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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朴 宣 映*

1)

Ⅰ. 논의의 전제

1. 언론으로서의 방송

방송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비록 우리 

헌법에는 방송의 자유에 관한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방송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학자나 실무가들 사

이에 異論이 없다.
방송은 전파를 이용한 통신수단으로서, 전파는 제한적인 주파수의 역에서

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희소성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방송

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공공의 자산(優越財: merit good)이라는 관념이 싹터 왔

으며, 이는 인쇄매체와는 달리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

는 주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왔고,1)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근 50여 년 동

안 방송의 국 화, 또는 공 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물론 이러
한 희소성이론 외에도 방송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시행되는 社會

的 公器라고 하는 신탁이론이나, 향력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뒷받침되어 방

송에 대한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왔다.2)

* 서울大學校 BK21 契約助敎授
1) T. Barton Carter, Marc A. Franklin & Jay B. Wright,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The Law of Mass Media(8th Ed.)(이하 Carter 외 책1이라 함), 
Foundation Press, 2001, N.Y., 674-736쪽; T. Barton Carter, Marc A. Franklin & Jay 
B. Wright,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ifth Estate, Regulation of Electronic Mass 
Media(5th Ed.)(이하 Carter 외 책 2라 함), Foundation Press, 1999, N.Y., 42-70쪽.

2) 졸고, “인터넷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11, 
143-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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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는 21세기에도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

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민생활에 막

대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에서

는 공 방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3)

이러한 공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은 국가의 압력이나 상업적 이

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관들만이 그 본연의 방송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 방송은 한

편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주의를 지양하여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 방송은 공익성 내지 

공공성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방송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 방송에서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4) 즉 계층과 연령층 혹은 거주지역 등에 상관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정한 

이념이나 문화 혹은 종교 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우선 주요 방송매체가 국가의 지배와 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지배적인 의사의 형성을 방지하고 다

양한 의사가 가능한 한 폭넓고 완전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방송의 자

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5)

2. 공 방송의 개념

공 방송은 “공공의 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aodcasting)으로 간단히 

3) 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스웨덴, 그리스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
서 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간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치하여 공
방송사업을 맡기고 있다. Carter 외 책2(주1), 346-402쪽.

4) Fritz Ossenbühl, Rundfunk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München, 1975, 
S.41.

5)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
land,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1,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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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기도 하고6) 혹은 “국민이 다원적인 존재라는 전제하에 기회균등한 다양

성이 모색되며 공공의 참여에 의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7)

하지만 공 방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 ’이란 말이 조직상의 원리로 혹은 운 상의 원리로 파악될 수 있어 공

성이라는 개념적 표지만 가지고서는 공 방송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요소 또한 방송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한

계로서 언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민간방송과 구별되는 개념

적 징표로 삼는 것도 무리가 있다.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공 방송의 개념

정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특징적 요소로서 ① 지리상의 일반적 

이용가능성, ②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 ③ 국가 및 상업적인 이해

로부터의 독립, ④ 프로그램의 공정성, ⑤ 프로그램의 광범위와 다양성, ⑥ 사
용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용부과에 의한 실질적 재정충당 등을 들기도 한다.8)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징표 가운데는 오늘날의 방송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당

히 거리가 먼 것도 있다. 가령 지리적 보편성의 경우 가시청권역의 제약이 존

재하던 방송산업의 초창기에는 몰라도 가입료만 지불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방송을 자유로이 수신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적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오늘날 공 방송은 그 설립과 운 의 주체, 설립목적, 설립의 법적 
근거, 재원조달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공 방송의 본질적 특성을 국 방송

이나 민 방송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 첫째, 소유구조의 

면에서 볼 때 공 방송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상의 조물법인이 소

유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이다. 반면에 국 방송은 국가가 그 방송사의 소유주

체가 되는 방송이며, 민 방송은 그 소유구조가 법적으로 민간의 사유에 해당

하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설립주체나 운 주체가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리법인이거나 사법상의 규율만 받는 사

단법인이라면 공 방송이 아닌 민 방송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그 운 의 주체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공 방송은 국가나 개인이 아

6) 곽상진, “방송의 자유와 이원적 방송체계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
대 박사학위논문, 1999, 44쪽.

7)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310쪽.
8) E. M. Barendt, Broadcasting Law - A Comparative Study, Clarendon Press, 

Paperbacks Edition, 1995,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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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공공’(국민 전체)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 하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 방송이 다양하고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

청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책무가 도출된다. 독일에서는 이를 ‘기본적 공

급’(Grundversorgung)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공 방송은 이러한 측

면에서 사기업에 의해 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운 되는 민 방송과 개념상 

구별되며, 국가에 의해 직접 운 되는 국 방송과도 차이가 난다.
셋째, 재원조달의 형태에 있어서 공 방송은 그 재원 대부분을 공적으로 조

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방송재원의 조달수단으로는 유료가입료, 광고

료, 수신료, 조세 등을 들 수 있겠으나, 공 방송에 있어서는 수신료나 조세와 

같은 공적 재원조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공 방송이 다양하고 객관적

인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러한 공적 재원조달수단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방

송사가 일정한 주민에 대하여 균일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수신료이다. 

아무튼 이 점에서 방송수신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하는 계약상의 수

수료나 방송광고에 의한 수입 등을 통해 재원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조달하는 

상업방송과 큰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 방송의 재

원조달방법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TV수신료 징수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Ⅱ. 수신료의 법적 성격

수신료제도는 공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의 추구를 주된 운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공 방송사가 이러한 공공적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 방송의 생존여건과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가능

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되어야 하지만, 여기에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9)

9)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1권, 645
면: ｢… 공사가 공 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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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신료제도는 모든 시청자가 공 방송의 운 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신료는 공 방송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방송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1. 전통적 학설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앞에서 각국의 예에서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

적으로 수신허가설, 조세설(준조세설), 수익자부담설, 공공시설이용요금설 등 

각국마다 독특한 법논리에 기초하여 파악되고 있다.

① 수신허가설은 공적인 전파를 이용할 목적으로 수상기를 설치할 경우 이

에 대한 허가료로서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국의 BBC는 수신허가

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방송이다. ② 조세설은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시청

자의 납부의무와 벌금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 인
정하는 견해이다. ③ 수익자부담설은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시청자가 계

약에 따라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④ 공공시설이용요금설

은 예전에 독일에서 채택했던 학설로 수신료를 공공구조물의 이용요금으로 본

다. ⑤ 특수부담금설은 NHK 등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공 방송이라는 공공복

지 서비스를 위해 시청자들이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이론이다.10)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 채널을 실제로 시청하는 자만이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신료를 공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하

는 점 등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협회의 활동은 공공

의 행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통합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방송협회의 프로그램송신행위는 업적인 것이 아니며, 수신료는 당해 

주의 방송협회에 납부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방송협회의 급부에 대한 반

대급부는 아니고 전체 사업의 자금을 위해 각 주가 수집한 재산이라고 하고,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

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사가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
적 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10) 이명곤, “적정수신료수준의 분석”, 방송연구, 1999. 여름호, 방송위원회,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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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매상세의 부과대상으로 한 연방의 賣上稅法(제2조 제3항)을 위헌이라고 

판시하 다.11)

또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의한 방송수신료의 확정이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12)에 의한 방송의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방송수신료확정방식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다만 방송수신료징수의 법적근

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에 관한 주제협정을 무효로 선언하지 않

고 헌법합치적 규정을 즉시 정비하도록 각주에 명령하는 데에 그쳤다.13)

2. 검토

(1) TV시청의 대가(수수료)인가?

KBS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
신료를 KB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수수료14)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신료의 금액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과 같이 수신자의 

방송수신의 양(수신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으로 책정되어 

11) 연방헌법재판소 1971. 7. 27. 판결. BVerfGE 31, 314. 鹽野 宏, 放送法制の課題, 
有斐閣(1989) 93⋅94면에서 재인용.

12) 기본법 제5조(의견표명의 자유, 알 권리, 학문의 자유) ① 각 자는 언어⋅문서
⋅도화에 의하여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유포할 권리와 일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 및 방송과 필
림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검열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3) BVerfGE 90, 60. 동판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 제5조 제1
항 제2문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 방송의 자유는 특히 프로그램의 자유이며, 방송을 
언론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이에 불합치한다. 둘째, 공공방송의 기능에 
적합한 재원은 수신료이며(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한 광고료 등의 별도 재원도 허
용됨), 공공방송의 시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공공방송에 의한 
주민의 기본적 공급에 있다. 셋째, 입법자는 방송협회의 고유기능의 수행에 적합하고 
그 기능의 확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자에게 수신료
확정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향행사를 가능하게 하므로 금지되며, 
그렇다고 하여 방송협회 자신이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방송시청자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수신료의 확정에 있어서는 프
로그램의 중립성이 요청된다. 다섯째, 이러한 요청에 적합한 구조는 적절한 절차규율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으나, 주제협정은 수신료확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율을 설
정하지 않았다.

14) 수수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증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片岡俊夫 著, 이창근․김광수 譯, 일본의 방송제도, 
한울아카데미, 1994,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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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징수된 수신료가 KBS에만 지급될 뿐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 방송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KBS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부담금인가?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부담금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며, 납부의무자와 당해 

공익사업과의 관계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으로 나

누어진다.
그러나 TV수신료는 TV소지자가 KBS의 텔레비전방송사업의 원인을 조성하

다거나 KBS의 방송시설을 손상한 자가 아니란 점에서 원인자부담금이나 손

상자부담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 그 징수대상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고 KBS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에 따라 수신료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KBS의 텔레비전방송을 전혀 수신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까
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TV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

이라고 하 다.15)

(3) 특별부담금인가?

특별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정집단이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

을 지울 만큼 특별하고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부과되는 것이다.16)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을 위해 TV를 소지하는 자라고 하는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금전부
담이고 이 경우의 텔레비전방송에는 KBS가 방송하는 텔레비전방송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므로 KBS가 수행하는 텔레비전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TV소지자 집단간에는 특별하고 긴 한 관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15) 헌재 1999. 5. 27. 98헌바70.
16) 헌재 1998. 12. 24. 98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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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수된 수신료는 KBS가 수행하는 텔레비전방송 등의 공익사업의 재정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수신료의 부과⋅징수는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고 있다’17)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수상기보유가구수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TV가 특정집

단만이 소지하는 특별한 용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대부분 소지․시청하고 있
는 일반 가전제품이라는 점에서 특정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KBS시청이 곤란한 난시청지역에 사는 사람들(원초적 불능사유)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KBS의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개별적 선호사유)

도 단지 TV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긴 하고

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특별부담금은 부담금(special assessment, Beitrag)의 일종으로서 부담금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또는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私人에게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분담금”18)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KBS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아닐 뿐더러 방송은 행

정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이미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을 최초로 다룬 ‘먹는 샘물 사건’19)에서 

특별부담금의 정당성과 목적, 요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정당성에 관하여 “현대행정의 다양성과 기술성, 복

리행정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조세와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만으로는 점증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복잡다기한 행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특히 건설ㆍ교통ㆍ도시계획ㆍ환경 등의 부문에서는 명령ㆍ금지와 같은 직접

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17) 헌재 1999. 5. 27. 98헌바70.
18) 이태로ㆍ안경봉, 조세법강의, 1999, 박 사, 6쪽;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

사, 1999, 385쪽.
19) 헌재 1998. 12. 24. 98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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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즉, 특별부담금

이 행정상 간접적인 규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먹는 샘물과 TV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먹는 샘물 사건’에서는, 대부

분의 국민이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고 또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샘물을 일부러 사먹고 있기 때

문에 먹는 샘물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파괴를 막고 수돗물의 더 

나은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먹는 샘물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것은 부담금의 기본 목적인 행정상의 규제 방법으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요컨대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별부담금으로서, 먹는 

샘물구입자와 수질개선부담금 사이에는 ‘특별하고도 긴 한 관계’가 있는 것이

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싶지 아니한 국민은 수돗물만 마시면 되는 것
이다.

그러나 TV수신료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수신료는 일부 국민이 아닌 대부

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BS를 시청할 수 없거나 시청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먹는 샘물 사건’에

서의 수돗물에 대비될 수 있는 대체상품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무가 생기
는 것이지, ‘먹는 샘물 사건’에서와 같은 ‘특별하고도 긴 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부담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상의 간접적인 규제수단으로 부과

되는 것인데, TV수신료의 부과가 행정상의 어떤 간접적인 규제를 가져오는 것

인지 의문이다. 즉, ‘먹는 샘물 사건’에서와 같이 가능하면 물은 사먹지 말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만 먹어야 하는데, 일부 부유층 국민이 대다수 국민
들에게 위화감을 주면서까지 돈을 주고 일부러 물을 사먹고 싶어한다면, 당연

히 그에 부수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돗물의 더 나은 수질개선을 위하

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듯이, 일반 국민은 라디오 방송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보를 얻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여흥도 즐길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구태여 TV수상기를 반드시 소지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특별부

담금으로서 수신료를 매달 납부함으로써 텔레비전방송의 제작뿐만 아니라 ‘방
송시설의 설치ㆍ운 , 방송문화활동,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공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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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위 사건에

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텔레비전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이고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ㆍ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한 향력을 행사”하는 까

닭에 라디오방송과는 대체될 수 없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TV 시청은 그 어
떤 의미로도 행정상의 간접적인 규제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조세인가?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조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살피건대 수신료는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반대

급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나, 수신료는 일

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수행하는 텔레비전방송 등
이라고 하는 특정 목적의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구별된다.20) 그러나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시청의 여부나 시청의 정도

를 불문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체납하면 국세체납처분절

차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세와 유

사하다.

더욱이 오늘날의 조세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고, 많은 경우에 경제정책적ㆍ사회형성적 목적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며, 이러한 

소위 유도적ㆍ조정적 조세(Lenkungssteuer)는 현대국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21) TV수신료는 이와 같은 성격의 조세, 즉 목적

세의 성격을 지니는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22)

준조세로 보는 견해는 1991년 수신료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20) 헌재 1998. 12. 24. 98헌가1.
21) 김성수,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문제점”, 사법행

정, 1991. 11, 27쪽.
22) 졸고, 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 성교수 정년기념논

문집), 서울 법문사, 897-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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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방송수신료는 …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재원확보를 위하여 대가적 관계없이 강제

징수하는 일반조세와 공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

는 순수한 사용료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 수신료는 … 텔레비전 수

상기 보유자들이 공 방송을 실시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운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의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3)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KBS 이사회가 심의ㆍ결정하고, KBS가 부과ㆍ징수한다는 점에서 징수

주체가 일단 공법상의 단체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헌법재판소도 인정하 듯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TV수신료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수수료와는 달리 반대급부 없이 부

과되는 것이다. 즉,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비록 KBS를 시청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위 사건의 청구인과 같이 KBS 난시청지역에 살기 때문에 원

초적으로 KBS를 시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상기를 소지하기

만 하면 매월 KBS 이사회가 정한 수신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異論이 있을 수도 있으나, TV수상기의 보급이 저조하 던 6-70년대와
는 달리 1990년대에 들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민가구가 TV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TV수신료는 이미 일반국민을 

상대로 부과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공법상의 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부과하는 것이 조

세라고 한다면 TV수신료는 바로 그러한 조세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다만, 

TV수신료의 징수주체인 공사의 회계가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회계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하며, 이익금은 적

립하도록 하는 등(법 제23조, 제31조) 독립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일

반 국세나 지방세와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TV수신료의 성격은 엄격한 의미의 

조세라기보다는 실질적 의미의 조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텔레비전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추징금 또

23) 김해식, “KBS재원정책의 방행과 과제”, 방송문화연구, 1999. 11, 한국방송공사,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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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산금을 징수하며(제66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37조의 규정은 동법을 만든 입법자가 

수신료의 성격을 실질적인 조세로 보았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Ⅲ. 외국의 공 방송제도와 재원조달방식

공 방송제도의 구체적 형태는 독점적 방송체제와 이원적 방송체제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독점적 방송체제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공법상 조물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제2차대전 후의 국

(BBC), 일본(NHK), 이탈리아(RAI), 독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원

적 방송체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공 방송사와 민 방송사가 함께 방송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공 방송에는 고도

의 공적 책무가 부과되고 그 한도에서 공 방송의 존속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미국이나 남미제국처럼 오로지 민 방송만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

기는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타국내의 자국민을 위한 방송만큼은 국가에 의

해 운 되고 있다.

동유럽에서와 같은 국 방송체제에서는 주로 국가예산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업방송의 체제에서는 광고수입을 주된 재

원으로 하고 있으나, 공 방송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법제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공 방송의 재원을 조달

하는 수단으로는 수신료, 조세, 광고수입, 유료가입비,24) 직접보조금 등이 있는

바, 이들을 공적 재원조달수단과 사적 재원조달수단으로 나누어 볼 때, 수신

료, 조세, 직접보조금25)은 전자에, 광고수입, 유료가입비는 후자에 속하게 된

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공 방송의 재원조달방식이 어떤 형태를 띠는

24) 유료가입제란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에 따라 방송의 수신을 선택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TV수상기에 특수장치를 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전문채널에는 적합하지만, 종합채널에는 적합하지 않
다는 단점이 있다.

25) 직접 보조금이란 연간 공공예산의 일보로 책정된 재원을 직접 정부로부터 보조
금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재원조달방식을 말한다. 보조금에 의해 운 되는 방송제도는 

대부분 과거 공산주의국가나 제3세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에서도 수
신료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에 따라 공 방송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자칫 정부에의 예속이라는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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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공 방송도 순수한 공 방송, 혼합적 공 방송, 상업적 공 방송으

로 나누어지며, 수신료의 법적 성격도 달라진다.

1. 국26)

(1) 방송제도

국에서는 전파는 국가소유라는 관념에 따라 방송의 경 은 국왕의 특허에 

의하여 설립된 BBC가 독점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방송기관은 공익의 수

탁자라고 인식되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1922년에 설립된 BBC는 국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이른바 公社(Public 

Corporation)로서 그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노동당의 정책으로 국 화된 철도, 석탄, 전기, 가스 등의 주요 기간산업의 운
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들과 달리 BBC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독

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실제로 BBC의 운 은 정책결정기관인 경 위원회

(Board of Governors)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주의적 전통

에 따라 행정부의 개입에 의한 규제는 가급적 자제되고, 대신 여론의 지배라

는 정치원리에 의하여 방송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BBC의 방송독점이 정보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는 지적에 따라 1955년 상업텔레비전인 ITV(Independent Television)27)가 방송

을 개시하기에 이르 고, 1982년에는 Channel 4가 추가적으로 설립되었다.28) 

이로써 국의 방송제도는 공 방송(BBC-1, BBC-2)과 상업방송(Ch3와 Ch4)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게 되었으며,29) 1990년 11월 1일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면

서부터는 상업방송 전체를 관장하는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26) James McDonnell,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 Reader, London: Routledge, 
1991, p.19, 46, 71; Peter Dunnett, The World Television Industry, Routledge: London, 
1990, pp.124-125; Philip T. Rosen(ed), International Handbook of Broadcasting System, 
Greenwood Press: New York, 1988, pp.105-107; 박용상, 주7의 책, 39쪽 이하; 김규, 비
교방송론, 나남, 1993, 28면; 김규, 비교방송론Ⅱ, 나남출판사, 1993, 28-29쪽; 정윤식, 
“공 방송질서와 KBS경 전략”, 방송문화연구 ’95(제7집), 한국방송공사, 91쪽 등 참조.

27) ITV는 이후 1993년 ch.3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28) Peter Graham Scott, British Television: An Insider's History, London: McFarland 

& Company, 2000, p.282.
29) Peter Dunnett, op. cit.,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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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BC의 재원조달방식

BBC의 경우 재원은 전적으로 수신료(licence fee)에 의해 충당된다. 이른바, 

순수공 방송30)의 형태이다.

국의 수신료는 1949년 무선전신법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는바, TV수상기
를 설치할 때 내무부장관의 수신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면허의 대가로 정부

가 정하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수상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의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수신면허료의 성질로 이해되고 있다.31) 그러나 

실제 공 채널을 수신하지 않는데도 반드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수신료를 내지 않고 텔레비전 수상기를 단지 위성
수신에만 사용한 경우에 행정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서는 실제 사용의 여부를 불문하는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는 비판

이 많이 제기되었다. 한편 1976년 Congreve v. Home Office 사건에서 당시 

수신료징수를 담당하던 내무부장관이 중복된 TV수상기에 대해 6파운드의 차

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고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은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볼 때 국에 있어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수신의 대가로 이해하려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32)

2. 프랑스33)

(1) 방송제도

프랑스는 1921년, 일반인을 상대로 라디오를 통해 일기예보를 매일 실시한 

것이 프랑스 최초의 정규방송이자, 세계 최초의 방송으로 기록되고 있다. 1922

년에는 ‘라디오 빠리’라는 방송국이 설립되었으며, 1926년의 방송법안으로 민

30) 순수공 방송이라 함은 총 재원 가운데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80%를 넘고 광
고수입은 10% 미만은 경우를 말한다.

31) 팀 콩던 外著(양기석 譯), 국의 방송재정, 한울아카데미, 1995, 245면.
32) E. M. Barendt, op. cit., pp.70-72.
33) Peter Dunnett, op. cit., pp.155-160; 박용상, 주7의 책, 40면 이하; 임동환, “프

랑스방송의 질 제고노력”, 방송연구, 1990년 겨울호, 방송위원회, 32면; 홍석경, “프랑스 
공 텔레비전 France 2와 France 3의 선택과 장래”, 방송문화연구 ’94(제6집), 69면 이
하; 정윤식, 주26의 , 94-97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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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과 체신부방송국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1933년에는 처음으로 

수신료의 납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44년, 프랑스는 최초의 중앙독점방송기

구인 RTF제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민 방송을 배제해 버렸다. RTF의 책임자

는 내각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연간 예산은 의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재정

은 수신료로 충당하 다. RTF는 공 방송의 형태로 4개의 라디오 네트워크를 

발전시켰고, 1948년에는 TV방송을 시작하 다. 1958년 드골정권은 방송에 대
해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 는데, 당시 SLII(부처간 정보연락 서비스)가 공

보장관하에 설치되어 매일의 뉴스 프로그램을 기획하 다. 5년후 SLII를 대체

한 ORTF는 1964년 두 번째로 전국적 TV네트워크를 개설하 다. 그러나 1975

년의 법률에 의하여 ORTF가 해체되었고, 프랑스 방송의 제작과 운 은 7개의 

자율기관에 위임되었다.

종래 프랑스에서는 3개의 채널이 국 방송체제로만 운 되어 오다가, 1982
년에 공 화되었다. 1982년에 집권한 사회당정부는 더이상 방송의 정부독점유

지가 곤란하다고 인식하고 TV의 자유화조치를 실현하 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중파 TV와 라디오, 위성방송과 CATV의 분야에서 상업방송의 참여가 이루

어지게 되었으며, 1982년 7월 29일 제정된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이하 ‘1982년 

방송법’이라 함)에서 방송의 국가독점정책에 수정을 가하여 사설라디오방송국

과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의 설립을 허용하 고, ‘시청각총괄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독립성보장을 기하 다. 그러나 1984년 유료TV인 Canal Plus방송이 시

작되고 1987년 공 방송 TF1이 민 화되면서, 공 방송과 민 방송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공중파 TV는 6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공 방송은 France Television뿐이고 상업방송은 4개사

(TF1, La Cinq,34) TV-6, Canal Plus)이다. 한편 위성방송분야와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도 공 방송 이외에 다수의 상업방송에 면허가 부여되고 있다.

(2) 재원조달방식

프랑스의 공 방송은 공중파 2개사를 포함하여 9개 기관이 공동의 방송섹터

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신료(Redevance)를 그 재원조달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
고 있지만, 광고도 병행하고 있는 이른바 혼합적 공 방송35)형태를 띠고 있다.

34) 뉴스보도에 주력해 왔던 민 방송 La Cinq은 1992년 4월 12일 프로그램 코스
트의 상승과 시청률경쟁의 격화로 파산하고 말았다. 정윤식, 주26의 ,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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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방송법 제53조 및 1982년 11월 17일의 ordonnance 제82-971

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모든 수상기소지자는 소정의 사용권료를 

매년 일괄하여 선불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신료의 액수는 의회(하원)에서 결

정하며, 예산안의 형식으로 매년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TV수상기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징수하며, 또 다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기 값의 4배를 징수하도록 되
어 있다.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30%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수신료 납부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36)

이러한 TV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수상기사용권료로 보는 견해37)와 

조세에 준한다고 보는 견해38)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에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는 수신료를 세금이나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준행정비

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39) 이 결정은 수신료의 금액을 의회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결

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9월 30일의 방송법 제

53조에서는 수신료를 의회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라는 통설적 견해를 수용함으

로써 이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40)

3. 독일41)

(1) 방송제도

독일에서의 방송은 일반사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는바, 라디오의 경우 1917년

35) 혼합적 공 방송이라 함은 공공재원이 총 재원의 50% 이상이고 광고재원이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6) 남궁협, “공 방송 수신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95(제7
집), 한국방송공사, 121쪽 참조.

37) 片岡俊夫, 주14의 책, 87쪽.
38) 정윤식, 주26의 , 95쪽.
39) Decision 60-8 of 11 Aug. 1960(Debbasch, 1991 b: 71). E. M. Barendt, op. cit., 

p.72.
40) E. M Barendt, op. cit., p.72.
41) Philip T. Rosen, op. cit., pp.91-92; Peter Dunnett, op. cit., pp.160-163; Jürgen 

Wilke, Einleitung, Pressefreiheit, Darmstadt, 1984, S.35ff.; 김규, 비교방송론, 118-119
쪽․123면; 박용상, 주7의 책, 43쪽; 김택환, “공론장으로서의 방송프로그램”, 방송연구, 
1993년 겨울호, 방송위원회, 54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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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험방송이 이루어졌고 1923년에 정규방송이 실시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러나 당시의 라디오방송은 독일제국의 우정국(PTT)과 전기산업의 향을 강하

게 받았으며, 보도와 시사문제는 제한적으로만 다루는 등, 정부의 엄격한 내용

통제를 받았다. 게다가 1933년에 등장한 나치정권은 지방방송회사들을 모두 

해체하고 모든 방송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킴으로써 방송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이용하 으며, 1935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정규 TV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선
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도하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나치시대의 국 방송에 대한 반성과 연합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여 방송을 국가로부터 독립한 운 주체에 맡겨야 한다는 입

장에서 새로운 방송질서의 구축을 시도하 는바,42) 방송의 설립권을 연방에서 

주로 넘기고 방송의 지방분권을 도입함으로써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공 방송의 법적 형태를 공법상의 조물(öffentliche Anstalt)로 함으로써 방송
법의 제정에 있어서 독일적 특성을 부여하 다.43) 이러한 방송질서에 따라 독

일에서는 각 주마다 방송사가 세워졌으며, 1950년에는 서독 전체의 방송국연합

체인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가 조직되었다. 독일통일 전에는 9개의 주에서 9개

의 방송공사가 운 되었는데, 각 방송사는 라디오와 TV의 방송을 겸 하는 것

이 보통이었다. 다만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운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서독 11
개 주의 협정으로 설립된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는 TV방송만을 행

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방송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연방은 DW(Deutsche Welle)

와 DLF(Deutschland Funk) 등 2개의 라디오 방송만을 설립․운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민 방송의 도입은 1984년부터 가능했는바, 이는 연방헌법재판

소의 판결에 따른 결과이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방송의 공

체제가 방송조직의 유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전파의 희소성이나 방송에 소요

되는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민 방송의 도입

에 소극적이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민 방송의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

기 시작하 다.44) 즉, 1981년 제3차 방송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술적 발전

42) Hans Bausch, Rundfunkpolitik nach 1945, München, 1980, S.34ff.
43) Theo Aulich, Die privatrechtlichen Orientierungen und Betätigungen der 

Rundfunkanstalt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Programmbeschaffung, Hamburg, 
1983, S.4.

44) Bodo Pieroth & Bernhard Schlink, Grundrechte Staatrecht II, Heidelberg: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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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채널의 방송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민 방송의 도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양성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민 방송에도 방송의 조직, 관리, 

편성에 관한 공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45) 그리고 

1987년 4월 3일 “방송에 관한 새로운 질서를 위한 국가조약”에 당시 서독의 

11개 주의 수상이 서명함으로써 공 과 민 의 2원적 방송질서가 정식으로 확

립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지상파에 의한 방송은 공공방송에 할당되었기 때
문에 민간방송은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에만 참여하고 있다.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동서독간의 통일조약 제36조에서는 동독의 방송

체제를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1991년 말까지 서독의 공 방송제도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 다. 이에 따라 통일전의 동독의 국 TV인 ‘독일방송

국’(DFF)이 1991년 12월 31일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해체됨으로써 방송통합이 

이루어졌다. 즉, 통일 전에 서독의 9개의 주에서 운 되던 9개의 방송사가 운
되던 것이 통일 후에는 동독지역에서 공 인 중부독일방송(MDR)과 동부독

일방송 브란덴부르크(ORB)가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11개의 공 방송사가 운

되기에 이르 다. 그리고 1991년 8월 31일 체결된 “통일독일의 방송국가조약”

에서는 공 방송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그 존

속과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를 보장하는 한편, 민 방송에 대해서도 

그 존립의 법적 근거를 더욱 분명히 하 다.

(2) 재원조달방식

독일의 경우 각 주에 따라 공 방송의 재원조달방식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신료와 광고를 모두 재원으로 허용하면서도 총 재원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50%를 넘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혼합적 공 방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면허료나 시청료 등의 용어 대신 방송수신료(Rundfunkgebühren)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방송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고 

각주 방송국 사이의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TV나 라디오 수상기를 보유한 

자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어느 주에서나 동일하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수신료가 

Müller Verlag, 1999, SS.139-140.
45) 박용상, 주7의 책,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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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사용료라는 견해와 방송서비스에 대한 출자부담금이라는 견해, 그리고 

부담금과 조물사용료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는 견해, 세금이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수신료에 의한 수입의 일부가 케이블 시험방송에 이용되었

으며, 수신료에 의한 전체수입의 2%가 민 방송의 규제기구의 운 재원으로 

할당되는 등 수신료는 독일의 방송제도 전반을 지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공 방송의 프로그램 시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

하는 이상 기본적 생활배려의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신료를 일종의 목적세(Zwecksteure)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

다.46)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1년 제2차 방송결정에서 수신료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아니며, 수신료에 의한 공 방송의 재원조달이 연방의 재정에 편

입되지 않는다고 하 다.47) 즉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들이 납부하여 해당 주
의 조물에 귀속되는 수신료는 방송 조물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급부

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방송업무수행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주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진 재정적 수단이라고 보았다.48) 이 판결은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공 방송의 국가적인 임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

여 방송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고 하 을 뿐, 구체적으로 수신료를 세금
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물사용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으나, 1994년 2월의 제8차 방송결정(일

명 ‘수신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의 징수는 가입자가 텔레비전수상

기를 보유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수신인의 시청습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수신료납부의무를 단지 가입자라는 지위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정당

하다”라고 밝힘으로써,49) 현재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목적세(Zwecksteure)로 
이해하고 있다.50)

46) Ibid., p.73.
47) Ibid., pp.72-73.
48) BVerfGE 31, 314, 329ff.
49) BVerfGE 90, 60, 90ff.
50) Walter Rudolf,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eines Rundfunkgesetzes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김병기 역, “민주적 헌정질서하에서 방송법의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0. 6,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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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51)

(1) 방송제도

일본에서 라디오방송은 192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텔레비전방송은 

1953년에 NHK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일본의 방송은 공 방송과 민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 방송은 NHK가 담당하고 있고, 민 방송은 1953년 일본
텔레비전(Nippon Television Network, NTV)이 민간 상업텔레비전 방송사업 허

가를 받으면서 본격화되었으며, 1988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각지에서 NTV, 

Fusi TV, TV Asahi 등 102개의 상업 TV방송사가 활동하고 있다.52)

일본의 지배적인 방송사업자이던 사단법인 NHK(일본방송협회)는 1950년 방

송법의 제정으로 해체되고 동일한 이름을 갖는 공사의 체제로 변경되었다. 공

사 NHK는 패전후 연합국최고사령부(CHQ)의 지도하에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
로부터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로써 NHK는 정부의 출자

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 불편부당과 자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의 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NHK는 그 전신인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 기 때문에 시청자가 낸 수신료의 축적 위에 설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출자해 설립한 공단이나 정부로

부터 분리․독립한 공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NHK는 소위 특수법인에 
속하지만 국가의 출자를 받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행정

기능과 관련해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가 아니다.

현재 NHK가 운 하고 있는 방송매체는 종합TV, 교육TV, 라디오 제1방송, 

라디오 제2방송, FM방송, 위성 제1TV, 위성 제2TV, TV음성다중방송, TV문자

다중방송 등 9개 채널로서, NHK는 세계 최대의 방송기업체이다. 거기에다가 

30개의 자회사로 구성된 이른바 ‘NHK그룹’이라고 명명되는 관련단체들이 있
다. 이 단체들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판매분야 15개사, 업무지원분야 

6개사, 공익서비스분야 7개사, 복리후생단체 2개사 등 합계 30개사로 편성되어 

있다.

51) Philip T. Rosen, op. cit., pp.173-175; Peter Dunnett, op. cit., pp.169-180; 片岡
俊夫, 주14의 책, 35-36쪽; 이신복, “일본의 공 방송”, 방송연구, 1985년 여름호, 방송
위원회, 234쪽; 정윤식, 주26의 , 81-82쪽 등 참조.

52) Philip T. Rosen, op. cit., pp.173-175; Peter Dunnett, op. cit.,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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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방식

일본의 모든 민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국은 전적으로 그 재원을 광고에 의

존하지만, 비 리자치조직인 NHK는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외부로부터 일체의 출자금을 받지 않고, 광고방송도 하지 않고, 시청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인다. NHK는 수신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지만, 그 금액은 

의회와 내각의 승인을 통해서 결정된다. 일본 국회는 NHK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NHK 회장을 선정하는 경 위원회 위원의 임명동의권을 가짐으로

써, NHK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수신료의 성격에 관해서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견해(계약설), 수상기세와 같은 세금으로 보는 견해(세금설), 수신허가수수료로 

보는 견해(허가료설), 공공부담의 일종으로 수익자부담적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견해(공용부담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964년의 우정성 ‘임시 방송관

계법제 조사회’ 답신서는 “나라가 그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

하는 조세가 아니며, 국가가 징수하는 목적세도 아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독특
한 법인으로 세워진 NHK에 징수권이 인정되어 그 유지운 을 위한 수신료라

는 이름의 특수한 부담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

날 일본에서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수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53)

Ⅳ. 한국의 공 방송

1. 연혁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은 KBS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방송국에 의해 
1927년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KBS는 1947년에 ITU로부터 호출부호 “HL”를 

할당받아 국 방송으로서 출발하 으며, 1961년에는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

이 개국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 다. 그러다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

여 1973년에 한국방송공사(KBS)로 체제를 정비하여 공 방송의 틀을 갖추었으

나, 1980년 언론통폐합조치로 TBC, DBS 등을 흡수통합하면서 2TV가 방송을 

53) 片岡俊夫, 주14의 책, 80-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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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 다. 1990년에는 교육방송이 KBS로부터 분리되었고, 1996년에는 위성 

시험방송이 개시되었으며, 2000년에는 제3라디오가 개국하 고 제2라디오의 

FM 방송이 개시되었으며 지상파 디지털 TV가 시험방송되었다.54)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제

43조),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의 실시,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
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  및 관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실시, 교육방송의 송신 지원,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

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 , 전속단체의 운 ․관리,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등의 공 방송사업

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4조).

2. KBS의 법적 지위

(1) 營造物法人으로서의 KBS

일반적으로 조물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

된 인적․물적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며,55) 대체

로 정신적․문화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조물법인은 공적 목적 이외에도 리추구라는 특성을 가지는 

공기업과 구별되며, 단순히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적 시설의 집합체인 공

공시설과도 구별된다. 그리고 조물법인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해 

일반적인 공법상 제한이 완화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경 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채산제가 적용된다.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

에 있어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주체가 되며, 경 상으로는 재원의 조달과 

54) 현재 KBS는 공 방송으로서 2개의 TV채널과 2개의 위성방송 채널, 7개의 라
디오채널, 1개의 장애인 특수방송 채널 등을 운용하고 있다. KBS는 서울본사와 전국 
25개 주요도시의 지역방송(총)국을 연결하는 방송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에 9개의 
지국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KBS는 KBS미디어(구 상사업단)를 비롯한 3개의 방
송관련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KBS홀과 KBS교향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을 보유하
고 있다.

55) 김동희, 행정법Ⅰ, 제6판, 박 사, 2000,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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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KBS는 법적으로 공법상의 조물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법상 조물법인으로서의 KBS가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56) 다시 말하여 公法人인 KBS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같은 국가적 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질뿐 기본권을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는 없다고 이해되고 있

다.57) 다만 국가가 일정한 기본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법인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기본권주체

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예외적 인정설). 가령 대학이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

율권을 향유한다거나 공법인으로서의 언론기관이 언론의 자유 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마찬가지로 KBS는 공법상의 조물법인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자유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은 없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는바, ‘공법인이 공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58) 방송 조물에 

대해서는 “공행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과 자치적 역을 갖

는다는 점에서 방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59)라고 결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전의 TV수신료관련 결정문에서 “공사가 공 방송사로

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 공사가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

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56) 이에 관한 논의는 계희열,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1991, 박 사, 1-32쪽; 권 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30권 3․4호, 1989, 94-109쪽; 정종섭,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서설”, 헌법논총 
제2집, 1991, 391-456쪽 참조.

57) 이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아
니한 바, 이와 관련된 결정례로는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헌재 1995. 2. 23. 90
헌마125; 헌재 1995. 9. 28. 92헌마23; 헌재 1996. 8. 29. 93헌마61;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헌재 2000. 6. 1. 99헌마553;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이 있다.

58) BVerfGE 21, 362; BVerfGE 23, 353; BVerfGE 45, 63.
59) BVerfGE 31, 314, 322; BVerfGE 59, 231, 254ff.; BVerfGE 64, 256, 2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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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

서나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역에 속하는 것이고 …”라고 하여 KBS가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60)

(2) 공 방송으로서의 KBS

우리가 여기서 KBS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의 조물법인으로 이해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는 KBS가 공 방송인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KBS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의미에

서 KBS가 과연 공 방송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공 방송의 핵심적 특성 가운데 주요한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본다.

1)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는 법인이며(제43조 제2항), 그 자본금 3천억 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고 되어 있다(동조 제5항). KBS의 자본금이 전부 정부

에 의해 출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비록 정부가 출자하지만 그것이 법인으로서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

을 갖고서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향유하고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

의 전액출자는 민간의 출자를 막아 개인자본의 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KBS는 법적으로 국유도 사유도 

아닌 공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KBS는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KBS는 물론 자본금 1,000억 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

여 한국교육방송공사라는 법인에 의해 설립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와 서울시 교통관리실 산하 교통방송본부가 운 하고 있는 교

통방송(TBS)61)도 공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의 자본구성이 상

당부분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MBC, SBS, 각 지역민 방송사 등은 민간

방송이다.62)

60) 헌재 1999. 5. 27. 98헌바70.
61) http://tbs.seoul.kr/index1.html 참조.
62) MBC의 성격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현행 방송법상 독특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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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

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되며

(제43조), 공적 책임이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실현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동조 제2항),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

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하고(동조 제3
항),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물론 방송법상 모든 방송사가 일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제5조), 공정성

과 공공성을 기하여야 한다(제6조). 이러한 점에서는 모든 방송사가 공 방송

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서 그 본

연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라면, KBS는 독특한 소유구조나 재원조달의 형식으
로 말미암아 여타의 방송사보다 훨씬 강한 정도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KBS는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공 방송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3. 재원조달방식

한국의 경우 KBS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지만,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방송법 제56조, 

제64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방송광고수입․방송프로그

램판매수익․정부보조금․협찬수입․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사채 또는 차입금․전년도 이월금․기타 방송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등을 말한다(방송법시행령 제36조). 이에 따라 1981년부

터 1998년까지 KBS의 주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KBS의 총재원 중 수신
료가 57.7%, 광고가 40%, 기타가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63) 

KBS의 재원조달형태로 보면 KBS는 상업적 공 방송64)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유구조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詳論은 피한다.
63) 김승수, “공 방송의 경 혁신방법론”, 방송문화연구, 2000. 12, 한국방송공사, 

81쪽.
64) 상업적 공 방송이라 함은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50% 미만이고 상업재원이 



2002. 3.]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 방송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419

재 KBS2가 MBC나 SBS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업적인 방송광고를 시행

하고 있으며 그 광고수입이 KBS 전체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과연 KBS를 진정한 공 방송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

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하며(제65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

을 징수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66조).

Ⅴ. KBS 수신료제도의 문제점

1. 수신료결정의 주체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 방송의 방 내용에 관한 것은 공 방송 자

신이 하지만,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결정은 입법자가 한다. 이때 입법
자는 방송수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공 방송이 프로그램을 결정

할 때에도 그것은 수용자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료는 

입법자가 수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수신료

를 결정하는 것은 공 방송 자신이 아니다. 다만 그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

진할 수는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65) 이처럼 수신료의 결정이 연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은 수 차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2) 수신료의 금액은 과거 KBS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1999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66)

현행 방송법은 수신료의 금액을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

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5조). 이것은 방송위원

회가 수신료의 금액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도 아니고 국회가 직접 수신료
의 금액을 심의․확정하는 방식도 아니다. 여전히 그 1차적 결정권은 KBS이

30%를 넘는 경우를 말하는바, 오스트리아의 ORF, 아일랜드의 RTE, 포르투칼의 RTP와 
RDP 등이 이에 해당된다.

65) BVerfGE 87, 181, 200ff.; 곽상진, 주6의 논문, 137쪽 참조.
66) 헌재 1999. 5. 27. 98헌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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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있고, 다만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

럼 수신료의 결정에 여러 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누가 수신료의 결

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과도 거

리가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의견제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입법권

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개선책은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에 대신하여 헌법불합

치결정을 내리는 근본적 취지이기도 하다.

살피건대 수신료를 조세에 준하는 것으로 볼 때, 수신료의 결정은 조세법률

주의(헌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

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데, 현

행 방송법에서 수신료의 금액을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조세법률주

의를 선언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헌법재판소와 같이 

이를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문제로 보더라도 수신료의 금액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국회에 대신하여 KBS가 직접 결정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의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1994년 2월 연방헌법재판소가 ‘수신료결정’에서 기존의 
방송수신료결정방식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주의 입법권자는 1998년에 

발효하게 된 ‘공 방송재정국가조약’에 의해 KEF(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에 그 구성과 임무 및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 다. KEF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공 방송의 재정수요를 

조사하는 전문위원회로서 각주 정부에서 1명씩 파견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67)

2. 수신료징수업무의 위탁문제

(1) 수신료의 징수는 KBS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징수업무를 시․

도지사 또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이나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

67) 김명중, “디지털시대 KBS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99(제11집), 한국방송공사,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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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KBS는 수신료징수업무의 위탁에 관한 방송법 제

67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0월 1일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의 징수업무

를 위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한

국전력공사법 제2조, 제4조),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

와 관련되는 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부대사업, 기타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또 국

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기라는 공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공익적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기업적인 속성인 수익사업도 실시하는 공기업(公企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의 징수를 해주는 대가로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

분의 1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KBS로부터 지급받는다(방송법 제48조). 
하지만 한전의 사업목적을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에는 이

러한 수신료의 징수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서 제6호의 

｢…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이라는 규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

나,68) 이를 가지고 수신료징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근거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

이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조물법인으로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 법인격을 가

진다는 점에서 엄 히 말해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KBS를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볼 때 KBS로부터 위탁받아 수상기등록 및 수신

료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수신료징수업무의 수행은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한 ‘배전

업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동조 제5호 상의 ｢… 부대사업｣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적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대단히 옹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전력공사가 TV수신료를 계속 병과징수하기 위해
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8) 한국전력공사법(1998. 9. 23. 법률 제5573호)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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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

합된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매월 수

신료를 전기요금과 병기하여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동시

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수신료징수의 위탁과 징수
의 방식에 대해서는 위탁징수가 수신료의 집단적 납부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수신료의 징수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또 이러한 통합고지로 한전의 전기공급중단조치를 무기로 하여 수신료의 납

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점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전이 단순히 징

수의 편의만을 위하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고지하고, 수신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도 그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행

정법상의 不當結付禁止原則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의 하나로서,69) 헌법상

의 법치국가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이 

통합고지하여 TV수신료의 징수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시에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취하는 현행방법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기업인 한전의 전기공급행위는 사법적 형식으로 급부행정의 목적을 

수행하는 소위 행정사법의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전의 사업

활동은 부분적으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고 공법원리에 의한 제한도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한전의 전기공급중단조치에도 당연히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전의 단전조치가 이 원

칙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수신료의 체납과의 사이에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70) 그러나 전기 사용과 TV수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원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의 징

69) 김동희, 주55의 책, 57면.
70)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 사, 2000, 46-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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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한전의 본래 사업목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목적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물론 법령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으로서는 

그 징수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수신료를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여 징수할 수

도 있고, 통합고지를 통해 한꺼번에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

적인 징수방법에도 공법상의 일반원리를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

가 따르는 것인 만큼, 한전이 통합고지하 다는 이유로 수신료의 미납을 전기

요금납부의 불이행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단전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무관하게 수신료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전의 

전기공급중단을 활용한다면 이는 행정법상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수신료는 미납했다고 해서 

한전이 전기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한전의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한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한편, 한전은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전

력공사는 KBS로부터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방송법시행령 제48조), 여기서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징수비용이 외

국에 비해 높다는 점 또한 지적될 수 있다. 국의 BBC가 5.5%, 독일의 공
방송이 3%, 일본의 NHK가 9.5%인데 비해 KBS는 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71) 이는 한전의 조직이 워낙 방만하고 경 의 효율성이 저조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KBS로서는 이를 적어도 10% 미만으로 줄이

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나친 수수료지급은 정당한 수신료를 내고 TV를 시청하는 정보수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신료의 바람직한 운용을 촉구할 수 있는 납부자의 권리

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고 KBS측으로서는 수신료의 방만한 운용이라는 

비판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난시청지역의 수신료 문제

(1) 방송법시행령에서 난시청의 경우는 수신료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71) 김승수, 주63의 ,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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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제6호), 실제로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KBS가 지정하는 

난시청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된다(동조 제4항). 따라서 특정지역의 경우

에는 공 방송을 전혀 시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료 전액을 납부해야

만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공 방송의 시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위성방송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서 수신료를 징수하

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한편 방송법시행령은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6호 단

서). 여기서 인위적 난시청은 TV송신소(방송국)에서 송출하는 TV전파가 고층건

물이나 아파트 등으로 전파장애를 받아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수상기소지자는 일단 수신료를 납부하고,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조

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전파법 제36조). 그러나 KBS는 난시청지역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양질의 방송을 수신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

한 단서조항은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4. 수신료사용에 대한 감독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의 운 과 방송문화사업과 방송기술개발 및 교육방송

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신료사용의 결산내역은 매년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 평가단의 평

가를 받으며, 그 결과는 다음해 5월 이내에 KBS방송과 일간지를 통하여 공표

하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제59조, 방송법시행령 제33조).

그런데 이러한 경 평가단에 시청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공정

한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시청자주권의 시대에 발맞추어 수신료를 납부한 
시청자들의 통제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시청자의 대표가 경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수신료제도의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신료제도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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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이고 정당한 징수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신료제도의 법적 개

선방안과 재원구조의 개선방안 및 수신료징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수신료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1) 수신료결정방식의 개선

목적세의 성격을 지니는 준조세로서의 수신료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적

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신료의 금액책정방법을 방송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하든지 아니면 그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국회가 직접 심의․확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방송위원회나 별도의 위원회가 1차적으로 결
정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수신료면제범위의 재조정

수신료의 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이 부담하는 공적 책무

에 비추어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 좀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면제범위

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75세 내지 8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농어촌지역의 주민, 시청각장애인 이외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수신료

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에도 엄격한 실사를 통해 감면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재정수입의 부족분은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보조금으로써 보전해 주면 될 것이다.

(3) 수신료체납시의 간접강제방법의 개선

현재는 한전이 TV수신료를 통합하고 있는 까닭에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 시청자대표의 경 평가참여

경 평가단이 수신료의 사용내역을 평가할 때 시청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

고 있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시청자주권의 시대에 발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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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신료를 납부한 시청자들의 통제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시청자의 대표가 경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TV수신료징수수수료의 감액

현재 한전에 주고 있는 수수료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그 비율을 적정히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6) 수신료사용에 대한 감독

현재 수신료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역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

다. 또한 그 감독에 시청자대표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2. 재원구조의 개선방안

(1) 광고비중의 축소

KBS 재원의 공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TV의 광고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공 방송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업광고를 제

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방송의 비

중을 25%의 수준으로 억제하고 수신료의 비중을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수신료의 현실화

재원구조에서의 공 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을 70% 수준에 이

르도록 한다고 할 때 수신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수신료의 현실화방안

으로는 소비자물가연동제, 전기료연동제, 소득세할당제, 노동비용연동제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료연동제는 공공부분의 민 화추

세를 감안할 때 그 장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세할당제 역시 일

반조세로 조성된 재원을 다른 목적의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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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부문 노동비용연동제 또한 

KBS의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의 

BBC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물가상승분에 맞추어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수신료징수제도의 개선방안

(1) 수신료 부과기준의 변경

현재와 같이 가정용수상기에 대해서는 그 보유대수를 묻지 아니하고 세대별

로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되므로, 다수의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수

록 사실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신료가 수상기소지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균일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

과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용수상기의 수신료를 세대별

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TV수상기마다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수신료면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을 전제로 하여

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수신료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고, 다소나마 소득수준에 

따라 수신료를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제재의 강화 및 혜택의 확대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료를 조세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면 수신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의 통합고지방식이 개

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가령 프랑스와 같이 납부의무의 불이행시 TV수상

기 금액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TV수상기의 금액에 비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가의 수상기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6개월치나 1년치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혹은 다수의 납

부자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할인의 혜택을 주는 것도 수신료의 자진납

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朴 宣 映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394∼435428

(3) 고지방식과 납부방법의 개선

한전의 통합고지방식은 수신료납부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단전조치의 위협

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민

주주의사회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이고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납부고지를 무시하고 전기료만 내고 수신료를 체납할 경우 한전

으로서는 가산금만 징수할 수 있을 뿐, 단전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고지의 방식을 분리고지의 방식으로 바

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신료의 납부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납부나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지로에 의한 은행납부방식과 같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난시청지역의 조정과 그 해소방안

난시청지역과 관련하여 인위적 난시청이라 하더라도 수인의 가능성을 넘는 

경우는 수신료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오면 KBS가 즉각 실사를 하고 

상당수 주민이 난시청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난시청지역의 지정

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난시청지역의 해소

를 위한 경비를 미리 일정 규모로 유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모호한 KBS의 정체성문제를 경 의 합리화와 투명성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수신료제도개선에 앞서 선결되어야 함은 異論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보도의 공정성은 방송본연의 책무로서 수신

료논의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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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Issue of the 

TV Receiving Fee

Sun-Young Park
*

72)

Television Broadcasting in the 21 century is an indispensable vehicle to 

realiz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and plays a decisive role in forming 

public opinions. It influences materiall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social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ity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y's receiving fee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to 
find the way of improving the receiving fee collecting system.

In the TV Broadcasting Receiving Fee cas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article 36(1) of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ct, under 

which the board of directors of KBS can decide the amount of TV receiving 

fee merely by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Public Information 

without any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98 Hunba 70, May 27, 1999).

In this TV Broadcasting Receiving fee case, the Court says, “the receiving 

fee is a special assessment” that is imposed only on those who own TV set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pecific public use.

After this decision, The National Assembly consolidated the Broadcasting 

Act, The Composite Cable Broadcasting Act, The Management of Cable 
Broadcasting Act, and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ct into The New 

Broadcasting Act(2000. 1. 12. Act No. 6139). This Broadcasting Act States in 

its Article 65 that the amount of the fee shall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character of receiving fee and the conditions of imp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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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fee is excessively broad and obscure as ever, furthermore its 

imposition and collection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restricts people's 

property rights. The amount of the fee and the scope of the fee-payers are 

essential elements, and directly affect interes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So my in-depth review has made m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receiving fee is a sort of Special Purpose Tax. In addition the receiving fee is 
a principal financial source of KBS and therefore an essential and important 

issue to be decided in realiz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refore the fee 

as a kind of tax must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erms of financial independence, it is undesirable that advertisement 

portion, recently, is getting bigger than receiving fee portion in KBS's income 

portfolio. For another thing, those who live in the area hard of receiving TV 
waves, have had a good reason to complain about the receiving fee. As long 

as the receiving fee can be regarded as a sort of tax, such a problem should 

be settled as quickly as possi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