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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어린이 대상 템려|비전 프로그램의
애용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1990 년대 미국의 텔레비전 규제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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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인간의 행동은 주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환경
중 텔레비전 시청이 최근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인격형성，
행동발달 변화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가정， 종교 등 전통적 사회화기

구(socialization institution) 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상대적으로 TV 의 영향력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 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10~19 세)은 평균 주중 1 시간 30 분， 주말 3 시간 30 분 정

도 텔레비전을 시청한대통계청， 2000). 따라서 텔레비전은 가족의 영향을 제외하
고는 어린 시절 가장 커다란 교육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uston，

et al. 1992),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틀어갈 시기에는 이미 3 개 학년 정도의 시간
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되었디{Murray，
또한 미국 섬리학회 (American

1995).

Psychological Association) 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에서 평균적으로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8 ， 000 건의 살인장면과
1) 이 논문은 2001 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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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 번 이상의 폭력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접한다고 한다{APA.

1993).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텔레비전과 함께 보내는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
을 보고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따
다. 이미 잘 말려진 대로 청소년기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의 시기이며， 주위 환경

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영향에 민감한 때이다. 텔레비전이 션
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호t을 끼칠 것이
고， 교육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면 텔레비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껏
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접촉하고 있는 텔레비전 환경에서 유해한 부분을 제거하거

나 완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반대로 유익한 부분은 권장하고 늘리는 대
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볍률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청소
년들이 지주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내용 중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부분을 제
거하도록 규제하거나， 교육적 프로그램을 일정량 이상 방송하도록 권장하는 방딴

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와 연관되어 복잡한 법리책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텔레비전올 뜰
러싼 규제환경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었던 규제완호K deregulation) 정책에서， 시깎
의

실패로

인해

공중의

이익 (public

interest) 담보가 어려워져 다시 재규제

(re-regulation)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가 심리적으로 외부환경， 즉 텔레비전에 의해 창조

된 환경의 영향력이 아주 큰 시기이므로 이틀의 이익올 보호히는 형태의 프로그
램 내용규제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1990 년 이후 미국에서는 일련의 어
린이/청소년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규제 법안이 ‘수정헌법 제 1 조’ (The

First

Amendment) 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 속에서도 성공적뜨
로 의회에서 입법화되었으며， lqCC 에 의해 현재 집행되고 있다.

지난 10 여 년 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모니터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시청자 단체의 텔레비전 감시운동은 다음 단계 운동목표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

2) 미국의 FCC 는 1960 년 어린이/청소년들의 이익이 전파의 공공 수탁자로서 방송이 담보해야 델
14 가지 공중이익 중 하나라고 명시하였다{44 FCC 2303 , 1960) 또한 Pacifica V.S. FCC (438 US
726 , 1978) 판례에서 미 대법원은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의 이익을 보호하
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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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내용규제의 입법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유해 텔레비전 환경에 대한
볍적 • 제도적 규제 기능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교육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제정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 년대 초 미국에서 도
입한 일련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폭력물 내용규제 법안의 입법과정을 설명하고，

이 법안들이 제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방송규제의 네 당사자인 공중(시민단체)， 의
회， 규제기귀FCC) 그리고 방송업계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용해 최종 법안，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와논 다른 입법 취지에서 제
정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육적/정보적 요소를 권장하는 법안인 ‘어린이 텔레비

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 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안， 시행되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안들의 입법화 기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덧
붙여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분석해 우리 시민단체틀

의 시청자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텔레비전 내용규제 법률제정 현황

미국에서는 FCC 의 규제 태도에 따라 네트워 3J} 방영하는 어린이대상 프로그

램의 질과 양이 변화해왔다.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가정을 파고 들어가던 1950
년대에는 더 많은 가정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게끔 하기 위해， 즉 더 많은 시청
자를 확보하여 높은 광고료를 받기 위해 네트워크는 주당 평균 30 여 시간의 어린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디{Kunkel ， 1990).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은

자녀에게 유익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깨끗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50 년대 말 대디수가 텔레비전을 구입한 후에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편성 중심

이 높은 구매력 때문에 광고주에게 더 매력적인 성인 계층으로 옮아가면서 어린
이 프로그램은 줄고 복력이 난무하는 성인용 프로그램이 급속히 늘어났다. 다시
말해， 광고주에 의해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8~49 세 사이의 연령층을 제외

하고는 다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익구조상 상업텔레비전 방송에서 제작하
기 힘툴다는 것이대Watkins ， 1987)

그 결과 1961 년 당시 FCC 의 의장이었던

Minow 는 “텔레비전이 좋은 것을 보여줄 때는 아무것도 이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나쁜 것을 보여주게 되면 더 이상 나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 현재 우리는 텔레비전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루종일 보아도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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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펼쳐진 거대한 황무지(vast wasteland) 만을 보게 된다."라는 유명한 연설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난하였다{Minow

& Lamay ,

1995)3)

한편 1980 년대 들어서 Reagan 정부의 탈규제정책에 의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한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거띄

모든 규제를 사실상 품고 시장기능에 프로그램 수급을 맡겼다. 당시 FCC 의장이
었던 Fowler는 “방송에 우리의 공공이익을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다. 공공의 이익
이 무엇인가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중(public) 이 정해야지 정부나 의회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며 “텔레비전은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정의 필수적인 가전제품

(home appliance)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토스터 (toaster)" 라고 말했다{Hundt，
1995). 그 결과 1970 년대 주당 4~5 시간 정도를 유지하던 3 대 네트워크(ABC ，
CBS , NBC) 의 어린이프로그램이 1980 년대에는 1.5시간까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
디{Kunkel， 1990)
1990 년대 Clinton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방송의 규제환경은 다시 재규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당시 FCC 의장인 Hundt는 “이런 토스터에서 구워
내고 있는 것은 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다
고 Fowler의 입장을 비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애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Hundt，

1995). 사실 이러한 1980 년대의 과도

한 탈규제정책에 대한 시청자단체， 의회， 학계의 반발이 1990 년 ‘텔레비전 폭력감
소법’ (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과 ‘어린이 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 CTA) 의 제정을 가져왔던 배경이 되었다.4) 의회， FCC 에 의한 어린
이/청소년 대상 TV 프로그램 규제 경i>J.은 1990 년대 초， 중반에 걸쳐 극대화되는
데， 예를 틀어 1993 년도 103 차 의회 회기 중에는 무려 9 개의 각종 TV 규제 볍안
과 2 개 동의안(Res이ution) 이 제출되었다{Windhausen， 1994). FCC 의 경우에도 새

로 의장에 취임한 Hundt의 지휘아래 CTA 법안의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 계속되었으며 (Hundt

& Kohnbluh ,

1996) , 결국 방송규제 사상 처음으로 프로그

램 내용에 대한 내용적， 양적 제한규정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1996 년 채택해 실행

3) 이 유벙한 연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Minow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In 1961 , 1 worried that my children would not benefit much from television, but in 1991 , 1 worry
that my grandchildren will actually be harmεd by it."
4) 같은 맥락에서 폭력물 프로그램의 등급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큰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V_chip

통과되었다

창착법안(H.R.

1555 , S. 652 104th. Congress , 1st

Sεssion， 1995) 이 계속해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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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Docket No. 93-48; 96-335).

이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져 Clinton정부의 마지막 의회 회기 중 Hollings 상원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불 보호법 (Children’s Protection from

Violent Programming Act) ’이 상원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Ad Week ,
09/25/2000) , 2001 년 3 월에는 Shows 하원의원이 같은 명칭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
하였다{H.R. 1005 , 107th Congress , 1st. Session). 이 법은 의회에서 청소년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1993 년 Hollings 상원의원
에 의해 제안된 법안(S.

1383 , 103rd Congress , Ist Session, 1993)과 같은 것으로

7 년여에 걸쳐 무관섬 속에 표류하다가 겨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이것
은 Hoerrner(1999) 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TV 폭력물에 대한 의회의 관심
은 정치적 섬별조작(symbolic politiocs) 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설을 보여주는 예이

다. 1994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아젠다의 하나로 이 법을 제안
하였다가 선거 후에는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썩히고 있었다는 것이
다. 그 후 다시 대통령 선거해인 2000 년에 이 법안이 정치적으컬 재생되는 과정
을 살펴보면 Hoerrner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5)

이 폭력뭄 보호법은 1998 년에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제나 시청제한 장치인 V-chip 이 청소년들의 폭력， 선정불 시청을 효과적으로 막아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되었는데， 과도하게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시간대에 빙송을 원천적으
로 금지하는 ‘방송안전시간대 (safe- harbor) ’ 성격을 지닌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Clinton정부와는 다른 성호탤 가진 Bush 행정부에 있어 폭력물법이 상，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나， 폭력적 프로그램 같은 유해 텔레비전 환경
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는 데는 지대한 정부의 이익 (compel1ing governmental

interest) 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 법에 확장 적용되고 있어 법리적으로 주목할만하다.(Kahlili ，

1996)6)

5) 이 법의 정치적 재생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6)

Section 2. (7) , (8) 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is a compelling gO Viσ'l'nmental interest in limiting the negativε influences of violent video
programming on children.
(8) There is a compeljjng govemmen띠1 interest in channeling programing with violent content to
periods of the day when children al‘ e not likely to comprise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television audience.
이 법 안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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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비전 폭력프로그램 대처 법안의 제정 과정
앞에서 논의한대로 1990 년대 초에는 TV 폭력물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가 높아

져 의회에서 일련의 규제법안 제정이 시도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텔레비
전 폭력물 감소법안’ (Television
폭력물 보호법’ (Children’s

Violence Act of 1990) 과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Protection from Violent Programming Act of 1993) 이다.

이 두 법안은 제정배경이 서로 다른데 전자는 방송엽계의 자율적인 폭력물 감소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간접적 규제 법안이었다면， 후자

는 폭력물 밖송을 직접 규제히는 좀더 적극적인 방식의 법안이었다.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우려는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50 년대부터
미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방
송협회 (NAB) 는 폭력과 성적 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규정 (NAB

Program Code)찰

만들어 모든 방송사가 지키도록 권유했으나， 이 규정을 방송사블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지 않아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웠다{McCaπhy ， 1995). 한편 1960 년대 중반
점증하는 사회적 폭력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의회는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Violence ’를 구성해 연구를 하였는데 텔레비전이 폭력량
가와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Surgeon General’s Repoπ， 1972). 이
결과에 의거해 상， 하원은 합동으로 FCC 에 텔레비전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으토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1975 년에
최초의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나왔대Report

FCC

on the Broadcasting of

Violent , lndecent & Obscene Material , Report , 51 F.C.C. 2d 418 , 1975). 그 후 텔
레비전 폭력물 감소를 위한 몇 차례의 청문회가 열렸고 의회는 폭력물에 대한 방
송업계의 X벼적 정화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강력한 규제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송업계는 그때마다 폭력물 감소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

다고 약속했으나， 청문회 열기가 식어짐과 똥시에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
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폭력의 빈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7) 미 의회의 텔레비전 폭력불에 대한 규제 시도가 늘 용두사미격이 된 이유는 의원들이 텔레비
전 폭력규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미지 관리를 위한 조작(symbolic p이itics)으로 사용해 나타난
결과라고 Hoerrner(1999)는 해석하였다. 30 여 년간에 걸친 의회의 텔레비전 폭력불에 대한 입법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텔레비전에 실제 나타난 폭력물의 증가와 폭력물 규제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 (action)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던 폭력사건의 발생

이후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한 규제 시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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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의 자발적인 폭력물 감소 노력을 지켜보던 의회는 방송되는 폭력물의
양이

감소하지

않자

1977 년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의회보고서’ (Repoπ

on

Violence on Television , 95th Congress , 1st Session , 1977)를 채택하고 다음의 5 가
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로 텔레비전 폭력물 시청과 폭력 간에는 확정적인 인과관
계가 있다고 말할 큰거는 없으나 과다한 시청은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효과가 있
다고 본다. 둘째， 텔레비전에 폭력불이 만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지역방송사

(local station) , 제작자， 배급사 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귀책사유는
네트워크에 있다. 셋째， 부모들의 관여가 텔레비전 폭력물의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넷째， 폭력물에 대한 규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가 더 효
율적이다 그라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 조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텔레비전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틀을
의회， FCC , 시청자 공중들이 합의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은 1996 년

Telecommunication Act 에서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

드는 데 기본원칙이 되었다. 예를 틀어， TelComm. Act 에서는 네트워크가 주동이
되어 자발적으로 TV 프로그램 등급제를 만들 것을 권유했으며， FCC 에게는 네트
워크의 자율등급제를 추인할 권한을 주었고， 등급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부모
들이 자녀틀의 시청을 등급정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V-chip 을 모든 수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TelComm.

Act of 1996 , Section 551).

하지만 FCC 에 의해 시도되는 어떠한 폭력물 규제 방침도 그것이 엽계의 자발
적 규제를 유도한 것이든， FCC 에 의한 강제 규정이든지를 막론하고 표현의 지유
를 보장한 수정헌법 1 조(First Amendment) 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받을 개연성
이 있다. 그러나

Pacifica Foundation v.s. FCC(438 U.S. 726 , 1978)

판례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5-4 의 평결에서 대법원은 라디오 방송의 경우 부적절한 내용，

이 경우 농도 짙은 성적 농담이 무차별적으로 어린이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므로
FCC 가 방송시간을 규제한 것은 수정헌법 1 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
원은 방송이 모든 매체 중에서 가장 약한 정도의 수정헌법 1 조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메시지에 대한 판별력이 없는 어린이에게까지 방송의 메
시지가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회는 수정헌법 1 조

와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텔레비전의 폭력물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폭력 규제 법안의 입안， 청문회 등에 관심을 보이나 선거 후에는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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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으며， 특히 시청자 공중(public) 이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계가 자

발적으로 규제 원칙을 만든다면 수정헌법 1 조와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Schelegel, 1993).
현재의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에는 전파자원 희소성 (spectrum scarcity) 원칙이
예전의 가치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희소자원인 전파의 선의의 사용재bona

fide fiducian;) 인 방송사는 공공이익 (public interest) 을 위해 더 이상 봉사할 필요도
없고， 공공 이익을 담보로 공중도 더 이상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명분

도 없어지게 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던 시기에도 방송 내용에 대한 어

떠한 규제 시도도 음란， 명예훼손， 안보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위헌이라논 해석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전파 희소성이 사라져 방송의 공공성이 약해진 지금은 다콘
강력한 법 이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폭력물 규제에 대한 위헌시비를 피할 수 없

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텔레비전 폭력물에 시청자 공중의 막대한 이익 (paramount
interest) 이 담보되어 있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입법배경 (legal history)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텔레비전 폭력물 대처법인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
법’ (Children’ s

Protection from Violent Prograrnming Act of

1993) 이 제안된 것이

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
제를 유도하는 법 (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과 다른 입법 배경을 지닌 볍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린이의 장래 보호라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이

익이 담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릅 제한
할 수도 있다는 법리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았다는 것이대Wilhelm ， 1992).

1)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볍얀(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

텔레비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폭력물의 양은 엄청나다. 미국 청소년
틀은 주당 평균 27 시간， 즉 하루 거의 4 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시청한대SchelegeJI，

1993). NTVS(National Television Violεnce Study, 1998)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룹
이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만화 프로그램의 50% 가 폭력을 미화하고 있고 폭력적
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사회는 최근 점
점 더 폭력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 텔레비전 폭력에 관한 수많은 연구는 비록
미국 사회의 폭력이 100% 텔레비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책염
이 있다고 갤론짓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전체 사회 폭력의 5-15% 가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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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따라서 사회적 폭력

의 직접 희생자인 공중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폭력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자신
들의 공적 권력 수임기구인 의회에 요청할 수 았다. 이것은 수정헌법 1 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권리보다 더 근원적인 국민의 생존기본권 문제이다. 이
라한 논리 아래 의회는 수정헌법 1 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텔레비전 폭력
감소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을 만틀 수 있대Hayes ， 1994).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의회에서 수정헌법 1 조와 배치되지 않는 폭력불 감소법안을 입법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볼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직접적인 내용규제보디는 방송업계의 지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업계의 감소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텔레비

전 폭력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 텔레비전 네트워크 경영진틀은 폭력을 자율적으

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독점 금지법 (Sherman

Antitrust Act) 이 이를 막는다고 변명하였다. 그래서 Simon 상원의원이 주축이 되
어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볍은 독점금지법 적용을 방송업
계에 한해 3 년간 면제해주는 것으로 네트워크 방송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
의하여 효과적인 텔레비전 폭력감소 방안을 만들도록 배려해준 것이다{H.R. 1391 ,

101st Congress , 2nd Session , 1990).

따라서 이 법은 3 년 한시 법안으로 1993 년

12 월 1 일부로 자동 페기되었다.

폭력감소법은 방송사에게 폭력불 감소를 위한 어떤 구체적 지침도 없이 단지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3 년간 면제해 방송엽계가 자발적으로 폭력감소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
한 직접적인 규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1992 년말까지도 이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개 1992 년 12 월이 되어서야 폭력불 규제원칙을 공동 발표하였
다. 이 자율규제 원칙에서는 폭력을 미화해서는 안 되며， 시청지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강도의 폭력물은 방영해서는 안 되고， 폭력에 의한 육체적 고통을 직접 표
현하지 말며， 어린이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폭력행위는 방영하지 못한다고 규
정했다. 특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폭력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폭력이 미화된 폭력 (glamorous violence) 이며， 강도 높은 폭력인지에 대한 기
준 섣정이 네트워크에 일임되어 있고， 폭력 (violence) 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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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규정도 없었디{Schelegel，

1993).

이러한 생색내기 행동 이후 텔레비전 폭력감소법의 3 년 유효시한이 12 월로 다
가오는데도 방송업계에서는 1993 년 가을 시즌부터 폭력 프로그램에 경고문을 삽
입하겠다는 약속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ß) 게다가 경고문

표시 대상에 케이블업계， 독립 방송λh 신디케이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이에 발끈한 의회는 1993 년 5 윌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방송업계가 60 일 안에 구체적인 폭력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가 더 강력한 제재법안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Popham ， 1997).
의회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굳복한

네트워크와 케이블 텔레비전 업계는 며

러 이해 당λ}지들이 모여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을 평가하는 독립 평가기구

를 만드는 것에 마지못해 동의했고， 또 네트워크와 케이블 업계가 각각 제 3 의
단체에 프로그램 폭력지수를 측정히는 용역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결과 케
이븐업계는 비영리 민간시청자 단체인 미디어스코프(MediaScope) 에， 네트워크는r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거브너 (Gerbner) 의 것을 포함한 여러 제안
을 심사한 겹과 UCLA 부설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소(Center for Communication
Policy) 에 연구용역을 주었다. 이라한 네트워크와 케이블의 조치를

Simon 상원의

원은 방송규제 역사상 기록할만한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Simon， 1994).

2) TV프료!그램 등급채 시행 법안(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위에서 논의한 폭력물 감소법안이 방송업계의 자율적 감소대책을 논의하는 벙
석을 펼쳐준 법안이라면 여기서 설명하는 법안은 이러한 자율적 규제대책의 실제
집행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내용규제를 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물의 악형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프로그램 등급제 (television
를 통한 시청제한이라고 주장하였다{H.R.

Program Rating)

Report, 104-458 , 104th Congress , 2nd

Session, 1996). 따라서 이러한 등급제를 방송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등급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청차단 장치인 V-chip 을 의

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생겨 이 법안이 제안된 것이다.
8) 이 경고 표사는 “폭력적 내용이 담겨 있으니 부모의 주의가 요망됨 "(Due

content, parental discretion is

advised) 이라는 간단한 내용이다

to

somε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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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시행법안에 의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업계

가 자발적으로 1 년 안에 구성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교 만약 1 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FCC가 학계， 시청자， 업계의 대표들로 등급판정 위원회를 만
틀도록 규정하고 있다{TelComm. Act, Section 551 (b) (e), 1996). 또한 효율적인

시청차단을 위해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수신을 제한하는 장치 (V -chip) 를 앞으로 미
국에서 판매되는 13 인치 이상의 모든 수상기에 장착하여 과다한 폭력이나 섹스
묘사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시청을 부모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하였다{Section 552). 이 법은 뉴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낙후된 미 연방 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중 FCC 의 규제 관할권을 규정한 303 조에 대한 수
정안(47

U.S.C. 303) 에서 출발했다 1995 년 하원(H.R. 1555, 104th Congress, 1st

Session, 1995)과 상원(S. 652, 104th Congress, 2nd Session, 1995)은 비슷한 내용
의 법안을 제출하는 데 최초 제안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형성에 따른
통신， 방송분야의 경쟁에 대한 FCC 의 규제권한 확대만 주로 논의되어 있었고 텔

레비전 폭력물을 제한하기 위한 등급제 등과 같은 조항은 없었다. 그래서 상하
양원에 제출된 볍안의 최초 제목。l

‘Development of Competitive Telβ:communication

Market’이었다. 상원에서 법안이 논의되던 중 1995 년 6 월 13 일

Conrad 상원의원이

이 법에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폭력물， 선정물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항을 첨가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되었대 S. AMDT,

1275 for S. 652)). 같은 날 Liberman 상원의원이 이러한 제한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등급제를 포함한 기술적 제한조치도 추가하자고 수정 제안하였고 이것
도 채택되었다{S. AMDT 1347 for S. 652). 한편 하원도 상원이 이러한 수정 움
직임에 동조해 8 윌 13 일 Markey 의원이 발의해 등급제와 V-chip 도입에 대한 수
정안을 첨가해 넣는대 H.

AMDT. 747, 748 for H.R. 1555). 상하 양원의 이 두

법안은 다음해 통합되어 단일법안으로 확정되는데(1996. 2. 1) 이것이 통칭 TV 프
로그램 등급제 시행 법안(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Public Law No. 104-104)

이다.

재미있는 것은 1990 년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과의 제안자이자 열렬한 텔레비
전 규제론자인 Simon 상원의원은 이러한 V-chip 법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

여주었다는 것이다9) 그는 이 법이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텔

9) Conrad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Simon의원은 반대，

Hollings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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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폭력물에 대한 통제 책임을 방송사로부터 부모 쪽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라
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방송국은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긴 후 송출하게 되면 불
것이냐 아니냐는 수신자， 즉 부모들이 결정하게 됨으로써 텔레비전 폭력의 폐해

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자발적으로 텔레비전 폭력올 줄일지 의문스럽다
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과 집에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에는 통제할 방
법이 없고，

V-chip 해독코드도 컴퓨터나 전자게임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쉽게 풀

수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대Popham，

1997).

FCC 는 미 공법으로 확정된 TV프로그램 등급제 시행 법안(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 Sec. 551 에 규정된 TV 등급제에 대해 방송업계가 자발적 프로그램
등급제 시안으로 제시한 “ TV Parental Guidelines" 를 최초 등급제 시안 제출 이후

1 년여 만에， 그리고 1 차 수정된 등급제 시행 후 6 개월만에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FCC , CS Docket No. 98-35 , 97-55) 이것은 의회가 FCC 에 위임한 등급제의 최
종 추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0) 등급제 제정 과정을 보면 미 방송업계를 대표
하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 NCTA(N 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빠ion) 등이 주축이 되어 1968 년 이후 30 년 동안 등급제를 개발， 실시해 온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의 도움을 받아 1997 년 1 월 17 일
프로그램을 폭력성， 선정성 정도에 따라 TV-Y , TV-Y7 , TV-G , TV-PG , TV-14 ,

TV-MA 등 6 개의 연령별 등급으로 나누는 1 차 등급제 시안이 만들어졌다. 이 죄
초의 시안은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정보를 표시하
지 못한다고 학계， 시청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치열한 공격을 받았다. 따
라서 선정적， 폭력적 내용에 부가해 언어적， 암시적 내용의 정도를 별도로 표시하
는 수정 등급제를 1997 년 8 월 1일 다시 제안하였고 동년 10 월 1일부터 시범적으
로 실시하였다. 이 등급제에 대한 유관기관， 단체의 반응을 종합해 FCC 는 1998 년

3 월 12 일 수정시안을 최종 승인하여 현재 사용중이대FCC ， CS Docket, 98-35).
수정 등급제는 엽계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제정된 순수한 자율 등급제로 케이

블， 공중피륜 망라하여 적용되는 단일기준 똥급안이다. 또한 법적 논쟁에 대해서
10) TelComm. Act에서는 등급제를 업계의 자발적 의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
한 최종 승인 권한은 FCC 에 위임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업계의 노력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TelComm. Act 통과 l 년 이내 업계가 시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안 제출 1 년 이내 FCC 가
그 타당성을 판정해 추인하도록 규정했다
개입하지 많도록

TelComm.

화하고 있다(Section

이러한 FCC의 승인과정에 FCC 의 자의적 판단이

Act는 유관 민간단체와 엽계의 시안을 협의하여 평가히도록 명문

551 , (b), (2)

Advisor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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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elCom Act에서

규정한

스케줄과

정신에

따라

만틀어졌으므로

Amendment와 상치하지 않는다고 FCC는 유권 해석했다{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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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1997). 사실 FCC

에 의해 승인된 등급제는 방송업계와 의회， 행정부와의 타협 결과 만들어진 것이
다. 그러나 TelComm Act에 의한 등급제 강제 도입 시도에 대해 방송업계는 크게

반발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First Amendment 규정을 들어 위헌소
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TelComm Act 에 규정된 인터넷올 포함한 on-line
정보내용에 대한 음란규제 법안인

CDA(Communication Decency Act)가 위헌판결

(521 US 511 , 1997)을 받은 현실에서 의회는 등급제에 대한 방송업계의 위헌소송
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이 등급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면 앞으로 3 년 내에는 의회에서 방송프로그램 내용 규제에 대한 어떤 법안

도 제정하지 않겠다는 약속과의 교환 조건이었다. 방송엽계는 이 제안을 받아들

여 등급제 도입을 승낙하였다. 이런 방송업계와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C1inton
대통령이 한몫 했다. 1996 년 1 윌 26 일 의회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

에서 C1inton은 ‘ 7똑우선’ (pro-family) 기치를 내걸었으며 교육， 복지 사회 정책을

모두 미국의 위대한 기족적 가지의 재발견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하였다{C1inton，

1996). 이 시정연설에서 V-chip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한 달 후
2 월말까지 방송업계와 최종 협상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였다. 위에 언급한대로
방송업계와 주고받는 물밑 협상이 완료된 후 재선을 앞둔 대통령답게 1996 년 2 월
29 일 백악관에 방송업계의 거물들을 모두 초청해 소위 말하는 1 차 ‘ TV 정상회담

(TV Summit) ’을 개최하여 미디어의 주목을 끄는 이벤트를 연출하였다. 이에 대하
여 Clinton 비판자들은 재선 전략의 하나로 V-chip 법안을 이용했다고 비난을 퍼
부었다.

수정 등급제 시안의 승인과 더붙어 FCC 는 같은 날 V-chip 제도에 대한 최종
제안을 확정 공고하였디{FCC ，

CS-Docket No. 98-36 , 97-206). 이 안에 의하면

2000 년 1 윌 1 일 이후 미국에서 생산， 수입되는 l3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 수
상기에는 V-chip을 장착해야 한다'. V-chip 과 관련된 기술표준은 미국 전자공업협
회에서 제안한

ANSIIEIA-608/94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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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Chlldren’s Protection :from Violent
판ogramming

Act of 1993)

Hollings 상원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이 법안은 ‘ Communication Act of 1934’꾀
Section 714(47 USC 714)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폭력적 내용의 방
영을 일정시간대에 금지하는 보다 적극적 내용규제 법안이다. 1993 년 의회의 펠
레비전에 다|한 규제시도가 왕성하던 시기에 제안된 법안(S.

1383 , 103rd Congress ,

1st. Session, 1993) 으로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폭력물 방영을 금지
하는 내용괄 담고 있다. 폭력물 방영금지 시간대와 폭력물 내용에 대한 정의는
FCC 에 권한을 위임해 정하도록 했고(Sec.

714 , (b) , (c)) , 계속해서 이 법령을 뷔

반할 시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방송사 허가를 즉시 취소하도렴“ ... immediately

repeal any license issued ... )히는 아주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었다.
Hollings 법안은 해당 법안 심의위원회에 매년 되풀이 상정만 된 채로 세월을
보내다가11)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콜롬바인
고등학교(Columbine

Highschool) 총기난사 사건이었다; 1999 년 4 월 20 일 콜로라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 명의 학생들이 12 명의 동료학생과 1 명의 교사를 쏘아 쭉

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1990 년대 풍반 이후 잠잠하던 의회의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관섬을 다시 한번 불

러일으키게 하였다. 미 상원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며 방송규제
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 Commerce , Science and Transpo때on Committee ’에서

미디어 폭력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 통상뷔
원회’ (Federal

11 )

Trade Commission) 에 지시하였다12). 이 여파로 잠자던 Hollings 볍

예를 들이， 1997 년 105 차 Congress 에서는

년 제안된 법과 다른 점은
는 시간대에 “전자적

Telcomm.

’S. 363' 법안으로
V-chip 조항을

Act의

다시 상정되었다. 이 법안이

1993

반영해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

방법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not

electronic means)" 폭력물을 방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첨가한 것이다.
12) 상원이 FCC 가 아니라 FTC 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을 일으킨

blockable by

학생들이

TV

폭

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폭력 조장/찬양 음반， 폭력적 내용의 게임이나 영화에 더
심취해 있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미디어 폭력 전반에 대한 유통과 엽계의 자율적 규제， 청

소년들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등이 쟁점화 하면서 정상적인 상거래， 유통에 대한 규재기구인
FTC:가 조사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다. 이 조사는 3 년여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 차년도 조사결

과(FTC ， 2001) 와 2 차년도 조사칠과(FTC， 2002) 가 발표되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적 미디
어 내용의 유통 제한은 1 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조사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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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데 콜럼바인 사건 발생 정확히 1 주일 뛰4 월 26 일)에
다시 의회에 새로운 법안으로 재상정된다{S.

1999).

876, 106th Congress , 1st Session,

여기에서는 1997 년 법안(S. 363) 에서 강조되었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시청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폭력적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는 우려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디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특기할만
한 점으로는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어서인지 계속되는 위반시 방송사 허가를 즉시
취소(immediate1y
2000 년 9 월

revoke) 조문에서 ‘즉시’ 단어가 빠졌다는 것이다. 1999 년 법안은
22 일 드디어 상원 Commerce ,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를 통과하게 되는데，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만들어준 호의적인 입
법환경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했을 것이대Adweek，

Sep. 25 , 2000).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1999 년에 제안된 법안과 비교해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이 았다. 우선 당시의 사회적 압력， 즉 총기사건 이후 팽배한 반미디어 폭력
물 정서를 반영해

TV

폭력불 규제근거로 어린이들이 효율적인 시청제한 방법 없

이 폭력물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다면서 1998 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

급제 (TV R없ings) 와 시청제한 장치인 V-chip 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FCC 가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9 년 법안

조문에서 삭제되었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시청제한 규정이 되살아났으며， 법안을

위배해 폭력물 프로그램을 배포 유통시 25 ， 000 달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벌칙 조항을 구체화시켰다. 똑같은 법안이 다음해 (2001 년) 3 윌 히원에도 제
출되는데 (H.R.

1005 , 107th Congress , 1st Session, 2001)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

의 기억이 잊혀져 감과 동시에 이들 법안에 대한 관섬도 사라져 상， 하원 본회에
서 정식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의회 회기에 재상정된 상태이다{S.

161 ,

108th Congress , 1st Session, 2003).
1990 년의 ‘텔레비전 폭력 감소법’과는 달리 이 법은 폭력물 방영시간을 제한함
으로써 직접적인 내용규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어떠한 내
용규제 시도도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해석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아마 이라한 위헌소지 이유 때문에 이 법안이 최초 제안된 후 10 년 이상이 흘렀
는데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제안배
경 설명 (legal history)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Pacifica Foundation

판례에서 대법원

은 다수의 어린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들에게 해로운 내용의 방송을
제한하는 안전시간대 (safe-harbor time)를 규정하는 것은 수정헌법 1 조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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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법안통과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위헌논란 여부보디는 Hoeπner((1996) 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텔
레비전 폭랙물 이슈를 의회에서 자신들의 정파 또는 개인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상징조작\symbolic manipulation) 의 한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제2 ， 3 의 컬럼바인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끔직한 폭력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 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2.

어린이 텔레비전법(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이 제정과정

1) 어린이 텔레비전법 (CTA)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1960 년대부터 FCC 에 의해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설제적인 규제 행동에 들어간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FCC 가 어린이 프로그램

에 관섬을 갖게끔 만든 데에는 시청자 단체의 끊임없는 청원， 항의， 로비가 큰 역
할을 했다. 특히

Peggy Charren 이 설립한 시청자단체 ACT(Action for Children’s

Television)13)는 1971 년 처음으로 FCC 에 네트워크 방송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케

서 광고를 중지하고， 일주일에 14 시간 이상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하게끔 하는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Notice

of Proposedl Rule Making , 28 FCC 2d 368-369 , 1971).

of Inquiry and Notice

그 당시 ACT는 두 아이 익

엄마인 Chaπen 이 보스턴시 교외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한 몇몇 학부모들과 결성
한 작은 시민단체였다.

1995 년

Harvard Educational Review 와 가진 인터뷰에서

Charren은 3 명이 워싱턴으로 가 직접 FCC 의장을 만나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
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에는 ACT 청원이 거대한 방송업계의 로비를 물리치고
20 년 후 미 상 · 하원이 합의한 어린이 텔레비전 법안\Children’ s

television Act)으

로 만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Szule and Tchaicha , 1995).
ACT 의 요구는 그때까지 FCC 에 접수되어 왔던 유사한 청원과는 본질적으로 달
랐다. 전통척으로 FCC 의 방송규제， 특히 프로그램 내용규제 원칙은 사건이 발생
13) 시청자 단체 중 가장 전통있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ACT는 1992년
이유로 활동을 중지했다가 다른 미디어단체인

CME(Center for Media

12/31

재정난 등 여러

Education) 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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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이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reactive) 방식이었다.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규제

있어 방송사의 지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강력하게 보호하

고 있는 표현의 자유 권리와 상충하논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는， 예를 들어 ACT가 그 당시 청원
에서 제시했던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적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규
정히는 능동적 양적 규제 (proactive

quantitative regulation)

방식은 FCC 로서 받아

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 그 결과 당시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청원 대부분이
방송내용에 대한 불맨complaints)으로 이에 대한 사후 시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Kunkel , 1991).
사실 ACT의 청원이 있기 전에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요청한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있었으나 FCC 는 그러한 청원들을 일괄적으로 무시하였다.
그러나 1971 년

ACT

청원의 경우 이례적으로 즉시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해 1974 년
되었대Children's

FCC 최초의 어린이 프로그램 시행규칙이 제정
television Report and P이icy Statement, 50 FCC , 2d 1, 1974)

하지만 FCC 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
의 병시는 피하고， 단지 모든 방송사는 공중에 대한 공익 담보 수탁자로서 그들
의 이익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의 있는 역할{meaningful effoπ) ’을

분담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선언하였다 다만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의 광고는 본
프로그램과 확연하게 분리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방송사 재허가시 교육용
프로그램을 일정댐certain

amount of)

이상 방송했는가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만

을 집어넣었을 뿐이다)4) 그러나 이러한 교육용 프로그램이 실제 어떤 내용의 프
로그램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5)

또한 이 시행규칙에서는 1960 년 천명한 원칙을 다시 강조해 ‘공종의 이익을 위
14) 사실 이 결정도 7 명의

FCC

위원들간 투표에서 4 대 3 으로 겨우 통과된 것이다 FCC는 수정

헌법 제 1 조와 상충되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규칙 (rule)은 제정하려 하지 않았다{Popham ，

1997).
15) 사실 ACT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FCC 의 애매모호한 규정이 ‘공중의 이익 φublic
을 보호해야 하는 FCC 의 책무툴 게을리한 것이라고

Washington D.C.

interest) ’

연방 순회재판소에 고

소하였으며， 교육용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당 일정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기존 FCC의 규정만으로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린이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FCC가 ‘공
중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행위 (rεasoned εxercise
주었대ACT ιs.

FCC , 183

US.

App. D.C. Cir.

of its

discretion)를 했다고 FCC 의 손을 들어

437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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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봉사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데， 어린이틀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그 중 하나다.’라고 못박았다. FCC 는 이러
한 목적을 딸성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대Children’s

Television

Report and Policy Statement, 50 FCC , 2d 1, 1974).16)
@ 방송사는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질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은 오락 외에도 정보 교육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재학중인 어린이대상 프로그램괴는 별도로 취학 전 어린이 프로그램도 방영
해야한다.

@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이 원칙들을 집행하기 위해 FCC 는 네트워크를 설득하여 9 시 이전 시간대에는

온 기족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편성하도록 하는 ‘가족시청시간대
원칙’ (Family Viewing Policy)을 1974 년 미국 방송협회 규칙 (NAB Code) 에 자발적
으로 제정 삽입토록 유도하였다. 이 원칙은 최초로 시도된 방송 프로그램의 내똥

규제였고， 이것은 한 시청자 단체 (ACT) 의 줄기찬 투쟁 결과였다. 그러나 이 규쟁
은 독립방송새Independent Station) 들의 제소로 1976 년 표현의 재뚫 규정한 ‘띠
수정헌법 제 1 조’와 상충된다는 위헌판결을 받아 말소되었다{Schelegel，

1994).

구체적 시행규칙이 없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규제방침에 대해 시청자 단체，
학자， 유관단체들은 연합하여 FCC 의 무성의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
여 FCC 는 1978 년 어린이 텔레비전 대책위원회 (Children’s

Television Task Force)

를 구성해 1974 년 규정에 대한 방송사들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FCC ， Gen.

Docket No. 19142 , 1978). 일년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서는 방송사들이 1974 년
FCC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설제적으로 어린이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이 규정제정
이전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FCC ，

Television Programing for

Children; A Report of the Children’s Task Force, Vo l. 1, 1979). 그 결과 FCC 는
취학 전 어편이 (2-5 세) 대상 프로그램을 주당 최소 5 시간 이상 방송하고， 6 세~

16)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

그램을 주당 몇 시간 편성해야 한다는 구체적 시행규칙은 제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FCC가

방송사， 광고주들이 제기할지도 모르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두려워해 어불쩡
념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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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까지의 취학 아동용 프로그램은 적어도 2 시간 30분 이상 하도록 강제하는 규
정을 제정하겠다고 공표하였디{Chi1dren’s

Television Programm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Docket No. 19142 , 75 FCC 2d 138 ,
1979) .1 7) FCC 는 사상 처음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규제기준( quantitative
standard)을 제정할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프로그램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규저11( content regul따ion)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980 년 Reagan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확정되기
도 전에 섣 곳을 잃어버렸다~ FCC 는 1983 년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어린이 텔레

비전 규제 규정을 재검토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

양적인 강제규정은 법적 끈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FCC 는 공중의 이익 담보자
로서 방송사가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경우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수급에 문제가 없
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대Children’ s

Television Programm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 Report and Order, 96 Fcc. 2d
634 , 1984). 또한 FCC 는 이러한 강제 규정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첨부하였다.

Reagan 행정부를 지배했던 시장기능 우선의 탈규제 원칙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청원은 더 이상 FCC 의 관섬을 끌지 못하였
다. 따라서 ACT 와 같은 시민단체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대 시민， 의회， 언론에
대한 홍보 및 로비활동을 벌이면서 집중적으로 의회에 대해 청원활동을 펼쳤다

(Popham , 1997).

그 결과 의회의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1985 년 ‘어린이 텔레비전

법안’ (Children’s

Television Act) 이 상하 양원에 모두 제출되었다{H.R. 3216; S.

1594 , 99th Congress , 18t Session, 1985). 이 법안은 교육용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강제화해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시 고려한다는 조땅을 담고 있었
다. 이 법안은 1988 년 상하 앙二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H.R.

Congress , 2nd Session, 1988) ,

3966; 8. 2071 , 100th

최종 법안에서는 교육용 프로그램 방영시간에 대한

양적 강제 규정이 빠져버렸다. 이 기준이 삭제된 것은 방송사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타협의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시청자 단체의 꾸준한 활동은 결국 1980 년대말 결실을 맺어 어린이/
청소년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 규제법안을 결국 입법화하게끔 하였다. 이

17) 이 프로그램들은 윌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8 시에서 저녁 8 시 사이에 편성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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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특히

Peggy Chaηen 이 이끄는 ACT 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ACT는 평소

Charren 이 주장하는 위로부터의 접근{from the top) 전략， 즉 FCC 나 의회에 대한
직접로비

및

청원과，

미

의사협회 (American

Medica1 Association) , 소아과협회

(American Pediatric Associatiol1) 등과 같은 전문직 우방단체 (friendly professiona1
organization) 의 동원， 그리고 대대적 미디어홍봐media

public re1ease) 등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여 시청자운동 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다음에 설명할
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1 8)

2) 어린이 탤레벼전법 (CTA) 과 시행규칙의 제쟁과정
앞에서 논의한 ‘폭력감소법’과 ‘폭력불에 대한 보호법’이 텔레비전 폭력에서 어

린이들을 지키려는 시도인 반면， CTA 법은 프로그램 내용에 어린이/청소년에 유익
한 내용을 직접 집어넣을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의 방송내용 규제법과는 다
른 매우 이색적인 법안이대 Hayes ，

1994).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연방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303 조의 개정으로 연방 통신위원회， 즉 FCC 의 관
할권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 326조에는 통신법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 규
제 조항도 표현의 자유플 보장하는 원칙과 상충할 수 없다고 하여 FCC 의 규제
권한에 일정한계를 두었다. 그 결과 방송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시도된 적
이 없고 업계의 자발적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CTA를 입안하면서 의회는 방송의 공적책무에 따른 규제의 정당성을 앞세워 수정
헌법 제 1 조에 대한 위헌여부를 비켜 나갔다. 이러한 방송의 공적책무 준수 의무
는

Red Lion Case(395 U.S. 367 , 1969) 이후 미 법원에 의해 계속 재확인된 원칙

으로 FCC 의 방송 규제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Logan ，

1997).

사실 CTA 법안은 미국 방송협회 자율규제 규칙 (NAB Radio

&

Te1evision

Code) 이 1983 년 자진 철회된 후 광고 시간량과 내용에 대한 규제 안전판이 없어
지게 되어 때안으로 제시되었다{Campbell， 1999). 미 법무성은 시간당 광고 총량
시간을 주말에는 9분 30초 주중에는 12분으로 규정한 NAB 의 자율규제 조항이
반독점금지법 (Section 1, Shermal1 Act) 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United States v.

NAB , 536 , F. Supp. 149 Dis t. D.C. 1982). 이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성의 의도는
18) 이러한
(Chaπen

Peggy
&

Charren 의 전략은 미 소아학회지인 Pediatrics 와의

Gεlber，

1994).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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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 가 광고시간 총량을 한정함으로써 광고시간 수급에서 인위적인 공급통제 현
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자율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19) 하여간 이 소송의
결과로 NAB 의 자율규제 조항이 철폐된 후 방송사들의 광고 시간량이 점점 증가
하게 되고 내용의 폭력성， 선정성 정도가 심화되어 ACT 와 같은 시청자 단체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따라서 시청자 단체들은 꾸준히 FCC 와 의회에 철폐된 NAB
규정을 대체할만한 법안의 저l 정을 요구하게 되었다{Campbell， 1999).

어린이 텔레비전 법안은 원래 Markey 하원의원이 주동이 되어 1988 년 미 하원
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그 당시 의회와， 방송엽계， 그리고

Charren o1 이끄는

ACT간 합의해 볍문안을 확정하였고， 그 결과 큰 논란 없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
었다{H.R.

3966 , 100th Congress , 2nd Session, 1988). 그러나 이 법은 Reagan 행

정부 마지막 의회 회기 중에 통과된 것으로 Reagan 대통령이 거부권올 행사해 자
동 폐기되었다，2 0) 이것은 Reagan의 공화당 정부가 방송정책 집행에서 줄곧 견지
해온 “전파의 희소성 (spectrum scarcity) 에 따른 방송의 공적의무 수행 책무가 다
채널/다미디어 시대에는 더 이상 규제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민주당 지배 의회가 복원하려고 시도했던 ‘형평의 원칙’ (fairness doctrine) 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Logan， 1997). 이 최초의 법안
에서는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을 시간당 10분 30초로， 주중에는 12 분

이내로 규제하였고，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의무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적/정보적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런데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법조문이 방송사와의 타협 결과 일반인 대상 프로

그램 중 교육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그 후 여러 문
제를 일으켰다，2 1 )

그 후 이 법안이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시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입법과정이 전개된다. 하원의 통상 에너지위원회 (H 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지난번처럼 ACT 와 방송엽계의 후원을 등에 업고
19) 미

법무성은 ‘ NAB 자율규제 규칙’ 중 광고부분만을 문제삼았으나 소송판결 직후 NAB 는 전

체 규정을 모두 철회해 버렸다

20)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은 의회가 폐회 중에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sign) 을 거부
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것을 pocket-veto 라고 한다.

21)

법조문에서는 εach

overall

station to serve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needs of chi1dren in its

programming'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프로그램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서 규정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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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년과 같은 법안 통괴를 재시도했다{H.R.

1677 , 10 lth Congress , 1st Session,

1989). 그러나 이번에는 상원의 통신소위원회 (Communication Sub-committee) 의장
인 Inouye 상원의원이 교육적 내용규제가 더 강화된 법안을 들고 나와 두 법이
충돌하게 된다{S. 707 , 10lth Congress , 1st Session , 1989). 1988 년의 법안은 교좌
적 프로그램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섣효성이 문제시된다는
학계， 시민딘체의 비판을 수렴해 Inouye의 법안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어린이/청소
년틀이 목표 주시청자(target audience) 인 특별제작 프로그램 (specifical1y designed

for children)으로 한정하였다. Inouye 법안에 대해 방송엽계는 섬하게 반발하였고→
1988 년에 통과된 최초 법안이 ACT 와 같은 강력한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는 자만감에 빠져 협상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당시 ACT 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
웠다. 1988 년 법안의 애매모호-한 교육적 프로그램 규정에 대한 다른 시민단체의
반발은 ACT 의 위상을 흔틀리게 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Markey 법안에서
발을 뺑 수도 없었다)2) 결국 수세에 몰린 방송엽계는 의회의 제안을 받이플여

교육적 프로그램을 규정하는데 Inouye 의 제안을 부가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어린
이 대상의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법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2 3) 그 결과 수
정된 ‘어린이 텔레비전법’은 1990 년 상， 하원을 통과하게 되어 법률로서 효력괄
갖게 되었다(Public Law No. 101-437 ,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 따라서
1988 년 Reagan 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설적이게도 CTA 의 애매모호한 독소조항

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대Kunkel， 1998).
1990 년 통과된 CTA 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허용시간의 제한과 어린
이를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된 교육프로그램을 일정량 의무 방영하도록 하는 규정
이 근간을 이룬다. 이 두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는 방송국 면허갱신 때 FCC 에서
평가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1 년의 유예기간을 준 후 1991 년 10 월부

터 각 방송국들이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을 의무 방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매년 어
22) 그 당시 ACT 는 자신듬이 20 여 년 넘게 주창해온 원칙들이 조금 미진한 형태로나마 입법따
되는 것이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1988 년 법안에 동의했으나， 그 후 다른 시민단체띄
반발이 거세지면서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1990 년 2 차
안통과 직후인 1991 년

Peggy

CTA

법

Charren 이 ACT 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일 수도 있다.

23) 수정된 법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ission shall , in its review of any application for renewal of a television broadcast
license ,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licensee has served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needs of children through the licens야’S overall programming , including programming specificaUly
designed to 8eπe suc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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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프로그램 방영결과를 FCC 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많은 방송사들이 ‘ G. I. Joe ’와 같이 이미 방영하고 있는 폭력 만화영회블 나라
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주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분류 보고하였으며，
원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 The

Flintston ’ 만화영화가 어린이들에게 역사적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였고 우주시대를 만화화한 ‘ Jetson’은 21 세기를 살O}71는 과
학적 지식을 전수한다고 평가한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Campbell(1999) 이 FCC 의 방송규제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후 내

린 결론， 즉 “엄격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규제 규정은 방송업계
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1988 년 1

차 CTA 의 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가 1990 년 법안에서 시민
단체， 학계의 강력한 반발로 좀더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규정된 이유일지도 모른
다. 이 법 통과 1 년 후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시청자단체 CME(Center for

Media Education) 가 이 법의 규정을 방송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Kunkel， 1998). 법에 규정된 어린이프로그램 광고시간 제한은 비교적 잘 준
수되고 있었으나 어린이대상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방영 규정은 장 지켜지지 못
했다.

Kunkel & Canepa(1 994)가 1992 년 방송 라이센스(license) 재허가 신청을 한

48 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24) 많은 빙송국들

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방영한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뉴스 쇼’와 같은 프
로그램이었는데， 이것도 조사대상 방송국의 60% 가 아침 5 시 30 분에서 7 시 사이
에 방송하였디{Hayes ，

1994~95 년 사이에

1994). Kunkel

& Goette(1997) 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해

CTA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눈 가라고 아옹’식으로 방송사들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대체 방송하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특히 이 법안은 통과 직후부터 학자 시민단체들에 의해 폭력물 규제에 실패할
것이라고 비난받았는데， 그 이유는 FCC 가 법안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를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포기한 데 있었다. FCC 는 방송사가 CTA를 준수하지 않는다
는 공중의 항의 (public complaint) 가 있을 때만 문제삼았지 아무런 항의가 없으면
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간주하였다{Khalili， 1996). 이는 1980 년대 탈규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바뀐 관행에 따른 것으로 방송시들이 재허가에 필요한 공
24) 각 방송사들이 밝힌 어린이대상 교육/정보 프로그램의 평균 방영시간은 3 .4시간에 달해 시민
단체들이 요구했던 주당 3 시간 이상 기준올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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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무 준수여부를 FCC 에 공식문서로 보고해 평가받지 않고 규정을 제대로 지커

고 관련문서도 방송사 자체에 잘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우편엽서
공지 (postcard notification) ’만을 의무화해서 발생한 현상이대Geller，

1998).

CTA 규정 준수에 대한 일련의 조사결과가 형편없게 나타나자 많은 시청자 단
체와 의회， 학자들이 과연 FCC 가 CTA를 제대로 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대

해 의구섬을 가지고 항의하였다. 이에 놀란 FCC 는 CTA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네트워크， 케이븐 텔레비전 방송사틀의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

겨 1993 년， 1994 년 청문회를 연 후， 구체적 정책집행 실행안을 제출하였다{FCC:

MM Docket, 93-48). 이러한 FCC 의 입장 션회는 1993 년에 등장한 Clinton 민주당
정권의 방송규제 원칙이 새로 임명된

Hundt FCC 의장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면

서 발생한 결과이다. 이 제안서에서는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는 FCC
가 아니라 당사자， 즉 시청자들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프로그램의 성격， 형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였으며， 1990 년 CTA 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특탤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specifically
명확히 하여 ‘ G. I.

designed program) 의 범위뜰

Joe ’ 같은 폭력만화 프로그램이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그 당시 FCC 의장이었던 Hundt가 방송엽계와
일부 커뮤니케이션법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밀어부쳤던 상업방똥

의 ‘공적책무 최소기준 충족 주장’을 충설히 반영한 것이대Krotoszynski，

1996).

Hundt는 상업적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방송사들에게 교육용 프로그램을 방영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량， 시간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강제규정이 절대적으

로 펼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어린이용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FCC:

CD 16 세

MM Docket, 93-48).

미만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을 목적으로 히는 프로그램

@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명서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연령층을 대
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인기를 명확히 병시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오후 11 시까지

@ 프로그램은 정규적으로 편성 (regulary scheduled) 되어야 함.
@ 프로그램 길이는 최소 15 분 이상

@ 어린이대상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 안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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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가 적어도 일주일에 3 시간 이상 방영해야 함.
마지막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자체예산(own sponsorship)으로 방송하는 것을
권장하였대New Repoπ

No. Docket 95-49: MM Docket 93-48).

FCC 의 방송규제 역사상 이렇게 프로그램의 양 시간대， 대상 연령층， 구체적
내용까지 확정적으로 규정한 시행세칙의 예는 이제까지 없었다. CTA 법안 어디
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FCC 의 행동은
그동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애매모호한 기준(marshmallow

standard) 때

문에 법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켰다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TA 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 이후 방송사

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1993 년 3 월 FCC 의 직접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대상
교육용 정보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증기는 없었으며， 대부분 공지프로그램 (PSA)
이나 정규 프로그램 사이에 끼워 넣은 쪼가리 프로그램이었다. 심지어 이런 프로

그램들도 어린이들이 거의 시청하지 않는 아침 7 시 이전에 편성해 넣곤 하였다

(FCC , MM Docket 93-48)
또 다른 예로는 디즈니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Los Ange1es 의 KCAL-TV 의 어

린이대상 프로그램은 CTA가 발효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침 5 시 30분에 방영하
는 30 분짜리가 고작이었고， 그 후 아침 6 시에 30 분짜리가 추가되었었다. 그러나

1993 년 봄부터 CTA 규제에 대한 강화방침을 천병하고 나서부터는 단번에 3 시간
으로 늘여 FCC 의 지침을 만족시키려 하였디{Geller， 1998). 이러한 예를 보면， 방
송사플은 규제기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설한 잣대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어린이대상 교육， 정보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이무런 조치도 취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송사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
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상엽방송 체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린이용 교육， 정보 프로그램은 광고주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FCC 의 강화된 CTA 시행규칙 제안 이후 미국 방송사틀의 이익단체인 NAB 는
전력을 다해 실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디{NAB Comments , MM Docket 93-

48). 특히 교육， 정보 프로그램을 주당 3 시간 이상씩 방송하도록 강제 규정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Hudnt FCC 의장은 조금도 뒤로 불러서지 않고 방송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하면서 이 규칙을 밀어붙였다{Hundt， &

Kornb1uh , 1996).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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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센， 특히 대의회 로비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인 방송업계와의 단기필마식

힘겨루기에서 세불리기를 느꼈는지 Clinton 대통령의 개입올 요청하게 되고 이 문
제에 Clinton 이 본격적으로 직접 개입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방송규제 문제는 방

송업계， 의회 그리고 독립 규제기구인 FCC 3 자간의 밀고당기는 게임이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개입하는 엘은 전혀 없었다(Krasnow ， Longley & Terη， 1983).
하지만 Clinton 대통령은 FCC 의장에게 공식 편지를 보내 어린이대상 교육， 정보
프로그램의 주당 3 시간 이상 방영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였고? 이 편지를
받은 Hundt는 즉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이 문제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 조
성에 나섰다~Kunke1， 1998). 대통령의 직접개입에 부담을 느낀 방송엽계는 물맡
협상에 나서고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하였대 5). 그 결과 Clinton 대통령은
1996 년 7 월 29 일 네트워크 방송사 사장틀을 모두 백악관에 초청해 2 차 ‘ TV 정상

회담’ (TV Summit)을 열어 CTA 시행규칙을 받아들이도록 담판을 지었고， 방송사

사장들이 동의해주어 드디어 CTA 의 입법취지를 살릴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 TV 정상회담’은 이미 몇 달 전(2 월)에도 텔레비전 등급제 도입과 연관시
켜 써먹은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라한 개업은 재선 선거를 4 달 정도 앞둔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TV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FCC는 재빠르게 서둘러 제안된 시행규칙 (MM
8일

FCC

Docket 93-48 , 96-335)을 8 월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규칙으로 획-정지었디{Report

and Order. 11

FCC Record 10660). 같은 날 Hundt 의장은 별도의 성명서에서 시행규칙 제정은
텔레비전 폭력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FCC 역사에 길
이 기록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동시에 26 년간에 결친 Peggy Charren 의 끈절긴 노
력의 결과이었고，

CME , Chi1drεn’ s Now , PTA 등 시민단체의 공이 컸다고 자세히

언급하였다. 물론 Clinton 에 대한 찬사도 빼놓지 않았다.

그동안 FCC 의 어떠한 내용 규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원에 제소해 끝장딜一
내곤 했던 미 방송업계가 이렇게 강력한 내용규제 방침을 비록 Clinton 행정부의
25) 이 합의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TV정상회담 전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방송업계 대표따

Gore

부통령 측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이 협상은 방송업계가 대통령측이 제안한

주당 3 시간 이상 방송규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3 시간 이하 방송할 경우 다른 방송사의 교좌，
정보 프로그램을 지원(sponsorship)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3 시간 저l 한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완화조향을 넣는 것에 동의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 완화조항에 대해 FCC 는 처음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재선 전략의 하나로 pro-family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Clinton

대통령측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W izore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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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압력을 받았지만 호락호락 규칙제정에 합의해준 것은 좀 이상했다. 방

송업계는 FCC 가 제안한

CTA 시행규칙에 대해 방송규제 사상 처음으로 내용에

대한 양적 규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수정헌법 1 조에 위배된다고 TV 정상회담 합
의 전에는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 이 제안이 앞에서 설명한
실행규칙 (Report

and Order. 11 FCC Record

10660)으로 정식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작 수정헌법 1 조에 대한 위헌을 이유로 정식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다. 이
것은 NAB 를 비롯한 방송업계가 그동안 FCC 가 집행해왔던 다수의 내용규제 조치

를 법원에 위헌 제청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니는 것이었다. 사설 1980 년 이후 내용
규제에 대한 방송사의 위헌 소청은 법원에 의해 대부분 받이들여져 가족시청시간
대 (family

viewing hour)

또는 형평의 원칙 (faimess

doctrine)

등 대표적인 내용규제

규칙이 철회되었다.
방송업계가 FCC 의

CTA

강화규칙을 제소하지 않은 이유는 차멜레온과 같은 방

송사의 얄팍한 이기주의적 처신 때문이라고 한대Geller，

1998).

1995 년 행정부는

방송업계에게 50 억 달러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방송의 디지털화 결과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대에 대한 공매 (auction)를 골자로 히는 법안 제출을 심각히
고려하였다. 방송사들은 이 시도에 대해 방송사들은 현재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
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공적 수탁;zl(public trustee) 로서의 책무름 다하고 있기 때문

에 전파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러한 공적 책무수행 의무가 사라져 어린이대상 교

육， 정보프로그램 같은 공공 프로그램이 편성될 여지가 없어진다고 강력히 반대
하였다 만약 FCC 의

CTA

강화규칙에 대해 수정헌법 제 1 조 위헌소청을 한다면

NAB 는 그 법적 근거로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진 다채널 시대에 전파의 공중 수
탁자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책무에 따른 교육용 프로그램 편
성은 강제될 수 없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대Logan，

1997).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방송사의 공적 수탁자 지위가 소멸되며 그 결과 전파사용료
와 여분의 주피수대에 대한 경매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공산이 커진

다 따라서 방송업계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 하에서 전파사용료 손실이 교

육용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광고료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위헌소청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26)

26) 사실 CTA

법안과 이에 따른 FCC 의 일련의 규제 규칙은

Red Lion Case

이후 거의 정설로

굳어진 채널 희소성에 따른 방송규제의 정당성과 수정헌법 1 조의 가장 미약한 보호를 받는

매체로서의 방송에 대한 지위 설정을 본질적으로 흔들어놓을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 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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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에

꾀해

강화된

CTA 시행규칙이 집행된 후 1 년이 지나 Sullivan

&

Jordan(1999)은 미국 전역에 걸쳐 28 개의 지역 방송사 편성담당자들을 직접 인터
뷰하여 CTA 의 기본 취지인 어린이대상 교육， 정보프로그램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방송사들이 이러한 노력을 실제로 기울이고 았는지에 대한 인터뷰 조사블 실시따

였다. 그 결과 여러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이 최소 제한규정
인 주당 3 시간 이상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으며

CTA 법안에서 제시한 이떠

한 프로그램의 가치， 유용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FCC 의 1997-1999 년 3 년에 걸친

CTA 준수여부에 대한 전국조사에서도 밝

혀졌대 FCC ， 2001). 이러한 결과에 따라 모든 방송사가 분기별로 CTA 규정 준수
여부를 FCC 에

Form 398 을 사용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강제규정 (Report and

Order, 11 FCC Record, 10660)을 완화해 매년 1 회만 전자문서 형태로 보고하도펀
개선했디{FCC ，

MM Docket No. 00-44: FCC 00-343). 또한 3 년간 제출된 보고서

를 바탕으로 전체의 10% 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방송사땅
주 4 시간 이상의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통계 수치는

약간 과장된 것으로 설제로는 전체의 50% 정도， 주로 네트워크 가맹사들은 평균
적으로 최소 방송시간인 3 시간 또는 3 시간 30 분 정도만 방송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방송사{[ndependent Station) , 종교방송， 특수방송사들이 최소 규정량의 2 배 씨
상 방송하여 전체 평균이 상향조정되어 주당 4 시간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 밖에 대체적으로 CTA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예를 들면， 거
의 모든 프j표그램의 편성 단위가 30 분 이상이었으며， 방영시간대도 오전 7 시에서
오후 10 시 사이였다.
용 공지 (Pub1ic

강화된

FCC 규칙에서 규정한 시청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내

Information Initiative)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 따라서 FCC 의

CTA 시행규칙은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CTA 볍안 제정과 시행과정을 보면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보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서로 얽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TV 폭력물 관랜

에서

Red Lion

Case 에 따른 방송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파기여부를 공식으로 제청한 판례는

없으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방송매체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채널 희소성 원칙은 더 이상
견지될 수 없어 의회가 방송사의 공적책무에 대한 규정을 새로 명확하게 하거나 FCC 에 위임

(delegation) 해
문제，

한계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May，

공적책무와

관계，

FCC 의

규제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2001). CTA 와 관련해 법적
Wilhelm (l 992) , Popham(1997) ,

Wizorεk(l 997)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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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는 의회가 주역을 맡아 정치적 심벌조작을 했는데， CTA 의 경우에는

초기 입법과정에서는 Peggy Charren 같은 운동가들이 이끄는 시민단체개 후에
시행규칙 강화 과정에서는 일정부분 정치적 동기를 가진 FCC 의장과 행정부 수
반인 대통령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작 CTA를 입법화
한 상 • 하 OJ:원의 의원들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질 Hundt 의장과 C1iton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CTA도 앞에서 설명한 ‘어린이에 대한 폭력물 보호법’

처럼 아직도 제대로 된 시행규칙 하나 갖추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01 년 Bush 정권이 들어서면서 취한 일련의 방송정책 방향을 가지고 판단할 때
는 특히 더 그러하다. 실제로 1990 년 CTA가 통과된 후 1993 년 민주당 정부가 들
어서기 전까지 이 볍안은 FCC 에게 계록과 같은 존재였다. Fow1er 뒤를 이은

Sikes FCC 당시 의장은 Rεagan-Bush( 아버지) 대를 잇는 탈규제정책을 철저히 집
행하였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교육，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CTA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디는 핑계를 대면서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대Wizorek，

1997). 따라서 CTA 법안 통과 후에도 방송사들은 Kunke1

& Canepa(l 994) 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희한한 포장전술로 교육용 프로그
램을 방영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텔레비전 내용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던 1990 년대 Clinton 행정부 시절의 FCC 방송규제 철학은 전혀 달랐다.
1996 년 시정연설에 나타난 것처럼 C1inton 의 ‘ pro-fami1y ’ 통치철학이 FCC 의 방송
규제 정책 입안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그 당시 제정되었던 일련
의 규제볍안， 시행규칙이었던 것이다，

C1inton 행정부의 방송규제철학이 pro-family

라는 것은 정권 말기에 FCC 가 제안한 CTA 와 관련된 또 디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0 년 9 월 14 일 위원회를 통과한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
의 어린이대상 교육， 정보프로그램 의무화 방안(Notice

of Proposed Ru1e Making ,

MM Docket No. 00-167 , FCC 00-344) 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채널시대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확보방앤， 제작비가 비
싼 HDTV용 어린이 프로그램 수급방안에 대한 대책이 담겨져 있다. 결론적으로
FCC 가 비록 법체계상으로 행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규제맑원회이지만 정

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통치이념， 철학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CTA와 관련된 일
련의 FCC 규칙 입안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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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나쪼며

이 글에서는 1990 년대 초， 중반에 걸쳐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던 텔레

비전 프로그램 내용규제 법안 및 시행규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는기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송규제의 4주체인 규제기권이 경우 FCC) , 의회(상， 하
원)， 시청재이 경우 시청자 공중을 대표히는 시청자 운동단체) 그리고 방송업계

(NAB 등)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규제 법안의 입법방향과 시행강도가 달라졌다
는 사질을 딸 수 있었다. 여기서 분석한 규제법안들은 두 가지 다른 규제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한 일련의 규제법， 이에 따른 시행규척
들은 ‘소극적 형태의 규제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후견주의φaternalism)
입장에서 청소년/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어린이뜰
에게 텔레비전의 유해한 내용， 여기서는 폭력불이 지유로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규제의 기본취지가 된다. 한편 CTA 법안에서는 좀더 ‘적극
적 형태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청소년/어린이에게 유익한 내용， 즉 교육/
정보 프로그램을 일정량 이상 편성해 제공할 의무를 방송사에게 부여하는 규제밤
식이다. 이러한 관점은 희소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공중에 대해 공적책
무를 져야한다쓴 방송의 특수성에 근거하고 았다.
텔레비전 폭력불과 관련된 소극적 규제 형태의 법안들은 주로 의회가 입법 주

당사자인 반면 CTA 와 같은 적극적 규제방식을 택한 법안은 ACT 같은 시청자단

체가 주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소극적， 적극적 방식을 막론하고 모든 방송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방송업계는 막강한 대의회， 정부로비 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
을 일정부분- 관찰시켰다. 사실 이 글에서 분석한 모든 법안은 방송업계의 주장01

크던， 작던 반영되어 만틀어진 타협의 결과이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시민단체， 예를 들어 ACT 와 같은 시청자 운동단체들은 법안 제정과정 초

기에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종국에 가서는 아주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는 사질이다.
우리나라 시청자 단체도 미국의 ACT 와 같은 끈질김과 노력으로 골리앗 방송업

계와 투쟁해 의미있는 프로그램 내용규제 볍안을 만틀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청자 운동은 프로그램 내용 모니터를 통한 감시운
동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청자 운동의 주제나 단제들도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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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송제도 개혁， 법률과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

디는 사실의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 관련된 법률적， 제도적， 정
책적 개혁의 요구는 해당분야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과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현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강명구， 1994).
하지만 청소년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규제 대한 법률제정 과정에 시청자
단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능력을 갖추고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 자신
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즉 프로그램 모니터 능력만 체계적으로 키우면 된

다.27)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미국의 시청자 단체는 텔레비전 폭력규제 법률 제정，
집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섬지어는 업계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내용 모니터도 민간 시청자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Peggy Chaηen 의 ACT 홀로 최초의 방송 내용규제 방침인 ‘기족시

청 시간대 원칙’의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등급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경고문을 프로그램에 삽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Center) 와

MEC(Media Education

NCTV(National Coalition on Television Violence) 의 프로그램 모니터 결

과이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한 일은 자신들의 모니터 결과블 의회나 FCC 에게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사협회나 소아과협회 같은 우방 전문단체의 의견 수
렴， 모니터 결과의 과감한 미디어 홍보 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지， 직접적
인 입법과정에의 개입은 아니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
와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가 시청자 단체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 재미있는 것은 1970 년대 초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폭력지수(Violence
를 매년 꾸준히 발표해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한 학계 제일의 비판론자인
보다 시청자 운동단체 지도자이자 부모(parents) 인

lndex)

Gerbner

Peggy Chaπen 이 의회의 청문회

에서 법률제정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디는 점이다. 학문적 관심 대상으

로 텔레비전 폭력물을 취급히는 관점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보는 시
청자 단체의 관점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더 공감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두 명의 대표적 운동가에 의한 시청자운동과 이에 따른 법안 제정은

때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
신들이 합의해 준 CTA(1988) 통과에만 집착해 법안의 나머지 독소조항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비난을 Chaπen과 ACT가 받게 되고， 그 결과 ACT 는 숙원사업인
27) 강명구(1994)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언론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로 모니
터 운동의 강화， 수용자 주권의 확립 그리고 언론개혁의 추진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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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가 통과된 직후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사실 Charren은 텔레비전 폭

력물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다른 운동단체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회에서

텔레비전 폭력물 규제방안이 한깎 논의되던 1994 년 4 월 Charren은

Hofstra 법과대학에서 행한 초청연설에서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폭
력물 퇴치 법안(Hollings 법안)은 검열의 일종으로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된디는

견해를 표멤했다{Chaπen， 1994). 정부는 텔레비전에서 폭력물을 걷어내라고 병랭

할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내용을 방송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다고 하며 자신이 깊
게 관여한 CTA의 교육， 정보 프로그램 확대 방송에 대한 정당성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Chaπen 의 시청자 운동이 초기부터 어린이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의 확춤

에 매달려 왔던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텔레비전에 폭력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규제에 대한 문제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폐
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규제법 입
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전문적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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