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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스타배우의 기용은 드라마 수익의 중요한 요건인 시청률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드라마 비용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스타배우를 기용하는가
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드라마 기획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여 드라마의 스타배우의 기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중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이 완결된 288편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스타배우 기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드라마의 방영기간, 즉 드라마의 횟수에 주목하였으며
원작 유무, 외주제작 여부와 PD의 수상 경력의 조절효과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편드라마의 경우 스타배우가 기용되며
특히 원작이 존재하는 단편드라마가 원작이 있는 경우에 스타배우를 더욱 기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 수익의
가능성이 큰 스타배우를 기용하는 것에 따르는 높은 출연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불확실성 감소의 수단으로 방영기간이
짧고 스토리가 검증된 원작을 사용하는 드라마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n TV drama producers choose famous actor/actress based on 288
TV dramas aired in Korea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7. We considered the length of drama,
measured by the number of episodes, as a major determinant for choosing famous actor/actress, as well
as the existence of originals, use of independent producing agents, and producers' fame as interacting 
factors between length of drama and choosing famous actor/actress. We detected that drama length had
a significant effect while original dramas had an interacting effect. We interpret this result as the effect 
of mismanagement of drama producing. While a famous actor/actress has the potential to provide 
economic gains to drama producers, drama producers should be careful in choosing him/her since 
his/her drama guarantee should be high. This is why producers should choose a famous actor/actress
when the length of the drama is short and should prefer an original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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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송사에게 있어서 드라마 제작을 통한 광고 수주는 
영업 수익의 중요한 원천이다[1]. 광고 수주에 있어서 시
청률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 시청률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주제 및 소재, 작가와 피디, 드라마의 유형, 드
라마에 대한 평가 및 채널, 그리고 방송 시간대 편성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5]. 특히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의 스타성[5][6]과 
주연배우의 지명도[7]가 드라마 시청률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주연배우는 영상콘텐츠산업
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다[8]. 

그러나 스타배우의 기용은 시청률을 높여서 드라마의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
적으로 드라마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
을 하기도 한다. 인기가 높은 배우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출연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자를 
기록한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적자 원인이 지나치게 높
은 출연료 지출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9]. 

즉 스타배우의 기용은 드라마의 수익 잠재력을 높임과 
동시에 확정된 비용을 높임으로써 드라마 수익성의 불확
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가 실제
로 시청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경험재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드라마 제작사가 어떠한 요
소를 통해 스타배우의 기용에 따르는 높은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에 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드라마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 스타배우 기용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드
라마의 방영기간이 드라마 주연 배우의 선택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과 드라마 원작의 유무, 
외주제작 여부와 드라마 책임 PD의 역량 등 요인들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도 도출한다. 2014년 1
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 한국의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에서 방영되었던 288편 드라마의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결
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와 가설 

2.1 드라마의 수익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수익과 비용을 대비한 효율성으
로 측정할 수 있다[6]. 물론 드라마의 대중성, 선도성과 
광고 매체로서의 역할 등으로 드라마의 질적 성과를 측
정하기도 하지만[10][11], 드라마의 경제적 성과는 대체
로 해당 드라마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거둔 수익
을 증대하는 동시에 제작비 등 비용을 감소하는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드라마의 수익 중 많은 부분은 높은 시청률로 인한 광
고 수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률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시청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제작방영 편수, 제작사의 
매니지먼트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포함하는 제작요인과 
피디, 작가, 배우 간의 친밀성을 포함한 인적요인이 존재
하고[8][12], 드라마의 제작 주체, 구조적 요인, 제작비 
투입과 스타 주인공의 출연 등의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 밖에도 드라마와 관련된 인터
넷 커뮤니티의 크기와 주연배우, 연출가의 지명도가 드라마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7][13][14].

높은 지명도를 가진 배우의 기용은 국내 시장에서의 
광고수익 증대 이외에도 외국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드라마는 자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 방영
되거나 DVD, 모바일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데, 특히 
한류스타 등 외국 시청자가 선호하는 배우가 등장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15]. 즉 시장이 선
호하는 스타 배우를 기용하는 드라마는 보다 넓은 시장
을 상대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다. 이것은 한정된 드라마 제작비를 어떻게 배분
하는가에 따라 창출할 수 있는 이윤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16],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스타 배우 등 드라
마 성공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2 드라마의 불확실성 관리 
그러나 드라마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동시에 드라마 제작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한류스타와 능력 있는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높은 
제작비는 드라마의 경제적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드라마는 경험재 상품으로서 일반 재화에 비해 불확실
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즉 드라마의 광고 및 저작권 
수익과 후속창구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
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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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하다. 그런데 비용을 감소한다고 해서 낮은 비용
이 소요되는 출연배우만을 섭외하는 것은 효과적인 불확
실성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없다. Wildman & 
Stephen(1993)은 프로그램의 제작비 투자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는데, 특정 프로그램에 투입된 제작
비의 크기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후속 시장에
서의 프로그램 판매를 높이기 때문이다[17]. 드라마의 제
작비 규모는 드라마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 
연출가, 작가 등에 대한 제작비 지출은 해당 드라마의 수
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발견되었다[18][19]. 

그러므로 드라마 제작사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스타
배우를 기용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드라마 제작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가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드라마 방영기간, 원작, 외주, 제
작자 명성 등을 들 수 있다.

2.3 드라마 방영기간, 원작, 외주, 제작자 명성의 효과
높은 출연료가 요구되는 스타배우를 기용하는 경우 예

상치 못한 시청률 저조로 인해 초래되는 낮은 광고 수익
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가 가장 기
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방영기간을 짧게 유지
하는 것이다. 드라마를 기획하고 방영시기와 시간을 배정
하는 활동은 방송 편성에 속하는데[1][20], 드라마 제작
사는 효과적인 드라마 편성을 통해 불확실성을 관리하게 
된다. 

드라마의 방영기간이 짧은 경우 그렇지 않은 기간에 
비해 단기적인 요인들에 의해 시청률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6부작 단편드라마는 100부작 장편드라마와 여러 
형태로 비교될 수 있는데, 장편드라마의 경우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 입소문에 의해 점진적으로 시청률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단편드라마의 경우 입소문의 효과가 나
타나기 전에 드라마가 종영될 확률이 높으므로 드라마 
방영 초반 또는 방영 이전의 평가가 중시된다. 또한 고정
적으로 높은 출연료를 받는 스타배우가 출연한 장편드라
마가 예상치 못한 시청률 난조로 인해 광고 수주가 저조
하게 될 경우를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단편드라마에 스타
배우를 출연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타배우의 높은 출연료와 관련된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드라마의 방영기간이 짧은 경우 스타배우가 기용될 것이
라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드라마의 방영기간이 짧은 경우 스타배우가 
기용될 것이다.

드라마 방영기간과 스타배우 기용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가설에 있어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조절항을 설정
하였다. 먼저 원작여부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은 콘텐츠 판매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이다
[21]. 소설이나 만화 등 다른 형태를 통해 이미 대중들에
게 알려진 스토리를 원작으로 하는 경우 원작이 가지고 
있는 친근감으로 인해 고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원작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작권의 
추가적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장편드라마보다는 단편
드라마에 대해 적용되기 쉽다. 즉 장편드라마에서 원작이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스타배우에게 지불되는 높은 
출연료와 함께 원작 사용료의 부담도 동시에 존재하는 
한편, 단편드라마에서 원작이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장기적 지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한편 단기적인 드
라마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스타배우 기용의 효과를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단편드라마가 원작이 있는 경우 스타배우가 

기용될 것이다. 

두 번째의 조절항은 외주제작 여부에 대한 것이다. 방
송사는 드라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주제작을 활용
하기도 한다[22]. 외주제작은 자체제작에 비해 대체로 높
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주제작사가 장르별로 특화된 제작역량을 가
진 경우, 특정 배우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제작 설비를 갖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주제작을 통해 시청자의 선호를 받는, 즉 시청률
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외주제작이 가져오는 품질 향상과 그에 따른 
높은 시청률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외주제작은 드라
마 제작 이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제작비용
이 결정된 상태에서 드라마가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제작비용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단
편드라마의 형태가, 또한 외주제작의 수익 잠재력을 극대
화하기 위해 스타배우의 기용이 선호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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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Famous actor/actress 1
Public broadcasting -.069 1

Weekend broadcasting .008 .141* 1
Existence of original .082 -.148* -.093 1

PD’s capacity -.051 -.416** -.101 -.009 1
Outsourced production 1.33* -.132** .030 .079 -.042 1

Length of broadcasting -.272** .351** .083 -.283** -.202** -.220** 1
+p< 0.1, *p<0.05, **p<0.01

Table 2. Correlation

가설 3: 단편드라마가 외주제작되는 경우 스타배우가 
선택될 것이다.

세 번째의 조절항은 드라마 제작자(PD)의 능력에 대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PD, 작가, 배우간
의 네트워크는 시청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런데 수상 경력이 풍부한 경우 등 능력이 검증된 
PD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의 상승이 수반된다. 
즉 해당 드라마 제작에 투입되기 위해서 해당 PD는 다른 
드라마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설
명했던 원작 또는 외주제작업체 사용의 경우에 직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와는 대비되지만 궁극적으로 드
라마 제작의 무형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갖는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PD의 투입에 따르는 기
회비용 상승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단편드라마의 
형태가, 또한 PD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타배우의 
기용이 선호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단편드라마가 능력 있는 PD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 스타배우가 선택될 것이다. 

3. 실증분석

3.1 데이터 및 변수설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 완결된 288편 드
라마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스타배우 출연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백상예술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의 경우 스타배우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드라마에 출연한 남녀 주인공이 스타배우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드라마의 방영기간이다. 드라마
에 따라 방영횟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총 방영횟수를 연
속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각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에
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절변수로 먼저 원작의 유무는 원작이 있는 경우 
“1”, 원작이 없는 경우“0”으로 코딩하였고, 드라마가 외
주제작인 경우 “1”,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 “0”
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네이버에 제공된 PD의 개인 경력
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
로 코딩하였다.

스타배우 출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서 두 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채널의 형태로서 공
중파인 경우 “1”, 케이블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또
한 주말에 방송된 드라마의 경우 “1”, 주중에 방송된 경
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또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Table 2
와 같다.

minimum maximum average sd 
Famous
actor/actress 0 1.0 .41 .49

Public
broadcasting 0 1.0 .71 .46

Weekend
broadcasting 0 1.0 .37 .48

Existence of 
original 0 1.0 .17 .38

PD’s capacity 0 1.0 .08 .28
Outsourced
production 0 1.0 .88 .33

Length of
broadcasting 4.0 149.0 34.2 33.80

+p< 0.1, *p<0.05, **p<0.01

Table 1. Basic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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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 M1 M2 M3 M4 M5

Constant -.379
(.530)

.552
(.590)

.614
(.597)

1.043
(.803)

.542
(.593)

1.069
(.834)

Public broadcasting -.547
(.324)

-.192
(.336)

-.242
(.337)

-.226
(.338)

-.183
(.338)

-.257
(.340)

Weekend broadcasting -.496
(.301)

-.565
(.307)

-.510
(.309)

-.583
(.307)

-.563
(.307)

-.529
(.310)

Existence of original .625
(.337)

.340
(.342)

-1.515
(.953)

.337
(.342)

.338
(.342)

-1.428
(.959)

Outsourced production .509
(.425)

.038
(.460)

.042
(.467)

-.496
(.749)

.059
(.469)

-.439
(.778)

PD’s capacity .180
(.459)

.224
(.487)

.115
(.509)

.318
(.500)

.122
(.706)

-.064
(.754)

Length of broadcasting -.022***
(.006)

-.024***
(.006)

-.034*
(.016)

-.023***
(.006)

-.036*
(.018)

Length_Original .104*
(.052)

.099
(.052)

Length_Outsourced .014
(.017)

.014
(.019)

Length_PD .004
(.015)

.009
(.020)

Correctly classified 60.6% 59.1% 61.0% 59.1% 61.0% 61.0%

Nagelkerk R square .057 .151 .175 .155 .151 .178

+p< 0.1, *p<0.05, **p<0.01

Table 3. Binary logit analysis result

3.2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로짓 분석을 실

시하였다. 스타배우 기용여부를 종속변수로, 드라마의 방
영횟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가설 1과, 드라마 원작의 유
무, 외주제작 여부, PD의 능력 여부를 조절변수로 하는 
가설 2, 3, 4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에서 정리하였다.  

먼저 M1에서 드라마의 방영횟수가 적을수록 스타배
우 기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은 지지되었다. M2에서 방영횟수와 원작유무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편드라마가 원작이 있는 경우 스타배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M3에서 방영횟수와 외주제작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M4에서 방영횟수
와 PD능력과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
으므로 가설 3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를 포함한 M5에서는 방영횟수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것은 본 모델에 포함된 조절변수들의 효과가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다만 분류정확도와 R
제곱값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아 본 모델에 포함된 변
수들은 스타배우 기용이라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방영기간, 즉 드라마 방영횟
수가 스타배우의 기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드
라마 제작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관리의 현상을 조사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드라마의 방영기간이 짧으면 스타배우가 기용되
는 경향이 높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드라마 방영기간이 
길수록 시청률이 높은데[23],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다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드라마 
방영기간이 긴 경우 드라마의 내용과 시청자의 시청 습
관이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지만, 방영기간
이 짧은 경우에는 드라마 초반 또는 방영 시작 전의 요인
들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스타배우의 기용은 해당 드라마의 초반 관
심도를 높여서 드라마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원작 유무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



드라마의 방영기간이 스타배우 기용에 미치는 영향

307

으나 외주제작 여부와 PD의 능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
설은 기각되었다. 즉 가설에서 설명한대로 원작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여 드라마 방영기간과 
스타배우 기용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은 원작의 사용이 드라마 제작비에 저작권
료의 추가적 부담을 더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
인다. 또한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스타배우가 얼마나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초반 시청률에 
집중되기 때문에 단편 드라마에서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가설
이 기각되었는데, 외주제작사의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
용과 능력 있는 PD 기용의 기회비용은 단편 드라마의 스
타배우 기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헌점과 향후 연구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불확실성 관리의 개념을 스
타배우 기용이라는 현상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적용한 
실증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단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 요소 변수 이외의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상이한 불
확실성의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드라마 제작의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PD의 기회비용 등 간접적인 비용 개념으로 드라
마 제작비용의 개념을 확대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비용 측정 방식의 개발이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OSMU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계승하여 스
타배우 기용이라는 불확실성 관리의 영역으로 확대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OSMU 현상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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