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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 역을 상으로 종합편성 방송을 하는 CCTV1, 후난 성방송, 강소 성방송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이기기 해 어떠한 방식으로 ‘ 로그램’을 활용하는가를 소이론의 에서 분

석하 다. 분석결과 시청률 경쟁이 강화되면서 세 방송사들이 추구한 로그램 자원의존 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1의 경우 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크지 않아 편성 

략에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후난 성방송과 강소 성 방송은 소폭에 변화를 보여 

편성 략에 변화를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 성 채 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채  간 경쟁이 강화되

자 꾸 히 소폭을 늘리는 략을 추구하 으나, 후난 성방송의 경우 2013년에는 소폭을 늘렸으나 

2014년에는 로그램 장르, 제작방식에서 모두 소폭을 좁히는 략을 취하 다. 세 방송사들의 차별화 

된 로그램 자원의존 략을 방송사들의 시청률과 고 매액의 증가와 연 시켜 평가하면 강소 성채

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 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중심어 :∣적소이론∣프로그램 장르∣중국방송∣적소폭∣적소중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programming strategies of chinese 

broadcasting as competitions intensify in the niche dimension. Specifically, the niche breadth 

which indicates the diversity of program genre and way of program production, the niche 

overlap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competition among the channels,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as the competition has intensified, three chinese television pursued different 

programming strategies; CCTV1 maintained programming strategy without big change, while 

Hunan and Gangso pursued change of programming strategy. However the change of 

programming strategies of Hunan and Gangso showed different direction; Hunan has tended 

narrows niche breadth of program genre and the way of progrm production, while Gangso 

broadens niche breadth. In overall, Chinese broadcastings have found the way of co-exist 

pursuing different programming strategy. And the programming strategy of Gangso satellite 

broadcasting which broadens niche breadth has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rating and 

advertising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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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국은 1958년 5월 1일 베이징 TV 방송국(이후의 

국 앙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사회주의 방송체

제를 유지하여왔으나, 1980년   경제 으로 개방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 의 환 을 맞게 된다. 공산당

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선  수단으로만 간주되었던 

방송이 산업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선회하면서 방송정

책, 내용 등에 변화를 보 다. 1979년 고 방송이 도입

되고, 1983년 방송을 산업 으로 발 시키기 해 국

을 앙(中央), 성(省), 시( ), ((县)으로 나 어 각 

지역에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는 '4  방송 시스템' 체

제를 확립하는 등 국의 방송은 양 으로 발 을 하게 

된다. 이후 국정부는 방송 산업화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 는데, 1990년  후반부터 방송사에 지 하던 

정부 보조 을 폭 이자, 부분의 국 방송사들은 

국가보조  심으로 운 하던 체제에서 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운 체제로 환하 고, 방송사들은 

고수익을 극 화하기 해 시청률을 시하게 되었다. 

재원구조의 변화 뿐 만 아니라 방송기술의 발달로 국

의 지방 방송사들이 성을 통해 국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블, 인터넷 매체 등으로 방송 로그

램을 시청할 수 있는 다매체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국의 방송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응하고 생존하기 

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국방송사들 간에 시청률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방송 

편성이다. 언 하 듯이 국방송은 국 체제의 방송

으로 오락 로그램 보다는 시사, 보도, 교양을 시하

는 편성을 보여 왔다. 특히 CCTV의 경우 국익과 정치

 안정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로그램의 편성 심의 방송을 하

으나, 2000년  이후 방송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드라마, 화, 

능 등 오락 로그램의 편성을 늘리기 시작하 다. 이

에 국 정부는 편성에 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

는데, 2004년 방송사의 수입 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총 

방송시간의 15%를 과할 할 수 없도록 하 고 총

국의 허가가 없는 한 수입 로그램을 황 시간 에 방

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 다. 최근에는 수입 로그램에 

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2012년 2월 9일 총국

은 각 방송국이 수입 드라마의 횟수, 방송 시간을 수

하도록 하 다. 국 정부의 과도한 편성 규제는 로

그램의 공 과 수요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국 방

송 산업의 발 을 해하고 있다는 지 이 많다. 이제 

국방송사들은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기 해, 정부의 

규제에 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로그램을 활용하

는 략이 매우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채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 방송사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해 어떠한 편성 략

을 실시하고 있는지 소이론의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소이론은 (Niche analysis) 생태계 내에서 공존

하는 개체들의 경쟁 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공존과 경

쟁을 해 개체들 간에 공통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어떠

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이론으로[5], 공통으

로 활용하는 자원 공간인 소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

원 활용 략, 기업 간의 경쟁의 정도, 경쟁우 를 악

할 수 있게 해 다.

Ⅱ. 관련문헌 연구

1. 이론적 논의: 미디어 경쟁과 적소이론
학자들은 미디어 외부환경이 변화되면서, 미디어 기

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소

이론(Theory of Niche) 에서 분석하 다. 소이론

은 생태학에 뿌리로 두고 있는 이론으로 종(species)들 

간의 경쟁을 분석하는 틀 이었다. 그러나 디믹과 로젠

블러는 소이론을 미디어 경쟁을 분석하는 틀로서 활

용함으로서 동일시장내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미디어

들 간에 경쟁을 분석하 다[5]. 소이론을 미디어 산업

을 분석하는 틀로 용하기 해서는 소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미디어 산업과 연  지어 악할 필요가 있

다. 정재민은 소이론의 개념들을 미디어산업과 련

지어 구체 으로 정리하 는데, 정리된 개념에 의하면 

소이론을 통해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

는 미디어 기업들이 제한된 자원인, 고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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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르, 수용자 동기와 충족, 시간 등을 놓고 어떻게 경쟁

하는 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4]. 구체 으로 특

정 자원의 활용정도를 분석하는 소폭과 특정자원을 

이용하는 복정도, 특정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얼마나 

경쟁우 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경쟁우 지수 등을 통

해 ‘특정 자원’에 한 미디어 기업 간의 경쟁정도와 결

과를 측할 수 있다.

2. 미디어 환경변화와 미디어 간 자원 경쟁
소이론의 핵심은 환경이 변화되면서 생존하기 

해 같은 자원을 활용하는 미디어 기업들이 어떠한 략

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 간 경쟁의 정도와 경

쟁우 를 밝힘으로서 미디어 기업의 바람직한 경쟁

략을 세우는 것이다. 미디어 기업들이 공유하는 자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미디어 환경이 변화

되면서 공유하는 자원의 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

석 상이 된 자원의 유형도 변화되었다. 기의 소분

석 연구들은 미디어 기업이 활용하는 가장 요한 자원

을 ‘ 고재원’으로 보고 미디어 간 경쟁이 심화 되면서 

고 자원을 놓고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분석하 는데, 

새로운 매체가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의 미디어들은 

고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변화를 보 고, 경쟁력이 강한 

매체가 고자원 의존 폭을 넓히는데 비해 경쟁력이 약

한 매체들은 고자원 의존 폭을 여나가면서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6]. 본 연구와 직 인 연 이 

있는 자원 인 로그램 쟝르는 방송사들이 편성을 해 

로그램 장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편

성 략에 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 로그램 장르는 

방송사를 운 함에 있어 가장 요한 소로 방송사 간 

경쟁이 증가하게 되면 로그램 장르를 활용하는 편성

략에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그램 

쟝르 의존 략에 한 연구는 주로 편성의 다양성 측면

에서 연구되었는데, 채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사

들 간에 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이 향을 받는가에 주

목하 다. 로그램 선택 모델 [9]에 의하면 채 이 증

가하면 로그램 다양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측하

다. 물론 제작비, 시청자들의 선호도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방송사들은 경쟁이 증가되면 로

그램 선택의 범 를 넓  시청자들을 나 어 가질 것이

라고 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채 의 증가와 로

그램의 다양성과의 계는 정 인 결과 못지않게 부

정 인 결과가 많이 도출 되었다. 도미니크와 피어스는 

라임타임 시간  경쟁의 증가가 로그램의 다양성

을 이끌어낸다고 제시하 으나[7], 테소바카스는 그리

스 공 방송의 편성의 변화를 로그램 다양성의 측면

에서 분석한 결과 경쟁이 도입된 이후 로그램 다양성

이 어들었다고 밝혔다[11].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SBS 방송사가 개국하고, 이블 방송, 성방송 등이 

실시되면서 본격 인 다채  시 가 도래하자 ‘채 의 

증가가 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

는가’가 주요 심사가 되었다. 남궁 은 SBS 개국한 

이후인 1991년부터 94년까지 지상  방송사들의 로

그램 편성의 소폭에 변화가 있는가를 분석하 는데 

공 방송인 KBS1과 KBS2는 소폭을 이면서 특화

된 방송을 한 반면, MBC 와 SBS는 소폭을 늘리는 

략을 취하 다고 밝혔다[1]. 조익환도 2012년 종합편

성채 의 도입으로 KBS1과 KBS2는 체 로그램 다

양성 지수가 다소 하락한 것에 비해, MBC와 SBS은 

체 로그램 다양성 지수가 다소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3], 노동렬은 1991년–1998년, 2008년-2014년 

기간, 한국 방송의 능 로그램 포맷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는데 채 이 증가하면서 능 로그램 포맷

역시 지속 으로 진화하면서 경쟁요인과 구성방식에 

따라 다양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2].

3. 중국 방송환경의 변화와 중국 방송사들의 경쟁 
심화

3.1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방송의 산업 
변화

국 정치, 경제 체제가 개 됨에 따라 국 방송 산

업도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국의 학자들은 국의 

방송 산업을 크게 4단계; 계획경제시 의 국방송

(1958～1978), 개 개방 기의 국방송(1979～1991), 

방송 산업 보 형성시기의 국방송(1992～2000)와 방

송 산업 통합 발  시기의 국방송(2001～ 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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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고방송비율

2012년 2013년 비율변화(%)

중앙방송(CCTV) 9.0% 9.1% 0.1%
성급위성방송 22.9% 25.6% 2.7%

성급지상파방송 40.1% 38.2% -1.9%
성도소재지방송 10.9% 10.9% 0.0%

기타 17.0% 16.1% -0.9%

구분하고 있다[8][10][12]. ‘계획 경제 시 의 국 방송 

(1958년～1978년)’은 방송국이 국가에 의해서 소유 운

되었던 시기로 방송은 공산당의 정치 , 이데올로기

 선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앙(中央) 과 성(省)  

구역에서만 방송사가 운 되는 “2  방송 시스템”이 시

행되었다. 이후 1979년 등소평 주석이 “개 개방” 정책

을 추진하면서 방송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개

개방 기의 국방송(1979～1991)’으로 명명되는 이시

기에  방송 고가 허가되면서 (1979년), 재원구조가 정

부 보조 과 고로 다원화 되었다. 방송체제에 있어서

도 앙(中央), 성(省), 시( ), (县)에 방송사를 설립

하는 '4  방송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방송 산업 보 형성(1992년～2000년)”단계에

는 국의 방송이 선 도구의 기능을 탈피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로, 정보 달 뿐 만 아니

라 오락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기 시

작하 다[8]. “방송 산업 통합 발 (2000년～ 재)”단계

에서는 국 방송은 산업화, 자유화, 세계화로 목표를 

정하고 미디어 기술 선진국과 교류를 확 하고 뉴미디

어를 극 으로 도입하 다.

3.2 광고재원에 대한 의존 심화와 시청률 경쟁의 증가
국 방송 산업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은 934억

안, 2012년 1046 억 안, 2013년 TV 고 매출액은 

1119 억 안으로 TV 고매출액의 성장이 차 둔화

되고 있는 반면, 국 이블TV 가입자 수는 2011년에 

2억 200만 여 가구, 2012년에 2억 1500만 가구를 돌 한 

후 2013년 2억 2000만 여 가구 수를 기록하며 지속 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2013년 이블 TV 총매출액 

( 고포함)은 437.87억 안으로 년도보다 29.52억 

안 증가하여 7.23%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14].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국 지상  

방송사들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표 1. 중국 방송사들의 광고방송 비율 변화[15]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보다 2013년 앙 방

송사의 고투입은 0.1%만 증가하 고 성  성방송

의 고 투입이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

성방송들의 약진을 알 수 있다. 

표 2. 중국 전국 대상 방송사들의 시청률 변화[21]

순
2012년 2013년 2014년

방송사 시청률 방송사 시청률 방송사 시청률

1 CCTV-1 0.54 CCTV-1 0.67 CCTV-1 0.43
2 CCTV-3 0.38 후난위성채널 0.46 강소위성채널 0.34
3 CCTV-News 0.37 CCTV-3 0.40 CCTV-News 0.32
4 후난위성채널 0.35 CCTV-News 0.36 후난위성채널 0.31
5 강소위성채널 0.35 강소위성채널 0.32 CCTV-3 0.28
6 CCTV-6 0.32 CCTV-4 0.31 절강위성채널 0.28
7 절강위성채널 0.30 CCTV-유아 0.31 CCTV-6 0.27
8 안휘위성채널 0.29 CCTV-8 0.26 CCTV-4 0.26
9 천진위성채널 0.28 CCTV-6 0.25 천진위성채널 0.23
10 CCTV-5 0.28 절강위성채널 0.21 안휘위성채널 0.18

  

[표 2]에 의하면 CCTV는 국 최고의 방송국으로 

국 시청률에서 우 를 지키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성  

성 채 들의 시청률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상 으

로 종합편성을 하는 CCTV1의 국 시청률은 하락하는 

상을 보여 방송사들 간의 시청률 경쟁이 심해짐을 알 

수 있다. 통신 성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  방송사들이 

방송지역을 넓히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경쟁

력을 확보하기 시작하 고 국방송시장을 놓고 앙

방송과 성 성방송 간 시청률, 고비 경쟁이 심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을 상으로 종합편성 방송을 하

는 국의 방송사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해 ‘ 로그램’ 

이라는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소

이론의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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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방송사 간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 방

송사들의 ‘ 로그램’ 자원의존 략에 변

화가 있는가?

-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CCTV1, 후난 성방송, 강소

성방송의 ‘ 로그램 쟝르’ 소폭에 변화가 있는

가?

-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CCTV1, 후난 성방송, 강소

성방송의 ‘ 로그램 제작방식’ 소폭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2). 방송사 간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사 

간 ‘ 로그램’ 자원의존 복 정도에 변

화가 있는가?

-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CCTV1, 후난 성방송, 강소

성방송 간 ‘ 로그램 쟝르’ 소 복 변화가 있는

가?

-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CCTV1, 후난 성방송, 강소

성방송 간에 ‘ 로그램 제작방식’ 소 복 변화

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방송사 간의 경쟁심화에 따른 방송사들의 

로그램 자원의존 략을 분석하기 해 국 역을 

상으로 종합편성 방송을 하는 표 방송사들인 

CCTV11, 후난 성방송2, 강소 성 방송3 을 선정하 다. 

1) 국 앙 방송 (China Central Television, 약칭 CCTV)은 화인민

공화국의 국가라디오 화텔 비 총부(廣播電影電視部) 소속 공

텔 비 방송국이다. 직 으로 국 공산당의 리를 수하고 

방송한 뉴스는 공산당의 검열하에 실시하고 있다. 1980년 까지는 

고 없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보조 으로만 운 해왔지만 개  

개방을 실시한 뒤에 1990년 부터 고를 방송하기 시작하 다. 

2) 후난 지방 방송 는 후난텔 비 시 ( 어:Hunan Television., 

국어:湖南电视台)는 국후난성(湖南省)에 치하고 있고는 국 

법 내에 상당히 향력이 갖는 방송국이다.

3) 강소성 지방 방송국(JiangSu Broadcasting Corporation, 약칭JSBC) 

2001년 6월 성립된 강소성에 치하는 공  지방 방송국이다. 국 

동부 발달 지역에 처하고 있는 강소 지방 방송국은 인력, 기술 등 자

원을 풍부하여 로그램 제작 수 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 분석기간
분석기간은 국 방송사들 간에 시청률 경쟁이 심화

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 고, 명 이나 국가 특

별 행사가 있는 기간은 제외하고 무작 로 일주일 간 

씩 표집 하 다. 표집 결과 2012년11월12부터 11월18일

까지, 2013년 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2014년 11월24

일부터 11월30일까지가 분석기간으로 선정되었다.

3. 분석유목
3.1 방송사 간 경쟁의 정도  
방송사간 경쟁의 변화를 악하기 해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의 시청률 표  편차와 세 방송사들의 고

매출액의 성장비율을 악하 다. 시청률 표 편차는 

분석기간 동안 세 방송사 국 평균 시청률을 기 으로 

계산하 고 각 방송사의 국 평균 시청률이 이들의 평

균 시청률보다 차이가 클수록 즉 표  편차가 클수록 3

방송사사이의 시청률 경쟁 정도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

다. 반면에 각 방송사의 국 평균 시청률이 이들의 평

균 시청률보다 차이가 을수록 즉 표  편차가 을수

록 3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정도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 2012년~2014년  세 방송사의 시청률 표준편차
2012년 2013년 2014년

시청률 
표준편차 0.09  0.14 0.05

    

표 4. 2012~2014년 3방송사의 광고 매출 증가액[18-20] 
연도별 
방송사

2012년 2013년 2014년 상승률

CCTV1 142.5 158.8 175 22.8%
후난위성채널 53 60 70 32%
강소위성채널 40 52 60 50%

방송사 별 시청률 편차[표 3]변화와 고매출 증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늘어나는 고시장에서 우

를 하기 해 국 상 국 방송사들 간 경쟁이 심

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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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송시간대
방송사별로 방송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CCTV1은 오

 6시부터 새벽3시까지, 후난 성과 강소 성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방송사별로 체시간 가 다

르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세 방송사 모두 피크타임 시

간 는 녁 7시부터 11시까지로 설정하 다.

3.3 프로그램 쟝르
로그램 쟝르는 로그램의 형식, 내용, 진행방식, 

주요출연진의 성격 등을 포 으로 고려하여  뉴스/시

사보도, 다큐멘터리, 교양/정보, 드라마, 화, 버라이어

티쇼, 음악, 스포츠, 오락 코미디 로 구분하 다.

3.4 프로그램 제작방식
국 방송사들이 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의 의존 

정도를 분석하기 해 제작방식을 ‘자체제작’, ‘수입’, 

‘포맷교역 로그램’ 으로 구분하 다. 자체제작 로그

램은 로그램 국내에서 제작한 로그램으로 로

그램의 작권을 국 방송사가 소유한 경우이며, 수입 

로그램은 외국에서 제작된 로그램으로 작권도 

외국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포맷 교역 로그램은 외

국 로그램의 작권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로그램을 의미한다.

3.5 적소폭4

본 연구에서는 세 방송사들 간에 경쟁이 강화되면서 

로그램이라는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를 

분석하기 해 로그램 이라는 자원을 두가지 차원 

‘ 로그램 쟝르’과, ‘ 로그램 제작방식’으로 나 어 각 

차원의 자원 소폭을 분석하 다. 소폭은 다음 공식

에 의해 수치화될 수 있다. 

 


 



  


                                (1)  

4)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들의 로그램 장르, 제작방식 활용의 다양화 

도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별 체 방송

시간에 편성된 로그램 쟝르별, 제작원별 방송회수를 비율을 산출

하여 소폭, 소 복을 계산하 다. 

Pi는 자원의 특정 하 차원에서 i집단이 자원을 활용

하는 비율을 말한다. 

3.6 적소중복
소 복은 자원 활용이 복되는 정도로 경쟁하는 

두 개체군이 동일한 자원에 통해 경쟁하는 정도 는 

의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방송사 간에 로그램 

쟝르, 로그램 제작원 에 한 소 복을 산출하 다.  

 소 복은 다음 공식에 의해 수치화될 수 있다.

 
  



  
                       (2)

bij 는i집단과 j집단간의 거리를 말하며, pi는 자원의 

특정 하 차원에서 i집단이 자원을 활용하는 비율을 말

한다. h는 자원의 하 차원을 말한다. 소 복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개체

군간의 경쟁이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체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V. 분석결과

1. 채널 간 경쟁 심화와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자원
의존 전략 변화

1.1 중국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장르 의존전략
소폭의 크기는 방송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쟝르의 

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소폭의 크기가 클수록 다양한 로그램을 편성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방송사

별로 차별화 된 로그램 장르 자원의존 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1은 분석기간 동안 소폭의 

변동이 가장 어 큰 변화 없이 다양한 로그램을 편

성하고 있는 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강소 성채 은 

소폭의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경쟁이 강화됨

에 따라 로그램 장르 활용 략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난 성은 세 방송사  로그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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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소폭이 가장 었으며 경쟁이 강화될수록 로그

램 장르 소폭이 어들고 있어, 경쟁이 강화될 수록 

특정 장르 로그램에 집 하는 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 방송사 모두 체 시간 에 비해 피크타임 

시간  로그램 장르 소폭이 훨씬 어 시청률 경쟁

에서 이기기 한 략으로 다양한 로그램을 편성하

기 보다는 특정 쟝르에 집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CCTV1, 후난위성, 강소위성 방송사의 프로그램 쟝
르 적소폭의 변화

       연도

방송사

2012년
( 체시간 /

피크타임시간 ) 

2013년
( 체시간 /

피크타임시간 ) 

2014년
( 체시간 /

피크타임시간 ) 

CCTV-1 4.62/3.86 4.516/3.90 4.738/3.60
후난위성채널 4.299/2.31 4.444/2.33 3.448/2.17
강소위성채널 3.283/3.77 4.918/3.24 5.565/3.24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CCTV1은 뉴스 시사, 보도 

로그램을 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3개 방송사 

 로그램 쟝르 소폭의 변화가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1의 경우 매일 "新闻联播(신문연보)","

朝闻天下(조문천하)"“晚间新闻（만간신문）”등 뉴스 

로그램  5개,  "今日说法（ 일설범"，“焦点访 （교

방담）"등 시사 로그램을 매일 평균 3개를 방송하

고 있어 뉴스/시사 로그램 의존이 두드러진다.  뉴스/

시사 외에는 드라마를 평균 매일 10회를 편성하고 있어 

장르 소폭의 변화가 다. 이에 비해 강소 성채 의 

경우 경쟁이 강화되면서 장르 의존 략에 변화를 주었

는데 2012년에는 소폭의 크기가 가장 었으나 2013

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 으로 소폭을 확 시켜 

2014년에는 세 방송사  가장 소폭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 으로 2012년에는 홍콩에서 수입한 화

가 체 편성의 1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청률 강화

를 해 2013년부터 홍콩에서 수입하는 화 편성비율

을 차 이고 다른 장르의 로그램 편성을 확 하기 

시작하 다. 를 들어 2013년에는 “星跳水立方(싱타이

오수리방)”，“全能星战(치우안능싱지이안)”,"郭的秀

(고덕쇼)"등 새로운 버라이어티쇼 로그램을 제작하

여 편성하 고 드라마 편성비율도 소폭 증 시켰다. 

2014년에도 버라이어티 로그램인 "明星到我家( 싱

도오쟈)", 교양 로그램인 “花样年华(화양년화)”, 强

大脑(최강 뇌)”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로그램을 

편성하면서 로그램 장르 다양화 략을 추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후난 성채 은 강소 성채 과는  다

른 자원의존 략을 보여 다. 2012년에는 후난 성방

송이 강소 성 방송보다 소폭이 컸으나 이후 증가폭

이 어들어 2014년에는 소폭이 크게 하락하 다. 

2014년에 소폭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다른 방송사와 

경쟁에서 이기기 해 다큐멘타리나, 교양 로그램의 

편성을 이고 오락성이 강한 버라이어티 로그램을 

확 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에는 “我的中国梦

（오더 국몽）”,“艺术玩家( 술완가)"등 다큐멘타리

와 교양류 로그램이 폐지되고, 한국 로그램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국 로그램 ‘X factor' , 등의 

로그램 포맷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我是歌

手”,“爸爸去哪？”, “中国 强音”, 을 집  편성 하 다. 

그러나 피크타임 시간 에는 세 방송사 모두 체시간

에 비해 소폭의 크기가 었는데 세 방송사 모두 

드라마를 집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경쟁강화에 따른 중국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
방식 의존전략

표 6. CCTV1, 후난위성, 강소위성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
작방식 적소폭의 변화

2012년 2013년 2014년
CCTV-1 1.270 1.270 1.347

후난위성채널 1.385 1.681 1.105
강소위성채널 1.999 1.488 1.668

세 방송국의 로그램 제작방식 소폭 분석결과,  

CCTV1이 가장 낮은 소폭을 보이고 있는데 CCTV1 

은 부분 국내 자체제작 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

다. 이는 CCTV1이 인력자원, 재원, 지리  치 등 다

른 방송사들 보다 국내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좋고 정부의 규제도 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러나 CCTV1도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하여 2014년에 

제작방식 소폭이 소폭 증가하여 제작방식을 다양화 

시키는 노력이 보여진다. 2014년 CCTV1은 독일에서 

‘Schiller Street’라는 로그램의 포맷을 구매하여 국



중국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자원의존 전략에 관한 연구-CCTV1, 후난 위성방송, 강소 위성방송의 편성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123

       연도

방송사

2012년
( 체시간 /

피크타임시간 )

2013년
( 체시간 /

피크타임시간 )

2014년
( 체시간 /

피크타임시간 )
CCTV-1

~후난위성채널  0.071/0.42 0.094/0.087 0.169/0.438
CCTV-1

~강소위성채널 0.298/0.112 0.088/0.060 0.068/0.531
후난위성채널
~강소위성채널 0.312/0.126 0.059/0.071 0.155/0.635

내에서 ‘喜乐街’ 이라는 로그램으로 제작하 고 이는 

시청률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 다. 후난 성의 경우 

CCTV1에 비해 로그램 제작방식의 차원에서 다소 큰 

폭의 소폭의 변동을 보여 제작방식의 변화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후난 성채 은 2013년에 가장 큰 

소폭을 나타냈는데, 방송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국

외 인기 있는 로그램의 포맷을 수입하여 자체 제작하

는 로그램 포맷교역 로그램을 많이 편성하 기 때

문이다. 이시기에 후난 성 방송은 한국 로그램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국 로그램 ‘X factor' 등의 

로그램 포맷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我是歌

手”,“爸爸去哪？”, “中国 强音”, 을 편성하 다. 그러나  

2014년, 후난 성채 의 로그램 제작방식 소폭이 

큰 폭으로 하락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4년에는 후난

성방송이 수입이나, 포맷교역 로그램 보다는  거의 

국내 자체제작 를 들어"一年级(일년 )""变形记(변

형계)" 등 로그램으로 편성을 하 기 때문이다.  세 

방송사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강소 성방송이다. 강소 성방송은 주로 홍

콩에서 화를 수입하여 방송하 으나, 시청률 경쟁이 

차 심해지면서 2013년부터 해외 화 로그램의 편

성을 이고 태국. 독일,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로

그램의  포맷을 구매하여 자체 제작한 “路边新娘”，“星

跳水立方”，“全能星战”을 편성하거나, 자체제작 로

그램의 편성을 늘리는 등 제작방식의 다원화를 꾀하

기 때문이다.    

2. 방송사들 간 시청률 경쟁강화와 프로그램 자원 
중복

2.1 방송사들 간의 프로그램 장르 적소 중복
표 7. 방송사 간 프로그램 쟝르 적소중복 변화

소 복은 두 방송사 간 같은 쟝르의 로그램이 편

성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방송사가 같은 쟝르

의 로그램을 같이 편성한다면 복 값은 0이 된다.  

[표 7]에 의하면 로그램 쟝르 복 값은 연도별로 방

송사별로 조 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CCTV1의 경우 

후난 성방송과는 장르 소 복 값이 차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강화될수록 방송사간 차별화 된 장르로 경

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체 시간  편성

표를 살펴보면 CCTV1는 주로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를 심으로 편성표를 편성되었고, 후난 성채 은 주

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를 심으로 편성되었다. 그

러나 강소 성 채 과 CCTV1 과는 소 복 값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 강소 성 채 이 

2013년부터 홍콩 수입한 화의 편성을 이고 CCTV1

과 비슷한 유형의 다큐멘터리 로그램인"（看文化）

캔문화","（世界战争）셰기 쟁""（美丽中国）미리

국"등 많이 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소 성채

과 후난 성채 의 체 시간  로그램 장르 소

복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2013년 소 복 값이 

가장 어 두 방송사가 같은 로그램으로 경쟁하 음

을 알 수 있다. 이시기에 두 방송사 모두 버라이어티 

로그램을 많이 편성하 기 때문이다. 피크타임 시간  

쟝르 소 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강소 성

채 과 CCTV1의 경우 복의 값이 0.531로 체 시간

 0.068보다 5배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두 방송사

가 피크타임 시간  다른 유형의 로그램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CTV1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변화없이 "新闻联播（신문연보）""晚

间新闻（만간 신문）"，"（焦点访 ）교 방담"등 과 

같은 뉴스 로그램이 피크 타임 시간 의 고정 으로 

편성하면서 타 방송사와는 차별화 된 편성 략을 보여

주었다. 강소 성채 과 후난 성채 의 경우도 2014

년 피크타임 시간  복의 값이 0.635로 체 시간  

복의 값 0.155 보다 3배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두 

방송사가 다른 유형의 로그램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밖에도 2012년 CCTV-1과 후난 

성채 의 피크타임 시간  소 복 값이 상 으

로 높게 나타났는데 두 방송국이 피크타임 시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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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로그램 수량이 같지만 후난 성채 은 주로 버

어라티 쇼과 드라마를 심으로 방송하 고, CCTV-1

은 주로 뉴스와 교양/생활정보 로그램을 방송하여 차

별화 략을 보여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세방

송사들은 피크타임 시간 에는 다른 장르의 로그램

을 편성하는 차별화 략을 통해 경쟁우 를 하고자 

하 음을 알 수 있다.

2.1 중국 방송사들 간 프로그램 제작방식 적소중복
표 8. 방송사들 간 프로그램 제작방식 적소중복 변화

2012년 2013년 2014년
CCTV-1~후난위성채널 0.009 0.032 0.024
CCTV-1~강소위성채널 0.296 0.023 0.024

후난위성채널~강소위성채널 0.205 0.036 0.093

기술하 듯이 2012년 세 방송사 모두 국내 자체제

작 로그램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어 제작방식에 있

어서는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2013년과 2014년 3 방송사의 소 복이 거의 비슷

해지게 되는 것은 방송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방송사 들이 제작 방식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

문이다. 특히 강소 성채 , CCTV1, 후난 성 채  모

두 해외 로그램 포맷을 구매하여 자체제작 하는 포맷

교역 로그램을 많이 편성하 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세 방송사 모두 국내 자체제작 방식을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었으나 시청률 경쟁이 강화되면서 외국의 유

명 로그램의 포맷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자시 제작

하는 포맷 교역 로그램의 편성을 늘리는 등 제작방식

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시청률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국 방송사들이 경쟁

에서 이기기 해 어떠한 로그램 자원의존 략을 실

행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세 방송사들이 추구한 

로그램 자원의존 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1의 경우 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에 있어 분석

기간 동안 소폭의 변화가 크지 않아 편성 략에 변

화를 주지 않는 반면, 후난 성방송과 강소 성 방송

은 소폭에 변화를 보여 편성 략에 변화를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채  간 경쟁이 

강화되자 강소 성 채 은 로그램 장르를 다양화 시

키고,  홍콩 화의 수입을 이고 포맷교역 로그램의 

제작을 늘리는 꾸 히 소폭을 늘리는 략을 취한 반

면 후난 성방송은 소폭을 이는 략을 택했다. 

세 방송사들의 차별화 된 로그램 자원의존 략을 시

청률과 고 매액의 증가와 연 시켜보면 방송사들의 

로그램 의존 략이 차별화된 성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세 방송사들  고

매액수와, 시청률 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강소 성채 이다. 물론 CCTV1이 분석기간 동안 

시청률과 고 매액에서 부동의 1 를 지키고 있으나, 

2등, 3등 방송사와의 격차가 어들고 있어 상 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결과는 후난 성과 강소 성 채

의 로그램 자원의존 략과 성과이다. 후난 성의 

경우 2013년에는 로그램 장르나, 제작방식에서 소

폭을 늘리면서 시청률도 상승하는 성과를 보 으나 

2014년 버라이어티, 드라마 등 인기 로그램들의 제작

방식을 수입과, 포맷교역에서 자체제작방식으로 환

하면서 오히려 시청률 2  자리를 강소 성 채 에 내

어주고 말았다. 이는 국내 자체 제작력이 아직은 충

분히 발달하지 못하 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로그램

들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이에 비해 강소 성채 은 로그램 장르와 제작방

식에서 소폭을 늘리는 략을 지속 으로 수행한 것

이 시청률 경쟁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경쟁이 강화될수록 방송사들은 자원 활

용 폭을 이는 경향이 있고 이는 시청자의 선택권 감

소, 방송 산업의 불균형 이 발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국 정부는 경쟁이 심화될 수 록 방송사들이 

차별화 된 로그램 자원의존 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로그램 장르, 제작방식 등 편성에 한 규제를 완화

하여, 국 방송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자체제작 

역량을 강화하면서 진 으로 발 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한다.  본 연구는 국을 표하는 방송사들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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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자원의존 략을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서 국방

송사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공존하면서 발 할 

수 있는 로그램 자원의존 략을 제시하 고, 국정

부의 편성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 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최근 3년간의 

편성자료 만 가지고 분석하 으나 방송규제 정책방향

을 확립하기 해서는 장기간의 편성자료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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