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內 放送廣告市場에서의 鏡爭導入 方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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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韓國放送廣告公社) 체제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현행 放送廣告市場은 정 

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政府規制的 시장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정교한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정부규제적인 우리나라의 방송광 

고시장에 시장친화적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비단 광고시장뿐만 아니라 방송시장 전 

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이는 데 있다. 물론， 방송광고시장 

에서의 무분별한 경쟁 도입이 방송사 간 시청률 과당경쟁을 낳게 되고， 결국 이것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은 비 

록 그것이 계량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사안은 아니라 하더라도-충분히 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그것이 어느 정도 관측 가능하다는 

(observable) 점에서 일정 부분 통제될 수 있는 측면 또한 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방송광고시장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도입하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 

나 폭력적으로 관측되고 판정된 방송 프로그램을에 대해서는 높은 벌칙금(penalty)을 

매기는 ‘選擇的 規밟IJ政策’ 이 현행의 KOBACO 체제처럼 원천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정 

책보다는 더 효율적임을 보이고 있다. 

1. 序 論

현행의 放送廣告市場 體制는 광고가격이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觀

爭體밟Ij가 아니라 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가 모든 방송사들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일종의 政府代行體制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방송사의 영업권은 KOBACO라는 대행 

업체에 수탁되어 있고 광고가격의 결정은 KOBACO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며 광고의 수급 

은 주로 KOBACO의 할당과 끼워팔기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장의 수급이 조절될 때， 여러 가지 자원배분 

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 

은 비효율적인 KOBACO 체제가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것은 그를 통해 放送의 公益性이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 

민단체나 언론학자 등 많은 KOBACO 체제 옹호론자들은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 도입이 

(1) 본 연구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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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 사이에 시청률 경쟁을 심화시켜 저질 프로그램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 

로는 방송의 공익성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放送의 公益性이라는 개념은 이를 주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매우 불분명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한편 방송광고시 

장에서의 자율경쟁이 필연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저질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放送

의 低質化가 視聽率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假定에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 

나 이 가정은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 

더구나， 방송의 爛‘l웹生과 暴力性의 증가가 시청률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실제적 

으로 성립되어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경쟁 도입이 방송프로그램의 저질화를 촉진한다 하더 

라도 그것이 곧 KOBACO 체제의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런 경우에도 방송의 저질화를 규제하면서 KOBACO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非效率的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즉 KOBACO 체제보다는 보다 效率的인 體制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고는 현행의 KOBACO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非效率的인 要素들을 심충적으 

로 분석하고， 그러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율경쟁 체제가 자칫 초래할 

지도 모를 “放送의 低質化”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광고시장의 패러다 

임을 구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현실세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어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현실세계에 가장 근접한 복잡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그 정책 

의 영향력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주로 그 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효과를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반면， 어떤 정책효과의 수량적 분석보 

다는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陰(-)의 방향으로 나타날지 또는 陽(+)의 방향 

으로 나타날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현실세계를 가 

능한 한 단순하게 모형화하고 그로부터 政策效果의 方向만을 분석하게 된다. 이는 주로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정부정책들이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데 

에 유용하다 

본 연구의 주된 目的이 방송광고시장에서 방송사의 自律觀爭을 우선시 했을 때와 政府

統밟IJ를 우선시 했을 때 (KOBACO 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데 있는 만큼 우리는 후자의 분 

석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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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基本 模型

우리나라 放送市場은 소수의 지상파 방송사들(KBS， MBC, SBS)과 다수의 종합유선방 

송， 그리고 위성방송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이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나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방송시장은 세 개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 

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를 보다 단순하게 모 

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同-한(identical) 두 개의 방송사(방송사 A, 

방송사 B)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두 개의 방송사가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이들의 방송 프로그램 生塵構造나 費用構造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각 방송사는 한 개의 

방송프로그램만을 제작/송출하고 그 프로그램과 연계된 한 개의 광고방송만을 내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각 방송사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광고시간의 길이 

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나 그들의 광고시간 최적화의 문제는 본 연구의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두 개의 방송 프로그램(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만이 존재하며， 두 개의 광고가 존재한다. 

방송시장에서는 N명의 시청자들이 존재하며， 각 개별 시청자들 i(i= 1, "'， N)는 방송프 

로그램 j=A, B의 시청으로부터 식 (2. 1)과 같은 效用 (utility)을 얻게 된다-

(2. 1) Ui = Ui(다， Bj) 

식 (2. 1) 에서 아는 방송사 j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투입하는 良質 要素量

(good quality input)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양성， 정보의 유익성， 공익성 등이 이를 의 

미한다. 한편 Bj는 방송사 j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 투입하는 低質 要素量(bad

quality input)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정성/폭력성 또는 왜곡된 정보 등이 이에 포함된 

다 앞으로는 기호의 단순화를 위해 한 방송사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하첨자 j(=A， B) 

를 지우고 대표적인 방송프로그램 (representative program)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두 개의 

방송사를 구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첨자 J를 쓰도록 한다 따라서， 각 개별 

시청자 i가 대표적인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식 (2.2) 와 같다-

(2.2) Ui = Ui(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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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 에서 G는 대표방송사(A 또는 B)가 자사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良質의 要素量을， 

그리고 B는 低質의 要素量을 의미한다. 

각 개별 視聽者의 效用은 그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양질의 요소량(G)과 저질의 요소 
θU; δU 

량 (B)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즈 --_' >0. -_' >0로서 이는 프로그램의 교 
「’ ￡ ’ dB 

양성， 정보의 유익성， 공익성이 증가할수록 그 프로그램의 시청으로부터 얻게 되는 각 시 

청자의 효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증가해도 프로그램의 흥미성이 

제고되어 각 개별 시청자의 효용은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단， 선정성/폭력성은 사회 전 

체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바， 이는 이하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 

각 시청자들은 효용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식 (2.2)로부터 우리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2.3) r= r(G, B) 

dr 
식 (2.3) 에서 -프 rp > 0, -::;;: == rb > 0 임을 가정한다. 즉， 양질 요소의 한계시청률이나 저질 

’ dB 

요소의 한계시청률은 똑같이 ‘양’ 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良質 要素의 限界視廳率이라 함 

은 양질의 요소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시청률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低質

要素의 限界視聽率。1 라 함은 저질의 요소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시청률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의 가정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그 프로그램 제 

작에 투입되는 양질의 투입량(G)과 저질의 투입량(B) 이 증가함에 따라 공히 증가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개별시청자의 효용이 G와 B에 대해 똑같이 증가 

함수라는 가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시청률이 양질 투입량의 증가함수라는 것은 선험 

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증적으로도 쉽게 입증되는 사실이나， 시청률이 저질 투 

입량의 증가함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혹은 실증적으로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는 사실 

이다. 사실 개별시청자들의 경우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인 프로그램을 혐오할 수도 있으며 특히， 그 시청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은 각 개별 시청자들에게 陽의 效用보다는 陰의 效用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 제고에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했음이 실증분석을 통해 보고된 예가 있음을 주 

목할 펼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偏情性이나 暴力性이 피|뭘聽率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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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KOBACO 체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나 

언론학자들의 논지가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의 도입이 방송사들 사이에 시청률 경 

쟁을 심화시켜 방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저질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에 상당부분 근거 

를 두고 있는데， 설사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KOBACO 체 

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실 

증 분석결과들은 현행의 KOBACO 체제하에서 얻어진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들로서 

그것이 곧바로 자율경쟁 체제에서도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시청률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 

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파격적으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될 것 

이라는 개연성은 선진국의 예(영국의 Big Brother, 미국의 Survivor)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 

견될 수 있다. 

이제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 식 (2.3) 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2.4) 
a2 r 
￡굶三 rgb 으 O 

(2.5) 
δ 2r a2 r 
-_르 r~~ < o. --_- == r"L < 0 (JG 2 . gg ’ aB 2 = 'bb -"'v 

위의 가정 중 식 (2.4)는 양질의 요소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의 시청률 증가분(즉， 

양질의 요소 한계시청률)은 저질의 요소 투입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칠의 요소와 저질의 요소 사이에 시청률을 결정하는 데 代替關係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과와 배가 소비자의 효용을 결정하는 데 대체관계가 있음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 

과의 소비를 한 단위 늘렸을 때 소비자의 효용 증가분(즉， 사과의 한계효용)은 이미 배의 

소비가 많았을 때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정 중 식 (2.5)는 양질의 요소나 저 

질의 요소 투입에는 限界視聽率 週減의 法則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양질의 요소의 투 

입을 늘릴수록 시청률은 증가하나 그 시청률 증가분， 즉 한계시청률은 점차 감소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이다 

한편， 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얻게 되는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식 (2.6)과 같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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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α(G， B) = {r(G, B)친Ui(G， B) }-T(B) 

만일 소비자 전체의 효용에 어 떠 한 ‘外部效果(external effect) ’ 도 없다면 한 방송프로그 

램이 소비자 전체에게 주는 효용은 단순히 개별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 시청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단순합계한 것에 시청률을 곱하면 펼 것이다‘ 즉， 

N 

CS(G, B)=r(G, B)IUi(G, B) 

그러나 선정성이냐 폭력성과 같은 저질의 요소들은 개별 시청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지 

는 몰라도 그것이 모방범죄나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 향락문화의 번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질의 요소는 음 

의 ‘外部效果’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식 (2.6) 에서 T(B)로 나타나 있다. 

식 (2.6)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투입되는 良質의 要素(G)가 증가하면 

그것이 개별시청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시청률을 상승시켜 소비자 전체의 효 

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低質의 要素(B)가 증가하면 그것이 개별 시청자의 효용을 증가 

시킴과 동시에 시청률을 상승시켜 소비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되나 

‘外部效果’ 즉 T(B) 역시 증가시켜 소비자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랴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소비자 전체의 효용이 저질의 투입요소에 

대하여 식 (2.7)과 같은 함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2.7) 
Ics+(G), B$.Bo 

CS(G, B)=~ 
I CS- (G), B> BO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한 段階 階段形 핍數(one-step function)가 된다 

부연하면， 저질의 요소량이 BO를 넘지 않으면 소비자 전체효용은 CS~(G)로 나타나지만 

만약 그것이 BO를 초과했을 경우 그 부작용의 도가 지나쳐 소비자의 전체효용은 CS- (G) 

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우리는 CS-(G)가 매우 큰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BO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저질 요소의 최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각 방 

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費用은 식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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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 B) 

CS+(G) 

UfJ B 

CS-(G) 1 ... 

〈그림 1> 한 段階 階段形 배數形態의 消費者 全體 效用

(2.8) C(G , B)= αG+ßB 

식 (2.8)에서 α는 良質 要素의 單位 價格을 의미하며 R는 低質 要素의 單位 價格을 의미 

한다. 우리는 Q가 P보다 크다고 가정함으로써 양질의 요소가 저질의 요소보다 비싸다고 

본다. 즉 각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하는 것이 저질의 

요소 한 단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비용 변에서 불리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방송광고시장에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企業(廣告主)이 T개 존재한다고 가정한 

다(T? 3). 또한 각 개별기업 t가 광고로부터 얻는 가치는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개별기업 t가 광고로부터 얻는 가치는 Vt(r(G , 

B) )로 시청률 r의 증가함수인 것이다. 단순가정으로， 개별기업 t의 광고로부터의 가치는 

식 (2.9)와 같다. 

(2.9) Vt(r(G , B))=Ør+V(r(G, B)) 

식 (2.9)에서 Øl > Ø2 > Ø3 > '" > Ør라 하자 이는 기업 l이 광고로부터 가장 큰 가치를 얻 

게 되며 기업 T는 가장 낮은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식 (2.9) 에서 한 가지 유의해 

야 할 사항은 기업 t의 광고로부터의 가치는 기업 t에 固有한 廣告價f直 Ør와 모든 기업들 

이 共通的으로 갖게 되는 廣告價植 V(r(G , B))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t의 고유한 광고 

가치인 Ør는 『願惠率의 크기에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상당히 강한 가정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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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업 t의 고유한 광고가치 역시 시청률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 

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뒤에 나오겠지만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각 방송사의 광고 

단가 결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셜령 보다 현실적으로 기업 t의 고유한 

광고가치인 øt가 시청률의 함수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본 논문의 결론 

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3. 分 析

3. 1. 社會 最適의 結果

사회적으로 效率的인 資源配分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廣告의 使用價f直가 가 

장 높은 두 기업 즉 기업 1과 기업2에게 廣告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에 다른 기업에 

광고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는 광고기회라는 제한된 사회의 가용자원이 사용가치가 상대적 

으로 낮은 용도로 사용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본 절에서는 방송사A는 기업 l 에， 그리고 방송사B는 기업2에 광고시간을 제공하는 

경우를 분석하기로 한다. 

社會 最適의 結果란 政府(govemment) 혹은 社會計劃者(soci떠 planner) 가 방송프로그램 

에 투입되는 양질의 요소량(G)과 저질의 요소량(B)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결과로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일걷는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完全情報(ful1 information)의 경우라 하는데， 물론 이는 

현실세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비현실적인 경우 

를 먼저 분석하는 것은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들이 어떤 제도나 체제가 과연 효율적인 

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유용한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도나 체 

제가 사회 최적에 근접한 결과들을 만들어 낼수록 그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 

는것이다 

정부가 각 방송사의 양절 및 저질 요소량(G와 B)을 모두 관측할 수 있을 때， 정부는 

각 방송사와의 F量뿜IJ햇約 (forcing contract)을 통하여 그들의 요소량(G， B)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방송사A에 대해 바람직한 양질 및 저질의 요소량을 미리 정하고 

방송사A가 이를 준수했을 경우에는 ‘放送權’을 연장해 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이 때 社會 全體의 1훔享生은 ‘소비자 전체의 효용 + 두 방송사의 이익 + 기업 1과 기업2 

의 광고로부터의 부가가치’ 이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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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전체의 효용 = CS(GA,BA) + CS(GB, BB) 

(즉， 소비자 전체가 방송프로그램 A와 B로부터 얻는 효용) 

@ 방송사A의 이 익 = 프로그램A의 광고단가(PA ) 프로그램A의 제 작비 용(aGA + 뼈A) 

@ 방송사B의 이 익 = 프로그램B의 광고단가(PB) - 프로그램B의 제 작비 용(aGB + ßBB) 

@ 기 업 l의 광고로부터 의 부가가치 = V1(r(GA,BA))-PA 

@ 기업2의 광고로부터의 부가가치 = V2 (r(GB,BB)) -PB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은 CS(GA, BA) + CS(GB, BB) + V1(r(GA, BA)) + 까(r(GB， BB)) - α(GA + 

GB) αBA +BB)가 된다 결국 社會 全體 멸生의 極大化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는 다음 

식 (3. 1)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3.1) ~ ~ma~ _ CS(GA, BA)+CS(GB, BB)+ 끼 (r(GA ， BA))+V2(r(GB, BB)) 
GA • GB• BA ‘ 

BB 

-α(GA +GB ) 一 ß(BA ， BB) 

식 (3. 1)의 최적화 문제를 쉽게 설명하면 정부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각 방 

송사의 양칠 및 저질의 요소량(GA ， GB, BA, BB)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각 방송사의 최적의 양질과 저질의 요소량을 GXB， G뿜， B삼， B맑로 표 

시하도록 하자. 

θ'V(r(G FB ， B)) I ~ 
假aE 1: aB lB=BO >P 

식 (2.9) 에서 나타나듯 V(r(G, B))는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청률에 의해 좌 
θV(r(C FB ， B)) I '-

우되는 광고의 가치로서， 뻐 I B=B<l 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저질의 요소가 사회 

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치인 BO에서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각 기업이 얻게 되는 광고가치 
δV(r(C FB

’ B)) , 
의 상승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dB ' ~nIB=BO >ß는 저질의 요소를 ßÜ에서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기업의 광고가치 상승분이 방송사가 부담하게 될 비용(ß)보다 큼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고려치 않고 기업의 광고가치와 프로그램 제 

작비용만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저질의 요소량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 최대치 

(ßÜ)보다 커짐을 의미한다 앞으로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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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저질의 

요소량이 사회적 최대용인기준인 lfJ를 넘지 않게 되어 방송광고시장에 자율경쟁이 도입 

되면 각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저질의 투입요소를 늘려 사회적인 문제점올 낳게 될 것 

이라는 KOBACO 체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자동적으로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상술 

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목적은 KOBACO 옹호론자들의 주장 “放送廣告市場에서 自律觀

爭이 도입되면 그것이 각 방송사들 사이에 시청률 경쟁을 심화하여 방송프로그램의 低質

化를 촉진할 것이다”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KOBACO 체제의 유지에 정 

당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보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假定

1을 채택한 것이다. 

假定 l로부터 우선 다음의 定理를 도출할 수 있다. 

딪료理 1 : B￡B = B&B = BO 

定理 l이 의미하는 바는 두 방송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사회 최적의 저질 요소량 즉 사회 

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저질 요소의 투입량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최대치 

인 W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최적을 

이루는 저질의 요소량이 lfJ보다 클 수 없음은 B >lfJ가 소비자 전체의 효용 CS(G， B)을 

크게 낮추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된다. 반면에 ， B~ lfJ이면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CS+(G)로 변하지 않고 假定 I에서 본 것처럼 소비자 전체효용을 제한 나머지 기 

업 1과 2의 純廣告附加價植(기업의 광고가치에서 방송국의 비용을 제한 부분)는 저질투입 

요소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므로 우리는 쉽게 사회 최적의 저질 요소량이 lfJ와 같게 됨을 

알수있다. 

한편 두 방송사들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사회 최적을 이루는 각 방송사의 양질 

의 요소량 역시 같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XB =G맑 =GFB 이다. 그리고 이 

는 최적화 문제 식 (3.1)의 一階條件(first-order condition)으로부터 식 (3.2)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3.2) 
k~S(GFB ， BO) iJV(r(G FB , BO) 

+ 
dG dG 

Q 

다시 말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각 방송국의 양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량， 즉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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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바람직한 양질 요소의 투입량은 그 투입으로부터 얻어지는 사회후생의 증가분 

이 비용의 증가분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最適의 社會效用은 식 

(3.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3) SW FB =2CS(G FB , BO)+V,(r(G FB , BO ))+ η (r(G FB ， BO ))-2aG FB -2ßBo 

3.2. 完全엄律鏡爭 

앞서 도출된 사회 최적의 결과들은 정부가 각 방송사의 양질 및 저질의 요소량(G와 B) 

을 완벽하게 관측하고 그를 통해 각 방송사의 G와 B에 대한 선택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는 가정하에서 가능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세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각 방송사의 G와 B에 대한 결정들은 외부에서 쉽게 관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와 각 방송사들 사이에는 情報의 非對稱性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사회 최적의 결과들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된다. 

본 절에서는 정부와 각 방송사들 사이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광고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야기될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한 사회후생 정도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광고시장에서의 完全自律觀爭이란 각 방송사들이 자사 프로그램에 투입될 양질과 저질 

의 요소량을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의 광고단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외부적 통제 

도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각 방송사에게 주어진 선택변수들은 자사 프로그램 

에 투입될 양질 및 저질 요소량(G， B)과 그 프로그램의 광고단가(P)이다. 

3.2. 1. 各 放送社의 廣告價格 決定過程

각 방송사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G， B)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에 따라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r(GA, BA )와 r(G8 , BB)로 결정되고 이는 외부적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업 t는 자신이 방송사A의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면 그 가치 

가 끼(r(GA ， BA)) = 따 +V(ηGA， BA ))가 되 며 방송사B의 프로그램 에 광고를 하면 Vr(r(G8 , B8 )) = 

I/Jt + V(κG8， B8))가 됨을 알게 된다. 이는 기업 t가 주어진 시청흉에서 각각의 방송사에 광 

고를 할 때 지불할 의사(willingness to pay)가 있는 최고의 가격을 의미한다 각 방송사들 

도 이를 알고 시장에서 타 방송국과의 경쟁을 통해 자사에 가장 유리한(즉， 자사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각 방송사의 廣告에 대한 價格은 자사 프로그램의 視聽率에 의해 영향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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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다시 각 방송사의 결정사항인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良質과 低質의 要素量

(G와 B)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방송사가 책정하는 광고가격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요소량(G와 B)의 함수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양질 및 

저질의 요소량(G와 B) 이 증가하면 시청률이 상승하고 이를 통해 각 방송사는 높은 광고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P， G， B)를 구하 

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방송사의 요소량인 (G， B)가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광고가격 P를 (G， B)의 함수로서 구하고 그를 통해 각 방송사의 최적의 (G， B)를 구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을 경제학에서는 “通進 歸納" (backward induction)이라고 부른다. 다음 

의 定理를 보자. 

定理 2: 얘 =V2 (r(GA, BA)), PB =V2 (r(G21 , BB)) 

定理 2가 의미하는 것은 두 방송사의 양질 및 저칠의 요소량이 각각 (GA , BA), (GB, BB) 

로 주어졌을 때， 각 방송사가 매길 수 있는 광고가격은 두 번째로 광고가치가 높은 기업 

(기업 2)이 지불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방송사 

가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양질과 저질의 요소량을 늘리면 그 프로그램의 시청 

률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 상정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은 각 

방송사가 하나씩 제공하는 도합 두 개의 광고기회를 두고 T개의 광고가치가 서로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사회의 가용자원인 廣告機會

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廣告價格을 높이려 할 것이다. 결국 광고기회가 두 개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광고가치가 높은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각 방 

송사의 광고가격은 결정될 것이며 두 개의 광고기회는 그 가치가 가장 높은 두 개의 기 

업(기업 l과 기업2)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으로 한정된 광고기회 

라는 자원을 그 사용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다 일반화해서 廣告機會가 n (n < T)개로 한정되어 있다면 각 방송사의 廣告價格은 주 

어진 시청률에서 n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기업(즉 기업n)의 광고가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광고가치가 높은 n개의 기업들(기업 l에서 기업n까지)에게 광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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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各 放送社의 (G ,B) 決定過程

두 방송사가 동일한 조건(비용구조， 시청률 생성구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방 

송사만을 분석하기로 하자 앞서 도출된 바와 같이 각 방송사는 양질 및 저질의 요소 투 

입량 (G， B) 에 의해 자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결정하고， 주어진 시청률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기업(기업 2)의 광고가치만큼 광고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즉 p= η(r(G， B))이므로， 주어진 요소량 (G， B)하에서 방송사가 얻게 되는 이익은 V2(r(G, 

B))- aG- ßB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방송사의 (G， B)에 대한 결정과정은 식 (3.4)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4) 믿ag V2 (r(G, B)) - α:G -ßB= (þ2 +V(r(G, B))-α:G -ßB 

여기서 (G* , B*)가 식 (3.4)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해답이라고 하자. 식 (3.4)를 풀기 위 

한 일계조건에 의해 (G* , B*)는 식 (3.5)와 식 (3.6)을 만족한다. 

(3.5) 總% 

(3.6)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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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에서 좌변은 양질의 요소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수반되는 廣告價↑直의 증가 

분(또는 광고가격의 증가분)이며 우변은 양질의 요소 한 단위즐 더 투입했을 때 수반되 

는 費用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만약에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면 수입이 비용보다 크므로 

G를 더 늘려야 유리하고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면 수입이 비용보다 작으므로 G를 줄여야 

유리해진다. 따라서 식 (3.5)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양질의 요소량 G* 

가 상기의 두 항이 동일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 (3.6)은 방송 

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저질의 요소량 B*가 결정되는 마찬가지의 조건을 의미한다. 다 

음의 定理를 보자. 

定理 3: G* < GF8 . B* >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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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理 3은 방송광고시장이 완전자율경쟁에 맡겨졌을 때 공익성/교양성 동으로 대표되는 

양질투입 요소량은 사회의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선정성/폭력성 등으로 대표되 

는 저질투입 요소량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서게 됨을 의미한다. 사회후 

생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최적화 문제는 식 (3 ，1)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사 A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있a& CS(GA ’ BA )+끼 (r(GA ， BA ))-αGA -ßBA 

三 ma젓 CS(GA, BA )+lþj + V(r(GA, BA ))-αGA -ßBA 
'-'A' L' A 

한편 식 (3 ， 4) 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송사의 최적화 문제는 방 

송사A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낀la~ lþj +V(r(GA, BA))-aGA -ßBA 
~A ’ ~A 

중요한 것은 시장이 완전자율경쟁에 맡겨졌을 때 각 방송사는 요소량 (G， B)를 결정함 

에 있어서 그것이 消費者 1享生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사의 利益

만을 極大化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후생이라는 

것은 방송사의 관접에서 보면 자신의 이익으로 환수될 수 없는， 즉 시장이 포착할 수 없 

는 일종의 외부효과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 후생 CS(G, B)는 양질의 요소량(G) 이 증가 

할수록 증대되며 저질의 요소량(B)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한 단계 계단형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되므로， 각 방송사들이 자사의 (G， B)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 이를 고려치 

않는다면 양질의 요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는 적게 투입될 것이며 저질의 요 

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는 많이 투입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放送廣告市場에 完全自律鏡爭이 도입되 

면 시청률 상숭이 광고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각 방송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상승을 꾀할 유인이 생기게 되며 이는 각 방송사들로 하여금 양질의 요소 

(G)와 저질의 요소 (B)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늘리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방송 

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질의 요소를 통한 시청률 상승이 양질의 요소를 통한 시청률 상승 

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므로(α > ß) 필요 이상으로 저칠의 요소(B)에 의존하게 되는 것 

이다(즉 B* > IfJ) 만약에 극단적으로 G와 B가 시청률 상승에 完全代替財 (substitut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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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을 가진다면， 즉 r(G, B) = r(G + B)라면， 우리는 쉽게 G* = 0, B* > lfl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 각 방송사들은 시청률 경쟁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저질의 요소(B) 

만을 늘리고 양질의 요소(G)는 전혀 투입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와 B는 시청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不完全代替的인 성격을 나타내므로 

각 방송사는 양질의 요소(G)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G* > 0) 하 

지만 定理 3에서 보였듯이 G에 대한 투자는 사회 최적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즉， G* < GFB)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방송사들이 G를 결정할 때 그것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陽’ 의 효과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함에 기 

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방송사의 (G， B) 에 대한 투입량 결정과정을 살펴보았으나， 두 방 

송사들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므로 우리는 쉽게 G; = G; = G*, B;' = 훨 =B*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소비 자 전체 의 후생 : 2CS( G*, B*) 

두 방송사들의 이 익 : 2[V2 (r(G*, B*)) αc* - ßB*] 

기 업 1의 이 익 V,(r(G* , B*)) -V2(r(G* , B*)) 

기업 2의 이익 :0 

기업 3의 이익 0 

그리고 이를 모두 합한 社會 全體의 !享生은 식 (3.7)과 같이 표현된다. 

(3.7) sW' = 2CS(G*, B*) + V,(r(G* , B*)) + Vz(r(G* , B*)) - 2(αc* + ßB*) 

식 (3.3)과 식 (3.7)을 비교하면， G* < cFB이고 B* > B。이기 때문에 자율경쟁하에서의 

사회후생의 수준이 최적의 사회후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sw* < SWFB
) . 

특히 저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초과하게 되어 자율경 

쟁하에서의 사회후생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결과들은 일견 방송광고시장에 자 

율경쟁이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KOBACO 체제의 유지를 옹호하는 일부 언론학자나 시 

민단체의 주장-즉 방송광고시장에서 광고가격의 결정을 市場(혹은 放送社)의 자율에 맡 

겨 둔다면 방송사들이 펼요 이상으로 視聽率 觀爭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정성이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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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에 근거한 低質의 방송프로그램을 양산하게 될 것이므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광고가 

격 결정을 政府의 統밟Ij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 

송광고시장에서 자율경쟁의 도입이 방송프로그램의 저질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결과(즉， 

B* > dl)는 두 가지의 가정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다. 즉， 저질의 요소량이 증가하면 시 

청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저질화의 임계치가 충분히 작다 

는 가정(假定 1)이 그것이다. 그러나 특히 첫 번째 가정의 경우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선험적인 추론에 불과하며 이의 인과관계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음 

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이겠지만， 설사 자율경쟁 

체제에서 B* >dl가 성립되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방송광고시장에서 자율경쟁의 도입을 반대하고 KOBACO 체제의 유지를 주장 

하는 것에 그 어떤 정당성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3. KOBACO 體制: 1賣格規制 市場(price reg비ated market) 

현행의 KOBACO 체제는 정부(즉 KOBACO)가 광고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기능을 억 

제하고 직접 그 가격을 통제하는 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KOBACO 체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시하면 식 (3.8)과 같다. 

(3.8) )~ 
P >

P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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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주어진 기준치인 F를 넘으면 그 프로그램의 광고가격을 상 

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Pj으로 책정해 주고 F를 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P2로 

책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는 정부(즉 KOBACO)가 (p! , P2> r)를 결정하고 

각 방송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G， B)를 결정하게 된다. 

3.3. 1. 各 放送社의 (G,B) 決定過程

먼저 각 방송사는 프로그램제작 시 그 廣告價格이 P=Pj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지 아니 

면 P=P2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사의 광고가격이 p=p!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방송사는 프로그램 시청률을 정부가 정해준 기준치인 

r(G, B) =r에 맞도록 양질 및 저질의 요소량올 투입할 것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소를 더 투입하여 시청률 r(G， B)이 기준치 f를 넘게 만드는 것은 실익은 하나도 없 

고 비용만 더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각 방송사의 (G， B)에 대한 最適化 問題는 

식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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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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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C" 
B=--G+-수 

ß ß 
〈그림 2) 極大化 問題 式 (3.9) 의 圖解

(3.9) 윈ig α:G+ßB S.t. r(G, B)= r 

위의 최적화 문제 식 (3.9)는 각 방송사가 양 요소의 투입량 (G， B)를 결정할 때 시청률 

r(G， B) 이 기준치 f에 일치하게 만드는 (G, B) 중에서 그 製作費用 aG+ßB를 최소화하는 

것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식 (3.9)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시청률 r(G, B)를 F과 동일하게 만드는 (G， B)의 조합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위 〈그 

림 2)에서 곡선 r(G, B) =r는 그러한 (G， B)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等視聽率曲線(iso

view rate line) 이라고 하자. 이는 마치 지도에서 같은 고도를 나타내는 등고선이 하나의 

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앞서 가정하기를 G와 B는 시청률을 결정 

하는 데 있어 상호대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위 그럼에서처럼 등시청률곡선은 원점 

으로부터 오목(concave)하게 나타나게 된다 

특정한 (G， B)를 택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투입비용은 aG+ßB이며 수식 aG+ßB=C 

를 만족하는 (G， B)의 집합은 제작비용이 C로 동일한 요소량 (G， B)의 집합을 의미한다 
α C 

우리는 이를 等費用曲線(iso-cost line) 이라고 하고， 이 등비용곡선은 B=-RG+R 로 표시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C라는 동일한 제작비용을 부담지우는 (G， B) 의 조합들 
@ 

은 ß 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나타나고， 비용 C가 클수록 그 등비용곡선은 오른쪽 

위로 평행이동(parallel shift)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그림 2)에서 직선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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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n 
B= EG+효는 Q라는 특정한 비용을 부담지우는 (G， B)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각 방송사는 피關惠率 r(G, B)= r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G, B) 중에서 投入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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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 + ßB)을 최소화하는 (G， B)를 선택할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등비용곡선과 등시청률곡선이 접션으로 만나는 곳인 (G(꺼， B(치)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 

다. 예컨대， 방송사가 (6, Ê)를 택하면 (강， Ê) 역시 동시청률곡선 상에 있으므로 시청률을 

κ감， Ê) = r로 만족시키는 (G， B)의 조합 중에 하나인데 (6， Ê)가 부담지우는 제작비용 g감 

+ßÊ는 그 비용곡선이 (G(r), B(끼)을 지나는 비용곡선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G(꺼， B(끼)가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시청률 F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G(끼， B(r))가 최적의(즉 최소비용) 선택임 

을 알 수 있다. 

最適의 選擇인 (G(η， B(치)는 식 (3.10) 및 식 (3.11 ) 을 만족한다. 

θ a 
굶r(G， B) 굶r(G， B) 

α n (3.10) 

r(G, B)= r 

δ a 
식 (3.10)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r(G, B) 와 -=r(G, B) 는 각각 양질의 

κ; ’ θB 

요소 한 단위의 증가가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즉 G의 한계시청률)과 저질의 요소 

한 단위의 증가가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즉， B의 한계시청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r(G， B)/a) 9} (~ ~r(G， B)/al와 l굶r(G， B받 각각 1원어치의 양질의 요소가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 
는 부분과 1원어치의 저질의 요소가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결국 최 

(3. 11) 

적의 선택인 (G(r) , B(η)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아지는 곳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J )(J ~) 

그 이유는， 만약 예를 들어， l dG r(G , B)la )<l 굶r(G， B)/이라면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요소를 1원어치 덜 푸입하여 (~_r(G， B)/a) 만큼의 시청률 감소를 감수하는 대신 
1 dG ' , • } I 、
\U\J I (J , 

그 1원을 저칠의 요소를 더 투입하는 데 사용한다면 l à; r(G, B)/이 만큼의 시청률 상승 

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더 높은 시청률을 얻게 되 

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림 2)에서 r(G, B) == r을 나타내는 등시청률콕선이 F가 상승할수록 

오른쪽 위로 이동함올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약간의 추가조건-즉 보다 기술적으로는 

G와 B가 正常要素(normal input) 라는 조건-을 도입하면， r가 상승할수록 시청률을 F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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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최적의 선택인 G(r)과 B(r) 이 같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기준시청률 

인 F가 증가하면 할수록 광고가격 P，을 적용받기 위한 각 방송사의 최적의 요소투입량 

(G(r), B(r)) 역시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준 시청률인 F와 P，을 적용받기 위한 

최적의 선택인 (G(r) , B(r)) 사이에는 1: 1 대응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消費者 全體의 效用은 0과 [fJ의 구간에서 B에 대해 일정 한 반면(한 단계 계단형 함수 

이므로) , 企業의 廣告價f直 κ(r(G， B))는 B가 0과 [fJ의 구간에서 상승할 때 증가하게 되므 

로， B가 O과 [fJ의 구간에서 증가할 때 사회 전체의 후생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사회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F를 B(r) = [fJ가 되도록 정하면 된다. 

왜냐하면， r를 그 이상으로 높이면 각 방송사는 저질의 요소량을 B。 이상으로 늘리게 되 

고 따라서 소비자 전체의 효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후생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방송사의 收益은 식 (3. 12)와 같이 표현된다. 

(3.12) π K U' )=P, -aGU' )-ßBo 

한편， 만일 각 방송사들이 자사의 廣告價格을 P =P2에서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자사의 시 

청률을 최저수준인 r(O， O) 이 되도록 양질 및 저칠의 요소량을 제로 수준에서 투입할 것이 

며 이 경우 각 방송사의 수익은 식 (3.13)과 같다. 

(3.13) π K (r(O , 0)) = P2 

그런데 사회 전체의 후생은 G E [0, GFB]의 구간과 B E [0, [fJ]의 구간에서 G와 B에 대해 

증가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함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방 

송사로 하여금 자사의 광고가격이 P=P，에서 적용되도록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다 

시 말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방송사가 시청률이 최저수준인(즉， r(O, 0) 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r(G, B) = r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보 

다 바람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 (3. 12)와 식 (3.13)으로부터 P，과 P2를 정할 

때 식 (3. 14)가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3.14) ~ -P2 2:: αG( F) +ßBO 

즉， 두 광고가격의 차이가 시청률이 F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드는 제작비용보다는 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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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최적의 KOBACO 체제(Pj， P2, r, G(r), If!)에서 우리는 다음 定理의 

결과를 얻게 된다 

定理 4: B(치 =BO

’ 그리고 G(꺼< G* < c;FB 

定理 4는 최적의 KOBACO 체제에서는 각 방송사가 저질의 요소를 투입할 때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치인 If!를 넘지 않도록 한정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양절의 요소 투 

입에 대한 각 방송사의 인센티브 또한 억제하여 그 수준이 사회 최적의 수준(GFB)은 물 

론 자율경쟁 체제하에서의 수준(G*)에도 미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KOBACO 체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각 방송사의 저질 요소 투입량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치인 lfJ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市場의 價格調節 機能을 직접 

통제하고 이를 통해 방송사들 사이의 視廳、率 鏡爭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필 

연적으로 각 방송사의 양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 역시 억제하는 효과를 동반하게 되어 그 

수준이 광고시장이 자율화되었을 때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고 

가격을 통제하는 현행의 KOBACO 체제에서는 각 방송사는 저질의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인센티브도 적지만 마찬가지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인센티브 또한 적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KOBACO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資源配分의 非

效率性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KOBACO 체제에는 또 하나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회의 한정자원인 廣告機會가 廣告價植(즉， 광고기회의 사용기치)가 큰 기업들에 

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KOBACO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때로는 그 가치가 

낮은 기업들에게도 할당된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가정하기를 μ+1 (r) < P1 < μ(꺼， k?:. 3이 

라고 하자. 이는 현행의 KOBACO 체제에서 보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廣

告價格(P1 ) 이 k변째로 광고가치가 높은 기업의 그 廣告價f直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k개의 기업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고자 할텐데 ， k가 3보다 크므로 그리고 

광고기회는 두 개만이 존재하므로 현재의 가격체계는 광고에 대한 초과수요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KOBACO는 두 개의 광고기회를 k개의 기업들에게 자의적으로 할당하게 되고， 각 

개별기업은 송의 확률로 광고기회를 얻게 되므로 광고기회가 그 사용가치가 높은 기업에 
게 제공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광고시장의 自律的 價格決定 機能이 통제된 현행의 KOBACO 체제에서는 두 방송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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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 G(r)과 JjJ를 택한다. 따라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3.15) 소비자 전체의 효용 = 2CS( G (i'), BO) 

(3. 16) 각 방송사의 이익 =P，-αG(r)-ßB O 

(3. 17) 
2 k 

광고기업 전체의 이익 =xEVr(F) 2R 

그리고 이 경우 社會 全體의 탤生은 식 (3.18)과 같다. 

(3. 18) 
2 J5.. 

SW K (r)=2CS(G (I'), BO )+;' "2， 끼 (1') - 2aG(I') - 2ßBo 
k 낌 ‘ 

우선， 앞서 가정한 것처럼 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얻게 되는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그 프로그램에 투입된 저질의 요소량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JjJ를 초과하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식 (3. 18)과 식 (3.7)을 비교하여 식 (3. 19)가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3. 19) SW K (r) >SW* 

다시 말해서， KOBACO 체제에서 얻어지는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얻어칠 사회후생수준보다 높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KOBACO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KOBACO 체제 유지의 논리적 근거인 셈이다. 방송광고시장에 自律觀爭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이 방송사들 사이에 시청률 경쟁을 심화하여서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근거한 저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양산하게 되고(즉 B* > BO) 나아가 방송의 公益↑生을 크게 손상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問題點이 었다. 첫째， 식 (3.19)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B* > JjJ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방송광고시장에서 자율경쟁이 도입되면 각 방송사 

들이 시청률 경쟁을 위해 저질의 요소 투입량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최대치인 JjJ 이상으 

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으로 대 

표되는 저질의 요소 투입이 시청률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과 사회적으로 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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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인 JjJ가 충분히 작다는 가정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었다. 문제는 統計的으로 有意

한(statistically significant) 相關關係(correlation)가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같은 저질의 요소 

투입과 프로그램 시청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백보 양보하여 B* > JjJ 

가 성립되고 그로 인해 식 (3. 19)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KOBACO 체제의 유지 

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식 (3.18)과 식 (3.3)을 비교하면 식 

(3.20) 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3.20) SW*( ï') <SW FB 

이는 KOBACO 체제에서 얻어지는 사회후생의 수준 역시 최적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KOBACO 체제 역시 사회 최적의 결과에 비교해서 비효율적인 요 

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非效率的 要素들은 크게 두 가지 

로 대변된다- 첫째， KOBACO 체제에서는 시청률 경쟁의 억제가 시청률 구성의 두 축인 

저질의 요소투입뿐만 아니라 양질의 요소투입도 억제하여 消費者 全體의 效用을 감소시 

키며， 둘째， 광고기회가 광고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주어지는 대신 KOBACO의 자의적인 

할당에 의해 상대적으로 광고가치가 낮은 기업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사회의 한정자원인 

廣告機會가 非效率的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설령 KOBACO 체제에서의 사회후생의 수준이 자율경쟁 체제에서 

의 사회후생보다는 높게 나타난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의 사회후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보다 정교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상기의 두 

가지 비효율적 요소들을 교정하고 社會 最適의 훔生 水準(SWFB) 에 근접 할 수만 있다면 

오로지 KOBACO 체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해왔던 KOBACO 체제 옹호론자들 

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3.4. 우리의 代案: 品質規制市場(qual ity reg비 ated market) 

앞서 우리는 각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양질 및 저질 요소량은 외부적으 

로는 관측 가능한 사항들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같은 저질의 

요소들은 그 투입량이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불완전하게나마 事後的으 

로 觀測 可能한 變數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정성/폭력성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假定하기로 한다 

假定 2: 각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低質의 要素(B)는 다음과 같은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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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이 가능하다. 

(3 .2 1) 

Ih(B)>O , if B>Bo 
h(B)=~ , h'(-)>O 

10, if B50 B O 

假定 2에서 h(B)는 B가 사후적으로 관측내지 적발되는 확률을 나타낸다 만일 저질의 요 

소 투입량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인 ßÜ에 미치지 못하면 그 확률은 0이고， 그것이 ßÜ 

를 넘으면 ‘陽’ 임을 의미한다. 또 B> ßÜ인 경우 방송사가 저질 요소의 투입량을 늘릴수 

록 그것이 외부에 의해 포착될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절에서는 현행의 KOBACO 체제보다는 사회적으로 보다 효 

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방식의 市場規밟IJ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제안인 

品質規制市場(quaJity regulated market)은 각 방송사가 저질의 요소를 ßÜ보다 많이 투입하였 

음이 사후적으로 관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그 방송사에 F>O라는 벌금을 부과하 

는 방식으로， 이는 정부가 각 방송사의 저질 요소 투입에 대한 선택만을 따로 규제할 뿐 

각 방송사의 광고가격 책정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겨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각 방송사는 그러한 규제하에서 자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될 요소량 (G， B)를 정 

하며 그에 따라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광고가격의 결정이 각 방송사에 주어졌을 때， 각 방송사는 프로그 

램의 시청률이 주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로 광고가치가 높은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수 

준 즉， 두 번째 기업의 광고가치-에서 광고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방송 

사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의 식 (3.2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22) 앙aa π ==V2 (r(G ， B))-aG-ßB-F.h(B) 

식 (3.22)의 각「방송사의 目的힘數(objective function) 에 포함된 F.h(B)는 프로그램 제작 

에 투입될 저질의 요소량(B)을 일정 수준에서 정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칙금의 기대치 

를 나타낸다. 만약에 그 방송사가 저질의 요소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최대치인 ßÜ보다 낮 

게 투입한다면 그것이 관측될 확률 h(B)는 ‘U 이 되고， 벌칙금의 기대수준을 나타내는 

F.h(B) 역사 ‘U 이 된다 그러나 저질의 요소를 BO보다 높게 투입한다면 그것이 관측될 

확률은 h(B) > 0가 되고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벌금이 F이므로 그 벌금의 기대치는 F. 

h(B) > 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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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금의 크기 (F)를 정하는 주체는 정부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방송사가 저 

질의 요소를 IfJ 이상으로 투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한 F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식 (3.23) 이 성립되도록 F를 크게 책정하면 된다. 

(3.23) 
θV2 (r(C** ， BO)) 。

‘ dB U Sß+F.h(BU
) 

식 (3.23)에서 좌변은 각 방송사가 저질의 요소량을 IfJ에서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시청률 증가를 통한 廣告價格의 상승분， 즉 저질의 요소량을 IfJ에서 한 단위 더 증가시켰 

을 때 얻을 수 있는 收益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우변은 그를 통해 더 지불해야 하는 費用

(저질 요소 한 단위의 투자비용+기대벌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식 (3.23) 이 성립한 

다면 저질의 요소를 IfJ에서 한 단위 더 증가시켰을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비용 

이 그 예상수익을 초과하게 되므로 각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저질의 요소를 IfJ보다 크게 

투입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즉， B= ßÜ). 

식 (3.23)에서 C**는 각 방송사들이 이 경우 선택하는 양질의 요소 투입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서 보인 최적화 문제의 일계조건에 의해 다음의 식 (3.24)를 만족하게 

된다. 

(3.24) 
θV2 (r(C** ， BO)) 

α 
￡ 

식 (3.24)의 의미는 自律鏡爭 體옮1)에서 C*를 결정하는 식 (3.5)의 의미와 같다. 즉， 기업 

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양질의 요소 투입량 C**는 양질의 요소를 한 단위 증가 

시켰을 때 수반되는 한계수익과 그에 따른 투입비용의 증가분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결 

정됨을 의미한다. 

定f里 5: C* < C** < cFB 

定理 5는 우리가 제안한 품질규제시장하에서 각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양질의 요소량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유발되는 투입량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각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게 될 양 

질의 요소량이 KOBACO 체제하에서의 그 투입 량보다 크다는 사실이다(즉， C(치 < C*). 따 



國內 放送/黃告市場에서의 號爭導入 方案 -135 

라서 이는 우리의 品質規밟IJ市場에서 각 방송사가 투입하게 될 양질의 요소량이 KOBACO 

체제에서의 투입량보다 크리라는 것도 아울러 의미한다(즉， G(r) < G**) 직관적으로， 정부 

가 현행의 KOBACO 체제에서처럼 각 방송사의 廣告價格 決定機能을 억제함을 통해(즉， 

가격 왜곡을 통해) 방송사의 저질의 요소투입량을 lfl 수준에서 통제할 경우보다 각 방송 

사의 저질의 요소투입량을 사후 관측을 통한 벌칙금을 이용해 IfJ 수준에서 직접 통제할 

경우 방송사의 양질 요소에 대한 투입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에는 각 방송사가 투입하는 저질의 요소량을 억제하기 위한 시청률 경쟁의 억제가 그들 

의 양절의 요소에 대한 투입도 동반적으로 억제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각 방송사 

가 투입하는 저질의 요소량이 시장의 왜곡 없이 직접 통제되므로 그들의 양질의 요소 투 

입량에는 별다른 억제효과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제안하는 品質規밟Ij市場에서는 각 방송사의 저질 요소에 대한 투입이 BO 

수준에서 낮게 통제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시청률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각 방송 

사는 양질의 요소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유인을 갖게 된다 때문에 각 방송사는 이 경 

우 양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을 자율경쟁 체제에서 보다 더 늘리게 되는 것이다(즉， G* < 

G**) . 그러나 이 경우의 G** 역시 사회 최적의 수준인 GFB보다는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각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할 양질의 요소량을 결정할 때 그로 인한 消費者

의 1享生增加는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사의 利得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즉 G** < GFB ). 

두 개의 방송사들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그들의 양질 및 저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 결정은 동일하게 된다(즉 G太 =G호= G**，휩*=B;*=BO) 

따라서 직접적인 品質規制(quality control)를 통한 

(3.25) 소비자 전체의 효용 = 2CS(G** , IfJ) 

(3.26) 각 방송사의 이 익 = V2(ηG** ， lfl)) α:a** - ßIfJ 

(3.27) 광고기 업 전 체 의 이 익 = V1 (끼G** ， IfJ)) - ViκG** ， IfJ)) = </>1 - <þ2 

이 되며， 이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은 식 (3.28)과 같이 표현된다. 

(3.28) SW** = 2CS(G** , IfJ) + V1(r(G** , IfJ)) + V2(r(G** , IfJ)) - 2aG** - 2ß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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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理 6: 정부가 직접적인 品質規옮1]를 도입할 경우 KOBACO 체제에 비해서 社會 全體

의 1享生水準은 높아지게 된다(즉， sw*. > SWK(r)) 각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경우， 

@ 消費者 전체의 效用은 증가하며， 

@ 각 放送社의 利得 역시 증가한다. 그러나 

@ 廣告企業 전체를 봤을 때 그들의 收益은 그 증감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제안하는 品質規制를 통한 체제에서 얻어지는 사회후생의 수준이 價格規制

(price conrtol)를 통한 KOBACO 체제에서의 사회후생 수준보다 높아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품질규제에서는 광고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기능이 왜곡되 

지 않으므로 KOBACO 체제에서보다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양질의 요소량이 증가하 

게 되고 이는 소비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품질규제에서는 

廣告機會가 廣告價f直가 높은 기업들에게 배정됨으로써 사회 가용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 

는 측면에서도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경우， 消費者들은 각 방송사가 양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을 늘려 

(즉， G** > G(r))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으로부터 효용 증가의 효과를 얻게 되고， 각 放

送社는 광고가격결정의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득 증가를 얻게 된다. 다만 廣告企業들 

의 경우， 광고가격이 종전의 P，에서 V2로 상승함으로써 광고비 부담의 증가라는 陰의 효 

과를 갖게 되는 것 외에 광고기회의 변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부수적 

효과가 개별 기업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광고기업의 이익의 변화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광고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기업 1)의 경우， 

KOBACO 체제에서는 2/k라는 확률로 廣告機會가 주어졌음에 반해， 品質規옮1]에서는 언제 

나 광고기회를 얻게 되므로 광고비 상승의 陰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광고기회의 상승이 

라는 陽의 효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상대적 

으로 비효율적인 기업들(기업 t ~ 2)은 광고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중간에 낀 두 번째 기업 (기업 2)은 항상 광고할 기회를 누리게는 되나 광고에 따르는 이 

윤은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의 증가분이 여타 기업들 

의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면 광고비의 상승이라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기 

업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읍의 〈表 1)은 각 개별 광고기업들의 }享生水準 變化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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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個別 廣告企業들의 R흥生水準의 變化

KOBACO 체제하에서의 이득 품질규제하에서의 이득 

2 
기업 l -;-[1/>1 + V(F)- P1 ] 1/>1 - rh_ k 

2 
기업2 -;-[1/>2 + V(r)-P1l 0 

k 

2 
기업k -;-[I/>k + V( i' )-P1 ] 0 

k 

4 새로운 方案의 實行可能性(implementabi I ity) 

直接的인 品質規制를 주안점으로 하는 우리의 새로운 규제방식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 

럼 광고시장에서의 自律的 價格調節機能을 왜곡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현행의 KOBACO 

체제보다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높은 사회후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그 우 

수성이 입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데 있어 운용상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품질규제를 통한 새 규제방안은 광고가격의 결정을 각 방송사의 자율적 판 

단에 맡겨 광고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질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저질의 요소투입에 

대해서 사후관측을 통하여 벌칙금을 부과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벌금이라 함은 금전적 배상만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벌금이 아니라 정부의 모 

든 行政規制(예를 들변， 사과나 시정 명령)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벌금을 뜻한다. 따라 

서 정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실행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바， 우선 현행 

의 KOBACO 체제에서 실시중인 放送審議過程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새로운 

규제방안에서는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4. 1. 現行 放送法에서의 放送審議過程(2)

우선， 현행 국내 방송법에 근거한 放送委員會의 放送審議過程에 대해 살펴본다. 1990년 

(2) 아래 내용은 방송관련볍 및 시행령 중 방송볍， 방송법시행령，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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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에 오랫동안의 放送法 개정 논의가 있었고， 최근 2002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하지 

만 아직도 방송법 개정을 물러싼 논의들이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위 원회 규칙 인 “放送審議에 관한 規定” 준수 여부가 3가지 경 

로를 통해 감시되고 있다. 하나는 각 방송사 대의 자체적 심의이며， 다른 하나는 시청자 

단체의 모니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송위원회 심의이다(3) 이중 방송위원회의 심의 

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방송위원회의 심의방식에 대해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 

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문제가 ‘事前審議인가? 事後審議인가?’의 문제이다. 아직도 이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으나 그 주된 흐름은 사전심의에서 사후섬의로의 전환이 

다 (4) 이러한 경향이 실제 방송법 개정에 반영되어 현재 放送法에서는 放送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하지만 放送廣告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 

되 이를 방송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지 않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심의를 의뢰받은 

민간수탁기관인 韓國廣告自律審議懶훌(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KARB)가 맡고 었 

다 (6) 여기서 잠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논의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칙 그리고 방송위원회 규칙 중 방송위원회기본규칙，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방송심의에관한규 

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3)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조(자체심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 
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방송법 第3條(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 · 編成 또 

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짧惠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청자 수도권 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리방송모니터회， 바른언 

론을위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서울 

YMCA방송모니터회，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매스컴모니터회， 언론개혁 

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등 

(4) 정부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논의들도 많다‘ 본 연구에서 정부 타율 
규제의 문제점을 논하는 데 있어 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자율규 

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의 양심에 따라 자율규제를 행하고 그 책임을 방송사에 
두지 않는다면， 그러한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5)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조(심의의 방법 )CD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32조제 l항의 사항이 방 

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 의결한다 
- 방송법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第 1項 放送委員會는 放送 · 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

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 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 ·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조(심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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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방송광고에 대해 가격규제를 행하고 있는 현 KOBACO 체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放送廣告審議가 아닌 放送審議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된 각 방송사의 저질 요소(B) 투입에 대한 규 

제는 방송심의에 관련한 사안임을 유의하여 방송광고심의절차가 아닌 방송심의절차에 대 

해서만 살펴본다. 

放送法에 서 는 放送委員會(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KBC) 의 각 방송사 프로그램 

들에 대한 심의와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심의를 위해 각 부 

문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7)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보도교양 제 l심의위원회와 연 

예오락 제 l심의위원회가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방송위원회의 放送評價委員會에서 각 방송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 

림 3)을 보변 심의위원회와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위원회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다. 평가심의국에서는 심의결정 위원회의 실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는 제 l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 

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방송광고를 심의 · 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한다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53조(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위탁) 

@ 위원회는 법 제 10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 ·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닥기관은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본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방송법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제2항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t섰종廣告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 · 議決할 수 있 

다 

방송법 第 103條(權限의 위임 · 委託)第2項 放送委員會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

廣告物의 事前審議에 관련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團體에 委

託한다 

(7) - 보도교양 제 1심의위원회 : 지상파방송의 방송내용중 보도 · 교양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심의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 : 지상파방송이외의 방송내용중 보도 · 교양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연예오락 제 l섬의위원회 : 지상파방송의 방송내용중 연예 · 오락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심의 

- 연예오락 제2심의위원회 - 지상파방송이외의 방송내용중 연예 · 오락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특별심의위원회 ‘ 방송가요， 방송언어등 특별히 독립되어 섬의될 펼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심의 



140 經 {齊 論 集 第45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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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放送委員會 組織圖

방송위원회 최고의결기관은 放送委員會 會議이다 (8) 방송위원회 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을 포함한 총 9인의 상임， 비상임위원들로 이루어져 었다(방송법 제21조제 I항) . 방송프로 

그램의 심의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심의 · 의결할 수도 있으나 위원장， 부 

위원장， 상임위원장만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9) 지상파 방송에 대 

한 심의 · 의결 및 제재조치는 방송위원회 회의를 거치기도 하지만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8) 위원회 회의는 공개된다.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합의제에 

대한 오랫동안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9)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6조(의결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 27조 및 제 32조가 규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권한의 위임 빛 위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사무소 및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사무총장의 임영 동의에 관한 사항 
6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규칙의 제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에 병시되거나 위왼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제 l항 각호의 사항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 14조(상임위원회) 

CD 위원회는 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입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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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주 l 회，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 

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한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듯 방송위원회의 소속위원회인 방 

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라는 4개의 소 

속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기관이다 (1 0) 이미 심의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위에 설명한 바 있다 

放送委員會 規則 중 하나인 “審議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規則”을 보면， 방송심의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를 두고 위원은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 

다 (11)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제재조치에 관한 건의를 주로 한다(12) 심의위원회의 회의 

( 10)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 19조(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의위원회는 50인이내의 위원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며， 분야별 각 심의위원회는 5 

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분야별 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l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규정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팔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 1)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심의위원의 자격) 

CD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l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교육 · 문화계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볍조계에 5년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 · 시민단체등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위원장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경험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하되 
다양한 세대의 문화적 수용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별 분포의 적정율 기하여야 한다 

(1 2) -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 제9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l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결정취소 및 확인 

2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한 경고 벚 주의 조치의 건의〈개정 2αlO .8.28) 

2 법 제 l이}조제 l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의 건의 

3 방송볍시행령 제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4 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 ·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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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주 1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 

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 

하여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밟IJ我錯置는 방송법 제 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 · 중지，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방송프로그 

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이다.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이상의 방송법에 근거한 제재조치 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고， 

주의도 제재조치에 포함된다(13) 따라서 경고 및 주의는 規定制我惜置이며， 시청자에 대 

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 ·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 

자에 대한 징계는 法定制我惜置이다 

5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의 처리 

@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심의 · 의결에 있어 특별히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 

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에서 부담한 

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심의정책 또는 심의방향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방송법 第 100條(제재조치등) 

ú) lik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 · 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第33條의 審議
規程을 위 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 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 

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視聽者에 대한 謝過

2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訂正 · 중지 

3 放送編成責任者 또는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戀폈 

(13)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항: “제재조치등”이라 함은 제60조제 1항제 l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및 주의를 말한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0조(제재조치) 

제 l항: 위원회는 제4조제 l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 100조제 l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l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3항 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 I항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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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 제 100조제 1항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송사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명 

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통로 역시 열어두고 있 

다(14) 이상의 법정제재와 아울러 규정제재의 이행 및 반론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다. 

4.2. 새로운 規뿜IJ 方案의 寶行可能性 問題

방송법 개정에 관련된 논의들 중 기존 放送法의 問題點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 

존의 방송 심의가 政府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일부 방송 내용(드라마， 외국 

영화， 광고 등)에 대한 검열적 事前審議가 진행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 

방송의 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한다는 병목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진 

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의 편파 · 왜곡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방송 심의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차원에 한정됨 

으로써 그 결과가 방송국의 재허가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 심의 제재조치가 프로듀 

서나 기자와 같은 실무자에 국한됨으로써， 심의제도가 방송 경영자나 관리자에 대한 효과 

까1 --,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 심의기준의 不明確性과 包括性으로 인해 심의 

제재의 一貴性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등이다. 

어떠한 뽑金體系(pεnalty scheme)가 그 목표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방송사가 이를 실질적인 제재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제재(혹은 벌금)의 강도가 충 

강해야 한다. 식 (3.23) 에서 보듯이 品質規制에서의 벌금체계가 방송의 저절화를 분히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규정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F가 크면 클수록 효과적일 것이 

다. 그러나 현행의 제재조치들은 앞서 논의된 것처럼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더구나， 방송광고시장이 기본적으로 자율화됐을 경우에는 방송사 

(14) - 방송법 第100條(제재조치등) 

@ 放送委員會는 第l項第 l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당사자 또는 그 代理A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代理A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 l項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 

H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재섬을 청구할 수 있다 
@ 放送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代理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3장(심의절차)제2절(재섬절차)저1166조부터 제71조는 방송사의 

위왼회에 재심요청의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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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저질의 요소에 대한 투입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제재조치들 

로 자율경쟁하에서의 방송의 저질화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안한 品質規制體制하에서는 우선 현행의 제재조치들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가령， 방송국의 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시적으로 방송국의 영업권을 제한 

(예컨대， 방송은 하되 광고를 내 보내지는 못함)하는 조치 정도는 내릴 수가 있어야 한 

다. 또한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을 시 하나의 벌금 F만을 부과하기보다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러 벌금 F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규제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의 KOBACO 체제에서는 “放送審議에 관한 規

定”에 의해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대략 다음의 단계로 差等規制를 실시하고 있다.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중지 

@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여기에 방송사의 광고영업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동을 더하여 각 방송사가 이를 

보다 실질적인 제재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방송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Jf!)보다 선정성/폭력성 등 

저질의 투입요소(B)가 클 경우， 이것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觸發確率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식 (3.23)에서 보듯 규정위반 시 방송사가 지불할 벌금의 기대치는 실질벌 

금 F와 그것이 적발될 확률 h(B)의 곱으로 나타나며 벌금 F를 늘리는 데 현실적인 한계 

가 있다면 그 적발확률 h(B)를 늘림으로써 각 방송사의 기대벌금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반 사항들을 보다 객관화하여 방송사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하며 아울러 방송 옴부즈만 제도나 시청자 고 

발 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市民 藍視體옮Ij의 도입도 또한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벌금체계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벌 

금체계를 직접 운영하는 主體(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의 公正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구나， 규제의 강도가 보다 강화된 상태에서는 규제 당국의 불공정한 규정 적용으 

로 인해 파생될 폐해 또한 막심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규제의 규정들을 보다 細分化하고 客觀化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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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규제를 심의 · 의결하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 

로 이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規옮IJ 機關의 獨立性이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심의의 기능이 방송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그 최고의결기관인 방송위 

원회 회의의 구성원(즉， 방송위원)들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 여당， 야당에서 분할 행사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방송심의기능이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반 

수(5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할 수 있고 주요 결정들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송위원회는 그 기능이 현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정치권 또는 현 정부로부터 獨立된 放送審議機構의 설립은 방송 

심의기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5 結 論

현행의 KOBACO 體制가 성립된지도 어느덧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날은 새로운 천년 (nεw millenium) 에 접어들어 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디지 

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의 디지털화， 위성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성방송의 출현 

등 방송계에도 그 어느 때 보다 커다란 변혁의 움직임들이 감지되는 시점이다. 또한 放

送市場의 開放은 곧 닥쳐올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放送公益論者들은 말한다 방송광고시장이 자율화되면 방송사들 사이의 시청률 경쟁이 

섬화되고 그것이 방송의 低質化를 초래하여 방송의 公益性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따 

라서， 그러한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방송광고시장의 자율경쟁을 억제해야 한 

다고. 그러나 이 주장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구더기가 많이 끼게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장 담그기 자체를 포기하거나 최소한으로 억제하자”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장맛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최소한의 장 

맛만을 즐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맛을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장은 담가야 한다 장을 담그되， 어떻게 하면 구더기들이 최소한으로 끼게 

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는 것이 장 담그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보 

다 현명한 방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논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放送廣告市場에서 自律親爭은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사들로 하여금 視聽率 親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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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유도하고 그를 통해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제공하게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펼요하다. 다만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근거를 둔 저질의 방송프로그램들이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따로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 

러운 것은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같은 저질 요소의 투입은 100% 완벽하게는 아니라 하더 

라도 불완전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확률로 事後的으로 관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뿔j金옮Ij度 (penalty scheme)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방송의 저질화를 제어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다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의 도입이 방송의 저절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방송공익론 

자들의 주장은 爛情性이나 暴力性과 같은 방송의 저질적 요소들이 I願惠率을 상승시킬 것 

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같은 방송의 저절적 요소 

들과 시청률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주장이 그 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 

지만 백 보 양보해서 설령 그 가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 KOBACO 

체제보다는 효율적으로(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면서) 방송의 저질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品質規휩1])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곧 광고시장에서의 자율경쟁 

의 도입을 억제하고 현행의 KOBACO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에 그 어떤 정당성도 부 

여하지는 못한다-

무릇， 사회의 어떤 개혁도 그것이 이익의 재분배를 낳게 된다는 측면에서， 放送廣告市

場의 改童에 대해 많은 이익단체들이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시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 

해야 할 많은 市民團體들이 그 실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放送의 公益性’ 을 강조하는 

방송공익론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옹호해 

왔던 현행의 KOBACO 체제는 방송사들 사이의 시청률 경쟁을 억제하여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같은 低質의 要素에 대한 투입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良質의 要素 투입 역시 줄이게끔 유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후생 

을 감소시켜 왔던 것이다 결국，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방송광고시장에 관한 한 시 

민들의 후생을 제어하는 일에 앞장서 온 셈인데， 더구나 언론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 

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공권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시민사회의 자유를 위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시민사회의 자유를 부르짖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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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단체들이 현행의 KOBACO 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 또는 옹호를 해 왔다 

는 것은 기막힌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副敎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63 

팩 스 (02)886-4231 

E-mai1: sonkukim@snu.ac.kr 

附錄: 定理의 證明

• 定理 1 證明

CS(G， B)는 한 단계 계단형 함수이고， CS-(G)는 매우 큰 음의 가치를 가지므로 유 >BO 

(j ==A ， B)가 정답일 수는 없다 다만， Bj<Bo가 답이 안 될 조건으로 우리는 다음이 성립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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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는 假定 l에 의해 보장된다. • 
팀 定理 2 證明

우선 r(GA, BA);:: r(Gs• Bs)라고 가정 하자. 그렇다면， V1(rA) > V1(rs), V2(rA) > 까(rs)가 될 것 

이 다. 여 기 서 rA 三 r(GA, BA), rs == r(Gs, BB)이 다. 만약에 방송사 A가 광고가격 을 PA == V1 (rA) 

로 책정하면 방송사 B는 광고가격을 PB == V\(rA) - ê.으로 책정하고 결국 방송사 A는 광고 

를 기업 1에게 팔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은 V1(r-A) 一 PA ~ V1(rB) - PB 즉， PA $. V\(rA) - (V1 

(rB) - PB)임 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 는 PA 으 V2(rA), PB ~ VÞB)임 을 알 수 있다 왜 냐하면， 

만약에 PA = V2(rA)이면 방송사 A의 광고를 사고자 하는 기업이 적어도 2개이고， 방송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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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개의 광고를 팔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사 A는 그 가격에서는 자신의 광고를 언제나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방송사들은 적어도 기업2에게 광고를 팔게 되는 최 

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기업 l은 기업2에게 팔 수 있는 가격인 V2보다 높은 가격에서 유지 

하고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PB > V2(rB)라고 하면 그것이 유의 

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방송사가 B가 그 가격에 자신의 광고를 기업 I에게 파는 경 

우인데(왜냐하면 그 가격에서 기업 2는 광고를 사지 않을 것이므로) 이 경우 방송사 A는 

기업 l을 뺏기 위해 PA < Vj(rA) - (Vj(r，β) - PB)를 매기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쉽게 PB = V2 

(rB)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PA ::; V1(rA) - (Vj(rB) - VÞB))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정에 

의해 

PA ::; Vj(rA) - (V1(rB) - V2(rB)) 

= VJ (터) - (Vj(rA) - Vz(rA)) 

= Vz(rA) 

이므로 방송사 A 역시 PA = V2(rA)를 매기게 될 것이다 

• 定理 3 證明

• 

定理 3과는 반대로 B* ::; IfJ라고 하자. 그런데 假定 1에 의해서 V'(r(GIB, IfJ)) . rb(G담， 

IfJ) > ß이므로 식 (3.6)을 만족시키는 B*가 IfJ보다 작기 위해서는 G* >G맴이어야 한다. 

(": rgb < 0, V" < 0) 이는 다음의 〈그림 4)를 보면 명백해진다. 

β 

V'(r(GJB, B)) . rb(GJB, B) 

V' (r(G*, B)) . rb(G' , B) 

x; xg 

〈그림 4> G* > G담인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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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 Jfl) + V'(r(C, BO
)) • rg(C, IfJ) 

V'( r(C, B*)) . rg(C, B*) 
V’(r(C , O)) . rg(C , 0) 

G CFB G 

〈그림 5) C* < cIB 

그러 나 G담는 CSG(GIB, BO
) + V'(G쁨， BO

) • rg(G담， B()) = α을 만족시 키 고 G*는 식 (3.5) 를 

만족시키므로 假定 2에 의해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CS(G, BO) + V'(G, B()) . rG(G, BO) > V'(r(G, 0)) . rG(G, O) 

> V'(r(G, B)) . rG(G, B), ~ γB~O 

그리고 〈그림 5)에 의해 G* <G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 <G담를 도출하게 되고， 다시 〈그림 5)에서 보다시피 G* <G담로부터 B* >Bo 

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B*::; BO는 모순이 된다. 아울러 〈그림 5)로부터 B* >B。이므 

로 G* <G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j] 定理 4 證明

定理 3에 의해 B*>B。이므로， <그림 6)에 의해 우리는 G(i) < G*임을 알 수 있다 • 

• 定理 5 證明

(i) G* < G** 

식 (3.5) 에 의해 G*는 V'(G* , B*) . rg(G*, B*) = α를 만족시키며 식 (3.24)에 의해 G**는 

γ(ltG**， Bo)) • rg(G**， BO)=Q를 만족시킨다- 그런데 r.~b < 0이고 BO <B*이므로 우리는 쉽게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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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 

기울기: -a/ß 

G(r) G* G 

〈그림 6) G(r) < G* 

G* < G**임을 알 수 있다. 

(ii) G** < G!/ 

GXB는 CSG(G담， BO)+V’(κGIB， SD)) • rg(G，담， BO) = α를 만족시키므로， 식 (3.7)과 비교하 

여 우리는 쉽게 G** < GIB임을 알 수 있다. l 

• 定理 6 證明

G** > G(r)이 고， B** = BO = B(f)이 므로 당연히 sw** > SwK(꺼이 다. 마찬가지 로， 소비 자들의 

경 우 2CS(G**, BO) > 2CS(G(:r), BO)로 그 후생수준이 증가하고 각 방송사의 이 득 역 시 아래 

에서 보듯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 - aG(r) - ßBo < V2(G(f, B이) - aG(f) - ßBo 

< V2( r(B**, SD)) αG** - ßsD 

하지 만 광고기 업 전체 의 효용은 品質規制의 경 우 V，(ηG**， SD)) 까(πG** ， BO)) = ø, - Ø2인 
2-" 

데 비해 價格規制의 경우는 2V(r(G(i'). BO ))+~ I <Þ, - 2Pt 으로서 P，의 수준에 의해 그 증감 
k ;:j 

이 결정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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