 여유 주파수대에 대한 공매(auction)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출을 심 

각히 고려하였다. 이 시도에 대해 방송사들은， 현재 전파를 무료로 사용 

하고 였으나 이 에 따른 공적 수탁자(public trustee)로서 의 책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러한 공적 책무 수행 의무가 사 

라져 어린이 대상 교육， 정보 프로그램 같은 공공 프로그램이 편성될 여 

지가 없어진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하지만 만약 FCC의 청소년 프로그 

램 강화규칙에 대해 수정헌법 제 1조 위헌소청을 한다면 네트워크는 그 

법적 근거로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진 다채널 시대에 전파의 공중 수탁자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책무에 따른 교육용 프로그 

램 편성은 강제될 수 없다는 논리를 사용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ogan, 1997). 그렇지만 이 러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방송사의 공적 수 

탁자 지위가 소멸 되며 그 결과 전파사용료와 여분의 주파수대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게 되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공산 

이 커진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 하에서 전파사 

용료 손설이 교육용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광고료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위헌소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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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트워크와 프로 스포츠와의 공생관계 

미국에서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생체제로 발전해 

왔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는 더욱 극섬해 동네 수준 스포츠가 전 

국 중계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의 대중적 인기를 얻는 스포츠로 탈바꿈 

했다. 단적인 예가， 미식축구인데 3대 네트워크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ABC는 프로 미식축구(NFL)를 중점 편성하면서 NFL을 현재 미 

국에서 가장 인기 았고 중계권료도 비싼 스포츠로 바꾸어 놓았다.18) 수 

퍼 볼이 지금과 같이 미국 전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진 것은 ABC의 전설 

적인 뉴스/스포츠 분야 사장이었던 룬 알릿지(Roone Arledge)가 (Monday 

Ni맹t Football)등과 같은 NFL 게임 중계 프로그램을 과감히 주시청시간 

대에 편성하면서부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가능해진 것이 

다. 알릿지가 강조한대로 미식축구는 텔레비전 중계에 가장 적합한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격렬한 봄싸움을 벨이는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 

거1"(up close & personal) 보여주어 승리의 환희와 패배의 회한을 드라마 

틱하게 보여 줄 수 있고， 또 한 번에 10야드씩 전진하고 타이트한 스크 

램을 짜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적은 화면으로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플레이와 플레이 사이 선수들끼리의 작전 타임 

이 있어 이때 해설자가 직전 플레이에 대해 설명을 보탤 수 있기 때문 

에， 게임에 대한 시청자의 흥미를 증강시킬 수 있고， 덧붙여 이 시간에 

광고를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최적의 중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닝(inning)별로 공수가 교대되는 야구도 미식축구와 같 

이 광고를 끼어 넣기가 편해 중계하기 좋은 경기로 간주된다. 반면， 전， 

후반 45분씩 계속 뛰어야하고 끊임없이 선수들을 쫓아가면서 중계해야 

하는 축구경기(soccer)는 미국과 같이 광고에 의존하는 고도의 상업방송 

18) 프로야구 월드 시라즈는 1927년 라디오 네트워크 구축이 완성되면서 전국에 중 
계방송을 시작해， 그 후 매년 중계했는데 NFL 결승전(Super Bowl)은 겨우 1967 
년에야 텔레비전으로 전국 동시 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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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는 방송사들이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 축구는 유럽 

이나 남미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 

지 못하게 되 었다.19) 

네트워크와 프로 스포츠간의 관계를 공생관계(symbiosis)로 보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상부상조"(You scratch my back, then 1‘11 scratch your 

back)의 관계이기 때문이다(McChesney， 1989). 네트워크가 지불하는 막 

대한 중계권료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고， 또 

다른 중요 수입원인 로고가 부착된 옷이나 장신구 등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게임 중계 자체가 전부 광고가 되어 시청자들 

에게 소구(appeal)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게임을 중계하면서 프로 스포 

츠 구단에게 직접(중계권료)， 간접(게임을 통한 광고)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장한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프로 스포츠는 게임을 중계하기 알맞게， 

즉 시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게임 룰 자체를 바꾸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텔레비전 타임아웃"(TV time-out)인데 프로축구와 농 

구에서 일정 시간동안 타임아웃(time-out)을 부르지 않으면 심판이 타임 

아웃을 불러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는 규정이다. 사실 게임이 잘 풀려나 

갈 때는 어느 감독도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라한 타임아 

웃이 잘 나가던 경기의 흐름을 끊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러한 텔레비전 타임아웃은 경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전히 텔레비 

전 광고 때문에 만든 것이다. 또한 실제 경기 규칙도 일부 바꾸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69년 투수의 피처 마운드(pitcher mound)를 16인치에서 

10인치로 낮추어 투구의 위력을 줄인 규정이다. 야구 중계방송 중 가장 

재미없는 경우가 강한 투수력에 의존한 투수전으로 점수가 거의 나지 않 

을 때이다. 이후에도 프로야구는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줄여 나갔다. 프로축구에서도 쿼터백이 작전을 지 

시하는 플레잉(playing) 타임을 30초에서 40초로 늘려 중계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게임 스케줄을 스타디움을 찾는 관객이 아년 텔레비전을 

19) [0띠ine]. A vailable: http://Www.ffiuseu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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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청자를 위주로 편성해 엉뚱한 시간대에 경기를 갖게 하였다. 대 

표적인 예가 1994년 윌드 시리즈 7차전이 10.월 30일 추운날 밤에 야간경 

기로 열린 것인데， 이러한 경기운영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저 

녁 주시청(prime-time) 시간대에 경기를 중계해 시청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많은 광고로 수익을 올리자는 네트워크의 얄팍한 상혼이 빚어낸 결 

과이다. 

더 높이 더 멸리， 더 빨리라는 개인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 

정신의 올림픽 경기도 미국 네트워크에 의해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1960년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소개된 올림픽 경기는 1964년 동경 올림픽 

에서부터 통신위성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 방송이 가능해졌고 1968년 멕 

시코 올림픽은 ABC의 알릿지에 의해 <Wide World of Sports)로 방송되 

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계 올림픽의 여자체조， 수영 

등은 텔레비전 영상으로도 아주 아름답게 비쳤으며， 통계 올림픽의 피겨 

스케이팅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당시 50,000 

달러에 불과했던 중계권료는 수역 달러를 호가하면서 국제 올림픽 위원 

회(lOC)의 중요 수입이 되었다. 이 중계권료 중 많은 부분을 미국 네트 

워크사가 지불하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간 중계권료 때문에 네트워크는 

광고주들에게 높은 광고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높은 광고료에 부담 

을 느낀 광고주들은 같은 해 열리는 하계， 동계 올림픽의 분리를 주장하 

였는데， 이것은 2년마다 동계， 하계 올림픽을 번갈아 열변 광고비 분산이 

가능해 부담이 적다는 논리 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IOC는 1986년 전 

체 회의에서 1992년에만 하계， 동계 올림픽을 같은 해 열고， 다음부터는 

2년 터울로 번갈아 개최한다고 규정을 개정해 1994년에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1996년에는 하계 올림픽이 열렸다. 당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 

는 한해 두 올림픽이 같이 열리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지 

만， 내면적 이유는 미국 네트워크들의 차후 올림픽 중계 보이콧 협박 때 

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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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오며: 문화적 함의 

미국 네트워크는 사회적 통제기구， 자본주의적 가치의 전파， 상엽적 

가치의 존중， 사회적 동조의 강조， 법과 질서의 존중， 기존 질서의 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Keller， 1981). 광고는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운영비를 담당하는 차원 

에서 벗어나 충동적 소비욕구와 같은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 시 

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성장은 네트워크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주춤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장 방송같이 누가 앞서 가느냐만을 보도한다. 또 

네트워크는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막강한 로비력을 앞세워 사회 

적으로 유해한 프로그램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미명아래 버젓이 방 

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외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차멜 

레온적인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취로 판단되는 

스포츠의 가치를 상품화해 미국 사회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마약과 같 

은 존재로 만들었으며 섬지어는 아마추어리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마저 상업성으로 오염시켰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미국의 네트워크가 80년 동안 

존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몸집이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기존 네트워크 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켈러 (Keller， 1981)는 네트워크가 미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이유를 네트워크가 갖는 이율배반적인 이미 

지에서 찾았다. 미국 네트워크는 상엽화를 통한 자본주의적 가치에 전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제작자들이 새로운 형태 

의 프로그램과 사회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전파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들을 제작해 방송했으며， 뉴스 보도에서도 권력에 비판적이며 소수자와 

대중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의 방송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아직 흑인 민권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은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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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에 백인들의 과거사 참회라고 볼 수 있논 〈뿌리) (Roots)를 방 

영할 수 있었고， 치열한 베트남 전쟁 와중에서도 윌터 크롱카이트(Walter 

Cro뼈te)는 매일 저녁 뉴스에서 “우리의 아툴툴이 왜 여기서 죽어가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해 베트남 패전의 원흉 중 하나로 보수진영을 지 

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8년 시작해 올해 마지막 시즌인 

서로 다른 동성애 경향을 가진 남자， 여자의 동거와 주변 동성애자， 이성 

애자틀과의 교류를 코믹하게 그린 (Will & Grace)도 동성애라는 사회적 
문제를 네트워크에서 다루어 전 국민의 이슈로 만들고 동성애에 대한 편 

견을 줄일 수 있게 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되 

는 〈위기의 주부들) (Desperate Housewives)은 미국 사회의 현설을 눈 감 

아 덮어두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 

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켈러 

는 미국 사회에서 네트워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가치의 수호자로， 

또 다른 경우에는 진보적 사회 가치의 주창자로 활약해 이중적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네트워크가 장수하는 원인 중 하나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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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merican Network Television 
and its Influences on Americ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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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network broadcasting system has bee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ocial institutions in America. Its impacts on American 

society were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and not to mention they 

affected the life styles of American people. In this paper, 1 will explain 

ab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merican network television and 

discuss the followings: 1) its influences on political processes in 

America, 2) i뼈uences of advertisements on American commercial 

broadcasting, 3) harmful effects of violent television progr없ns and 4)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ports and the network. 

The overviews of the different aspects of American network indicate 

that it exerted negative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advertising practices 

and sports industry and generated a violence-prone environment in 

American society. Neverthless, the reason why American network is still 

dominant is, as seen in Keller’s analysis (Keller, 1981) that the network 

has such dual images as a safeguard over conservative values and as an 

advocate of progressive social values. 

Key words: American network broadcasting, social institution, 
development of network, dual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