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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광고규제 영역도 광고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
확인하면서 방송산업 내지 방송광고산업에 일조하기 위해 이루어짐.
▪ 또한 최근 OTT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방송 시청 환경의 변
화로 인해 방송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
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간접광고 허용, 광고총량제, 협찬 규제 완화, 중간광고 허
용, 방송광고판매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얼마나 타당성있는 근
거로 제안된 것이며, 광고매체로서의 가치가 저하된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
증대에 얼마나 실효성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사료됨.

1. 서론

▪ ‘먹을 것 없는 식탁’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내돈을 내고라도 좋은 것 먹기 위해 다른
식탁으로 이동하는 시청자(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과 같이
편중된 시각에서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접근하여 규제 완화 및 보강한다고 하더
라도 이미 손님없는 식탁에 누가(광고주)
투자(광고집행)할까 생각됨.
▪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방송의 광고매체적
가치가 감소한 상황에서 「방송법」 내에
서만 머무르면서 방송광고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회의적임.

<참고> 광고총량제 실행 결과 분석
2015년 10월 이후 12개월간 총량제 적용으로 지상파방
송3사측에 발생한 매출액 증가 규모 추정값은109억원
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이들의 전체 TV광고매
출(1조2,850억 원)의 0.84% 수준에 불과함.(방송사 내부
이전 효과를 차감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비 증가 규모
추정값이 109억 원으로서 월평균 약 9억 원. 단, 2015
년 10월~2016년 9월까지 기간동안 주별(weekly) 광고
판매 자료 기준, 광고1개당 15초 기준, 해당 프로그램
광고의 15초 기준 단가 기준).
<참고> 중간광고의 실효성:
중간광고를 실행할 경우 연간 약 1114억~1177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
것은 신규 광고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
기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광고나 토막광고들이 자리
이동하여 중간광고를 메워서 산출되는 증가액이 대부
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조재영(2019). 방송광고 재원 안정화를 위한 광고총량제 개
선 방안. 2019 한국광고홍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1. 서론

▪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송산업 내지 방송광고산업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를 중심으로 방송광고 규제 연
구의 접근 방법이 보다 다양화될 것을 제안하고자 함.

1. 서론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금지 근거에 대한 논의: 현행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
정」에 명시된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에 명시된 금지 품목들의 근거법 및
법리에 대해 논의함.
-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의 접근 방법 제안: 보다 현실적이
고도 실효성있게 방송광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송광고 규제 연구 방법
으로서 ‘의료광고의 방송광고 가능성’을 예시로 하여 제안하고자 함.

2. 현행 방송광고 심의 체계 요약

2. 현행 방송광고 심의 체계 요약
1) 방송광고의 이중적 심의 체계
▪ 방송하기 전·후, 2회 심의: 사전 자율 심의와 사후 타율 심의를 함께 실시함.
(사전심의는 ‘한국방송협회’, 사후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 실행, 모두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함)
▪ ‘자율 심의’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뜻이지만,
방송 광고의 사전 자율 심의는 ‘의무적인’ 심의라고 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방송법」은 방송된 광고에 대해서 방송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
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광고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모든 광고로 하여금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참조}.

2. 현행 방송광고 심의 체계 요약

2) 현행 방송광고 심의 체계로 전환된 계기
▪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전 타율 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2008. 6. 26., 2005헌마506)
▪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방송법」 에 근거한 사전 타율 심의 체재로서 심
의 위탁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에 심의를 담당 했음.
▪ 헌재 결정의 요지: 사전심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헌법재판소 판
례 검색(검색어: 사전심의 또는 사건번호 ‘2005헌마506’)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
▪ 위헌 결정 이후 ‘사전 자율 심의’로 전환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광고에 대한 책임을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가 의무적인 심의를
요구하는 의무적 자율 심의가 됨.

▪ 이 외에, 새 「방송법」은 사후 심의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심의도
받아야 하는 이중적 체재가 된 것임.

2. 현행 방송광고 심의 체계 요약

3)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정의 근거 및 구성
▪ 제정 근거: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
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
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
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
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심의의 방법)제3항: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
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구성: 총칙, 일반 기준, 품목별 기준, 금지 및 제한 기준 및 보칙 등의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3. 현행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정 논의

3. 현행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정 논의
1) 현행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의 내용
▪ 동규정은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방송광고 및 금지된 내용을 금지함(각각
제1항 제1,2호).
→ 예) 의료광고, 전문의약품 광고, 조제유류 광고 등.
▪ 동규정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품목과 용역들(제2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타
법령에 근거한 것들이 상당수 존재함.
▪ 방송광고는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
루어서는 아니됨(단,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제외)(제3항).

3. 현행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정 논의

<현행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내용 요약>
제1항
법령 금지 품목
및 금지 내용

예) 의료광고, 전문의약품 광고 등.

제2항
동규정 금지 품
목(일부는 법령
금지에도 포함)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
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
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신설 2015. 10. 8.>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 제 <2010. 8. 17.>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삭 제 <2012. 12. 6.>

제3항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
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행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정 논의

2)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의 개정 연혁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이하, 동규정)은 2008. 6. 24.에 제정 및 시행된
이후 현행(2019. 9. 27. 일부개정 및 시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10차례 개정
되었음.
▪ 이 중에서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가 개정된 것은 5차례이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 3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없었음.
▪ 일부는 제1항(법령 금지)에도 포함됨(즉, 타 법령에서 금지하고 동시에 동규
정에서도 금지된다는 의미).

<제정 당시부터 현행까지 제43조의 개정 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
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
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
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
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
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5.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
의 경우 먹는 샘물

●1차 개정: 2009. 12. 1. 일부개정·시행
제3호 관련: 국내결혼중개업 광고 → 허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에 한하여「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금지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제43조 제
2항제3호 단서 신설)
●2차 개정: 2010. 8. 17. 일부개정·시행
제12호(기부금품 모집광고) →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제40조의2(기부금품 모집 등) 요약: ①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 구체
적 명시, ②허위 사실 적시 및 부정적 방법으로 기부 강요 금지, ③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
처 표시 가능(단,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관련 정보 표시 금지), ④그 외 사항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따름.

●3차 개정: 2012. 12. 12. 일부개정·시행
제14호(먹는 샘물) → 삭제(비고: 제정 당시에는 15호로 되어 있는바 오류인듯 함. 2008.9.2 전부개정
시 14호로 표기됨).

●4차 개정: 2015. 10. 15. 일부개정·시행
제9호의2 → 신설.
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5차 개정: 2016. 12. 28. 일부개정, 2017. 1. 1.시행
제8호 중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을 “조제분유, 조제우유”로 하고 제40조의4 신설.
제40조의4(젖병·젖꼭지제품) 요약: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금지.

<제43조의 제정 당시와 현행 비교>
제정 당시(2008. 6. 24. 제정 및 시행)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
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
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
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5.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먹는 샘물

현행(2019. 9. 27. 일부개정 및 시행)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제40조의4(젖병·젖꼭지제품) 신설}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신설 2015. 10. 8.>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
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 제 <2010. 8. 17.> {제40조의2(기부금품 모집 등)신설}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삭 제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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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의 금지 품목 관련 근거 법률
▪ 제1항에 따른 타법령에 근거한 금지 품목 광고의 예로는 의료광고 및 전문
의약품 광고 등을 들수 있는 바, 각각 「의료법」, 「약사법」에 근거함.
▪ 제2항에 따른 금지 품목들의 경우, 동규정 자체적으로 금지한 것들도 있으나
대체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타법령에 근거하여 금지되는 것들임.
→ 예를 들어, 조제유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담배 및 흡연과 관
련된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함.
▪ 따라서, 해당 품목들의 광고 금지를 폐지 내지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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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금지 품목 관련 근거 법률>
제1항
타법령 금지

제2항
동규정 금지
(일부는 타법
령 금지에도
포함)

제3항

금지 품목의 광
고 소재 금지

제2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의료광고(「의료법」), 전문의약품 광고(「약사법」) 등.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 「형법」 제246조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8. 조제분유, 조제우유 → 근거: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별표6] 제3호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
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신설 2015. 10. 8.> → 「청소년보호법」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1. 안마시술소 → 「의료법」
12. 삭 제 <2010. 8. 17.>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표1]
14. 삭 제 <2012. 12. 6.>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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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표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금지 품목 관련 근거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방송
광고를 금지하거나(파란색 표기) 또는 해당 품목의 설치·운영·소지 등을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초록색 표기)들로서 사실상 광고 금지 또는 인쇄 매
체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품목들임.
▪ 동규정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제4호의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
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뿐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볼 때,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완화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접근이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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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에 대한 이의
▪ 앞의 표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금지 품목 관련 근거 법률>에 나타나 있
듯이 대부분의 방송광고 금지 품목들의 금지에 대한 근거는 타 법률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 제1항의 경우, 법률 개정은 늘 있기 마련이기에 타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일
일이 금지 품목을 변경하기보다는 제1항과 같이 열어둠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2항의 경우, 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을지라도 동규정을 통해 보다 명시적
으로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위와 같은 각 조항의 설치 이유를 추론하더라도 제43조는 보다 명확
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방송광고 규제 접근 방법 사례 제시

4.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 접근 방법 사례 제시:
의료광고의 방송광고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1) 의료광고의 심의 체계
가. ‘의료 광고’의 의미

<주의>본 연구 사례는 미완성으로서
방송광고 규제 연구의 한 방법으로 제
시하는 것임을 재확인함.

▪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
거나 알리는 행위(의료법 제56조 제1항).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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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광고의 특성
▪ 의료 광고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만 할 수 있다.
▪ 의료광고는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동법 제56조제3항제1호).
→ 즉,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즉, 지상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그 외 방송 채널을 이용한 매체)
* 주의: IPTV는 현재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
어 있어 해당되지 않음.
▪ 의료광고 심의체계는 최근 큰 변화를 겪었다.
▪ 주의: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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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광고 심의체계 변화의 약사
▪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주도, 의료인 단체에 심의 위탁)에 의한 사전 타율
규제로 이어오다가, 이와 같은 정부 주도에 의한 심의가 위헌 결정(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 12. 23.)요인이 되어 자율 규제 체제로 변했다.
▪ 그런데, 이러한 단순 위헌의 대상이 되었던 제56조를 비롯하여 제57조를 개
정(2018. 3. 27)하면서, 2018년9월28일부터 민간 기구인 의료인 단체가 주도
하는 자율 규제 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63조 제2항에 의해
1.위반행위의 중지, 2.위반사실의 공표, 3.정정광고 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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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행 의료광고 심의체계
▪ 앞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9월28일부터 민간 기구인 의료인 단체가 주도
하는 자율 규제 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 ‘자율’이란 심의를 받건 안받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의의 주체가 정
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함.

▪ 민간에 의한 사전 자율 심의체제로서 의료법상의 광고 관련 규정은 모두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음.
▪ 이와 같이 민간 주도의 사전자율심의 체제로 변화한 것은 광고에 대한 심
의를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주도해서 실행하는 것은 ‘사전 검열’로 인식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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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의 대상 매체
▪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
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 대통령령에 의한 인터넷 매체:

- 인터넷 뉴스 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
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
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

▪ 주의할 점:
-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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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심의 대상 제외 매체
▪ 공공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ex. 엘리베이터 등)
▪ 옥내 광고물(ex. 의료기관 내부 벽보,·현수막, 영화관 내 벽보 등)
▪ 인터넷 매체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단,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게재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
▪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 (단, 원외 반출이나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하여 심의 대상임)
▪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단, 해당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은 심의대상이 아님.
▪ 의사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의료전문지, 의사회 등에서 배포되는 회원명부에 게
재되는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연락처 등의 단순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단,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내용이 들어간 경우는 심의 대상이다.
▪ 기타: 의료기관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 의료기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단순 전
화번호 변경은 심의 제외(단, 1개의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전화번호에서 다수
의료기관이 공동 사용하는 대표번호 (1588 등)로 변경은 심의대상임), 병·의원
임대, 의사초빙, 표현은 심의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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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광고의 주요 심의 규정
가.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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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
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
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
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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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광고심의기준’의 주요 내용
▪ 소비자 현혹 및 치료 효과 보장 관련:
-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신문 선정 우수 의료기관’, ‘○○○방송국 탤런트 지정 병원’ 등의 문구 금지.
▪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해결’,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 금지.
▪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 금지, ‘통
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와 같이 완곡하게 표현하고 교과서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표현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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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경험담 관련:
- 환자의 치료 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음. 연예인·
정치인·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 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된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비교 ·비방 광고의 경우: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
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금지. 여기에는
의학과 한의학을 상호 비교하는 것도 포함하여 금지됨(예, ‘수술 없이’, ‘약물 없이’
등 ‘○○ 없이’의 표현은 시·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 표현으로 허용되지 않음).
▪ 환부의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의 경우:
-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검토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실
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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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진료 방법, 시술 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하며 본문의 글자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관련: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
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등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이들의 연락처·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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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칙
▪ 의료광고금지규정인 의료법 제56조 제1항~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63조 제2항에 의해 1.위반행위의
중지, 2.위반사실의 공표, 3.정정광고 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불법 의료광고 사례
○감상 포인트:

민간 사전자율심의 전 사례

불법 의료광고/과도한 환자 유인/거짓 과장 광고/인터넷 광고/보건복지부
https://news.joins.com/article/22666201

게시일: 2018. 5. 29.

불법 의료광고 사례

○감상 포인트:

민간 사전자율심의 후 사례,
불법으로 판단된 근거 탐구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14
게시일: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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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에서의 유사 의료광고 실태
▪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의사 출연
→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 출연 비일비재.
→ 해당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들의 명칭
이 직접 소개되지는 않지만 ‘목동 E
병원’ 등의 식으로 소개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의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단
번에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매우 쉽
게 알 수가 있음.
→ 방송에서는 가능한 인지도가 높은 병원
의 의사들을 섭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지도는 낮지만 실력
있는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들을 소외
시킬 가능성이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DJy7KI5Gk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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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닥터“의 증가
→ 범람하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에 등장하
는 각종 의료기관, 의료인 등의 방송 광고적 효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가능 )
프로그램만 제재, 유명 쇼닥터는 징계 피해가며 방송출연
쇼닥터 11명이 의료인 관련 방송 징계 42%, 방통심의위
제재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만 해 의료인 처벌피해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
료기관 광고 등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출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법규를 악용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
터 지난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이나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
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 119건, 지상파
방송 41건, 상품판매방송 20건, 종편보도채널 16건을 차지했다.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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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 아닌 간접광고
→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병원들의 간접 광고적 효과.
→ 방송의 간접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
접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간접광고도 금지됨.
이대서울병원,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 장소로 홍보 효과 ‘솔솔’

4. 방송광고 규제 접근 방법 사례 제시

5) 의료 방송광고 가능성을 위한 제안
▪ 의료 방송 광고에 대한 단계적 허용
→ 의료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음.
→ 금지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입장에서 정확하고 진실한 의료정보 제
공의 기회로 인식(‘알권리’란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령, 수집하여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
→ 환자들은 소비자주권으로서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낳은 서비스
를 하는 병원이나 의원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의료정보의 특성상 주체자는 전문가인 반면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질적 판단이 부족함. 이것을 광고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편법적 의료 방송 광고 차단 효과.

4. 방송광고 규제 접근 방법 사례 제시

▪ 의료 방송광고 심의 기준의 별도 제정
→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의사 방송 출현 가이드
라인’의 법적 효력 불명확성.
→ 대부분이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
들과 유사.
→ 방송 출현은 가능하고 방송 광고는 금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서지 않음.
→ 방송광고를 위한 별도의 심의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의료 방송광고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최소
화(광고 표현에 대한 기준 포함하여 방송 시간대,
광고 가능 진료 과목의 제한, 광고 유형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안 가능).
→ 초기에는 제한적 허용, 차츰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
진.
→ 이러한 방송 광고 규정 위반시 그 경중에 따라 벌칙
을 차별적으로 세분화하여 부당한 내용의 광고를 규
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

앱·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적발…'주의보' /
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5LIQc-kLp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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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방송광고 규제 접근 시 고려해야 할 타 법률 예시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어린이 시청 시간대 어린이 기호
식품광고 금지.
▪ 동규정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표현에 대한 규정
(제23조)는 명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한 시간 제한 규정{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참조)은 명시되
어 있지 않음.

5. 그 외 고려해야 할 타 법률 예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
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
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
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
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
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
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
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
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
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
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
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
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
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
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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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우리가 흔히 홈쇼핑 채널 방송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방송법」 상에서는
‘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방송내용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방송 광고
에 해당되지 않음(방송법 제73조제3항).
▪ 그러나, 홈쇼핑 채널 방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광고’에 해당됨(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참조).

▪ 따라서, 홈쇼핑 방송의 광고로서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또한 공익 광고도 「방송법」 상 방송 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것은 프로
그램으로 다루어진다(제73조제4항).

6. 결론

6. 결론
1) 방송광고 규제 접근 시각에 대한 제안
▪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연구도 방송산업 내지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
▪ 최근 방송광고 규제 연구들이 탈규제 또는 규제 완화만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한 것으로 편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 광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권의 한 발현(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
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 제4항)는 점을 확인하면서 규제 강화와 완
화의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얽혀있는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결론

2)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접근 시각 제안
▪ 최근 OTT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 환경으로 인해 방송의 광고매
체적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의 본래의
모습인 ‘공익성·공공성 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과거, 방송은 미디어계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었으며 이것
의 모토는 ‘공익성·공공성’이었는 바, 현재와 같이 다양한 유료 플랫
폼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방송의 본래 모토를 잊고 같은 방
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체적 차별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 사료됨.
→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광고 규제 관련
과제들의 해결 근거를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모토로 한 방송의 광
고 매체적 가치 향상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공익성·공공성’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기에 오
늘날의 환경에 적합한 의미 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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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무엇이 문제이며, 적절한 규제는 무엇인가?

매체의 ‘뒷광고‘ 현상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 11. 30 (월)
이제영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 1

요즘, 소셜미디어(유튜브)상에서 뒷광고 콘텐츠의 진정성, 상업성, 그
리고 기만광고 등으로 사회문화적 핫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는 인터넷

의 발달로 디지털 노마드형 직업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주로 언론사와 기자, 유명 SNS 계정, 인터넷 방송인(스트리머, BJ), 파
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뒷광고란? 인플루언서(유튜버 등)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
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제기 - 2

다시 말해서, 협찬이나 광고비용을 받은 물건들에 대하여 경제적 대가
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것인 마냥,
구독자를 속이고 뒤로는 광고비용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
츠를 제작해 해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인플루언서가 유
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

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항
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문제의 제기 - 3

수없이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들은 업체로부터 대가(금전)

나 제품의 무상제공 등을 받는데 이때 업체들의 청에 따라 콘텐츠 내용
이나 업로드 시점 등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발제)에서는 이러한 주요 방송매체의 아젠다로 등장한 ‘
뒷광고’ 현상에 관하여 일반대중(대학생 포함)들의 주관적 성향 유형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갖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
여 향후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다.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논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좀 더 확인하
고, 그 내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주제와 관련하여, 젊은 소수집
단인 대학생들의 심층인터뷰(카톡 / E-mail 회답)를 통한 주관성
유형을 살펴봄(가설생성: abduction)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함
의점(가설검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Q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논의 주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
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 연구문제에서는 응답자들의 심층의견으로 구성된 “Q진술문”
을 통하여 조사, 분석된 결과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
으며, 이러한 각 유형들은 과연 어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 특성들이 함유하는 의미들은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 이들 각 유형들 간의 동질적인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각 유형별 특성과 달리
모든 진술문들이 각 유형들 속에서 일치하는(동질적) 특성은 무
엇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유형별로 분석된 의미

들 간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Q방법론의 특성인 Small Group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의향과
내면적인 주관적 의견(이미지)은 어떠한 지 알아본다.

Q-sorting and data analysis

-3
부정

-2

-1
◀===

0
중립

1

2
===▶

3
긍정

Q-Sample & P-Sample
Q-sample
: 20 Statements abstracted out of 27 Q-population(concourse)

P-sample
: Univ. students at dept. of advertising-public relations - 30

분포별 점수 및 진술문 수
분포

-3

-2

-1

0

1

2

3

점수

1

2

3

4

5

6

7

진술문 수

2

3

3

4

3

3

2

매체의
주관적
자료를
점으로
정적인

‘뒷광고‘ 현상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P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점수화하기 위하여 Q표본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우 (-3)를 1
시작하여 2점(-2), 3점(-1), 4점(0), 5점(+1), 6점(+2), 그리고 가장 긍
경우 7점(+3)을 부여하여 점수화 한다.

이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고, 이러한 자료를 PC용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행 절차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진행

진행
절차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Q Sample의 구성

P Sample의 선정

Q Sorting

자료 처리와 분석

1. 기존연구분석 (구조화 방법)
(연구논문, 관련기사 분석）

•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에 동의한

• Q 카드 제작 (4 X 9 cm) 하드보드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Recruiting • Q 분포도 작성

• PC용 QUANL 프로그램으로
자료 처리 및 분석

• 면접용 설문지 작성

2.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함.

- Q의견을 재정리함.

- In-Depth Interview

Q 분류
- 직접만남 혹은 E-mail을 통한
조사 및 분석
- Q 카드 : 후 찬성, 중립, 반대
Output

• 총 27개의 Q 모집단 구성
•범주화를 통해 20개의 최종
Q Sample 도출

• 연구에 동의한

총 30명 광고홍보학과 대학생
=> 최종 P Sample 선정

강제 분류

• 각 3개의 Type 도출됨.
- 각 Type의 비교 분석
• 최종 연구논문 작성
• Implication 도출

매체의 ‘뒷광고‘ 현상의 개선방향에 관한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
학생들의 주관성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Q요인분석을 한 결
과, 각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QUANL 프 로 그 램 을 실 행 한 분 석 결 과 , 전 체 변 량 의 약

52(.5249%를 설명하고 있는 3개의 유형에는 각각 13명, 9명, 6
명이 속하였는데, 여기서 인원수의 의미는 없다. 또한 인자가중
치가 1.0이상인 사람이 각각 10명, 2명, 2명이 속해 있어, 제 1

유형이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에서
보듯이, 각 유형의 변량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 아이겐 값
(Eigen value)은 각각 8.5130, 4.3274, 1.8559 등으로 나타났다.

[표] 상관관계

1유형

2유형

3유형

1유형

1.000

-

-

2유형

.132

1.000

-

3유형

.281

.276

1.000

위 표는 각 유형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주는데, 이는 각 유형간의 관련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Eigen value & Percentages of Variance

아이겐 값

8.5130

4.3274

1.8559

전체변량 백분율

.3040

.1546

.0663

누적 빈도

.3040

.4586

.5249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유형

Ⅰ
(N=13) 10

Ⅱ
(N=9) 2

Ⅲ
(N=6) 2

ID

성별

연령

학과(학년)

인자가중치

4

여

21

광고홍보학과 2학년

3.1586

5

남

25

광고홍보학과 4학년

.8705

6

여

21

광고홍보학과 2학년

1.4146

8

남

22

광고홍보학과 2학년

1.4497

9

남

26

광고홍보학과 4학년

3.0247

10

남

24

광고홍보학과 2학년

.6057

12

여

22

광고홍보학과 3학년

.9167

14

남

24

광고홍보학과 4학년

2.3343

15

남

25

광고홍보학과 3학년

2.0923

17

남

25

광고홍보학과 3학년

2.9259

22

여

22

광고홍보학과 3학년

2.0042

26

여

22

광고홍보학과 3학년

1.7323

28

여

21

광고홍보학과 2학년

2.0859

1

여

22

광고홍보학과 3학년

.6275

2

여

22

광고홍보학과 3학년

.2324

7

남

24

광고홍보학과 4학년

.2489

11

남

25

광고홍보학과 4학년

1.9613

13

여

21

광고홍보학과 2학년

.4863

16

남

26

광고홍보학과 4학년

.3938

19

남

24

광고홍보학과 4학년

1.2675

21

남

25

광고홍보학과 3학년

.8000

27

남

25

광고홍보학과 3학년

.5504

3

남

23

광고홍보학과 3학년

.9002

18

남

25

광고홍보학과 3학년

.3648

20

여

21

광고홍보학과 2학년

.9712

23

랴

22

광고홍보학과 3학년

1.3477

24

남

25

광고홍보학과 4학년

.4774

25

남

24

광고홍보학과 3학년

1.0662

ITEM DESCRIPTIONS(Q 진술문)
1. 물질만능주의적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2. 대중조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비주체화시킬 수 있다.
3. 시청한 후,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소비)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허위정보를 줄 수 있다.
5. 특정 상품에 대해 강제 노출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협소할 수 있다.
6. 인간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7.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8. 원칙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과 기준이 요구된다.
9. 모호한 법규정과 음성적 제작으로 폐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0. 소비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11. 소비자(시청자), 방송사, 광고주가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 세부적인 제도적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13. 명확한 개념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미디어의 공공성 차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15.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규제보다는 공익적 측면(철학)에 주안점을 두는 규제가 필요하다.
16. 과학적으로 광고, 구매, 판매,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관행이 필요하다.
17. 소비자에게 은폐되고 기만적인 광고 메시지가 초래할 윤리적 파급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18.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광고 수단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9. 광고의 상업적 메시지가 비상업적 포맷을 띄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적 정책이 요구된다.
20.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유형별 논의 및 분석

각 유형별 논의에서는 각 유형에서 ±1.00이상의 표준점수를
보인 진술문들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고,
이 내용에서 높은 표준점수(±)들을 중심으로 해당유형의 네이
밍(naming)이 작성된다. 표준점수가 높은 진술문은 해당유형
에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고, 가장 낮은 부정 부분의 진술문은 ‘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해당유형을 이해한다.

1. 제 1유형(N=13) 10 : 충동구매 및 대중조작의 위험 유형
[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긍
정

부
정

3. 시청한 후,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소비)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대중조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비주체화시킬 수 있다.
8. 원칙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과 기준이 요
구된다.
5. 특정 상품에 대해 강제 노출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협소할 수 있
다.
7.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13. 명확한 개념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19. 광고의 상업적 메시지가 비상업적 포맷을 띄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이 요구된다.
18.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광고 수단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20.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침을 제
정해야 한다.
14. 미디어의 공공성 차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준점수
1.70
1.41
1.06
1.02
1.00
-1.13
-1.20
-1.27
-1.45
-1.54

The statements and Z-scores are the highest scores(±1) in type 1.

2. 제 2유형(N= 9) 2 : 교육지침 제정 및 윤리적 공감 유형
[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표준점수

20.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침을 제
정해야 한다.
2. 대중조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비주체화시킬 수 있다.
긍 8. 원칙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과 기준이 요
정 구된다.
17. 소비자에게 은폐되고 기만적인 광고 메시지가 초래할 윤리적 파급 효과를 간
과해서는 안된다.
18.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광고 수단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60

10. 소비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허위정보를 줄 수 있다.
부 6. 인간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정 13. 명확한 개념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9. 모호한 법규정과 음성적 제작으로 폐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04
-1.14
-1.14
-1.24

1.44
1.38
1.25
1.11

-1.49

The statements and Z-scores are the highest scores(±1) in type 2.

3. 제 3유형(N= 6) 2 : 규정 제정 및 상호공감 유형

[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표준점수

12. 세부적인 제도적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11. 소비자(시청자), 방송사, 광고주가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긍 한다.
정 8. 원칙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과 기준이 요
구된다.
1. 물질만능주의적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1.36
1.36

6. 인간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20.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침을 제
부 정해야 한다.
정 10. 소비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19. 광고의 상업적 메시지가 비상업적 포맷을 띄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이 요구된다.

-1.26
-1.41

1.35
1.28

-1.65
-2.10

The statements and Z-scores are the highest scores(±1) in type 3.

일치항목 분석

Consensus Q-statements & average Z-scores of each type : 5
Item Description

Average Z-Score

8. 원칙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과 기준이

1.27

요구된다.
2. 대중조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비주체화시킬 수 있다.

1.13

5. 특정 상품에 대해 강제 노출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협소할 수 있

.80

다.
16. 과학적으로 광고, 구매, 판매,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관행이 필요하다.

.33

15.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규제보다는 공익적 측면(철학)에 주안점을 두는 규

-.28

제가 필요하다.

(* CRITERION = ±1.000)

1유형
(13 / 10)

2유형
(9 / 2)

3유형
(6 / 2)

광고홍보학과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각 유형
별로 설명할 수 있으나, “매체의 ‘뒷광고‘ 현상의 개선방향”
에 대한 인식 부분들은 3가지 유형들의 중심 의견들이 서로 맞
물려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Q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체의 ‘뒷광고‘ 현상의 개선방향에 관한 주관성 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결과가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개 문장을 읽고 아래의 □ 안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20개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오른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왼쪽에 놓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이나, 판단하기 애매한 것은 가운데에 두어
3분야로 먼저 나눠주십시오. 즉, 찬성(동의)과 반대(비동의)의 강도에 따라 각각 3분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 박스에서
상하의 위치는 선호도와 관계가 없으며, 중립(점수 0)을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가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선호도가 결정되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20개의 문장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적힌 문장 2개를 고른 후, 아래의 심층의견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

부정

-1
◀===

0
중립

1

2
===▶

3
긍정

<심층의견 분석>
▲ 귀하가 가장 부정적인 항목 2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
번:
(
번:

)
)

▲ 귀하가 가장 긍정적인 항목 2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
번:
(
번:

)
)

▲ 응답자 조사
1. 성
별
2. 연
령
3. 학과/전공

:
:
:

Q실행프로그램

매체의 뒷광고 현상에 관한 개선방안
28 20 -3
1
1
(20F1.0)
65435245233642417617
72147414343326655526
77666335414455322211
76756546454311243223
43556676571432223442
67775345344321475221
33546445225314627671
44555666774433322211
47666455451221274333
76523465454242761331
57514246232314366547
55656446434731272123
45736446325252174513
47765466554433212231
34745576664421352231
13635477314524225646
67656564543213344122
61224345325763671544
57514246223334456617
64536136425524247713
35464336222411455677
47756446333421565221
46345256337764541212
32455445334722666711
74444356117523556623
65744576654433113222
17746235152452664433
57756466442251433312

V

1.000
여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여
여
남
남
남
남
남
남
여
남
여
여
남
남
여
남
여

22
22
23
21
25
21
24
22
26
24
25
22
21
24
25
26
25
25
24
21
25
22
22
25
24
22
25
21

3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4학년
2학년
4학년
2학년
4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1

01 물질만능주의적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2

02 대중조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비주체화시킬 수 있다.

2

03 시청한 후,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소비)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04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허위정보를 줄 수 있다.

2

05 특정 상품에 대해 강제 노출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협소할 수 있다.

2

06 인간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1

07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2

08 원칙적으로 시대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과 기준이 요구된다.

2

09 모호한 법규정과 음성적 제작으로 폐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10 소비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2

11 소비자(시청자), 방송사, 광고주가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12 세부적인 제도적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13 명확한 개념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4 미디어의 공공성 차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15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규제보다는 공익적 측면(철학)에 주안점을 두는 규제가 필요하다.

2

16 과학적으로 광고, 구매, 판매,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관행이 필요하다.

2

17 소비자에게 은폐되고 기만적인 광고 메시지가 초래할 윤리적 파급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2

18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광고 수단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3

19 광고의 상업적 메시지가 비상업적 포맷을 띄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이 요구된다.
2

20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end.

2019 네이버 블로그

환경적 요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

컨텐츠 질적 요인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1%대
2019 7월 닐슨코리아

KBS2 동백꽃 필 무렵 시청률 23.8%
2019.11.21. 닐슨코리아

제도적 요인
매체간 광고 규제 시차
방송사간 광고 규제 비대칭
광고 운용 방법까지 규제 과다

광고 규제

간접광고
가상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거래규제

토막광고
중간광고

내용규제

프로그램광고

형식규제

광고 유형 제한

양규제

프로그램시간 7% vs 5%

간접광고

프로그램시간 7% vs 5%

가상광고

자막광고
유료 vs 지상파

거래규제

시보광고

토막광고
중간광고

내용규제

1~6회, 회당 1분 vs 금지
프로그램시간 17% vs 15%

프로그램광고

형식규제

일방송시간 20% vs 18%

광고총량

양규제

유형 별 시간, 크기, 총량 제한

제도적 요인
매체간 광고 규제 시차
방송사간 광고 규제 비대칭
광고 운용 방법까지 규제 과다

2019

광고매출 변화
4조
3조
2조
1조

2012

2019
2019

지상파

2012

2012

케이블/종편

디지털
제일기획 총광고비

시청자 조사
일시

2020.11.5~10. 열흘간

대상

지상파/유료 방송사 드라마 보고있는
전국 20/30/40/50 대 남/여 총 177명

방법

드라마 직전/중간/직후 실시간 모바일 설문조사

tvN 주말드라마 스타트업/월화드라마 산후조리원
JTBC 수목드라마 사생활/월화드라마 18어게인
프로그램
SBS 주말드라마 날아라개천용/월화드라마 팬트하우스
MBC 수목드라마 나를사랑한스파이/월화드라마 카이로스
분석

카이제곱검증, 교차분석

지상파/유료 의식
[범주

의식않는

이름]

다

[백분율]

의식한다
59%

33%

의식않는

다

의식한다

의식한다 49%

51%

67%

지상파

유료

지상파/유료 중간광고 규제 차이

[범주
이름]
[백분율]

안다
52%

지상파 광고 감소

지상파 재원 필요

모른다

중간이다

24%

23%
안다
76%

매우그렇
다
26%
그렇다
45%

지상파 이용료 지불 의사
의향있다

지상파 광고 대가 무료
중간이다

매우그렇

15%

다

33%

29%

의향없다
67%

그렇다
50%

중간광고 인지
모른다
10%

안다
90%

중간광고 길게 느낌
매우그렇
중간이다
29%

다
19%

중간광고 주목
매우그렇
그렇지않

다

다

12%

23%

그렇다

중간이다

44%

31%

그렇다
32%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매우그렇
다

11%
중간이다
28%

그렇다
37%

광고 수익 프로그램 투자 시
매우그렇
중간이다

다

26%

21%
그렇다
45%

수익 투자 우선 순위
1. 공익 프로그램 /2.58
2. 프로그램 질 /3.43
3. 모니터링, 피드백 /3.86
4. 소외 계층 인프라 /4.22
5. 방송 디지털화 /4.38
6. 방송산업 경쟁력 /4.47

7. 상생 활동 /4.65

횟수/시간 제한 시

횟수

매우그렇
다
중간이다

17%

25%

그렇다
45%

20%

17% 16%
12% 10%

10%

15%

시청 흐름 고려 광고 시

시간
58%

매우그렇
다
중간이다

14%

23%

17%

25%
4%

자유허용 30초/회 60초/회 90초/회

그렇다
45%

광고 시간 총량 포함 시

대신 줄일 광고
25%

매우그렇
다
중간이다
28%

23%

18%

14%
그렇다
45%

6%

7%

10%

4%

6%

전CM 후CM 블록 PPL 자막 시보 가상 없음

프로그램 제한 시
매우그렇
다

중간이다
27%

14%
그렇다

제외 프로그램
83
62
41
27

18

45%
어린이 시사보도 교양다큐 드라마 오락예능

제외 프로그램 길이

제외 방송

41%

17%

58%
22%

21%

모두허용 30분미만 45분미만 60분미만

28%

모두허용

공영

6%

8%

민영

모두불허

형평의 원칙

시장 활성화

매우그렇

매우그렇

다

다

12%

15%

중간이다

그렇다

29%

39%

중간이다
34%

그렇다

36%

프로그램 질
매우그렇
다
12%
그렇다
중간이다
35%

30%

시청자 주권

중간이다
29%

선정, 폭력성

매우그렇

매우그렇

다

다

16%

11%

그렇다

중간이다

37%

26%

그렇다
38%

방송 균형 발전

공공성

중간이다
29%

매우그렇

매우그렇

다

다

11%

12%

그렇다
36%

중간이다
30%

그렇다
36%

타 방송 영향
매우그렇
다
11%
그렇다
중간이다
32%

31%

결론
1. TV 시청 시 방송사 의식하지만 방송사 간 규제 차이 모름
2. 지상파 방송 어려움, 사회적 역할, 재원 필요성 공감
3. 지상파 방송 광고 대가 무료라는 인식
4. 중간광고 달갑지 않지만 주목
5. 중간광고 허용 의견 다수
6. 어린이, 시사보도, 30분미만 프로 제외한다면 허용 의견 증가

7. 블록, PPL 등 다른 광고 줄이고 넣는다면 허용 의견 증가
8. 횟수/시간 제한한다면 허용 의견 더 증가

결론
9. 시청 흐름 방해 안한다면 허용 의견 더 증가
10. 광고수익 프로그램 질에 투자한다면 허용 의견 대폭 증가
11. 광고수익 공익, 질 높은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 의견
12.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형평성, 시장활성화 면 긍정적,
13. 선정성, 공공성, 타방송사 영향 면 부정적
14.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시청자주권, 균형발전 면 긍정적,

15. 프로그램 질 저하 면 부정적

첫번째 제안
매체간 광고 규제 시차

네거티브
규제

자유로운
경제활동

공정한
사회

두번째 제안
방송사간 광고 규제 비대칭

규제
현실화

재원
마련

공적 책무
이행

지상파방송사 내 공적 책무 감시기구 설치!

세번째 제안
광고 운용 방법까지 규제 과다

편성 자율
보장

시청자
견제

성숙한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