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脫規制(De~reg뼈latio묘YF의 美國 rv板送

朴 明 珍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新聞學科)

X。 뼈 릿 왈 

지 상 τV방송과 케 이 블 τV방송을 포함， 미 국의 TV방송은 1970년대 중반 이 후 탈규채 

( de-regula tion) 라 불리는 일련의 규제 완화의 국면에 있다。 

40년대의 방송개시 이후 이제까지 미국의 τV방송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시당국 등￡ 

로부터 행해지는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두루 경험해왔다. 그것은 대부분 사회적 여론이나 

방송산엽계와 행정부 혹은 의회사이의 관계변화에 따라 달라졌던 것￡로 그 영향이란 방송 

에 자율의 폭을 잠정적으로 확대해주거나 축소시키거나하는 정도의 결과에 그쳤었다. 그려 

나， 이벤의 경우는 자율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몇가지 법적， 혹은 행정적 규제의 철폐라는 

정도의 단순한 통제의 차원을 넘어서 TV를 비롯한 기존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산업체제 

의 재편성과 아울러 전통적인 τV의 존재양식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시청각 커 

뮤니케이전 제도， 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비 과정￡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로 탈규제는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산업분야가 등장함오로 해서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확장되어 기존의 규제양식이 부적합해졌을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 

상이다， 이때 국가는 당연히 볍적장치， 규제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새로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원칙이 준비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약화시 

키지 않을 수 없게 됨우로 해서 대상산업은 탈규제의 국면에 정어들게 된다. 

미국 TV 산엽에서의 탈규제는 60년대 이래 놀라울 정도로 진행되어온 뉴미디아의 개 

발로 다(多)미디어， 다(多)채널의 시대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비롯된 것이며 직접적무로는 

케이블 TV 보급의 확산이 가장 큰 요인무로 착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파수단에만 의존했던 τV시절의 방송규제양식은 ‘전파의 회소성’으로 인한 방송채널 

자원이 결핍된 조건을 바탕오로 해서 확렴된 것우로서 다채널시대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 

러， 케이블 TV를 위시한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규제로부티 해방시켜 새로운 기 

울과 상품을 효과적오로 개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을 통해 실험해 보도록 하려는데， 

탈규제의 목적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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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무르 탈규제란 장정적인 성격의 것우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미국의 방송언론체계에 커 

다란 변혁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TV 산업발달의 추이를 통해 

미래의 TV의 모습(아무도 장담은 할수 없는)을 막연하게나마 탐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껑. 미국2.1 전톨적 ’X함방솔저|토왜 규제으l 성격 

지 상 TV방송에 국한해 볼 때 미 국에 는 현재 830여 개 의 상업 τV방송국과 280여 개 의 교 

육 TV방송국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그러나 이중 진정한 의미의 독립방송국은 얼 

마되지 않고 싱-업방송국의 90%는 TV방송 초기에 형성된 NBε， CBS, ABC 등의 3개의 민 

영 네트워크와 제휴관계로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며 교육 TV국들은 1967년 형성된 공 

영 네 트워 크인 P.B. S. (Public Broadcàsting System) 에 소속되 어 있다. 

방송기업 독점금지법에 따라， 한 개인이나 법인이 5개 이상의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각 민영 네트워크는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코 등 대도시에 5개의 방송국을 소 

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각기 미국 전지역에 250여개의 제휴국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미국 

지역에서 세 네투워크의 프로그램 수신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형식상의 집중화는 이 

루어져 있지 않지만， 제휴라는 펀법을 통해 프로그램상무르는 

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미국 전역에 일종의 평준화 

전통적 미국의 지상 TV 방송은 제도상오로는 각 지역에 산재해 。1ε;
〈λ 」 독립된 민영방송 

국들을 주축무로 한 민영상업방송체제블 그 기본골격오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같은 자본주의 국가아면서도 초기부터 대부분 공영체제블 택한 유럽 국가들의 그것과 좋음 

대조를 이루며， 방송의 소유， 운영주체를 축으로 한 방송 제도상의 분류시에， 콩산국가 휴 
。

-c 일부 신권위주의 국가들의 국영체제와 더블어 세가지 대표적인 제도적 유형들중의 하 

나를 이룬다。 

대 부분의 나라에 서 τV방송의 제 도는 20년대 

다。 라디오 방송은 일차대전 전쟁중에 급속한 

정책된 라디오 방송제도를 

성장을 본 군수산업으로서의 

을 비전시용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탑습했 

산업 

그대로 

무선통신 

직접 자기나라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유럽국가들은 무선통신을 국가안보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엄격한 무선법을 갖고 있었￡ 

며 무선통신을 태크놀로지로 활용한 라디오 방송 역시 이 우선법의 저촉을 받아 여타의 통 

신업무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분야로 간주되어 만영모댈은 수용이 어려웠다. 

미국의 경우는 같은 일차대전 참가국이었지만 자국영토에서 전쟁을 치루지 않은 탓우로 

우선통신의 규제에 있어 훨씬 너그러울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자유경제사상이 지배적이었 

던 토양에서 자본가들의 힘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무으로? 전시의 무선통신기 산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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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라디오 수신기 생산업체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당시의 R. C. A., A‘ τ.τ. ， NBC등 막강한 

기업들을 중심푸로 해서 만간베이스에서 방송시장이 개척되어 나컸다. 

초기의 시장개척은 허가도 펄요치 않고 규제도 없었먼 상황에서 무질서하게 진행되었기 

째문에 상호간의 전파방해에 의한 흔신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 

결하기엔 적절한 기구가 필요했￡묘로， 연방정부는 1927년 무선볍을 제정하고 연방략디오 

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 라는 주파수 할당업무플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했다. 

이것은 망송에 대한 국가규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요로， 기술적 펄요에 의해 초래된 국 

가의 개엽이었우나 개입의 명분은 확립되어야 했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전파의 공공재산 

개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방송의 공콩성 개념이었다. 

1937년 연방라디오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 (훤ederal Communication εommission)오로 탈 

바꿈하게 되고， 이후 이 기구는 단순히 주파수의 할당이라는 교통정리의 기능 외에 방송에 

의 국가개업을 보다 합리화하고， 개업의 명분이 되었던 방송의 공공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방송에 대한 규제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한편오효는 전 

파의 회소성우로부터 비롯되는 주파수의 한정문제와 방송을 경쟁적 공개시장￡로 유지해야 

하는 자유기업의 논리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펀 o 프로는 자유경쟁적 기업의식과 공 

익봉사의 아말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익개념을 확렴하고 규제원칙을 마련하게 된다.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자유치엽논리의 상충은 ‘방송수신의 공평성’， ‘방송사엽 챔여에외 

공평성’， ‘방송사용의 공평성’이라는 3 대 기본원칙 하에 주파수의 지역적 안배? 기업칩충 

방지 를 위 한 5 국 이 상의 소유금지 , 형 평 의 원 칙 (Fairness Doctine))) 등시 간 원 칙 (Equal 

Time)2) 에 의한 규제형태로 해결을 시도했다。 

기업적 이익과 공익의 동얼화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추구가 자동 

적오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편리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당시의 자유경제사상하에 

서는 힘든 일이 아니었다. 공익에의 봉사는 가능한한 최대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공통의 

흥미를 끌수있는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공평함을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01 것응 바로 최대 

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커도 했던 것이다9 여로서 시청률과 점거율을 신탁a로 

하는 표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이 자리를 참게되었고 S수용자 공중이 원하는 것을 체공하는 

것이 공익에의 봉사’라는 콩익논리가 성랩되었다。 

공공성의 개념없이 무규제하에 출말했던 방송의 초기에 비해 공익에 의거한 규제가 훨씬 

체계화 죠직화되기는 했￡나 이것은 공영체제하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공 

익개념에 비탕을 둔 것&로볼 수있다. 유럽 공영체제하에서는 나라에 따라구체적언 사항 

1) 형평의 원칙은 보도프로그램에서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다흘 째 쟁점이 있는 경우는 대렵되는 관 
점을 모두 제시해서 균형있게 다루어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 

2) 등시간 원칙은 정치방송의 경우 대럽 경쟁하는 모든 후보자는 통일한 시간， 통일한 프로그램， 동 
일한 시간대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척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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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송이 담당해야 할 공익의 엄무는 ‘인간개발’ ‘지역사회발전’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일치를 보고있다. 이러한 발전적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의 수용자에게 공통된’이라는 평균치적인 것의 제공이 공익에의 봉사일 수 없고， 발전 

을 위해 ‘수용자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공익실현의 방법이 된다. 

이에 따라 표로그램의 결정권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누가 가장 

적절하게 수용자에게 유익한 것’의 정체를 판단해낼 수 있는 방송운영과 통제의 주체알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즉 미국방송의 콩익개념이 만인평등의 원칙에 업 

각해 이흔적으로 방송수용자 위에 군림하는 방송내용결정의 주체를 인정치 않고， 3대 공평 

성의 원칙이 모든 개인에게 평등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수행해야 할 임무에 둔， 

공익=평등의 실현이라면 유럽의 그것은 공익=공동의 말전이라는 등식 하에 성랩되어 있 

는 셈이다. 

3。 규제엠 강화와 공염방송의 출혁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위에 소개한 모든 규제조항들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고， 연방통 

신위원회는 규제자로서보다는 방송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미국 TV방송 

은 거의 자유방임 하에 놓여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60년대는 50년대의 자유방임 하의 미국 TV 모순이 노정되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비판에 부딪치게 된 시기이다. 

시청률의 독재하에 수용자 섬기기에 총력을 기울여 온 미국방송제도는 수용자에게 그 내 

용의 선택권을 일엄한다는 그럴듯한 명제가 실제로는 수용자들의 선택권을 평균화된 체험 

의 영역A로 국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저질의 흐로그램 범람 현상을 일오키게 된다. 대중 

문화 비판론은 바로 50년대 미국 TV의 경험이 기폭제가 되었￡며 TV의 청소년 정서 발 

달에의 부정적 역할， 센세이셔널리즘의 추구에 대한 비난 등 학계 사회단체로부터의 비판이 

들끓게 되었다。 다른 한편 매스미디아 산엽의 기업칩중현상이 심화되어， 방송국， 디스크회 

사， 잡지사들간의 교차소유 형태의 미디어 복합기업이 등장하고 방송이 독점기업의 이익수 

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등 상업방송의 폐단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규제조항들을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하여 

규정 위반국들을 상대로 면허갱신 신청시 빈번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하고3) 형평의 원칙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종래 공익에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에 한해서 준수를 요구하던 것을， 

3) 네트워크 제휴국이어도 청문회 대상국은 지역의 단일 방송국이 되며， 청문회의 비용은 전적으로 
개별방송국측의 부담이며， 이것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지연작전에 걸려들어 2~3년을 끌게 되면 방 
송국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 청문회의 개최는 방송국견제의 효과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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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문제， 월남전， 핵실험금지， 선거 등에 관해서도 쟁첨의 양면을 공평하게 다룰 것을 규 

정한다. 

그러나 문제점 많은 민영방송의 견제방법무로 채택된 연방정부의 처방은， 연방통신위원 

회를 동원한 규제의 강화보다 공영네트워크의 설립에 있었다. 50년대부터 교육기관이나 지 

역사회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공공단체의 보조나 사설재단의 보조로 운영되어오면서 전국교 

육방송 (N.E. T.: National Educational Television) 이 라는 연합기구블 구성하고 있었던 200 

여개의 교육방송국들을 연결하여， 1967년 

Broadcasting Service)네 트워 크를 만들었다. 

공영 TV 설립의 

그 필요성의 근거를， 

토대가 되었던 카네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존슨행정부는 공공방송서비스(P.B.S.: Public 

위 원 회 (Carnegie Commission) 의 연구보고서는 

확대할 중심매체로서 방송의 공익봉사 기능을 

펄요와 보다 적극적인 

의무를 이처]까지 

공익개념의 확랩을 주장했다。 또한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봉사의 

민 간방송들은 수익 성 추구에 급급해 서 사 민간방송의 자율에 맡겨왔으나 

실상 포기해온 상태이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해나갈 방송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민영네트워크의 견제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미행정부， 정계 등의 이해 

와 맞아들어 즉각 시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 행정부는 그 정책을 

우로 다루어 왔던 60년대의 방송보도 프로그램 에 

사사건건 지극히 비판적 

쌓아 놓고 있었￡며， 대해 묵은 불만을 

정치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당의 리더선택에서부터 각 정치인들의 인기내지 정치적 생병 

마저도 그 개인의 활동이나 능력에 의해 TV보도프로 담당기 자에 의 해 죄 우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피해의식에 때였는데다， 

평가받기보다 

있던 사로점혀 민영 TV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영 TV 네트워크는 행정부 몇몇부처의 보조와 지원무로 유지되며 주당 25시간여의 네 

치역국을이 지역단위의 공공단체， 채단등의 트워크 프로그램을 제콩하고 나머지는 예천처험 

지원으로 자체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상 이러한 정도의 지원규모는， 매일 20여 

시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제공하는 막강한 민간네트워크와 경쟁할만한규모의 것이 되지 

뭇해 실제 민방의 견제역할을 하기보다 여차하면 대폭적 지원우로 공영방송을 키울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블지닌 것우로， 하나의 대항할 우기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준데 지나지 않았다. 

갱a 버I톰워윌빠 대한 새로훌 규제 

60년대의 강화된 규제가 본래의 의도는 네트워크를 겨냥하는 것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별 

지방국들을 대상￡로 했던데 반해 70년대 들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일련의 새로운 규제조항들을 만들었다@ 

네트워크에 보다 직접 

미국의 커뮤니케이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의 규제는 그 지방국들을 대상ξ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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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네트워크들은 규제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마련이고， 단지 자체소유국인 5개의 

지방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당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차원의 새로운 규제의 움직임은 대부분 시민그룹들의 요청， 교육자들의 압력， 

헐리우드 등지의 오락산엽측의 압력을 퉁에 엽은 것이긴 하지만， 연방정부가 세개의 네트워 

크에 지나치게 집중된 통제력을 위험스럽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중 대표적 

인 것으로는 골든아우어 접근규칙 (Prime Time Access. Rule) , 신디케이션 규칙 (Syndication 

Rule)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지나치게 비대해진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결정권을 약 

화시키고 네트워크와 그 재휴국들， 제작사간에 분산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골든아우어 점근규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지방방송의 방송시간을 독점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우로 연방통신위원회는 지역국듭이 골든아우어인 저녁 6시 "'10시 (지역에 따 

라 7시 '"'-'11시)사이에 일정 Bl 율의 시간을 반드시 료칼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그 근본 취지는 지방방송국들에 프로그램 결정권을 확대시켜주어 스스로의 창조적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렴 프로덕경들에게 시장을 확보해 주기위한 것이었다. 

신디케이션 규칙은 네트워크 제공프로그램이 아닌 제작사로부터 직정 지방국에 배급퍼는 

표료그램들에 대한 배급규칙을 일걷는 것우로서， 여기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네트워크의 경 

제를 위해 새로 만든 규칙은， 종래 제작사로부터 사들이는 프로그램중에 네트워크의 주문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네트워크가 갖고 있던 재정적 이펀을 제한시키는 것아다。 종래는 주 

문제작 포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방송 이후 그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지방방송국에 배급 

할 때 일정한 비율의 이권을 네투워크에 인정해 주었던 것을 더 이상 인청하치 않커로 한것 

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로 하여금 주문제작에 대한 흥미블 감소시켜 주문제작 프로그렘의 

버율을 감소시키고， 프로덕션 오리지날 프로그램의 공급량을 늘여， 60년대 아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한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57년까지는 

프로덕션들이 세개 네트워크의 골든아우어 프로그램의 1/3을 채공해온데 반해， 1960년도 

후반에 이르려는 4%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가지 규제조치를 통해 연방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들이 그들의 제휴국에 대해 갖고 

있는 세력과 헐리우드의 표로덕션들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약화시켜 프로그램 선택， 결정 

에 있어 네트워크， 지역국， 프로덕션 사이의 세력균형 유지를 시도한 것이었다。 

5. 케이블 ’X‘함왜 확산파 탈규제 

70년대 초반이 마국 TV에 대해 가해졌던 규제의 철정시기였다면 70년도 중반을 분기 

점 ò 로 해서 미국의 TV는 서서허 탈규제의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전개에는 

산업의 전반에 견쳐 서서히 이루어 지고 있던 달규제의 기류와 아울러 특히 새로운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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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미디어들의 개발， 상품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신위성， 케이블 τV 등의 뉴미디어의 개발과 적극적 사용은 이 새로운 매체들의 성격 

규정과 아울러 기존의 옛V방송과의 관계정립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들을 전화처럼 운반 

체인 용기 (容器)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라디오， τV방송처럼 내용의 생산자용 보아 

야 할 것인지 구분자체가 애매한데다 그 성격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법과 규제하에 놓야기 

때문이다. 

솔라 풀(Ithiel De Sola Pool) 에 의하면 마국은 3분펀 커뮤니케이션 체계--출판， 대중 

통신매체 (Common Carriers) 및 방송--를 갖고 있오며 이중에서 일반적 규제를 벗어나 가 

장 큰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신문， 출판 등의 인쇄애체이며 두번째가i 대중통신 

수단으로서 그 시설에 공펑하게 참여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블 제공받도록 하는 권려인 접근 

권을 존중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정도인데 비해 방송은 가장 고도화된 규제제도 하 

에서， 정부의 가치기준에 따라 주파수 배당과 방송의 허가가 이루어지며， 정부가 규정한 

바대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4) ‘ 

그런데 신문， 출판이 점차 전자채널을 사용하게 되어 전자커뮤니케이션화 되어갈 전망이 

며， 케이블 TV는 상호교환이 가능하여 전화와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게 되었&며， 종전 

까지 정보의 운반체라는 용기로서만 기능하던 전화가 데이터 통신의 네트워크로서 사용되며 

내용 생산자의 위치에도 놓일수 있게되는 등， 뉴미디아의 개발은 출판， 대중통신매체， 방송 

간의 울타리를 와해시키고， 용기와 내용의 구분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개발된 특정 뉴미디어를 기존의 구분볍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의거한 볍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한다할 때 3가지 영역중 어떤 테두리의 법규제에 바탕을 두느냐하는 것 

은 관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케이블 τV는 천화처럼 송수신자 상호간의 상호교환 가능성을 제공해주면서 기존의 지 

상 τV방송서버스 영역을 첨투하는 방향 ò 로 시장개척이 활말히 전개되고 있다. 초기의 

케이블 TV는 지상 TV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설비로서 시작되었다가 점차 

지상 TV의 중계정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제공단계에 이르게 되자， 70년대초 연 

방통신위원회는 일련의 케이블 TV 규제조치를 마련하였다。 1972년 케이블 τV가 연방법 

원에서 부분적￡로 대중통신매체로서 규정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케이블 τV의 얼부 

회션을 대중통신 매체법에 따라 공공접근 (Public Access) 채널로서 남겨둘 것을 결정하는외， 

TV로서의 기능의 측면에도 규제를 가해， 기존의 지상 τV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프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화， 스포츠등에 있어， 기존 τV에는 적용 안되는 새로운규제 

조치블 마련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케이블규체조항들은， 케이블을 대중통신매체 

4) I.D. Sola Pool.: 자유언론의 테크놀로지， 원우현 역. 전예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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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TV방송으로 간주하고 그 각자에게 가해지는 규제들을 두루 적용해서 이중으로 

얽어매는 것이었다. 

여기서 케이블 TV말달의 엄청난 장애블 발견한 케이블 산업가들은 공공접근의 문제속 

에서 연방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픔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대중통신매체 

의 공공접근에 관한 규제는 연방의 관할이 아니며 지역행정 기구의 관할 영역이어서 연방 

통신위 원회 의 규제 대 상 밖이 라는 것 이 었 다. 1978년 Mid-West Video Corporation이 연 방통 

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케이블 산업측의 승리로 돌아갔다. 공공접근채널 규정 

외에도， TV와 구별되는 독자적 포로그램 제공에 관한 규정 역시 해제되었다. 법원은 케이 

블의 성격규정을 잠정적￡로 ‘전자출판’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고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묘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부 

당한 것으로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잠정적이긴 하나， 케이블 TV를 출판， 인쇄에 유사한 

가장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중의 하나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볍적용을 요구한것이다. 

이로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케이블 TV에 가했먼 일련의 규제를 풀었으며， 또한 케이블 

TV에 관한 시당국의 권한도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케이블의 방송내용에 대한 검열권도 행 

사할 수 없고， 시에 납부해야 했던 허가세의 규모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융. 지상 ’X’함방송파 탈규저| 

케이블 TV에 대한 탈규제는 연쇄적￡로 기존의 지상 TV에 대한 일련의 탈규제 움직 

임우로 번져나갔다. 지상 TV산업계측의 주장에 의하면 케이블 시청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85년 현재 전 TV수상기 소유가정의 30%에 달함) 네트워크 시청률은 서서히 캄소해 

가는 마당에 막강한 경쟁자로 등장한 케이블에는 일체의 규제를 철폐해 주고， 지상 TV만 

이 규제대상으로 남는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상 TV산업계측 

의 이와같은 주장은， 레이건 행정부와 의회의 전반적인 탈규제 움직임에 편승하여 실현되 

어가고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1983년 8월 연방통신위원회는 신다케이션 규칙을 수정하여 

70년대 이전처럼 네트워크들의 주문제작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내 신디케이션에 대한 이 

권을 허용했다. 또한 기타의 규제는 엄격한 적용을 회피함S로써 실제에 있어 유명무질해 

지고 있는 셈이다. 

7. 탈규제으| 결과 : 방송으| 공공어범의 포기와 새로운 획일화의 대두 

솔라 풀을 위시한 미국의 자유주의 계열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TV에 가해졌던 모든 규제 

들은 근본적으로 전파라는 한정된 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그 사용의 결정에 대해 어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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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점성이나 펀파성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인만큼， 주파수의 희소성이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다채널시대에는 그것을 존랩의 근거로 한 규제들응 무의미한 것 

이며 따라서 탈규제는 불가피했던 것￡로 본다 5)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펄 

요로한다. 

공공성의 개념없이 출말했던 미국의 라디오， TV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과 그 분배의 

문제가 계커가 되어 방송의 공공성 개념을 규정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가지 기본 

원칙， 즉 지역적 콩평성， 방송사엽참여에의 콩평성， 방송사용에 있어서의 공평성들을 확렵 

하고 그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규재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냐 이 세가지 중에서 다채널시대로 들어서면서 자동적우로 해소되는 것은 방송사업 

참여에의 공평성￡로서， 방송기엽의 집중금지만이 무의미해지는 것￡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것도 초기단계의 현상이지 케이블산업이 발달되어감에 따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 

고， 실상 방송사엽참여에의 공평성이란 이론적￡로만 가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적 공평성의 문제 역시 도처에 놓일 케이블과， 직접수신 위성·방송오로 해서 다채널 

시대에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리라 낙관했었으나， 실제로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수신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케이블의 경우 수익성 좋은 도시와 그 주변A로만 몰럼에 

따라 인구가 회소한 농촌지역은 결국 무규제상태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외에， 지역적 공평성이란 수신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채널이용의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이나 기존의 지상방송에서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어려웠던 이 문제는 

케이블의 경우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케이블 TV가 지역 

단위로 설치되고 지역행정기구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중앙칩중화펀 

방송으로 인한 지역적 불콩평성에 불만을 느껴온 많은 사람들은 케이블 TV에서 이상적인 

지역콩동체 TV 흑은 로칼 τV 실현의 한 수단을 보았던 것이 사질이다@ 또한 케이블 TV 

의 인허가동 통제를 일부 맡고 있었먼 지역행정기구들도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공공접근 채 

널의 구상을 요구해 왔었우나수익성이 없는 탓우로 케이블 산업측으로 부터 기피되어 왔A 

며 또한 법원의 판결로 케이블 TV의 공콩접근채널 설치의 의무조항조차 폐지되었다. 그 

밖에 짧은 기간의 커뮤니티 τV의 경험은 신통치 않은 제작조건에서 많은 재정적 손실을 

커록하고 난 뒤 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多채널이 지역적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은 이미 확실해진 것 o 로 볼 수 있다. 

세번째의 방송사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는 다채널과 채널이용의 새로운 방식들의 도 

입우로 언론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환경조건이 정돈되어， 하나의 채널 내에서 요구되었던 형 

펑의 원칙이나 등시간 원칙 등이 무의미해지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채널이용의 새로운 방 

5) I. D. Sola Pool: 앞의 책 ,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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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이 수익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미 많이 진행된 뉴미디어 산엽의 기업칩중에 

제동을 결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우로 보인다. 결국 탈규제하에서는 1930년대 이후 미국방송이 방송이념으로 채태 

해왔던 공익실현의 도구로서의 방송개념은 포기되고 있는 셈이다. 

탈규제는 공공이념의 포커 외에 또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 

것은 탈규제로 인해 지양된 방송펀성에서의 독점현상이 프로그램 산업(배급·제작분야) 독 

점현상우로 전환되어가고 있오며， 그 결과 표로그램의 새로운 획일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탈규제는 이제까지 세개의 네트워크가 장악해왔떤 미국 TV 방송 표로그램의 

실제적인 펀성독점의 종말을 야기시켰다。 830여개의 지방방송국들이 법적으료는 독렴국이 

지만 그중 90%가 네트워크 저l 휴국이므로 세 네트워크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방송되는 

TV방송 표로그램의 선택， 펀성권을 독점해온 셈이나i 수많은 케이블 TV에도 아무런 제 

약없는 방송프로 펀성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급작스런 채 널의 증가는 프로그램 제 작능력 과 송출수단 사이의 커 다란 불균형 을 

초래했다. 채널의 증가속도만큼 프로그램 제공능력도 빨리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적오로 프로그램의 공급가격을 상승시컸다. 케이블 TV 프로그램 배급자는 프 

로그램의 수집이냐 다양한 지역국에의 분배를 위해 칩중화되기 마련이며， 그 배금망을 통 

해， 축적된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순회시킨다. 결국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지역을 순회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제공면에서의 획일화가 조장된다. 그같은 프로그램의 상 

당부분은 이미 광고 스폰서를 갖고 있는데， 광법한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배급망을 가진 

프로그램 배급자의 프로그램일수록 유리한 조건의 광고를 끌기가 용이하묘로 프로그램 배 

급엽의 기업집중은 촉진되기 마련이다. 

또한 미국 케이블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엽들은 대부분 신문 。 출판 。 TV. 영화 。 라디 

오 등 미디어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그렇지 않무면 케이블이 전화보다 규제가 적은 점에 착 

안해셔， 케이블 TV에는 관섬이 없지만 언젠가 상엽， 금융거래에 우월한 매체가 되리라는 

확신에서 은행동의 금융기구들도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너케이 

블 (Warner Cable) 의 50%주식 을 매 입 해 서 워 너 -아멕 스 (Warner-Amex) 를 세 웠다. 이 처 럼 

케이블 산업은 거대한 멀티미디어 기업이나 복합기업들과의 연계가 깊다。 이들 대기엽들의 

케이블산업 참여로 미국의 케이블 TV는 수평적 통합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애 

당초? 케이블의 허가와 결정권을 가진 도시 행정기구들의 요구가， 중소기업플의 채정능력 

을 초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장되기도 했다， 시행정 치구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 

성의 여부에는 관섬없이 야심적 계획안을 원했우며，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벚 

몇 대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10개의 케이블 그룹 중 12개 채널이하의 소규모 

케 이 블그룹 4개 를 제 외 하고는 대 부분 Time Incorporation, Westinghouse, ￦arner-A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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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r Broadcasting Corps. Cox Broadcasting Company처 럼 멀티 미 디 어 나 복합기 업 과 연 결 

되어 있다. 이들 케이블 τV들은， 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복합기업이나 u] 디어기업에 역 

시 속해 있는 표로그램 배급자에게만 시장을 개방하는 경향이 있오며， 소규모의 독립케이블 

들(12개 채널이하)은 대형급 배급자들의 하나와 제휴하지 않우면 보이코드의 대상야 되기 

쉽다. 게다가 多채널시대에는 항상 표로그램의 결핍상태에 있게 되묘로해서 물량확보가 어 

려운 군소 표로그램 배급자와의 거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 자연히 기피하게 마련이다。 결 

과적 ￡로는 프로그램 배 급엽 의 집 중과 아울러 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양성 이 ，줄어 들게 띈다. 

배급엽의 기업칩중은 필연척우로 프로그램 생산， 제작업에서의 기업집중을 가져와 드로그 

램의 획일화와 균격화의 폐단오로 치닫게 될 위험성이 있오며 그것은 30"-'40년대의 헐리우 

도 영화산업의 경험 o 로 익히 증명된 사실이다. 

8。댐 놀 훌훌 

마국 TV방송에서의 탈규제는 多채널화가 전파의 희소성 문제를 해소시켜주게 됨우로써 

그 위에 성렴된 규제의 논리가 더 이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해진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뉴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 조 

정한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우로 뉴미디어분야의 산업적말달과 경제력을 기르기 위해， 일단은 τV방송의 공공 

이념을 보류내지는 점차 보류해나가고 있는 것오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공공이념의 

확립과 아울러 재편성될 커뮤니케이션 산업구조와 상충되지 않는 규제원칙이 마련될 때까 

지의 잠정적 성격을 띈 것일 수도 있고， 영원한 보류 내지는 포기일 수도 있다e 공공이념 

에서 완전히 벗어난 τV 방송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가능할 것인가? 

Paul 묘irsch는 이제까지의 실종조사연구들이 지적해온 미국 TV의 지대한 효과， 영 향력 

은 TV매체 고유의 것이라기 보다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을 가 

동해 동일한 머1 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던데서 온 ‘조직효과’ (organizational effect) 라고 정의 

한 바 있다 6) 뉴 미디어에 특히 다양한 종류의 TV출현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그것이 

매스。 τV를 분산화된 TV로 전환시켜， 수용자들의 자율성의 폭을 증진시켜 주고， 다원 

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일부 케이블 채널들은， 뉴스매거 

진， 음악， 스포츠， 영화 등 장르별로 전문화 되기도 하며， 주요 시청자층을 어린이， 흑인 

등으로 해서 대상방송요로 특성을 키워나가기도 한다. 또한 정보요구의 개별화， 다양화 경 

향은 강화되고 있어서 만안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 정보보다 자신에게 펄요한，퍼스닐 정보 

6) Paul Hirsch, “The Role of Teleγision and Popular Culture in Contemporary Societý" in Tele
vision , ed. Horace Ne￦comb， O.U.P. 1982,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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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시하고 매스정보의 단순한 수신자로서가 아니라 자기나름의 연구와 노고와 시간을 들 

여서 적극적， 능동적A로 입수하려는 경향은 점차 증가될 것부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의 증가가 반드시 매스 .TV블 분산화된 TV로 전환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 케이블산업이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채널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영화상영 채널들 뿐이기 때문이 

다. 동시에 같은 영화가 영화관에서， 케이블에서， 비디오 카세트로， 전통적인 지상 TV에 

서 연속적우로 배급되고 있다. 창조， 생산력이 채널의 확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결과적￡로 다채넬의 TV방송은 다양성의 τV가 아닌 반복성의 

τV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Ralph Negrine은 영국의 탈규제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구조와 저간의 사회변화에 맞 

지 않는 공익개념--이저l 까지의 영국방송의 뿌리박은 토양이 되었던--의 재정의 과청 o 

로 설명하고 있다 7) 미국의 방송의 탈규제에 관한 한 그러한 각도에서 아직은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뉴미디어 산업계의 재편성이 일단락 지어지면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송의 공 

익개념의 등장을 전망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일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솔라 풀이 정책적 대안오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갈은 자유주의 언론A로의 귀환으로서， 자 

유로운 사상흐름의 공개시장오로서의 TV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솔라 풀 

의 전망처럼 반드시 희망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수를 헤아렬 수 없을 만큼 우 

수한 多채널의 시대가 온다 해도， 집중과 독점의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심화될 것이며 제 

작빈곤의 문제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창작능력의 한계때문이 아니라， 

다변화된 제작， 생산품들이란 어느한 계까지만 수익성이 있을 뿐， 그 이상은 수익을 보장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빈곤은 인위적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 Ralph Negrine, “The End of the Publíc Serγice Tradition?" in The Politics 01 Broadcasting, 
ed. R. Kuhn, Croom Helm, 1985, pp.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