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 거래와 사후규제
- 금지행위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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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시장현황

구분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승인
유효기간

’12.3.13~
’17.3.12

’12.3.13~
’17.3.12

’15.5.28~
’20.5.27

’15.5.28~
’18.5.27

’15.6.4~
’20.6.3

’11.6.24~
’16.6.23

’15.4.15~
’18.4.14

최대주주
㈜GS

(30.00%)
CJ㈜

(40.06%)
㈜현대백화점

(40.81%)
롯데쇼핑㈜
(53.03%)

㈜하림홀딩스
(40.71%)

중기중앙회
(32.93%)

중기유통센터
(50%)

매출액
(억원)

10,913 11,194 8,908 8,548 4,056 3,532 339

영업이익
(억원)

1,125 1,141 1,107 752 911 428 -200



TV홈쇼핑시장및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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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시장및거래구조의특징





주요불공정행위유형 (공정위제재,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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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불공정행위유형의특징



TV홈쇼핑불공정행위유형의특징





TV홈쇼핑금지행위

홈쇼핑 채널은 2013년 전체 판매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그에 따른 사업자 매출은 3조 3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 총 판매금액 또한 10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번 승인

을 받으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매우 미약하므로,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

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ㆍ허가 단축 등의 제재

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방송법개정취지원문 (2015.3.13.) >



TV홈쇼핑금지행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①생략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
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방송법
시행령

(별표2의3)

Ⅶ.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조건으로납품업자에대하여상품판매방
송의일자,시각,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
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그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
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ㆍ여행상
품 등 방송시간 중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상품의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납품업자에 비해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나.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행위
다. 이미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
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
하는 행위



금지행위세부유형

01



금지행위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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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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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비용

방송인건비 게스트․성우 등의 출연료, 코디․작가 인건비, 쇼호스트 등 일반 인건비

용역비 모델비 등 세트비 세트 제작비

임차료 방송영상 장비 임차료 등 소품비 방송 소품비

특수효과비 CG 등 특수효과 제작비 등 의상비 출연자 및 모델 등 의상비

사전 제작물 사전 제작물의 제작비 (여행 상품 등) 기타 기타 제잡비



TV홈쇼핑사후규제관련정책방향



본자료에대한저작권등모든권리는법무법인세종및작성변호사에게속하므로, 사전허락없이본자료를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법률사무소등제3자에게제공하는것은엄격히금지됩니다.  본자료와관련하여의문이있으신경우에는법무법인세종또는본자료에

기재된담당변호사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www.shinkim.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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