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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이행
사례를 통해 본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의 한계
송영주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이 연구는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
스지침(AVMSD) 규제 내용과 회원국들의 이행 사례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선행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적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해 기존 규제의 틀이 어떤 정책적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규제
목적의 방송의 개념 확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2007년 개정
된 AVMSD는 방송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과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회원국의 이행 과
정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낳았고,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도 규제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
되고 있었다. 일부 규제 사항에 관해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 수준이 달랐으며, 선형 비선
형에 대한 차별적 규제, 원산지국가 원칙 등은 초기에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할지
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지침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내 조화로운 규제라는 목적
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도,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규제가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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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적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미디어 영역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인쇄 매체에서 시작해 라디
오 전파를 사용하면서부터 개인이나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지속적
으로 확장되어 왔고, 인터넷 역시 긴 기술적 여정 가운데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다른 기술적 변화와는 달리 기존의 규제를 특별
히 더 불안정하게 하는 데에는 이용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기존의 가치
사슬을 해체하는 동시에 시장의 국경을 없애며 사업자 형태를 다양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전보다 더 큰 변화와 파장을 가져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융합은 끊임없이 진행 중인 과
정이지 최종 상태는 아니며,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에서 관련 규제의 변화는 “미래 지향적”일 필요가 있지만 점점 더 미래 지
향적이기 힘들어진다.
방송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규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 규제를 논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만 분명한 구분
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방송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융합과 디지털화의 결
과로 나타난 현상으로써 보편적 개념으로 수용 가능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규제 영역의 확대는 가능한 영역까지 기존 규
제의 적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전자는 연속성을 띤 진화의 과정으로 관련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면 후자는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의 최첨단 기술과 시장 환경에 맞추어 구
상되어, 그 사회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권
하에서 성장해 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
라서 타국의 규제 사례에 대한 검토는 후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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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술적 융합으로 인한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이하 AVMSD)의 신유형 방송 관련 규정과 회
원국들의 이행 사례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법을 탐색적으로 검토해 봄으로
써 유럽의 사례가 보여 주는 규제적 한계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들을 도출
해 내고자 한다.
유럽 연합의 AVMSD 적용 사례는 공통된 지침을 회원국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다 보니 같은 정책 목표 아래에서도 다
양한 규제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유럽의 방송
통신 신규 서비스의 규제는 2007년 12월 11일 승인된 유럽연합의 시청각
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현재 28개 회원국에서 모두 국내법에 수용
한 상태이다. AVMSD는 규제의 영역에 비선형 시청각 서비스를 포함시키
면서 새로운 방송의 개념을 발표했다. 도입 시기는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
지만 2010년부터 발효되었으며, 2016년 5월에는 수정안이 발표된 상태
여서 선행 사례로써 득과 실을 논의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의 공통된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재정립된 방송 규제
가 해당 맥락 안에서 신유형 서비스를 포괄하는 데 적합했는지, 회원국들
간에 일관성을 가지며 산업 성장의 미래가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바
탕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의 평가를 토
대로 AVMSD의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와 목적,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정
의와 규제 내용에 주목했다. 각각의 회원국에서의 이행 사례는 유관 기관
의 보고서와 발표 자료1 및 유럽 시청각 관측소의 데이터베이스2를 이용해
수집했으며, 회원국에서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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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비교하여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안
들을 정리했다.

2. 미디어 융합과 EU의 정책 반응: 발단과 배경
현대사회의 공공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는 다수의 국가
에서 일제히 겪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대게 유사한 정책 반응을 야기하는
가이다(Flew, 2016). 드레즈너(Drezner, 2001)는 이를 정책 융합으로 설
명하는데, 정책 융합은 구조, 과정, 절차와 실행에서 유사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 정책이 서로 점점 닮아가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국
가적 맥락에서 발전한 아이디어를 다른 맥락에 적용하는 정책 이전을 통
해 나타나기도 하며,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과 같은 이전과의 중요한 구분
이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조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세기 영화와 방송 미디어의 성공은 여러 국가에서 매스미디
어의 영향력과 상업화된 공공재에 대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동의
규제적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

1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기구 그룹(ERGA)과 유럽 규제 기관 플랫폼(EPRA)의 연례 미팅 자료
(Machet 2011, 2012; de Bueger, 2013; ERGA 2015), 회원국 내 관련 규제 기관의 보고서(CSA,
2011, 2012, 2015; Ofcom, 2015) 및 유럽위원회의 AVMSD 공공 자문 답변서 등.

2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AVMSD 국내법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의 웹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FR/NIM/?uri=celex:32010L0013
http://avmsd.obs.co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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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규제 체계 개선의 필요성
유럽연합에서 방송의 공통된 규제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 역시

1980년대 케이블과 위성이라는 새로운 방송 기술의 등장을 배경에 두고
있다. 방송 서비스에 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의 틀은

1989년 국경 없는 TV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이하 TVWF)
으로 1984년 방송의 단일 시장 형성에 관한 녹서3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럽연합 권역 내에서 TV 방송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고 공동체 내 미
디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TVWF는 1997년에 한 번 수정되었는데, 주로 회원국의 영토 내 권한에 관
한 원칙, 미성년자 보호, 스포츠와 같은 중요한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에도 이미 시장 현실화 단계에 있었던 신유형 시
청각 미디어 서비스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란은 있었지
만,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중요성이 상대적
으로 낮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았다(Cabrera Blázquez,

2016). 이후 지침에 대한 개정은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첨예하
게 얽힌 이해관계와 새로운 방송의 개념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으로 개정
작업은 2001∼2002년 TVWF 적용에 대한 네 번째 보고서4에서부터 시작
된다(Burri-Nenova, 2007). 빠른 기술적 변화, 가치 사슬의 해체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 등 1997년 지침 개정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미
디어 환경으로 인해 각각의 회원국에서 조화롭지 못한 방송통신 신규 미디

3

European Commission,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Green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broadcasting, especially by satellite and cable, COM(84) 300, May 1984.

4

European Commission (2003), Fourth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89/552/EEC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COM(2002)778final, 6 J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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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AVMSD의 수정을 필요로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Valcke & Lievens, 2009). 너무 성급하게 법
률적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유망한 산업의 성장에 걸림
돌이 되는 결정을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에 AVMSD에 대한 논의 과정과
적용 절차는 매우 논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Pauwels & Donders, 2011). 2002년 시작된 개정 작업을 바탕으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5년 12월 13일에야 제안서

(proposal)를 발표했고, 목표 채택일인 2007년 12월 19일까지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에서 논의가 지속되었다.5
2007년 AVMSD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전까지 시청각 콘텐츠 서
비스는 전자상거래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이하 ECD)과

TVWF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ECD는 ‘정보 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에 관한 것으로 정보 사회 서비스란 “수신자의 개별적 요구
에 의해 대가를 전제로 제공되는, 전자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처
리하고 저장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편성표상에 예정된 전통적인 방
송 서비스나 실시간으로 기존 방송과 동일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는

TVWF에 속했고, VOD 서비스는 ECD의 규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또,
같은 VOD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시청 시간을 임의로 선택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는 NVOD의 경우에는 TVWF의 규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두 개의 지침 사이에는 상당한 규제적 차이가 존재했는데, ECD는 콘
텐츠에 대한 내용 규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인 정보 공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의 법적 책임의 수준, 온라인

5

AVMSD 채택은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251조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
회, 그리고 유럽의회의 공동 결정에 따라야 한다(Herol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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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간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에 TVWF의 규제 영역으로
분류되면 광고 관련 규정이나 유럽 영상물 제작과 독립 제작사 쿼터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해서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구속적일 수 있었다. 따라서 같
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일지라도 엄격한 광고 규제와 유럽 작품 쿼터를
지켜야 하는 NVOD 서비스와 이 같은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VOD 서비스 사이의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게다가 분류된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부분은 ‘정보 사회 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로 분류된 서비스가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원산지국가(country of origin)’ 원칙을 벗어나 사
업 활동을 하는 회원국의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6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자리를 잡은 ‘정보 사회 서비스’일지라도 국내법에 따라 콘
텐츠에 관한 미성년 보호, 공중 보건과 안전, 인간 존엄성 존중 위반, 혐오
발언 등에 관한 내용 규제를 이유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유럽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단일 시장 형성의 방해 요소로 꼽
혔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진입 장벽을 예방하고 좀 더 명확한 규제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침의 규제 영역 확대는 필요했다(Craufurd

Smith 2007). 따라서 유럽 수준의 규제 체제 정비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법률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급 측면에서 선형과 비선형 서비스의 융
합을 돕고, 소비자 신뢰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개정의 목표였다(Horlings, Marsden, van Oranje, &

Botterman, 2005).

6

사실상 비선형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가 이전에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25개 회원국 중
19개국은 국내법상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다(Horlings et
al., 2005; Burri-Nenov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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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공통 정책 마련의 목적

AVMSD의 정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럽의 시청
각 미디어 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업자가 공평
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내수 시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AVMSD의 경제적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원산지국
가”가 대표적인 원칙으로 꼽히는데,7 각 회원국은 관할권 내 방송 사업자
가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자는 위치하고 있는 회원국
의 규제만 따르면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Burri, 2009). 결과적으로 하나의 회원국의 규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유럽연합의 공통 규제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유럽 내 방송
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침의 또 다른 목적은 시청각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유럽 공통의 정
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가 경제적인 만큼이
나 문화적인 재화이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로 정보의 자유, 의
견의 다양성과 미디어 다원주의 보장, 유럽 시청각 작품의 제작과 유통 발
전 고무, 중소 독립 제작사 보호, 소비자(시청자, 특히 미성년자) 보호, 시
각·청각 장애인 보호와 미디어 교육 증진 등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이
에 관해서 지침은 최소한의 규제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회원
국에서는 이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서비스들에 조화롭고 형평성 있는 규제 체
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유럽 연합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체계를

7

국적국가(home State) 또는 송출국가(sending State) 규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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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필요성은 전체적인 내수 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했는
데, 이는 기존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국
방송 시장에서 간접 광고의 빠른 성장을 감안해 2007년 AVMSD는 유럽
방송 산업 육성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각 회원국에서 간접 광고를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 주고 방송 광고에 대한 양적 규제 완화도 실시했다.

3) 공통된 규제 마련의 갈등 영역

TVWF가 논의될 당시부터 AVMSD로 개정되어 회원국에서 이행하기까
지 끊임없이 존재했던 갈등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순수 경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미디어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적 가
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다(Pauwels & Donders,

2011). 구체적으로는 사업자의 규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시장 진입 장벽
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과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다
양성을 고무하기 위해 영상 작품 쿼터제나 투자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갈등 영역은 EU 정책 결정에 대한 회원국 간의 지역적, 국가
적, 초국가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VMSD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미디어 분야에서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수준을
제시하고 회원국에게 각자의 해석에 따라 국내법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
를 남겨두고 있는데, 파우웰스와 돈더스(Pauwels & Donders, 2011)는
정책 당국의 노선이 “계획 경제 옹호적(dirigiste)”인지 “자유주의적

(liberal)”인지에 따라 공통의 정책이 이행 과정을 거치며 다르게 나타난다
고 설명한다. 회원국의 규제 체제에서 관리 감독 내러티브가 지배적인지
좀 더 리버럴한 내러티브를 구사하는지가 정책 반영에 반향을 일으키고
규제 당국의 개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때문에 AVMSD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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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조항을 두고도 이를 도입한 회원국마다 규제 수준에서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개입주의가 강한 회원국으로 프
랑스, 벨기에, 독일을, 상대적으로 덜 개입적이라고 평가되는 회원국으로
영국과 네덜란드를 꼽는다.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연합 차원의 정
책을 결정하고 타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언제나 일관성이 있게 진행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각 회원국의 성격에 따
라 규제 수준이 달라지면서 유럽 연합 내에서도 회원국 간의 규제적 차이
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내부적으로 자기모순적인 결정에 이르기도 한다.

4) 규제 체계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의 유형화
결과적으로 신유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당성은 기존의 규제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합의의 어려움 외에도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침의 범위에
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명시되기를 원하는 미디어 산업과 이익 집단의
과도한 로비에 시달렸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시청각 미
디어 서비스’의 적극적 개념 정의와 지침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미디어 활
동8에 대한 소극적 개념 정의가 함께 채택된다. 야쿠보비치(Jakubowicz,

2012)는 이 같은 이유에서 새롭게 정의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정의는
규제 목적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는 불충분
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방송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의 부족은 이미

TVWF 시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다. 파우웰스와 돈더스(Pauwels
& Donders, 2011) 역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

8

예를 들면, 라디오, 인쇄 매체의 온라인 버전, 영화와 DVD, 상황에 따라 잠재적으로 미디어로 분류될
수 있는 경계 안에 있는 개인 웹사이트, 블로그, UCC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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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침이 제시하는 개념은 여전히 실제적 통제권 행사 유무에 관한 “편성
책임”과 모호하게 정의된 “프로그램”이라는 두 개의 레퍼런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AVMSD에 나타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정의
와 이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문자 그대로 국내법에 적용했다(Cabrera

Blázquez, Cappello, Fontaine, & Valais, 2016). 하지만 개념 자체가 가
진 모호함과 회원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단
계에서 규제 기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규제 범위를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 이 연구는 개념적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한 각 회원국의 규제
범위의 차이를 첫 번째 축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와 규제 수준의 차이를 두 번째 축으로 구분해서 다루고자 한다. 전자가 시
장 환경과 사업자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회원국
의 정책 노선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각 회원국의 규제 사례는 결과적으
로는 서로 모순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목적을 위
해 만들어진 다양한 적용 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각 회원국의 이행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은 신유형 미디어 서
비스 규제의 쟁점을 유형화하고 지침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3.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판단 기준: 새로운 정의와 규제 범위
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물리적 관점, 기능적 관점 또는 구조적/제도적 관점
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리적 관점은 메시지나 콘텐츠가
전송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반 시설에 기초한 정의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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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구조적/제도적 관점에서 내리는 정의에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편성과 편집 또는 유통 과정에 연관된 개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미디어
의 기능적 관점을 강조한 정의에서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잠재적 수용 가능성 또는 잠재적 수용자의 수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Jakubowicz, 2012). 여기에서는 AVMSD의 규제 범위를 설
정하는 기준을 위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각 회원국의 적용 사례의 차
이점을 통해 새로운 정의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조적/제도적 규제 영역 구분의 주요 쟁점

AVMSD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가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편성 책임
(editorial responsibility)하에 있는 경제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조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 기준은
미디어의 특징 또는 미디어와 유사한 성격을 바탕으로 규제 영역을 판단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편성 책임”은 프로그램과 편성에서 행해지는 “실질적 통제(effective
control)”의 수준을 시사하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선택과 구성, 두 가지 모
두에 관한 것으로 선형 방송의 경우 편성표상의 구성을, 비선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카탈로그 구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콘텐츠 제작이나 내용
에 대한 관여도나 결정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카탈로그만 구성
하더라도 편성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 통제
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송신 중재자(네트워크 사업자, 호스팅 서비스
등)에 대한 ECD의 법률적 책임 면제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선정하거나 이를 집합시키는(aggregation) 데에
대한 통제가 없는, 단순히 콘텐츠를 유통시키기만 하는 사업자는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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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튜브와 데일리모션과 같이
사후 통제만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
는 프로그램 제작사나 방송사에 유통 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
하고, 유통 사업자의 규제적 부담은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의 가치 사슬이 해체된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개념 중 하나이며, 유럽
미디어 정책에서 수평적 규제로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AVMSD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시청각
콘텐츠 선택의 편성 책임을 담당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media

service provider)”라는 기준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정의하는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적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데, 보통은 “그 대가로 보수(remuneration)가 지급되는” 활동을 말하며,
전문 인력(professionals)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경제적 활동 형태의 서비
스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보수를 지급받는 서비스, 또는 적어도 경제적 성
격을 띤 서비스를 구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방송과 경쟁하지 않는 경제외
적 활동, 즉 사적인 용도의 웹사이트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지침의 범
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발크와 오슬루스(Valcke & Ausloos, 2014)
는 이 개념의 적용에 있어 단지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자동
적으로 경제적 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적인 활동이라는 것
만으로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공영
방송의 기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개인 웹사
이트, 블로그,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은 제외된다.
적용 단계에서 미디어의 구조적/제도적 정의에서 나타난 쟁점은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편성 책임의 실질적 통제 수준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포함 여부이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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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현재 어느 회원국에서도 그 자체로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물론 이용자가 만든 비전문적인 콘텐츠의 공유를 목적으로 편성 책임
이 없고, 서비스로써 대가 관계가 모호한 등 지침에서 규정하는 시청각 미
디어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규
제 기관인 AGCOM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콘텐츠를 색인화
하는 활동만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명시적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외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플랫폼상에서 일정 수준의 편성 책임을
가진 사인이나 법인이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
이다. 벨기에 CSA9는 사후 통제만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편성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 내에서 편성자에 의해 선택되고 준비
된, 연관성 있는 콘텐트로 구성된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유튜브 내 개설된 채널(Branded channel)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유튜브의 BBC Food와 Top Gear에 대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판명한 ATVOD의 결정에 대해 Ofcom이 콘텐츠
와 형태가 선형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판정
을 번복한바 있다(Cabrera Blázquez, 2013).
두 번째 쟁점은 보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영리적 목

9

벨기에는 연방제 국가로 자치 지역과 언어 공동체로 구성되는데,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는
언어 공동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로 구분되어 각각의 규제 기관을 가진다. 프랑스어권 공동
체의 규제는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네덜란드어 공동체의 규제는 VRM(Vlaamse
Regulator voor de Media), 독일어권은 Medienrat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신 규제는 IBPT(Institut
belge des Postes et des Télécommunications)에서 벨기에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언어권 공동체
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 브뤼셀의 경우, IBPT에서 방송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Jongen, 2015).
벨기에 CSA는 2012년 3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관련 권고 사항을 발표해 편성 권한이 없다고
판명되는 서비스의 자세한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있다. Recommandation relative au périmètre de
la régulation des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http://csa.be/document/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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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서비스가 규제 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슬로바키아와 네
덜란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비영리적 서비스 운영을 규제 범위에서 제
외시키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규제 기관 CBR(Council for Broadcasting

and Retransmission)의 경우에는 정부의 웹사이트, 블로그, 시민 사회 활
동 사이트에 대해 영리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적 서비스로 구분되
기에는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CBR, 2009; Valcke & Ausloos,

2014). 네덜란드 역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제공되거나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사인이나 공기업의 서비스를 경제적 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따
라서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Betzel, 2011; Machet,

2011). 반면에 벨기에 CSA는 “보수”라는 개념을 금전적 거래에만 국한하
지 않고 반대급부적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보수”에는 시청자의
월정액, 건당 과금 지불만 아니라 사업자가 이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광고, 홈쇼핑, 협
찬 등의 거래 외에도 민간 기부금 및 정부 후원금, 공공 설비 및 공관 사용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로 간주된다.
세 번째 쟁점은 규제 범위의 구조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아주 작
은 규모의 서비스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다(de Bueger, 2013). 일부 회원국에서는 방송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경제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의 매출 또는
수익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개
시하고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연간 수익이 10만 유로 이상인 사업자만
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10 프랑스에서는 일차적으로 국내법상 부

10 여기에는 수임료를 제외한 광고, 협찬, 홈쇼핑, 간접 광고 수익, 수신료 수익, 유료 방송 월정액 또는 건

당 결제에서 비롯된 수익 등, 방송 고유의 활동에서 창출된 수익만이 포함되며, 방송 영역을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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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재정
적 부담이 큰 제작 투자 의무는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수익이나 매출액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
에 놓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 수익이나 매출만을 분리해 산정하는 것은 실행상
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산업에서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는데다가 규제 기관
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2) 방송과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기능적 관점의 한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정보/교양/오락”의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기준은 미디어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사실상 “방송과의 유사성(TV-likeness)”을 바탕
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침은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TV 방송과 동일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성격과 접근 방식이 방송과 유사해서 이용자들은 응당 규제의
틀 안에서 보호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침이 “자
유로운 이동과 경쟁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은 TV 방송의 성장을 참작해 역동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어서 이를 적용해야 하는 규제 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기타 수익은 제외된다(Cabrera Blázquez, Capello, Fontaine, & Valais, 2016). 2013년 총 146개의
주문형 서비스 중 4개의 서비스만이 연간 수익 10만 유로 이상으로 사업자 허가 대상이 되었다
(Sciacchitano, 2013). AGCOM은 VOD 시장이 더 이상 초기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출액 10만 유
로 하한선을 삭제하기 위해 공공 자문을 시작했으며, 수정안이 통과될 시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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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적용 단계에서 일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융합 환경에서의 사물 관할에 관한 ERGA의 2015년 보고서는 “방송
과 유사한”이라는 기준이 불가피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ERGA, 2015). 실제로 이 개념을 국내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
용한 회원국은 영국이며, 프랑스, 벨기에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규
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판별함에 있어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규제 기관 CvdM 역시 “동일한 시청자”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이용자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과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본질
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개념에 크게 주안점을 두
지 않았다(Betzel, 2011; Valcke & Ausloos, 2014).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에 따라 양적 또는
질적인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두 가지 평가 방법을 동시
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적인 평가 방법은 기계적으로 시청각 콘
텐츠의 비율이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탈리아 AGCOM은 해당 사
업자가 주 24시간 이하로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시청각 미디어 서
비스 제공자로 구분하지 않는다(GOP, 2011). 영국 ATVOD는 시청각 콘
텐츠가 웹사이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400개 이상일
때를 결정적인 시청각 콘텐츠 비율로 제시하기도 했다(Valcke &

Ausloos, 2014). 질적인 접근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와 서비스가
일반 공중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벨기에

CSA의 경우에는 시청각 콘텐츠가 분류된 카탈로그상에서 제공되고 있을
때에는 AVMSD의 나머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
비스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형 방송과의 경쟁 의도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한다. 즉, 서비스 사례별로 시청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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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 주력 콘텐츠가 배치된 방법,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Machet, 2011). 그 밖에도 서비스명에

TV 또는 Radio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다시 말해 서비스명이 “OO TV” 또
는 “XX Radio”인 경우에는 기존의 선형 방송과 경쟁할 의도가 있다고 간
주하여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CSA, 2012).
규제 범위로 구분되는 또 다른 기준은 서비스 대상이 일반 공중(The

general public)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중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대중(mass audience)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이 기준 역시 방송과의 유사
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침은 상당한 수의 대중에 의해 수신되며, 사회에
명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스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이 기준으로 모든 형태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메신저 서비스
등)은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반 공중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가능성도 함께 검
토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양적인 하한선을 설정해서 동시에 500명
이상이 접속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Machet, 2011; Valcke & Ausloos, 2014). 반면에 벨기에 CSA에서는
실제 이용자의 수를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잠재적인 이용자의 수를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
는 공공장소의 서비스(예를 들면, 기차역이나 공항의 방송 서비스)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CSA, 2011).
부차적인 성격으로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어떻
게 분류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적용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여
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Machet, 2011, Machet ,2012,

de Burger, 2013).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침은 “프로그램”을 “미디어 서비
스 제공자가 마련해 놓은 편성표 혹은 카탈로그의 하나의 요소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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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음향의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이미지의 집합으로 형태
와 콘텐츠가 방송과 유사한 것, 예를 들어 장편 영화, 스포츠 중계, 상황극,
다큐멘터리, 어린이용 프로그램, 픽션물 등[AVMSD; Article 1(b)]”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시청각 콘텐츠가 단지 부수적이고 주된 목적이 아닌 경
우에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온라인
신문의 경우 시청각 콘텐츠를 다소 포함하고 있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지
침의 규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이미지를 동반하지 않은 오디
오 파일인 라디오의 경우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방송과의 유사성” 개념을 적용하는 회원국의 경우
에는 비슷한 사례를 두고도 다르게 구분되기도 한다.
방송과의 유사성은 “프로그램”의 정의와 “서비스의 목적”, 대상이 되
는 “공중”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이 개념
을 가장 적극적으로 채용했는데, 관련 규제 기관인 ATVOD11는 “방송과의
유사성”을 진단하기 위해 방송과의 유사성을 체감하는 요소로 구성된 기
준과 방법을 마련했지만 Ofcom은 다시 방송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ATVOD의 결정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바 있다. 온라인 신문의 시청각 콘텐

11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을 2009년 12월 19일 수정하면서 주문형 프

로그램 서비스(On-demand program service, 이하 ODPS)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2010년 3
월부터는 ODPS에 관한 규제를 ATVOD(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 Services)에 위임하면
서 공동 규제 체제를 시도한 바 있다. ATVOD는 방송과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기준에 따라 ODPS 범주
에 들어가는 서비스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법률적 강제성은 없
으며 ATVOD가 관련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ODPS인
지를 구분하는 역할은 ATVOD가 했지만 마지막 판정을 내리는 권한은 규제 기관인 Ofcom이 가졌다.
ATVOD의 결정은 Ofcom에 의해 번복되기도 했는데, 결국, 2016년 1월 1일부터 Ofcom은 규제 권위
와 효율성 문제로 ATVOD의 ODPS 관련 권한을 회수하면서 흥미로운 공동 규제 사례의 종지부를 찍
는다(Cabrera Blázquez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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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에 관해 ATVOD가 내린 여덟 개의 결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Sun

Video>이다. ATVOD는 비디오 콘텐츠가 웹사이트 내 구분되는 섹션에
집합되어 있고,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신문의 레퍼런스 없이도
이해될 수 있는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Sun Video>
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Ofcom에 항
소했고, 2011년 12월 Ofcom은 ATVOD의 결정을 번복한다. Ofcom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자신만의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
서 분리된 섹션을 통해 접근 가능한 카탈로그를 보유해야 하며 방송 채널
처럼 디자인되고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콘텐츠가 짧은 동영상
의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시청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의 완전한 프로
그램이어야 하며, 다른 콘텐츠와의 링크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어야 하
는데다가 시청각 콘텐츠의 비중이 텍스트 콘텐츠보다 커야 한다고 생각했
던 것이다. 초점을 비디오 섹션에서 웹사이트 전체로 돌리면서 Ofcom 웹
사이트가 온라인 신문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후 ATVOD는 나머지
일곱 개의 결정을 철회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규제 기관인 KommAustria
는 Ofcom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한다. KommAustria는 오스트리아
의 지역 일간지인 <Trioler Tageszeitung> 웹사이트의 비디오 섹션을

AVMSD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정했는데, 길이가 30초 남짓 되는
동영상 콘텐츠들은 검색이 가능하고, 웹사이트의 다른 콘텐츠와 연결되어
있었다. 비디오 섹션은 온라인 신문과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서 만
약 Ofcom의 기준에 따른다면 AVMSD의 규제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서비
스였지만 KommAustria는 비디오 섹션이 웹사이트의 다른 콘텐츠들로부
터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라고 판정
했다(Irin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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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기준들은 회원국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판정 사례에서도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
국, 규제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라는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 실용적인 이유에서 어떤 서비스를 포함할 것
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데 정당성을 획득하는 도구로 이용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Cabrera Blázquez, Capello, Fontaine, &

Valais, 2016).
3) 물리적 관점에서의 경계와 논소
물리적 관점에서 지침이 제시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기준은 서비스
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
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은 포함되지만 영화관, DVD 대여 또는 블루레
이 등 전통적인 방법의 시청각 작품 유통은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
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화관 또는 DVD 판매와 대여를 하던 사업
자들 역시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침의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실시간 VOD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만, 결제 후 콘텐
츠를 다운받아 소비하는 EST(Electronic Sell Through) 방식의 VOD 서
비스12의 경우 그 범주화가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서비스는 얼핏 지침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가 앞서 설명한 기
준들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구매 후 개인
하드디스크에 소장하여 인터넷 접속 없이도 DVD처럼 시청할 수 있다는

12 아이튠즈 같은 서비스로 결제 후 콘텐츠를 다운받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제한 없이 콘텐츠를 소장하

여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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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사실상 DVD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우편으로 받아 보는 것과 더욱 유
사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 중에서는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공동체, 사이프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만이 이 같은 서비스를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다운로드 후 일정 기간 동
안만 소장할 수 있는DTR(Download to Rent) 서비스는 규제 영역에 포
함시켰지만, 다운로드 후 소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DTO(Download

to Own)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영역에 속한다
(Machet, 2012). 결론적으로 AVMSD의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정의는
미디어의 구조적/제도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
장 구체적일 수 있는 물리적 관점에서까지 견고한 개념을 제시해 그 경계
를 명확히 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4.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 지침의 한계와 개선 방향
1) 선형과 비선형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AVMSD는 “프로그램”의 개념에 두 개의 하위 범주를 도입하면서 미성년
자 보호, 유럽 작품 유통과 홍보, 광고와 홈쇼핑 등 특정 분야에서 규제 수
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편성표를 바탕으로 동시적 시청을 위해 제공되
는 선형 프로그램 또는 “정상적인(normal)” 방송 서비스는 푸시형(Push)
콘텐츠로, 개인의 요청에 의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비선형 콘텐츠는 견인
형(Pull)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용자의 제어
수준을 이유로 푸시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선형 방송에는 좀 더 엄격한
규제가, 견인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에는 보다 유연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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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적 규제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사용자
의 선택과 통제 수준의 차이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도가 규제 수
준에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비선형 서비스 영역이 성장 단계 초기에 있었
던 만큼 소규모 서비스업자가 많았고, 이들 사업자에게 기존의 방송 사업
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
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밖으로 이전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경제
적 우려도 뒷받침되었다(Craufurd Smith, 2007).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
본적인 규제(basic tier)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 의무, 증오를 유발
할 수 있는 표현의 금지,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보장이나 광고의 내용 등에
있어 미디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선형 방송에게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미성
년 보호 관련 규제, 유럽 방송 프로그램 유통과 홍보, 그리고 상업적 메시
지, 즉 광고와 홈쇼핑에 관한 규정이다. 광고 규제의 경우에는 선형과 비선

표 1. 시청각서비스미디어지침의 두 단계 규제
기본 단계의 규제

선형 콘텐츠에만 해당되는 추가적 규제

∙ 미디어 제공자의 정보에 대한 공개

∙ 유럽 작품, 독립 작품의 제작과 유통의 증진
(비선형 서비스의 경우 유럽 작품 제작의 고
∙ 미성년자 보호에서 최소한의 규제 수준
무만이 명시됨)
∙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국적에 기반해 증오
∙ 광고, 홈쇼핑, 간접 광고의 양적 규제를 포함,
유발을 포함한 콘텐츠 금지
좀 더 자세한 규정
∙ 유럽 작품에 대한 접근과 제작 보장 의무
∙ 광고, 홈쇼핑, 간접 광고의 내용(질적) 규제 ∙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
∙ 반론보도청구권
에 대한 의무
∙ 가벼운 뉴스 사건에 대한 접근
∙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 Valcke & Lievens, 2009; Pauwels & Donders, 201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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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두 메시지에 대한 내용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양적 규제는 선
형 방송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내용 규제의 주를 이루는 사항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것으
로 선형 방송과 비선형 방송의 규제 수준이 구분된다. “청소년 성장에 심
각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which might seriously impair)” 콘텐츠의 경
우 선형 방송은 방영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제되지만 비선형 방송에서는
청소년이 듣거나 볼 수 없도록 통제되는 조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리고 청소년 성장에 유해할 수 있는(which may impair) 콘텐츠에 관해서
는 선형 방송에서는 접근에 대한 통제가 동반되어야만 방영이 가능하지
만, 비선형 방송에서는 별도의 제약 없이 서비스될 수 있다.
선형 방송에서는 그동안 미성년자 관람 가능한 콘텐츠의 수준을 매
우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아무래도 TV 수상기를 통해 접하다 보니 미성년
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암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만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의 시청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비선형 서비스,
특히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서는 무분별한 접속
이 가능해지면서 통제가 더욱 힘들어진다. 따라서 비선형 서비스에서 이
용자의 통제 수준이 선형 방송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
공자가 누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게 되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통제 수준을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에 대
한 선형과 비선형 서비스의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주장
하기가 힘들어진다.

2) 유럽 영상 제작 산업 보호와 원산지국가 패러독스

“유럽 방송 프로그램 유통과 홍보”에 관한 의무는 크게 쿼터제와 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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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는데, 선형과 비선형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진다. 선형
서비스에 관해서 지침은 방송사가 뉴스, 스포츠 중계, 오락, 광고 등의 방
송 시간을 제외한 편성의 일정 비율을 유럽산 작품에 할애하는지 회원국
이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선형 방송 서비스는 편성 시
간의 최소 10% 이상 또는 편성 예산의 10% 이상을 독립 제작사의 유럽 작
품에 할애해야 한다. 하지만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통
해,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면 유럽산 작품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선형 서비스와 같은 규제 하한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선형 방송에 대한 유럽 영상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마련된

AVMSD의 유럽 작품에 대한 편성 쿼터와 투자 의무는 TVWF의 4조와 5
조를 수정 없이 옮겨 놓은 것으로 TVWF 시기부터 유럽 작품에 대한 편성
의무와 투자 의무는 회원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당시부터 유럽
연합에서 제시한 비율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핀란드, 프
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영국이었다(Burri-Nenova, 2007).
비선형 서비스에 관련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데,
비선형 서비스에서 유럽 작품의 유통과 홍보는 크게 전체 카탈로그에서
유럽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의무와 유럽산 제작물에 대한 투자 의
무로 나눠진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전체 카탈로그의 30% 이상을 유
럽 작품으로 채워야 하는 반면에 투자 의무는 없고13, 슬로베니아에서는
전체 카탈로그의 10% 이상을 유럽 작품으로 채워야 하고 서비스 수익의

1% 이상을 유럽 작품의 제작 또는 저작권 획득에 투자해야 한다.14 이탈리

13 2015년 5월 1일 최종 수정된 2010년 3월 31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일반법 5조 2항 Artículo 5 2.

párrafo. 2 Ley 7/2010, de 31 de marzo, General de la Comunicación Audiovisual.
14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 16조 Audiovisual Media Services Act (ZAvMS) - Art. 16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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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유럽 작품의 제작과 저작권 획득에 수익의 5%를
투자해야 하며, 시행 첫 해에는 최소 1%가, 이후 3년간은 수익의 최소 2%
가 의무 투자 비율로 정해져 있다.15
회원국 중에서 비선형 서비스의 유럽 방송 프로그램 유통과 홍보와
관련해 가장 규제 수준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 보
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유럽/프
랑스산 시청각 작품에 대한 제작 투자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투자 의무 수
준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다. 비선형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선형 서비스 사
업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참여를 요구하는데, 서비스 범주(기존 지상파
사업자의 다시보기 서비스, TVOD 서비스, SVOD 서비스)에 따라 매출액
이 1천만 유로 이상인 사업자에게 유럽 작품 제작에 적게는 매출의 12%에
서 많게는 26%까지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카탈로그 구성에서도 선형
방송 편성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구성이 요구되는데, 20개 이상의 영화/영
상 작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카탈로그에 항상 60% 이상의 유럽 제작
물, 40% 이상의 프랑스어 표현 제작물을 보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상당한 비율로 유럽 작품과 프랑스어 작품을 개시하여야 한다.16
관련 규제 기관인 프랑스 CSA가 발표한 규제 실행 2년 동안의 활동
보고서(CSA, 2015)는 유럽 작품에 대한 쿼터제는 이용자의 수요와는 상
관없이 절반 이상의 유럽/프랑스어 작품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

15 2015년부터 연간 수익의 5%가 유럽 작품 의무 투자 비율로 고정되었다. Approvazione del

regolamento riguardante la promozione della produzione e della distribuzione di opere
europee da parte dei servizi di media audiovisivi a richiesta ai sensi dell’articolo 44, comma 7,
del testo unico dei servizi di media audiovisivi e radiofonici, 06/04/2011.
16 2010년 11월 12일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2010-1379 du 12 novembre

2010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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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홈페이지의 작품 배치가 신규 동영상,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럽/프랑스어 작품의 비율을 맞추어 유
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의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
적되고 있다.
회원국의 정책 노선에 따른 경제적 규제 수준의 차이는 국내 사업자
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신유형 방송 서비스가 지리학적 제한
이 없이 서비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시 원산지국가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원산지국가 원칙에 따라 사업자는 서비스가 설립된 국가의 규
제만을 지키며 유럽 전역으로 송출할 수 있는 데 반해 송달국의 규제는 강
요할 수 없다. 이로 인해 AVMSD가 제시한 수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
한 송달국에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원
산지국가 원칙이 가지는 패러독스는 넷플릭스의 유럽 상륙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졌는데, 그 때문에 “넷플릭스 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넷플릭스
가 네덜란드에 유럽 지사 설립을 결정한 것 역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인데, 원산지국가 원칙에 의해 넷플릭스는 비교적
느슨한 네덜란드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만을 지키며 다른 회원국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17 특히 프랑스와 같이 AVMSD보다 국내 규제 수준

17 이 문제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세

율 조건도 각 회원국이 다른데, 2015년 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17%)가 아이
튠즈와 넷플릭스의 선호 국가였다.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전략을 취하
거나 마진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귀속된 국가가
아닌 소비자 거주 국가의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은 곳은
불가리아(10%)이나 서유럽 주요 시장에서 고립되어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 12.5%로 구글, 애플, 마
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회사들이 법인세 납세 기준이 되는 지사 설립 국가로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동
일한 매출액을 기록하는 기업의 경우 아일랜드에 자리 잡은 기업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수익세와
법인세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에 자리 잡은 기업보다 순이익이 높다. 아일랜드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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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넷플릭스의 경
우에는 다른 회원국(네덜란드)의 규제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프랑스의 해당 규제를 강요할 수 없다. 결국, 자
국 문화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쿼터제나 투자 의무가 프랑스 내
에 자리 잡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사
업자 주도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데 방해 요소로 꼽히
고 있다.

3) AVMSD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신유형 방송 서비스의 규제의 틀을 마련한 2007년 AVMSD에 대한 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2년경으로 2017년인 현재에도 관련 규제는 2000
년대 초반의 융합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당국 역시 스
스로 빠른 기술적 발전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예상해 지침

33조를 통해 유럽연합은 AVMSD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3년마다 유럽의
회와 유럽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제안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4년 시작한 공공 자문을 통해 회원국의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5월 25일, AVMSD의 수정안을 발의한다.18 수정
안에는 앞서 2007년 AVMSD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

개의 법인 사이에 네덜란드의 법인을 끼워 넣은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기법은 이미 애플과 구
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유럽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하다(IDATE, 2015, Maxwell & Pénard, 2015).
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s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Brussels, 25.5.2016, 2016/0151(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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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과 유사한”이라는 기준은 결국 삭제되었다. 공정
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침의 목표를 위해서 기존 방송과의 유
사성을 토대로 규제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방편일수
는 있겠으나 지속적인 시장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지침의 목표를 보장하기
힘든 기준이었다. 개념의 모호함 외에도 실제로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가
방송과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초기 VOD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행태로만 판단하자면 사실상 “방송”
보다는 오히려 “비디오 대여점”에 유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방송 사업자
들의 콘텐츠 역시 점점 더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고 있어 기존의 경험과
의 유사성을 비교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포
함해 SNS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 MCN, 웹 드라마 등 우리가 접하
는 시청각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 행태는 더 이상 방송과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의 구분이 흐
려지면서 관련 서비스에 따라 규제의 수준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 역시 설
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두 단계 규제는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 수정안은 기존의 “심각하게 해를 끼칠 수 있
는”과 “유해할 수 있는”으로 나눠진 기준을 “유해할 수 있는”으로 통일하면
서 비선형에는 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 선형에서는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수정안은 “프로그램”의 정의에 “짧은 동영상(videos of short dura-

tion)”을 포함시키고, 서비스의 정의에도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
(video-sharing platform provider)”를 추가하면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주었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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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편성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
츠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콘텐츠를 정리해 보여 주는 방법에 대한
규제에 가깝다. 또, 기존의 두 단계 규제는 사라졌지만, “비디오 공유 플랫
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와는 차이를
두고 있어 새로운 차별적 규제의 도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산지국가 원칙은 AVMSD 수정안에서도 유지된다. 하지만 유럽 작
품 제작 투자 의무에 한해서는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서비스에게도 국내법
으로 투자 의무를 강요할 수 있도록 지리학적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넷플릭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정안이 그
대로 채택될 경우, 회원국(프랑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다른 회원국(네
덜란드)에 위치한 사업자(넷플릭스)에게도 서비스되는 지역(프랑스)의
투자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수정안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한 유럽산 작품의 제작과 유통 의무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비선형 서비스는 카탈로그의

20% 이상을 유럽산 작품으로 채워야 하며, 제공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시
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결론
규제 범위의 설정은 방송에 대한 재정의의 문제인데 예측 불가능한 규제
영역의 진화와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로비,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은 결국 어느 사업자가 포함될 것이냐 포함되
지 않을 것이냐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방송과 통신 사이, 콘텐츠와 네트
워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융합(convergence)”이라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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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역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규제 대상의 “분화(divergence)”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같은 접근
은 시대에 따라 서비스의 범주화를 달리 해야 하게 되며, 법률적으로 불안
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에는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에 관한 규제 사례는 규제
대상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법률적, 경제적 환경이 다
르고, 성공한 사례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기 힘들
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유럽연합의 공통된 지침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제 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해 봄으로써 선
행 사례로서의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원산지국가 원칙에 비롯된 넷플
릭스 문제는 해외 거대 미디어 그룹의 유럽 진출에 일부 회원국 내 자국 기
업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AVMSD는 방송의 단일 시장
형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했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각각의
회원국 내에서 관련 규제의 도입이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과 평가에 대해
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AVMSD는 어디까지나 회원국 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위한 것이었지
만, 지침에서 명시한 개념이 모호했기에 이에 대한 회원국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정책 노선의 특성에 따
라 각기 다른 규제 수준과 방법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와 같이 전형
적으로 계획 경제 옹호적인 국가이거나 영국과 같이 좀 더 자유주의적 노
선을 지향하는 국가이거나 모두 지침이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일관적이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는 방송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매우 한정된 개념에 의존하
는 기존 지침의 틀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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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고, 연합과 회원국 차원의 규제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진행 중인 미디어의 환경적 변화에서 이상적
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념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
의를 얻기 힘든 구조임을 인정한다면, 각각의 시장이 가진 특성에 따라 규
제 목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브뤼셀이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을 때, 유럽집행위원회가 가진 관청 식의 번거로
운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방송의 영
역을 확장해 가면서까지 TVWF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ECD를 수정하는
편을 선택했다면 좀 더 편리한 규제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도 모른다. 하지만 두 개의 지침이 가지고 있는 애매한 경계를 정리하기 위
해서는 신유형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AVMSD에 포함시키는 작업은
불가피했다. 2007년 AVMSD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되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2007년 AVMSD는 융합에 대한 대답이지 해
답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내용 규제에 있어서 초기에는 비선형 서비스에
좀 더 낮은 규제 수준을 제시했고, 시청각 작품에 대한 투자 의무 역시 해당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지침 개정의 주된 쟁점은 성장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는 것이었
고, 일부 계획 경제 옹호적인 국가가 마주한 원산지국 패러독스를 제외하
면, 사실상 산업적 성장에 심각한 방해가 될 만한 부담스러운 규제가 더해
지지는 않았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디어를 둘러싼 외적, 내적 환경 변화로 인한 21세기 미디어 정책의
역사적인 시점에서 미디어는 왜 규제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규제되어
야 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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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선형과 비선형 사이의 경계마저 흐려져 방송
과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규제 영역의 설정이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분화의 관점으로 사업자 구분을 목적으로 한 정의가 마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무엇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와
수준 설정은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AVMSD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규제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선형 콘텐
츠에 적용되는 내용 규제는 주로 증오 유발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
한, 미디어가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었다. 경제적 의
무를 포함한 일부 규제에는 선형과 비선형에 대한 단계적 규제를 적용함
으로써 신규 서비스를 배려하기도 했는데, 2016년 개정안에서는 신규 사
업자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비선형 서비스의 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
고,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등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반 쿠일런버그와 맥퀘일(Van Cuilenburg & McQuail, 2003)은 정
책이 해야 하는 일은 선택된 목표를 위해, 그에 반대하는 다른 동력을 인정
하고 존중하면서 무엇이 행해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행해질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
에서 필요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사회 소통 체제에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대
한 규제는 새롭게 무언가를 구속하는 규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디어가
가져야 할 가치들, 즉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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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Analysis of Converged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
Yung-Joo Song
Lecturer, School of Communications,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of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regulation in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in member states. First, the context
of European policy response to the converged media environment and the
new definition of the scope are minutely described. Then through an analysis
of the extended scope of AVMSD for regulatory purpose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the author points out the insoluble problems that the drafter
inevitably bear in a converging environment. The research highlights the
vagueness of definition and how it can lea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between national regulatory bodies and thus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 couldn’t be achieve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Directive
was future-proof not only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new developments in
media technology and user behaviour but also due to various stakeholders’
intervention. Even if the ideal type of policy response doesn’t exist in such an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continue to ameliorate the
Directive. However, the lesson of AVMSD case should be apprehended as the
example of an advisable direction of media regu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Key words Media convergence, Scope of audiovisual media regulation,
EU, AVMSD, TVW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