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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규제 쟁점:
2016년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개정안 을 중심으로
1)

*

정 은 진
81)1)

1. 개 요
201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1세기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2)

Market)”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에 따라 2007년 도입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은 2010년의 개정 이후 또 한 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EU가 오늘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침을 마련한 것은 유럽 미
디어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업계의 특성에 대응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본고는 AVMSD 도입 후 약 10년이 지나 새로운 개정안이 논의되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103, jean@kisdi.re.kr
1)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EU가 발표한 AVMSD 개정안은 최종 확정을 위한 제안서(proposal)
단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
지 업계 및 시민단체에 공개 자문을 구한 후, 2016년 5월 25일에 AVMSD 개정안를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제출되었다.
2) European C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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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시점에서, 유럽이 체감하는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새롭게 대두한 규제
3)

쟁점을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먼저 유럽의 시청
각미디어 소비행태 변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공급유형 및 광고유형의 다각화 등 시
장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지침의 발전 동
향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유럽의 주요 규제기구가 검토한 ｢완전한 시청각 미
4)

디어 융합시대에 대한 준비｣ 보고서 를 기반으로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쟁점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각 쟁점에 대해 이번 AVMSD 개정안과 주요 규제기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EU가 내린 규제 방향을 확인하였다.
2016년 5월에 발표한 AVMSD 개정안은 소위 “변화하는 시장현실”의 관점에서
5)

“현대화”된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광고규제의 완
화와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동 ․ 자율규제의 확대 등이다. EU는 새로
운 규제지침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매체환경에 대응하여 유럽 시청각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련의 규제방침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디어서
비스 제공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시청각 상업 커뮤니케이션(audiovisual commercial communication)’이란 음성을 동반하거나 동
반하지 않는 시각물로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상품, 서비스, 자연적 또는 법적 실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지불 또는 유사한 보답이나 자기홍보를
대가로 프로그램에 삽입되거나 수반된다. 시청각 상업 커뮤니케이션은 텔레비전 광고, 협찬, 텔레
쇼핑, 간접광고를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10).
4) European Commission, 2013; European Parliament, 2014
5) European Commission,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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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배경
(1)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변화
유럽에서 방송광고는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시청각미디어 산업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유럽의 미
디어업계와 규제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다각화에 따라 광고수익 기반의 전통 방송서비스가 저렴하거나
광고 시청이 불필요한 신유형 영상서비스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Griffith, 2016; Perlberg & Ramachandran, 2015).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형과 스트리밍 영상을 소비하는 젊은 층이 전통적인 방송서비스에서 이탈하고 있
6)

다. 업계에서는 이들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또는 “선형 방송 공포(linear－TV
－phobic)” 세대에 접근하려면 광고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Lynch, 2015). 유럽 내 인터넷 접속망 개선과 모바일 기기 보급 증가에 따라 모바일/
온라인 영상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5).
물론 유럽의 방송사들은 30%에 달하는 유럽 콘텐츠 편성을 자랑하며 여전히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Netflix의 유럽 진출과 MUBI, Youtube,
Dailymotion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공급되는 인터넷 영상서비스의 고속성장에 따
라 유럽 내에서도 비선형 영상 공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OTT(over-the-top) 영상 침투율이 영국에서 55%, 프랑스에서 51%로 전체 브로드
밴드 공급 가구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s Associates, 2016,
[그림 1]). 이로 인해 광고수입이 주요 수입원인 방송사들은 시청자의 이탈과 실적

부진을 우려하게 되었다.

6) 밀레니얼(millenials)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로 1980~2000년 출생자를 일컬으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소비자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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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과 유럽의 OTT영상 침투율
(단위: %)

주: 수치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 가구 기준 온라인 TV 및 영화의
침투율(%)
자료: Parks Associates(2016)<OTT영상 보고서>

반면, 지난 십여 년에 걸친 온라인 및 모바일 등 신유형 광고의 성장은 괄목할만하
다. 2014년 기준, 영국의 온라인광고매출의 비중은 전체 광고매출 중 1위로, 약 46.9%
(약 106억 달러)에 달한다([그림 2]). 이는 협찬을 제외한 방송광고 매출(25.2%, 약
57억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독일 또한 온라인광고 매출(24.3%, 약 60억 달
러)이 방송광고 매출(23.0%, 약 57억 달러)을 넘었고, 프랑스의 온라인광고(27.9%,
약 37억 달러)는 방송광고 매출(31.9%, 42억 달러)과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큰 광
7)

고매체다(ZenithOptimedia, 2015).

7) 본 자료에서 온라인 광고는 영국의 경우 “display advertising, classified advertising and paid search,
email advertising”, 독일의 경우 “display, paid search and affiliate deals”를, 프랑스의 경우
“display, search, video and affiliates”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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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 매체별 광고매출 비중(2014년 기준)

주: 방송광고는 협찬을 제외하며, 인터넷광고는 디스
플레이 광고, 항목별 광고, 검색광고, 이메일 광
고를 포함한다.
자료: ZenithOptimedia(2015) Advertising expenditure
forecasts

(2)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및 법제도의 변화
앞서 언급한 시장 변화로 말미암아, EU의 광고에 대한 규제지침 개정에 이해관계
자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지난 30여 년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
한 공동 규제지침을 개선해왔다. 1989년 EU 회원국들은 유럽 내 회원국들의 방송시장
을 개방하고 공동 규제지침을 마련하고자 ｢국경 없는 TV 지침(Television without
8)

Frontiers Directive, TWFD)｣을 도입하였다. 이후 EU는 시청각물 산업의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2007년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9)

AVMSD)｣을 제정하였다. AVMSD 이행의 주요 시사점은 전통적인 선형(linear) 방
송뿐만 아니라 비선형(non-linear) 시청각물인 주문형(on-demand) 영상을 규제범위
에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규제에 있어 선형 방송과 비선형 시
8) European Council, 1989
9) European Counc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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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물 간에는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2010년 개정된 AVMSD에서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도 않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는 원
10)

칙을 고수하였다.

주문형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권 증대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적 상세한 양적 규제지침을 부과하는 방송에 대한 광고규제와는
대조된다. 한편, 공공정책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
지침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
2013년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AVMSD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11)

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완전한 시청각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한 준비”를 추진

하며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표 1>과 같이 공개자문(public consultation) 질의서를 던
졌다:

<표 1> EC의 ｢완전한 시청각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한 준비｣공개자문 질의서(2013)
◦ 현행 AVMSD 내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은 매체융합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한가?
◦ 신유형 광고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장치는 무엇인가? 특히,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가 필요한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 어떤 주체가 방송화면 중첩광고(commercial overlay)를 비롯한 신기술 광고 수용에 대한 최종결

정권을 갖는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p.15 Questions for public consultation(17)~(19)

EC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유럽은 2014년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당국그룹(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ERGA)을 전
문적인 자문기구로 출범시켰다. ERGA는 2015년에 19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상업방
송국 40개사, 공영방송국 20개사, 주문형영상사업자 18개사를 포함한 107개 이해관

10) European Council, 2010
11) European Commiss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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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AVMSD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
럽은 2016년 5월 25일에 새로운 AVMSD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AVMSD 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범위를 영상공급이 주요 목적(principle
purpose)인 서비스, 그리고 주요 활동과 분리된(dissociable) 일부 서비스에서 시청각
12)

물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장했다.

또한 영상공유 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
13)

일 경우, 소셜 미디어의 일부일지라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지침들은 “소비자 보호와 방송서비스 유연성 확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14)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유럽

내 형평성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유럽 미디어사업자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역량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3. 유럽의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요 쟁점
(1) 매체별 차등적 규제의 개선
1) 배경
유럽에서 매체간 융합환경에서 “처음부터(ab initio)”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
견이 제기되었다(Pauwls & Donders, 2013 p.26; Wood, 2008). 유럽은 2007년
AVMSD를 도입할 때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방송매체의 강한
영향력을 감안, 현행 AVMSD는 방송광고가 시간 당 20%(12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반면 비선형 영상서비스는 시청자의 능동적인 선택을 전제하기에 방송과
같은 양적 규제지침이 생략되었다.
12) 여기에는 온라인 뉴스웹사이트에서 부차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 그리고 이용자제작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 UGC)가 포함된다.
13) European Commission, 2016c p.15
14) European Commission, 2016b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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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럽 소재 방송국들은 현행 AVMSD하에서 매체별 비대칭규제가 방송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우려하였다. 방송과 비방송 영상서비스 간의 경쟁이 심화되
었을 뿐만 아니라, EU의 관할 밖에 위치한 글로벌 경쟁사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규제로 인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U는 유럽 전체에서 광고시간의 준수를 감시하는 업무에 약 100만
유로가 소요되고, 매해 간접광고 및 협찬 규제에 약 220만 유로, 약 210만 유로가 각
15)

각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2) AVMSD 개정안: 방송광고․텔레쇼핑 일일총량제 도입 및 간접광고 허용
위의 우려에 따라 EU는 AVMSD의 규제 적합성(regulatory fitness)을 보완하고 단
16)

17)

순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EU는 방송광고 와 텔레쇼핑 의 분량이 오전7시부터 오

<표 2> 유럽의 방송광고 총량에 대한 규제 개정 전후
구분

내용

개정 전

제23조
1. 텔레비전 스팟 광고와 텔레쇼핑 스팟의 분량은 주어진 1시간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후*

제23조
1. 텔레비전 스팟 광고와 텔레쇼핑 스팟의 하루 분량은 7:00부터 23:00 사이의 기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EU가 발표한 AVMSD 개정안은 제안서 단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European Council(2010) AVMSD(Directive 2010/13/EU) p.19, European Commission
(2016) AVMSD 개정에 대한 제안서 p.28~29.

15) European Commission, 2016c
16) ‘방송광고(television advertising)’란 지불 또는 유사한 보답이나 자기홍보의 목적을 대가로 방영
되는 방송의 유형으로써 무역, 비즈니스, 기술 또는 전문업과 연결된 공공 또는 사적 사업 또는
자연적 인물이 부동산,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홍보하기 위하는 행
위를 일컫는다(European Council, 2010).
17) ‘텔레쇼핑(teleshopping)’이란 부동산,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
으로 방송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는 직접적인 구매 제안을 의미한다(European Counc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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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1시까지 방송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AVMSD 제23의 개정을 제안하였
다(<표 2> 참고). 또한 AVMSD 제21조의 개정안은 드라마, 영화, 뉴스프로그램의 중
간광고도 최대 20분마다 1회까지 허용하였다. 이는 30분에 최대 1회였던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방향을 의미한다.

<표 3> 유럽의 간접광고 허용에 대한 규제 개정 전후
구분

내용

개정 전

제11조
1. 2항, 3항, 4항은 2009년 12월 19일 이후에 제작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간접광고는 금지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는 회원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된다:
(a) 시청각미디어서비스용 영화나 시리즈물, 스포츠 프로그램과 가벼운 연예오락 프
로그램;
(b) 프로그램 내에 삽입되는 소도구나 경품과 같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가 없
이 삽입하는 경우.
(a)에서 부여한 허용사항은 아동용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후*

제11조
1. 2항, 3항, 4항은 2009년 12월 19일 이후에 제작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간접광고는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허용된다. 다만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소비
자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그리고 상당한 아동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을 예외로 한다.

*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EU가 발표한 AVMSD 개정안은 제안서 단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European Council(2010) AVMSD(Directive 2010/13/EU) p.16, European Commission(2016)
AVMSD 개정에 대한 제안서 p.27.
18)

또한 개정안은 간접광고 와 관련된 제11조에 대한 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은폐광고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직 일부 장르에 대하여만 포지티브 규제

18)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는 상품, 서비스, 혹은 상표의 포함 혹은 언급으로 구성되는 ‘시청
각 상업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들의 상품, 서비스, 혹은 상표는 지불 혹은 유사한
보답에 대한 대가로 프로그램 안에 등장한다(European Counc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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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허용했던(강준석 외, 2016) 간접광고도 모든 미디어서비스에 대해 전면 허
용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표 3> 참고). 대신 프로그램 전후로 시청자에게 간접광
고임을 고지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간접광고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장르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이 시청하는 프로그
램이다.

3) 기대효과
본 개정안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집
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 본 개정안이 법안으로 공식 발표될 경우, 방송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일 단위 광고총량제 전환에 따
라 유럽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감안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길이의
광고를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egta, 2015). 또한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의 허용은 시
청자의 광고회피에 따른 방송광고 도달률 감소에 대해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Lefever, 2013).

(2)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동‧자율규제 확대
1) 배경
EU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EU는 2012년에 유럽양방향광고협회(European Interactive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EDAA)를 설치했다. EDAA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와 산업의 의견
을 수렴하여 온라인행동기반광고(Online Behavior Advertising: OBA) 에 대한 자율
19)

규제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있다.

최근 EU는 영상광고에도 표준 개발과 같은 자율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19) 이때 적용된 “Do Not Track(DNT)”표준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문자가 자신의
온라인 기록을 남길지 여부에 대한 선호를 공급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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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MSD 개정안: 부적절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율 및 공동규제 확대
AVMSD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각 회원국 및 EU 단위의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본 개정안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동의 건
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자보호 쟁점이다. AVMSD 제9조의 2항에 대한 개정안은
포화지방, 나트륨, 당이 높은 음식에 대한 부적절한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
하여 회원국과 규제대상 산업이 자율 및 공동 규제지침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4>). 이는 사업자가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발표하도록 촉구하는 기존 지
침 대신 민간의 참여로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또한 AVMSD 제9조에 3항과 4항을 추가하여 미성년자의 시청이
가능한 주류 광고에 대한 자율 및 공동 규제를 제안하였다.
AVMSD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EC와 ERGA의 역할이다. 9조 2항과 4항
개정안에 드러나듯, ERGA는 영상공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관
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EU 수준의 공동규제 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표 4> 유럽의 부적절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율 및 공동규제지침 개정 전후
구분

내용

개정 전

제9조
2. 영양적 또는 생리적 효과가 있는, 특히 지방, 트랜스 지방, 소금/나트륨과 당과 같이
전반적인 식단에서 과도한 섭취를 추천하지 않는 영양소 및 첨가물이 든 음식과 음료
에 대한 부적절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 아동용 프로그램에 수반 또는 포함되는 것
과 관련하여, 회원국과 위원회는 미디어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자체 행위규범을 개
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9조

(a) 2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영양적 또는 생리적 효과가 있는, 특히 지방, 트랜스 지방, 소금/나트륨과 당과 같이
전반적인 식단에서 과도한 섭취를 추천하지 않는 영양소 및 첨가물이 든 음식과 음
개정 후*
료에 대한 부적절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한 아동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에 수반 또는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국과 위원회는 자율 및 공동규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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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행위규범은 나트륨, 당, 지방 그리고 국내, 국제 영양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는
다른 것이 다량 포함된 음식과 음료에 대한 시청각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미성년자
에 대한 노출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시청각 상
업적 커뮤니케이션이 위의 음식과 음료의 긍정적인 영양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와 ERGA는 전 유럽연합에 걸쳐 최선의 자율 그리고 공동규제 체계를 교환하는 것

을 장려해야 한다. 적절하다면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시행규정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개정 후* (b) 다음의 3항과 4항을 추가한다:
“3. 주류에 대한 부적절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한 아동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수반 또는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국과 위원회는 자율 및 공동규
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주류에 대한 시청각 상업적 커
뮤니케이션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4. 위원회와 ERGA는 전 유럽연합에 걸쳐 최선의 자율 그리고 공동규제 체계를 교환하
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적절하다면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시행규정을 개발하도록 추
진한다.”;
*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EU가 발표한 AVMSD 개정안은 제안서 단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European Council(2010) AVMSD(Directive 2010/13/EU) p.16, European Commission(2016)
AVMSD 개정에 대한 제안서 p.26

3) 기대효과
본 개정안은 2014년 유럽의회가 ｢완전한 시청각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한 준비｣ 보
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글로벌 경쟁의 변화속도에 발맞추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
는 유연한 규제지침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방침은 새로운 간접광고 규제
지침과 더불어 향후 소비자를 호도하는 영상물을 규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상품리뷰 영상이나 상품비교 웹사이트, 애플리
20)

케이션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콘텐츠와 상업 메시

지의 구분이 모호한 상업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EU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20) European Commission,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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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유형 광고기술과 소비자 보호
1) 배경
미디어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신유형 광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 검색엔진
이나 단말기 제조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광고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 기반의
커넥티드 TV에서는 방송사와 소비자의 동의 없이도 화면 상에 디지털 팝업 광고를
전송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지침이 촉구되고 있다(Gibbs,
2015). 현행 AVMSD 체계는 방송 허가권을 지닌 운영자가 광고를 비롯한 화면에 대
한 편집책임을 갖기 때문에, 신유형 화면광고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한
계가 지적되고 있다(egta, 2015).

2) 주요 유럽 기구의 견해
21)

주요 EU 산하기구도 이런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EC(2013)는 신유

형 광고기술 규제원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방송과 주문형 영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광고와 콘텐츠(editorial content)의
분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최소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콘텐츠의
통합성(integrity)을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물 삽입에 대한 유럽 차원에서의 공통기본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 ERGA(2015)도 유통형식 구분이 불명확하고 짧은 길이의 콘
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환경에 주목하였다. ERGA는 콘텐츠
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시청환경에 대한 공통적인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규제지침
을 고안해야 한다고 나섰다.

21) 본고를 작성한 시점에서 발표된 AVMSD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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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유형 화면광고(overlay advertising)의 사례

주: TV프로그램 또는 카탈로그 시청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된 별도의 광고가 화면에 중첩되는 화면분할광고
의 사례
자료: Moulding(2015)

4. 결 어
EC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Digital Economy and Society) 위원회의 오팅거 위원
(Günther Oettinger)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방송 및 영상 시청 방식은 변화했지
만, 우리의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European Commission, 2016a). 이는
융합매체 환경에서도 유럽 내 미디어 다양성과 EU 회원국의 규제독립성 보장, 책임
과 신뢰와 공정성을 갖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럽의 기존 가치를 수호
하겠다는 EC의 다짐을 의미한다.
본고는 2016년 5월 25일 AVMSD 개정안의 배경이 된 유럽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소비 및 공급 지형의 변화, 그리고 지난 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럽의 규제지침 발전
과정을 검토했다. 이번 AVMSD 개정안은 주문형영상플랫폼에 대한 유럽 콘텐츠 쿼
터제 부과, 규제범위에 스트리밍과 영상공유 플랫폼 포함 등의 주요 쟁점을 담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고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직접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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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그 결과, EU는 (1) 방송광고의 일일총량제를 도입하고, 간접광고 허용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절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근
절을 목적으로 방송사, 주문형영상플랫폼, 영상공유플랫폼을 비롯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여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였다. (3) 아울러,
AVMSD 개정안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유럽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유형 광고 기술
과 편집 콘텐츠의 통합성에 대한 기본규칙 제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AVMSD 개정에 대한 제안서는 유럽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다
명료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EU 차원의 공통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상기한 세 가지 쟁점은 유럽 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경쟁 구도 변화와 유럽 소비자
의 시청행태 변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21세기 유럽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AVMSD 개정
안은 EU가 유럽 콘텐츠 장려와 유럽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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