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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미디어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사례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인 CJ E&M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틀로는 CJ E&M의 출범과 다각화 과정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관
점을 적용하고, 출범 이후는 외부환경분석과 자원준거관점에 기반한 내부역량분석을 실시했다. CJ E&M은 그동안 수
평·수직 다각화를 통해 규모의 시너지를 높이고, 타 미디어기업과는 달리 콘텐츠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전개한 점이 
돋보인다. 또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의 리더십, 전문성 높은 인적 구성,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 효과적인 콘텐츠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CJ E&M을 국내 미디어 선도기업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과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직 분위기와 오너의 의지에 따라 주요 사업이 결정되는 기업 
구조는 오히려 조직문화를 경색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경영전략, CJ E&M, 외부환경분석, 자원준거관점, 사업다각화, 콘텐츠 강화 전략

Abstract  In circumstances that case studies of management strategy for the domestic media company were 
rare, this study was performed case analysis of CJ E&M, representative new media/contents company in Korea.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s applied to diversification of the busines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resource based view are applied to capability evaluation since the inauguration as analysis frameworks. 
Unlike other media companies, CJ E&M have increased synergies of scale through horizontal, vertical 
diversification and superior contents strategies. furthermore,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enthusiasm of the 
leadership, expertise, high human configuration, creative corporate culture, effective contents portfolio.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oo much emphasis on competi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may 
make organizational atmosphere rigid and weak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Key Words : Management strategy, CJ E&M, Five forces model, Resource based view, Diversification, 
Contents enhance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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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으로 미디어 산업은 차 몇몇 소수의 거  미

디어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인 미디어 집

상을 보이고 있다. 텔 비 , 라디오, 화, 그리고 인터

넷 등 매스미디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수의 기업을 거느

리며  세계를 상 로 콘텐츠 생산 가공과 유통활동을 

하는 미디어 컨 로머리트(media conglomerate)가 등장, 

 세계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타임워 (Time 

Warner), 뉴스코퍼 이션(News corporation), 월트디즈

니(Walt Disney), 바이어컴(Viacom) 등이 바로 표 인 

미디어 컨 로머리트로 꼽힌다. 

세계 인 미디어 환경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방송

분야에 실질 인 한미FTA가 발효되게 되면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들은 미국의 거  로벌미디어 기업들과 직

 경쟁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거 미디어기업과 경쟁

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해선 회의

인 시각이 지배 이다. 2010년 포 스 로벌이 발표

한 2000개 기업  미디어 기업은 총 50개가 포함되었

는데 국내 기업은 한군데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에서 

보듯이 국내 미디어 기업의 수 은 아직까지 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역동 인 변화 

흐름 속에서, 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역량을 확 해 나가고 있는 CJ E&M의 경 략 사례를 

분석해 보고, 향후 경쟁력을 높이기 해 주력해야할 요

소에 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

2.1 경영전략분석의 틀

기업의 경 략 분석에 앞서 경 략이론의 발 과

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략경 이론 기의 표

인 학자 앤드류는 경 략을 기업의 강 (Strength)와 

약 (weakness)을 기업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기회

(opportunities)와 기(threats)에 응하는 것으로 정의

했다. 즉, 기업 간의 성과차이는 기업들의 경 자원과 내

부역량 측면에 있어서 근본 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생긴

다는 주장이다.[1] 1980년 에 들어서면서 Porter와 그밖

에 경제학의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산업조직론에서 축 된 분석기법과 실증연구를 략경

분야에 도입했다. 산업구조분석기법은 기업의 주변 환

경, 즉 ① 자사가 속해 있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  

진입자의  ② 수요 측면에서 자사제품을 구매해주는 

구매자와의 교섭력 ③ 공 측면에서 공 자와의 교섭력 

④ 자사제품을 체할 수 있는 체재의  ⑤ 재 시

장 내의 경쟁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  요인에 집 했

다.[2] 그러나 1980년  후반기에 들어서 산업구조분석기

법에 한 근본 인 회의가 제기된다. 그 이유는 산업구

조 분석은 어떤 산업이 매력 인 산업인가를 발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왜 어느 기업은 그 산업에 진출해 

성공하고 다른 기업은 실패하 는가에 해 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1980년  후반과 1990

년  반부터는 경 략분석의 을 산업에서 다시 

기업으로 환시킨 경 자원론 는 자원 거 이 각

받게 된다.[3]

자원 거 은 기업이 장기 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 

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축 하고, 이러

한 보유 자원에 근거해 략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으로,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

직(Organization)을 분석하여 조직의 강 과 약 을 찾는

다. 특히 해당 기업의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을 악하여 

이를 통해 해당조직의 경 자원 가치를 체크하고 핵심역

량을 도출한다.[4][5]

한편, 경 략분야에서 다각화 략에 한 최근 연구

경향은 진화론 인 으로 근하는 것이다. 생물학에

서 발 한 진화이론은 변이(variation), 도태(selection), 

보존(retention)의 개념을 심으로 종(species)의 발 과 

쇠퇴과정을 묘사한다.[6]

2.2 국내미디어기업 경영전략분석

경 략분석 이론에 근거해 국내미디어기업에 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 수는 MPP사

업자의 수평  결합 략 결정요인을 CJ미디어의 사례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7] 박성호는 CJ그룹의 미디어 사

업분야 략 행 에 한 연구에서, 경쟁사에 비해 이

블TV 산업으로 비교  늦게 진입했지만 막강한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한 CJ그룹 미디어사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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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변화 과정을 역사 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분석틀로 

략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8] 이 외에 국내 미디어기업

의 통합 시 지 효과를 CJ E&M 사례를 심으로 살펴

본 연구에서는, CJ E&M의 통합시 지를 ▲공유의 시

지 ▲규모의 시 지 ▲집 의 시 지 ▲내부화의 시 지 

측면에서 구분해, 통합 시 지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해 분석했다.[9]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CJ E&M 다각화 과정에서의 진화론  특

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CJ E&M에 한 외부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CJ E&M의 리더십, 조직문화를 비롯한 

내부자원과 핵심역량 측면에서의 장단

은 무엇인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 략이론을 용한 미디어기업 사례분

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CJ E&M은 1995

년 CJ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해 20여년간 수평 ․수직

 연  다각화를 통해 탄생한 뉴미디어기업이다. 따라

서 분석시기를 CJ E&M 출범 이 과 이후로 나 어, CJ 

E&M 출범 이 까지의 다각화과정을 다각화 략에 한 

진화론 인 에서 설명하고, 한 출범이후부터는 기

업의 내부․외부환경분석을 심으로 CJ E&M에 한 

경 략 사례를 평가해본다.

4. 연구결과

4.1 다각화과정에 대한 진화론적 분석

⑴ 변이

변이(variation)란 새로운 종(species)이나 새로운 기

업, 새로운 루틴이 태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CJ

의 경우에는 1996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하여 식품ㆍ식품

서비스, 제약ㆍ바이오,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 신유통을 

4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련분야에 한 다각화를 

시작하는 과정까지를 변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⑵ 탐색

탐색(search)은 존하는 안 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CJ는 드림웍스의 아시아 배 권과 

국내 화투자라는 핵심역량으로 신규 사업분야를 개척

하다가, 화배 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

인 멀티 스 사업으로 진출한다.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에 따라, PP와 SO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이 열

림에 따라 PP 사업 역에서는 음악과 공연, 게임 분야로 

진출하고, SO 사업에서도 지역 SO들을 꾸 히 인수해 

결국 통합 미디어기업인 CJ E&M을 탄생시킨다. 

⑶ 학습 

CJ는 변이와 탐색의 동태  과정을 겪으면서 이블 

사업에 한 경쟁력과 자신감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PP 사업 분야에서도 다른 MSP사업자들과 차별화된 

략을 구사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즉 타 MSP들이 SO 사

업에 주력하는 사이, CJ는 PP사업에 투자와 역량을 집

하는 략을 펼쳤다. 단순히 기존 콘텐츠를 수 해 편성

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에 따

라서다. 이후 CJ는 2006년 종합오락채  tvN을 개국하면

서 본격 인 자체 콘텐츠 제작에 돌입하고, 그 결과 <막

돼먹은 애씨> <롤러코스트> 등의 성공과 엠넷의 <슈

퍼스타K> 시청률 20% 기록 등 지상 를 능가하는 성과

를 거두게 다.

⑷ 보유와 도태

2009년 12월 24일 CJ그룹의 계열사인 CJ오쇼핑이 온

미디어를 인수하면서 CJ는 Mnet, tvN, CGV, 투니버스 

등 20개의 다양한 채 을 보유하는 이블TV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1일 방

송부문의 CJ미디어ㆍ온미디어ㆍ오미디어홀딩스, 화부

문의 CJ엔터테인먼트, 음악부문 엠넷미디어, 게임부문 

CJ인터넷을 통합하여 종합콘텐츠 기업 CJ E&M으로 공

식 출범한다. 하지만 항상 성공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5년 푸드채 은 음식장르지만 CJ의 식품사업과 시

지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여성 라이 스타일 채  올리

로 변경했다. 2006년 Xports를 인수하여 스포츠 채 을 

확보했지만 2009년 이를 다시 SBS미디어홀딩스에 매각



국내 미디어 선도기업 경영전략 분석 : CJ E&M을 중심으로 

44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Dec; 11(12): 41-47

하기도 했다. 

4.2 CJ E&M 외부환경분석

(1) 진입자 위협

CJ E&M은 방송/ 화/음악/공연/게임분야가 수직

으로 통합된 기업이다. 각 부문별로 진입자  강도가 

다소 상이한 편인데, 방송분야는 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

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

자 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화분야는 최근 블록버스

터와 3D 화들이 흥행하면서 평균제작비가 100억을 훌

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본소요량이 높은 산업

으로 진입자 이 상 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음악과 공연, 게임분야는 진입자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는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편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은 1인 개발시스템이 가능하고 

개발비가 낮으며 앱스토어나, 구 이어 등 로벌 

랫폼으로 구나 진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

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모바일게임산업이 번창하면서 CJ 

E&M은 오히려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다소 주춤했던 열

세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2) 경쟁자 위협

CJ E&M의 경쟁자 은 체 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CJ E&M 채 들의 시청률이 호조세이기는 하나 기

존 지상  방송3사의 시청률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다. 여기에 종편과 지상  PP,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활동 본격화로 내부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한 2015년 방송분야에 실질 인 한미

FTA가 발효되게 되면 미국의 거  로벌미디어 기업

들의 진출 가능성까지 높아져 경쟁자 은 더욱 높아

질 망이다. 

 

(3) 대체재 위협

미디어 산업의 경우 뚜렷한 체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디어 분야의 기술발 으로 인해 기존의 미디어가 

뉴미디어로 체되는 양상이다. 를 들면 미디어 시청 

 콘텐츠 소비행태가 기존 지상 / 이블 심에서 

차 모바일, 온라인, 인터랙티  미디어 심으로 옮겨가

고 있다. 다양한 랫폼의 등장과 이용으로, 미디어 콘텐

츠의 가치와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4) 공급자 위협

화와 음악, 게임분야는 다수의 공 자들이 경쟁하는 

체제이므로 공 자 이 약하다. 화부문의 경우 많

은 수의 제작자가 소수의 배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게

임분야 역시 소규모 세 개발업체들이 많아 공 자 

이 낮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에는 공 자 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블 TV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보다는 

기존 지상  콘텐츠를 재송출하거나 미드와 같이 외국 

콘텐츠를 구입해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

자가 상의 우 를 갖고 콘텐츠 가격 인상을 요구할 가

능성이 높다. 

(5) 구매자 위협

이 분야의 구매자는 유료 시청자, 화나 공연 객, 

음반구매자, 게임유  등이다. 이들은 분산된 개인으로 

집단 인 교섭력이 약한 편이다. 

4.3 CJ E&M 내부환경분석

4.3.1 기업의 창의적 구조 요인 분석

[Fig. 1] CJ Organizational Structure

CJ E&M은 CJ그룹의 한 사업부라 할 수 있다. 최고 

경 자는 이재  그룹 회장이며 CJ그룹은 크게 식품ㆍ식

품서비스, 제약ㆍ바이오,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 신유통 

4개의 큰 단  사업부로 구성된다. 그  엔터테인먼트ㆍ

미디어 분야에 CJ E&M, CJ CGV, CJ 헬로비 이 있고, 

CJ E&M은 다시 방송, 화, 음악 등의 세분화된 단 로 

나뉘게 된다. 그룹 체 략의 결정과 업무조정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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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가 가지고 있고, 최고 경 자가 략  결정을 

내리면 개별 사업 부서장들은 사업부 별로 책임 경 을 

하는 문경 인 체제다. 

(1) 성과통제

CJ E&M은 CJ그룹의 인사제도와 맥을 같이 한다. 

CJ는 PMDS (Performance Management & Develop 

ment System)이라고 불리는 성과 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성과등 을 E(Exellent), G(Good), 

S(Satisfied), I(Improvement) 4단계로 나 어 인센티

와 임 인상률에 차등을 둔다.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에 따라 CJ는 회사의 사업 

략과 개인 목표가 명확하게 연계되었으며, 직무별 역할

과 책임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 수 이 높아졌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한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를 통해 우

수 인력의 동기 부여가 강화되었고, 보상 체계의 유연성

이 높아져 외부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2) 리더십

CJ그룹은 1996년 5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 2002년 

사명을 ‘CJ’로 바꾸고 2007년 지주회사 CJ㈜로 환했다. 

CJ㈜는 식품ㆍ식품서비스, 제약ㆍ바이오, 엔터테인먼트

ㆍ미디어, 신유통을 4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로벌 기

업으로의 성장을 한 발 을 마련해 나간다. “설탕이나 

는 식의 마인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새로운 

략경 가치를 강조해, 그룹 내 한 계열사에 불과했던 제

일제당을 재계 14 의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 이재  

회장이다. 이재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의 첫째아들이다. 85년 9월 CJ(당시 제일제당)의 사원

으로 입사해 93년 삼성 자 경 기획이사로 임원생활을 

시작한 이후 CJ 상무를 거쳐 97년 CJ 부사장, 98년 부회

장, 2002년 3월 회장이 다. 이 회장은 재벌 3세  경

인의 일반 인 선입견을 일정 정도 깨뜨렸다고 평가받는

다. 특히 미디어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흔

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간 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

여에 정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재  회장과 오 일가가 최근 수백억 원

의 비자 조성과 탈세 의로 구속 수감됨에 따라 그의 

리더십은 윤리 으로 큰 타격을 입게 다. 

(3) 조직문화

조직문화와 련해 퀸과 로바우는 조직이 서로 상반

되거나 보완되는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실을 개

념화하여 ‘경쟁가치모형’을 제시하고 4가지 유형의 조직

문화를 설명했다.[10] 이 모형을 용해볼 때, CJ는 삼성

에서 분리될 당시 계형 조직문화가 강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사업 비 을 제시하고 로벌기

업 추진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 조직문화 신의 요성

을 강조하면서 인간 계형 공동체문화 형태로 변화를 도

모했다. CJ는 유연함을 그룹에 정착시키기 한 구체

인 실행 방법으로 복장을 자율화하고, 직책 호칭을 모두 

‘~님’으로 통일시키는 한편 서블 타임제를 실시해 조

직 체질을 바꾸는데 주력했다. 한 토론방, CEO 화방, 

CEO핫라인 등을 구축해 구성원 상호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를 꾀하고, 사이버 토론방은 무기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조직문화의 다양한 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CJ는 지나치게 최 , 최고, 차별화, 경

쟁, 성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진제도의 하나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역시 이러한 성과와 경쟁 

심의 조직문화를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시장

형문화 확 로 이어진다면, 결과지상주의, 유연성 경색, 

종업원 소외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4.3.2 자원준거관점에 따른 VRIO 분석

자원 거 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경쟁우

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다. 기업이 장기 으로 높은 성

과를 내기 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축

하고, 이러한 보유 자원에 근거해 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해 기업은 자신이 가진 자원의 가치(value), 희소

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을 분석해 기업 가치의 강 과 약 을 악해야 한다. 특

히 해당 기업의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을 균형있게 축 하

고, 이를 통해 해당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도출

하는 것이 요하다. 

⑴ 가치

VRIO 모형에서 가치는 ‘품질 차별화 가치요인들을 갖

고 있는가?’에 한 것이다. CJ E&M이 경쟁기업과 차별

화되는 가장 큰 장 은 바로 콘텐츠에 있다. 방송· 화·

음악·게임 등 풍부한 콘텐츠는 단기간에 만들어 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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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며 제작비용 한 만만치 않아 CJ E&M이 

가지고 있는 차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CJ E&M은 

OSMU(One Source Multi Use) 략을 구사할 수 있다. 

조직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를 화, 방송, 음악, 공연, 

게임부분에 걸쳐 사용하여 시 지를 극 화할 수 있다. 

로벌 네트워크  인 라도 큰 가치이다. 이재  회장

을 비롯하여 E&M부문 총  이미경 부회장의 로벌 네

트워크와 탄탄한 인 라는 CJ E&M의 배 권 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다. 

⑵ 희소성

와 같은 ‘가치 요인들은 다른 기업에는 없는 독특한 

것인가?’에 한 답이 바로 희소성이다. CJ E&M의 다

양한 콘텐츠는 방송부문의 경우 국내 지상  외에는 경

쟁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며, 화와 음악, 게임부

분까지 통합시 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

므로 희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⑶ 모방가능성

모방가능성은 ‘그 독특한 요인들은 쉽게 모방할 수 있

는 것인가?’를 악하는 것이다. CJ E&M은 모방난이도 

면에서, 방송과 화부분에선 진입장벽이 높고 자본력이 

필요한 면이 많아 쉽게 모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게임부문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최

근 규모가 확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분야의 경우 모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able 1> CJ E&M VRIO framework

element CJ E&M

Value
- A variety of content

- Global network and infrastructure

Rarity
- Integration synergies of broadcast, 

movie, music, game

Imitability
- High barriers to entry of brodcast, 

movie

Organization

- The owner's will in the field of E & M

- expertise of human configuration 

- High performance control system

⑷ 조직화

조직화는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 요인을 지속 으로 

유지, 신할 수 있는가?’에 한 것이다. CJ E&M의 경

우 그룹 최고오 가 E&M분야에 한 성장의지가 높고 

자본이 뒷받침되며, 조직 인 구성의 문성이 뛰어나고, 

성과통제와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기업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5. 결론 

지 까지 국내의 표  미디어기업인 CJ E&M의 경

략을 분석해 보았다. 국내 방송 상분야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아직까지 국내 진입장벽이 높고 체재 

이 낮은 편이지만, 향후 한미FTA로 인한 로벌 미디어

기업의 직  진출 가능성과 종편  지상 PP들의 본격

인 활동으로 경쟁자 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CJ E&M은 수평·수직 다각화를 통해 

규모의 시 지를 높이기 해 노력했으며, 타 미디어기

업과는 달리 콘텐츠 강화 략을 꾸 하게 개한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한 열정과 의지의 리더십, 문성 높은 인  구

성, 효과 인 벤치마킹과 포트폴리오가 결국 CJ E&M을 

국내 미디어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주의 인사시스템과 

서블 타임제 등 유연하고 창의 인 기업 문화를 정착

시키기 해 노력한 도 돋보인다. 

하지만 CJ E&M의 경우 기업의 방송진출 이었기 때

문에 단기  실 에 흔들리지 않고 콘텐츠 강화 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상 에 비해서 콘텐

츠 역량은 낮은 수 이며 이를 강화하기 해선 자체 콘

텐츠 역량 강화와 함께 소규모 문 콘텐츠 제작사와의 

력을 통한 콘텐츠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라 음원·게임 등에 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 분야의 매출이 확 되고 있는 추

세이므로,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화·음악·게임분야에

서의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향후 로벌 거  미디

어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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