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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발간하며

1995년 케이블 텔레비전의 방송을 필두로 2002년 3월 본 방송이 시작될 위성방송

까지 합치면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맞아하게 된다.

현재 방영되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채널이 약 50여개를 넘어서고 위성방송에 신청해

놓은 채널방송사업자의 수만 하더라도 100여개를 넘어서고 있는 오늘을 사는 방송

의 소비자는 그 많은 채널 중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선택 가능한 범위에 놓여있으며,

각각의 채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고 있

기조차 수월치 않을 것 같다. 다양한 매체와 그에 따른 많은 수의 채널들을 차별화

시켜주고 각각의 소비자에게 선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편성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편성이란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성격, 분량, 배치 등의 계획에서부터 제작, 운

행, 송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 및 시간 결정 행위의 좁은 의미로 정의된다. 이러한 편성에 대한 정의

는 학자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넓은 의미에서

편성이란 프로그램의 명칭, 설계, 분량, 배치 등의 계획적인 측면과 함께 그 프로그

램을 제작, 처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

식, 시간을 결정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편성의 개념

은 바로 프로그램의 단순한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매체

의 출현과 수용자의 욕구가 세분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단순 배열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편성개념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편성의 개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편성이란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제작, 판매, 구매에 이

르기까지 방송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편성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하여 다매

체 시대에서의 각 매체별 편성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있어서는 각 매체별·채널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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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편성전략들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이상적인 경우는 다양성에의 충족이라는 수용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의 서비스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각각의 매체와 채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혹은 상호 대응적·경쟁적 관계를 맺게되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편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매체환경에서의 편성을 살펴보면서 이

를 토대로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새로운 편성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진흥원의 은혜정 책임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동아방송대학의 이재호 교수가 지상파 방송의 편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연구의 4장

과 5장)을 맡아 집필해 주었다. 또한 자료수집, 분석, 정리를 맡아 준 보조연구원 김

현우의 도움이 있었다. 이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2001년 12월

한 국 방 송 진 흥 원

원 장 이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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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목적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우선 다매체 시대에서의 각 매체별 편성전략에 대해 알

아보는 것이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있어서는 각 매체별·채널별 경쟁이 심화되

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편성전략들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이상적인 경우는 다양성에의 충족이라는 수용자에 대한 복

지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도 한다. 각각의 매체와 채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혹은 상호 대응적·경쟁적 관계를 맺게되기도 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편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매체환경에서의 편성을 살펴보면

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새로운 편성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다매체 시대의 편성 전략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독과점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방송산업 역시

다수의 미디어가 경쟁하는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과점체제가 유

지하던 담합행위, 즉 상호협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시청

자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봄/가을의 개

편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잦은 개편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도 네트워크 편성전략은 수용자 선호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결과적

으로 성공한 특정 포맷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도 그 포맷을 같은 시간대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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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에 중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경쟁이 증가하면 네트워크사들이 모험적

인 편성전략 보다는 적은 이익만을 보장하지만 안정적으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

는 편성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경쟁이 증가하면 시청자 확보

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어 제작비 감축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쟁의 증가는 시청률에 대한 압력과 제작비에 대한 압력을 동시에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질의 상승을 위한 제

작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채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작비 감소보다는 고시청률 전

략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재정투입이론(financal commitment theory)을 통해 알 수 있다. 재정투입이론에 의

하면 경쟁이 증가할수록 제작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의 증가는 내용상의

질적인 향상을 야기시켜 방송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프로그

램으로부터 얻는 유용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2) 지상파 방송 편성분석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취해온 방송편성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지상파 방송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경쟁 채널들에 비해 KBS의 상대적 우위가

확실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이는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다소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성상의 비교우

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편성상의 우월한 위치로 인해 KBS의 경우,

방송사 내적인 편성정책과 대외적인 편성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다양한 편성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② MBC와 SBS의 경우, 교양·정보적인 특성과 오락적인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

되 양 방송사간에는 편성정책이나 목표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우선, MBC는 교양과 오락적인 요소들을 두루 편성하되 교양·정

보적인 특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SBS는

교양과 오락적 요소 가운데 오락적인 내용의 편성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

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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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채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배열(scheduling)함에 있어서 상당히 관행화된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의 아침시간대에는 매거진 형

식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

습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시간대에 배치, 어린이 드라마는 평일 저녁시간대에

주로 배치, 어린이 만화와 다큐멘터리는 평일 오후시간대나 일요일 오전시간

대에 배치, 일일종합뉴스(main news) 프로그램은 주시청시간대에 배치, 영화는

주말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 스포츠 경기의 중계는 주중 혹은 주말 오

후시간대에 배치 등이 그러한 예이다.

④ 마지막으로, 2000년 지상파방송의 편성현황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몇 가

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우선, 각

채널 공히, 특정 국가(미국과 일본)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

적으로 특수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매우 빈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

성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자세하게 고시하고 있는데, 영화

프로그램의 수입 관련 고시 비율을 제외한 여타의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잘 준

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시청시간대의 경우, 방송법에서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상호간의 조화로운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케이블 TV 편성에 대한 제언

① 채널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② 과학적 편성에 대한 요구

효과적인 편성을 짜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성기법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초적

인 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잠재적 시청자와 그들의 수요, 현재 시청

자들의 시청 행태와 시청요구 등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여 이

에 입각한 편성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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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상파 TV와의 차별화전략

현재 케이블 텔레비전은 지상파 방송과 보완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케이

블 텔레비전은 지상파와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강조된 것처럼 시청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들의 시청행태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대응 편성을

할 것인지, 보완편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편성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디지털화

이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방송의 나아갈 바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 케이블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지상파와는 차별화된

보다 지역에 밀착된 부가 서비스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⑤ 전문화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키워드는 전문화, 특수화라고 할 수 있다. 전문화로 세분

화된 시청자층의 요구를 개발하고, 충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소수의 테겟화된 시청

자층을 위한 맞춤형태의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면 케이블 채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

다.

⑥ 지역화

더 많은 수의 채널과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나올 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케이블 텔레비전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각각의

지역에 더욱 밀착되는, 그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욱 지역화

된 매체임을 강조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지역의 미디어 센터로

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의 눈과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매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케이블 텔레비전은 위성방송이 할 수 없는 차

별화된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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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활용

1) 방송현업인의 경우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각각의 매체들은 자신들의 특성을 최대한 이해

하고 이를 부각시키면서 수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개

발하는 편성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상파의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와 다양성

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편성전략이 요구

되며 케이블TV의 경우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차별화를 꾀하면서 보다 지역과 밀

착되는 지역중심적 매체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시작될 위성

방송의 경우 역시 차별화가 관건인데 가장 비싼 가격임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이 내

는 가격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즉 차별화된 컨텐츠 및 기타 부가 서비스가 위성방송

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편성전략에 대

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사례, 한국의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제

안도 제시해놓고 있다.

2) 정책입안자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편성정책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써

지상파 방송의 지난 10년간의 편성변화경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다매체 시대에

각각의 매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현실화된 편성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3) 일반연구자의 경우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지상파 방송의 편성경향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케이블 TV

의 편성에 대해서도 시론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다매체 시대의 편

성연구에 있어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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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1995년 케이블 텔레비전의 방송을 필두로 2002년 3월 본 방송이 시작될 위성방송

까지 합치면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맞아하게 된다.

현재 방영되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채널이 약 50여개를 넘어서고 위성방송에 신청해

놓은 채널방송사업자의 수만 하더라도 100여개를 넘어서고 있는 오늘을 사는 방송

의 소비자는 그 많은 채널중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선택 가능한 범위에 놓여있으며,

각각의 채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고 있

기조차 수월치 않을 것 같다. 다양한 매체와 그에 따른 많은 수의 채널들을 차별화

시켜주고 각각의 소비자에게 선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편성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편성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성격, 분량, 배

치 등의 계획에서부터 제작, 운행, 송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 및 시간 결정 행위의 좁은 의미로 정

의된다(한진만, 1995). 이러한 편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넓은 의미에서 편성이란 프로그램의 명칭, 설계, 분

량, 배치 등의 계획적인 측면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제작, 처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시간을 결정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편성의 개념은 바로 프로그램의 단순한 배열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출현과 수용자의 욕구가 세분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단순 배열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편성개념 보다는 거시적 관점

에서의 편성의 개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편성이란 프로그

램의 기획에서부터 제작, 판매, 구매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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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시킨 개념이다(홍기선 외, 2000).

종합해보면, 방송에서 편성(programming)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주제

와 형식, 그리고 방송시간 결정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Source -

Message - Channel - Receiver - Effect '라는 모델에서 메시지 작성의 이전단계에

해당한다.

편성은 신문의 편성과 유사한 용어로서 방송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과 그 배열에

관한 결정행위(process)의 양식과 그 결과(product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완성시키는 행위의 전 기능을 다 포함한다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제

반 조건과 송출에 대한 일체의 배열 및 운행까지를 전부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김

규,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편성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하여 다매

체 시대에서의 각 매체별 편성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있어서는 각 매체별·채널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편성전략들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이상적인 경우는 다양성에의 충족이라는 수용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도 한다. 각각의 매체와 채널들을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혹은 상호 대응적·경쟁적 관계를 맺게되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성

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매체환경에서의 편성을 살펴보면서 이를 토대

로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새로운 편성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보고서의 구성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의 부분으로 본 보고서의 목적과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2장은 편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는 장으로서 연구의 경향에 따라 몇 가

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연구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기존의 편성연구에서 최근에는 다매체와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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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시대에서의 심화된 경쟁상황하에서의 편성전략에 중점을 둔 연구들을 집중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은 다매체 시대의 편성전략에 관한 장이다. 여기서는 기

존의 독점적 위치를 누리던 지상파 방송의 변화된 상황과 이에 따른 편성전략에 대

해 알아본다. 또한 이와 더불어 케이블 방송과 2002년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될 위성

방송에 대해서도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기본적인 편성정책과 편성전략에 대해서 살

펴볼 것이다. 이는 이어질 각 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분석을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과 제 5장, 그리고 제 6장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편성을 면밀히 분석한 장들이다. 우선 제 4장과 제 5장은 지상파 편성에 대한

부분이다. 제 4장은 1991년 민영방송인 SBS방송이 시작되는 시기를 시작으로 케이

블 텔레비전이 시작된 1995년 이후의 편성의 흐름까지 전체 10년 기간(1991∼2000)

을 대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10년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보면서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지상파 방송의 편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으며,

한국 방송의 편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

다. 제 5장은 전체적인 분석이 가져다주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0년도 한 해의 지상파

방송 편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이는 단순히 편성표만을 분석하

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뜻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대상별 분류, 프로그램 형식에 대한 분류, 외주제작과 자체제작 등에 대한 분석이 포

함될 것이다. 제 6장은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편성분석으로서 기존의 편성분석이

지상파에 국한된 한계를 보완하고 이미 방송 6년째를 맞이하는 케이블 텔레비전방

송의 편성 현황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장르별 분석 및

유사 채널간 분석을 통해 케이블 텔레비전의 편성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또한 6

장에서는 시청률 분석이 편성분석과 함께 시도될 것이다. 실상 편성에 대한 구체적

인 결과는 시청률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편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

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청률과의 연계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

다. 또한 지상파와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청률도 함께 비교 분석하는 절을 덧붙여 다

매체 시대에 있어 각 매체가 서로에게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편성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장은 결론 부분으로 전체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매체 시대에 있어서의 편성의 중요성을 점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덧

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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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검토

1. 편성전략에 대한 연구

기술의 발전으로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성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

가 늘고 있지만, 편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편성의 좁은 의미의 정의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방송사의 경쟁행위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순서를 나열한 편성표를 통해 드

러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편횟수와 개편규모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즉

방송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존 편성 프로그램중 성과가 미흡한 프로그램을 폐지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프로그램의 시간대 이동을 통하여 경

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변화를 주게된다.

이러한 편성과 관련된 연구의 한 축은 수용자의 선택권 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의 다양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도 장단기적 실증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분석 연구로는 최근 1962년부터 1995년까지의 정치, 경

제적 환경변화에 초점을 둔 이준호(1998)의 연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준

호는 분석 대상기간의 매년 11월 한 주의 분석표 분석을 통하여 수직적, 수평적 다

양성의 추세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

할수록 편성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채널간의 경쟁이 낮을수록 편성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같은 방송3사의 시청

률 경쟁이 치열하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장르에 편중한 편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진만(1992)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의 텔레비전 편성표분석을 통해 채널내의

다양화와 채널간 중복편성 경향을 새로운 방송사의 등장과 방송제도가 변화된 시기

를 전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채널의 증가는 각 채널이 채널고유의 특성을 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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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채널 중복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신설방송국의 경우는 편성의 다양화 정도가 기존 방송국의 중간에 자

리잡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채널 증가가 수용자의 채널선택권을 넓혀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안정임(1995)은 방송사의 편성변화를 1962년부터 1992년까지 편성표분석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역사를 6기로 구분하여 각 기에 해당되는 한해의

편성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방송사의 편성변화를 프로그램 유형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코미디/쇼, 외화,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방송사별 각 장르의 비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상업방송의 등장은 오락프로그램 특히 드라마의 편성비율 증가로 이어졌고 공영방

송인 KBS도 드라마 편성경쟁은 물론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률경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채널의 증가는 오락프로그램의 편성강화로

이어졌고 제도의 변화가 편성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정부정책이나 시대상황, 경

쟁 등 외부조건이 편성변화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편성에 방송사

의 이념이나 특성화가 제대로 방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채널의 증가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도 있으나(Litman, 1979)

앞의 우리나라 편성경향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 채널증가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장르, 즉 오락프로그램 편성 강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역사를 볼 때 민영방송이 등장할 때마다 공영방송마

저 시청률 경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기적인 분석에서 한진만의 연구는 기존의 편성표를 통한 장기 분

석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채널내, 채널간의 다양성을 요일별 시간대별 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여 장기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준호의 연구는 거시적

인 다양성의 추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방송사간의 세부적인 편성변화의 흐름을

짚어내지 못하였고 안정임의 연구는 주요 장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기 때문에 전

반적인 편성경쟁상황변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조성호, 1999).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윌리암스(Williams, 1975: 87)는 편성의 특성을 흐름 , 즉

계획된 흐름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을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각 요소간의 이질성을 최소화시켜 어떤 흐름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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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단기적인 편성분석은 대표적으로 남궁협(1994)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SBS등장으로 92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방송체제가 공영방송체제에서

공민영방송체제로 변화되면서 방송사의 경쟁행위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91년 봄부터 94년까지의 봄, 가을 편성표를 분석하여 편성의 다양성, 프로그램

변동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SBS등장 이후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약

간 증가하고 있고 4개 채널중 SBS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MBC의 다양성이 높게 나

타난다고 지적하였다. SBS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특정 장르에 프로그램

을 집중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용준(1995)의 경우는 SBS등장으로 방송체제가 공영방송체제에서 공민영방송체

제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을 기존 실증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대, 즉 1994년까지의 분석을 재정리하여 채널내의 다양성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채널간 다양성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주시청시간대는 오락프로그램이 집중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영묵(1997)도 마찬가지로 채널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가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사간의 편성이 동질화되면서 채널의 증가와 상관없

이 다양성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편성행위, 즉 개편횟수와 변경된 프로그램의 규모의 변화를 통해 방송

사간의 경쟁상황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스트만과 퍼그슨

(Eastman & Ferguson, 1997)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장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네

트워크 방송사는 1960년까지는 9월과 12- 1월 일년에 두 번 정규개편을 단행하고 프

로그램 신설이나 시간대 이동도 소수에 불과하는 등 매우 안정적인 개편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면서 광고주의 요구와 방송사간의 시청률경쟁으로 인하여 개

편주기 및 규모가 깨지기 시작한다.

즉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프라임타임대의 시간대 이동과 신설 프로그램의 숫

자 및 개편하는 달을 비교한 결과 규모면에서는 1971년 44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4년에는 121개로 약 3배정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71년부터 73년까지는 9월과 1

월 정규개편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고 수시 개편도 거의 없어 정기 개편시의

프로그램 고정비율이 거의 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74년 이후 수시 개편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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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거의 매달 개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기 개편에서 차지하는 프로

그램변경 비율도 일년 총 개편 중 55%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등 케이블TV의 확산과

Fox와 같은 네트워크 방송사의 등장 등으로 인한 방송환경변화로 인하여 개편의 안

정성이 허물어졌다고 한다(Eastman & Ferguson, 1997,121- 123).

2.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대한 연구

시청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왜 선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시청자 연구의 중심주제

였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선택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과 충족론적 관점에서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을 시청자가 가지고 있

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청자란 능동적, 목적지향적 존재로

서 수용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프

로그램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하여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시청자의 시청 욕

구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는다. 이용과

충족론적 관점에서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호도, 동기, 욕구, 인구학적 특성 등에 기

반해서 프로그램 선택을 분석하고 있다.

두번째는 시청자의 주관적 요인들보다 구조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선

택모델 연구이다. 프로그램 선택모델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시청을 프로그램 선택과

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중심연구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선택 모델은 시청자가 프로그램 선택과정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

호도가 구조적인 선택가능성 등의 요인에 의해 제한 받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서 시

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 프로그램

선택모델은 시청자의 내적 욕구와 선호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시청

1) 개별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과 시청행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선

택 흐름을 그려볼 수 있다. 이때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으로 인한 흐름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선택이 형성한 흐름의 구조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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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선호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보다는 시청습관이나 편성형태 등의 구

조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선택 모델

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 즉 시청가능성, 편성형

태, 선호 프로그램 유형, 시청집단, 시청자의 필요, 시청자의 자각 등이 시청자의 프

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청자흐름은 같은 채널내에서 이루어지는 시

청과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의 채널 전환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같은 채널에서의

시청자흐름은 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가 다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나 한

시간대에서 다음시간대로 연속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켜거나

끄는 것도 시청자 흐름에 포함된다.

시청자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편성 목표들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응편성과 같이 경쟁채널의 시청자 흐름을 끊으려는 편성전략이나 시청습관을 유

도하는 줄띠편성과 같은 반복편성 전략은 각 채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편성전

략이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자는 경쟁 채널로부터의 시청자 유입은 최대화하고,

시청자 유출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즉 시청자 흐름이란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

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청자 흐름의 규칙성과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

황적 구조적인 변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텔레비전 매체이용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시청자의 시청행위를 집합체의 수준에서 구

조적인 양상으로 묶어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권성은, 1993, 89).

프로그램 선택모델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

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인접효과(adjacency effects)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

는 프로그램의 편성형태가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시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J.T . Tiedge & K. J. Ksobiech,

1986). 인접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시청가능성, 인접 프로그램의

유형, 선택가능한 프로그램의 구조 등의 요인이 지적되어 왔다(최양수1999; 류영미,

1998).

두번째는 시청자의 반복시청 정도를 측정하여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 경향을 분

석하고 시청가능성 등을 예측하고자 하는 반복시청(rep eat viewing )에 대한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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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복시청은 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가 연속되는 동일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시청에 대한 연구는 반복시청을 상수(constant across time)로

예측하려는 연구(H. Frank, 1985)와 반복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

구(J. G. Webster, & T . Y Wang, 1992)들이 있다. 반복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편성형태, 시청률, 프로그램의 유형 등의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오랫동안 형성된 시청습관과

채널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정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즉 채널 충성도

를 분석하는 연구(Hans- Bernd Brosius, M. Wober, & G, Weimann, 1992)가 그것이

다. TV 채널 충성도란 TV 시청의 일관성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시청의 일관성을 채

널 충성도란 개념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특정 채널만을 집중적으로 시청하는 정도라

고 정의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선택모델에 관한 고찰

프로그램 선택의 요인을 밝혀 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편성전략도 수립하기 용이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시하는

프로그램 선택 모델이 있다(Steiner, 1952; Owen, Beebe, & Manning, 1974). 이 이

론에서의 기본 관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무료상품성(free goods)'과 관련하여 수

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선호(preference)이며, 수용

자는 자신의 선호에 입각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장르의 프

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장르의 다른 프로그램도 좋아하는 반면, 어떤 프로

그램을 선호하자 않는 사람은 그 장르의 다른 프로그램도 싫어한다고 가정한다

(Goodhardt et .al, 1987).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

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은 선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청패턴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시청자의 선호와 프로그램비용을 제시한다. 또한 프로그램 선택모델은 텔레비전 접

촉에 의한 시청자의 충족 여부를 발견하기보다는 텔레비전 시청의 규칙적인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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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칙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용과 충족접근이나 선택적 노출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선택은 습관적인 상품 선택과정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모델에서 제시하는 시청자의 내용선호가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미

친다는 주장은 경험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선호와 선택간의 관계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결정짓는데 있어 선호의 힘이 절대적이지 않

다는 것이다. 선호와 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가 프로그램

선택과정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고 가정하나 미디어 이용상황이 개인의 선호

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혼자 시청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 함께 시청하는 사람중에 채널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선호와 선택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Webster & Lichty, 1991).

또한 선택모델을 중심으로 한 시청행위 연구는 러스트, 가마쿠라와 알퍼트(Rust ,

Kamakura, Alpert , 1992)가 지적했듯이 시청행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규칙성이 왜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계발하지 못했

고, 또 프로그램 시청률을 분석단위로 사용함으로써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도 밝히

지 못해 이용과 충족 계열의 연구가 갖는 이론상, 방법론상의 한계를 그대로 갖는다

(심미선, 1999).

앞에서 제시한 세 입장은 상이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모두 능동적인 수용자는

특정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그램 선택과정에서 그러한

선호를 보여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Bowman & Farley, 1972, Lehmann, 1971;

Webster & Wakshlag, 1983). 이스트만, 헤드 그리고 클라인(Eastman, Head &

Klein, 1987)은 이러한 가정이 중요한 텔레비전 편성전략중의 하나인 비슷한 소구력

을 지닌 프로그램을 연속 편성함으로써 채널내로 수용자를 붙잡아 두려는 편성자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한다.

4. 경쟁의 증가에 따른 편성행위의 변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독과점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방송산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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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미디어가 경쟁하는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과점체제가 유

지하던 담합행위, 즉 상호협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우선 이스트만(Eastman et al., 1989)에 의하면 경쟁의 증가

는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잦은 개편을 가져온다고 한다. 남궁협(1994)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동을 간접적인 방송사 경쟁정도의 지표로 보고 신설, 폐지, 시간조정의

빈도수를 조사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케이블 TV와 비디오 산업으로 인해 주시청시간대의 시

청률은 하락하고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하면서 시청률과 광고수입을 위한 네트워크

간 경쟁도 심화되었다(Lin, 1995).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그램 수는 안정적이었지만 프로그램 시간대의 변화율은 증가하였다. 또 네트워

크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갱신하기 위한 시청률의 분기점을

낮추었다(Atkin & Litman, op. cit., 1986, pp. 32∼50 ; Eastman et al., 1989).

이와 더불어 경쟁이 증가했을 때 네트워크 편성전략은 수용자 선호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특정 포맷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도 그 포

맷을 같은 시간대 또는 다른 시간대에 중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Eastman et al.,

1989). 이는 경쟁이 증가하면 네트워크사들이 모험적인 편성전략 보다는 적은 이익

만을 보장하지만 안정적으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편성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감한 편성전략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방송사들은 제작비

의 증대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質) 상승이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과감한 대응

편성 보다는 안전한 중복편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편성전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보수성은 오늘날 네트워크의 과점구조가 붕괴되고, 다매체간 무한경쟁이 벌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극대화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생존가능성 자체가 편성

전략 행위의 가장 주요한 설명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남궁협, 1997).

또 경쟁이 증가하면 시청자 확보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어

제작비 감축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쟁의 증가는 시청률에 대한 압력과

제작비에 대한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는 프로그램질의 상승을 위한 제작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아트킨과 리트만(Atkin & Litman, 1986)은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초반의 미국 네



12

트워크 사들의 경우 제작비를 줄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였으나 1970년대 중

반 이후부터 케이블 미디어의 정착으로 경쟁이 높아진 시기에는 시청률을 높임으로

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맥콤과 놀란(McComb &

Nolan, 1992) 역시 미디어간, 채널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사들이 한정된 재원을

나누어 가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방송사들의 새로운 전략으로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고시청률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작비 감소보다는 고시청률 전략으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재정투입이론(financal

commitment theory)을 통해 알 수 있다. 재정투입이론에 의하면 경쟁이 증가할수록

제작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의 증가는 내용상의 질적인 향상을 야기시켜

방송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프로그램으로부터 얻는 유용성

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Lacy, 1992).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SBS가 등장한 이후 방송사의 제작비 증가가 있었으나

그것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증가라기보다는 생산요소시장의 원활하지 못

한 흐름으로 인한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성호선,

1995). 또 광고 판매율의 감소로 인한 경쟁의 증가가 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전략

변화보다는 비용감소를 통한 이윤유지라는 소극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연구결

과도 있었다(장병희, 1998).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매체들의 출현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매체구

조에서 이를 반영하는 각 매체들의 편성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매체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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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매체 시대의 방송 편성전략

1. 지상파방송 편성

1) 편성의 기본정책

기존의 지상파 방송의 독점시대에서는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대명제를 근거로 하

는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광고를 재정적 기반으로 하는 상

업방송에 조차도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논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시대의

편성의 목표는 방송제도와 운영철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공익구현 , 시청자 확보 , 국민 통합이라는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워드와 키프만(Howard & Kievman, 김규, 1996 재인용)이 제시한 편성의 목표

는 4가지이다.

첫째, 편성의 목표는 가급적 최대의 수용자를 잡아두기 위하여 경쟁적 순서를 마

련하는데 있다. 특히 특정시간대에 바람직한 인구계층을 확보하려고 한다. 방송국은

광고효과의 공익구현을 위하여 목표로 삼는 수용자계층들이 있다. 시청자의 유형과

그들의 시간 사정에 따라서 방송이 목표로 삼는 수용자는 각기 달라진다.

둘째,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사는 각기 다른 다양한 수용

자에게 봉사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 순서와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공익을 충족시키는데 알맞은 프로그램 - 뉴스, 공공사, 기타 비오락적인 프

로그램 - 을 편성해야 한다.

넷째, 호의적인 방송국 이미지(station image)를 형성하도록 힘쓴다. 방송국 이미

지는 시청행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잘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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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편성 목표는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주어져 왔을 뿐이고 공익성이

라는 제일의 편성이념은 때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했다. 매

체 경쟁 상황 하에서 편성의 원리는 더욱 중요해 지지만 그것이 공익성의 한계 속

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많은 나라에서 경쟁과 선택이라는 현실과 공익이라는 방송이념 간

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낳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은 늘어났지만 그것이 방송프로그램의 질

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다채널 시대가 공익성의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유의선, 1995).

이러한 맥락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공영방

송의 경우 다매체 시대의 일반적인 편성전략인 특성화(specialisation)를 무조건적으

로 지향하기보다는 공영방송의 원래 목표인 보편적 접근을 위한 다양성(diversity )'

의 이상을 담아 편성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Hillve, Majaner & Rosengren, 1997). 매체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

른 채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선택하는 채널의 수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미 완전경쟁의 다매체 시대에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대 12개 정도의 채널만 보고 있는 것으로 연구에

의해서 나타났다(Ferguson & Perse, 2000). 이는 새로운 매체 출현의 초창기를 거치

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면, 즉 가용한 채널들에 대한 초기 조사과정이 끝

나면 수용자들은 자신이 즐겨보는 채널들을 결정한 후 향후 그 채널들에만 충성도

를 보인다는 점이다. 수용자가 매체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별 채널에 대한 수용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세분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의 수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다양성

을 중시한 편성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성방송의 개막

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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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의 변화

전통적인 프로그램 선택이론들은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생산

자(방송사)나 소비자(시청자)모두가 방송시장에서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는 확률론적 논거를 바탕으로 한다. 전통이론들의 공통적인 관점은 첫째 산업구조의

차이, 즉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에 따라 방송사의 행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둘째

프로그램의 공급은 재원 조달방식, 즉 광고수입과 시청자 직접 지불방식인 유료방식

에 따라 차이가 있고, 셋째 경쟁구조는 새로운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다채널 경쟁

구조와 기존의 한정채널 구조인 공중파 텔레비전의 경쟁구조와는 차이가 있다2).

그러나 전통적인 프로그램 선택모형은 프로그램 선택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조야하다는 점과 동태적인 경쟁양상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최근의 선택

이론들은 프로그램 선호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폐가치로 환산된 수용

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say)를 조작적 척도로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채널, 즉 채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구조보다는 독점

구조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더 증대된다. 경쟁구조에서는 시청자의 수를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에 각 방송사들이 집중하여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중복현상이 나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널수가 제한된 상황이라면 독점이 경쟁보다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 유형과 더 높은 시청자 만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채널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산업 구조하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중복이

시청자 만족에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시청자를 다른 채널에서 끌어오기 위해

경쟁자들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즉 시청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그 결과 시청자들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채널이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독점은 여전히 공통분모 프로그램을 찾는다. 독점자는 각각의 시청

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시청하는 프로그램,

즉 공통분모 프로그램으로 전 채널의 누적적 시청자 수의 최대화를 꾀하며 이럴 경

2) Bruce M. Owen, Jack H. Beebe & Willard G. Manning, Jr ., Television
Economics, Lexing,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74, pp.49∼90; 방송위원회,
『94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1995, 113쪽 참고(유의선, p.4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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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남는 채널들이 있다해도 독점자는 선호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만한 동기를

갖지 못한다.

2. 케이블 TV

1) 케이블 TV 의 특성

케이블 TV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공중파(무선)로 영상정보(프로그램)를 송신하

는데 비해 동축케이블(Coaxial Cable)혹은 광케이블(Optical Fibre)을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케이블 TV는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채널의 전송이 가능하고 지상파방송에 비해서 화면이 선명하며 채널의 전문화

가 가능하다. 또한 쌍방향의 정보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케이블망과 컴퓨터와 연

결하여 홈쇼핑(Home Shopping), 홈뱅킹 (Home Banking), VOD (Video On

Demand), 자동검침, 화상회의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케이블 TV는 기본 케이블서비스, 유료 케이블서비스 및 프로그램별 수신 케이블

서비스의 3종류의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기본 케이블서비스(Basic Cable Service)란 수

용자들이 가입비를 내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런 채널들

에는 상업광고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료 케이블서비스(Premium Service 또는

Pay Service)란 가입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 서

비스를 말하며 현재 HBO 영화채널이 유일하다. 이 채널에는 광고방송은 하지 않는

다. 프로그램별 수신 케이블 서비스(Pay- Per -View Service)란 수용자가 원하는 프

로그램을 별도로 신청하여 시청하고 후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

입자가 전화와 연결된 TV 의 단말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면 Head-End 의 컴퓨터센

터에 자동입력되어 방송되고 나중에 요금을 청구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프로그램별 수신케이블 서비스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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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 TV 편성정책

한국의 종합유선방송법에서는 제 22 조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은 다양성이 구

현되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고 하여 편성의 정

의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제시하는 대신 케이블 텔레비전이 다채널 방송으로서 다양하

고 전문화된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 텔레비전의 편성개념을 굳이 정의하자면 프로그램 편성이 아니라, 케

이블 방송국의 다채널 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현재 한국에서는 케이블 방송국(SO)이 실제적인 편

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공급사(PP)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중계

하고 있기만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체제에서 논의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편성개념은 주로 프로그램 공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채널내 프

로그램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지상파방송의 편성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다채널 편성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중 케이블 시스템이 등장하고 여러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한 시장 내에서 활동하며 채널묶음(tiering)시스템 등이 도입되지 않는 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윤재식, 1997).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고 방송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다매

체 다채널 시대를 가능케 할 방송의 새 판이 짜여지고 있다. 그 동안 우후죽순으로 생

겨나 경쟁력을 상실했던 방송 관련 업체들이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화, 대형화되

는 추세이며 동종, 유사 업체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는 공급자 위주의 방송에서 시청자, 소비자 중심의 방송

서비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시청자에게 선택권이 없던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

과는 크게 상관없이 방송 서비스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시청자의

구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시청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방송은 살아남을

수 없는 적자생존의 시대이며, 방송산업에 이러한 경쟁의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채널

간 인수, 합병, 제휴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사적인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채널인 HBO(프리미엄)과 OCN(기본), OCN 액션, 만화채널 투니버스, 바둑채널

바둑TV, 그리고 게임채널인 온게임넷을 운영하고 있는 온 미디어의 MPP 전략도 이러

한 기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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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 채널들의 복수 운영을 통해 확인된 점은 채널 자체의 역량뿐만이 아닌 상

호간의 시너지(Synergy) 효과로 인해 개개 채널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한 장르로서 각각 다른 회사에서 운영되어 오던 2개의 영화채널은 과거에

는 상호 경쟁 관계 형성으로 인해 판권가(板權價) 상승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

던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통합 운영에 따라 채널의 특성에 맞는 편성 전략을 일관성있

게 구사하게 됨으로써 시청률 상승, 가입자 확대 등 채널의 경쟁력 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채널 운영에 따른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각 채널에 있어서의 시장에서의 위치와

주 시청자 층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채널의 예를 들면, 프리미엄 채널 HBO 시청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차별

화된 서비스를 기대하는 채널이므로 최신 극장 흥행 대작의 편성과 함께 심야시간대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는 반면, 기본 채널 OCN의 경우에는 다시 보고 싶은 명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

등 여러 시청 계층이 만족 할 만한 폭 넓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채널의 성

격과 부합될 것이다. 이렇듯 채널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의 수립을 통해 프리미엄 채

널은 최신 극장 흥행작의 독점 방영 등 유료 방송이 가져야 할 본연의 서비스 형태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으며 기본 채널은 과거 과열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불되었던

비용을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시청 계층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수의 채널 운영은 프로그램 유통 윈도우

(window) 구조상 수직 계열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차를

두고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원 소스 멀티 유즈 (one source - multi use)를 통

해 프로그램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On Media의 경우 유료 채널 판권 (pay right ) 및 기본 채널 판권 (basic right )의 동

시 구매를 추진함으로써 구매 비용의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판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 물량 이상의 프로그램 판매를 보장할 수 있는 수 개

의 채널을 보유함으로써 개개 채널별로 구매할 때보다 강한 구매력 (buying power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방송산업의 성패가 결국은 프로그램 콘텐츠로 결

정된다고 볼 때 안정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해 종국적으

로 자체 콘텐츠의 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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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편성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사한 장르의 채널간에는 채널 특성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소

구 대상이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동일한 시청 계층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시청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더욱 많은 시청자

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화 채널의 경우 한 채널이 흘러간 명작 고전 영화를 방영할 때 또 다른 채널은 최

신 흥행작을 방영한다던지, 여성 취향의 멜로 프로그램에 대한 남성 취향의 액션, 스릴

러물 편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채널 상호간의 통합 마케팅이나 주력 프로그

램에 대한 지원 (cross promotion)도 가능한 부분이다. 일부 공중파 TV에서 볼 수 있

는 프로그램간의 노골적인 홍보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특정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

는 시청자층이 명확한 시간대에 대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라도 타 채널을 통한 소개나 홍보,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 등으로 채널 상호간에

지원하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유사한 개념의 특집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

에 대하여 공동으로 홍보, 기획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채널의 운영은 앞에서 지적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

든 장점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개개 채널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시청자로부터 사

랑 받고 선택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학천, 1999).

3. 위성방송의 편성정책

1) 편성의 기본정책

유의선(1993)은 위성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매체가 갖

고 있는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위성방송 도입목적으로부터 단계별 사

업추진 일정,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와의 관계, 재정조달 기반에 따른 사업

자의 성격 및 할당된 채널 수, 정부의 법적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편성은 그 매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특성의 범위 안

에서 이 모든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위성방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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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각 방송사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실험방송의 성격을 띠는 제 1 세대 위성방송

시기에는 공영방송사가 참여하면서 정부의 위성방송 도입목적이 매우 중시되고 있

음을 주장하였다.

위성방송의 편성정책은 위성방송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그 방향이 달

라지고, 위성방송의 목표는 수용자의 기대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

다. 따라서 위성방송이 도입된 초기에는 위성방송의 공공적 목적을 기대하면서 이에

맞는 편성정책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위성개방정책(Open Sky Policy)에 따라

위성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되었고, 섬나라로서 지형적 특성상 난시청지역이 많은 일

본에서는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난시청 해소라는 공공적 목적이 강조되었으며, 문화

를 통한 유럽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넘

나드는 위성방송을 이용한 유럽문화의 창출이라는 공공적 목적이 강조되었다(위성방

송연구위원회, 1992).

2) 편성의 기본모델

위성방송의 편성모델은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

심으로 크게 공영모델, 공민영 모델, 민영모델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공영모델이

갖는 공통된 특징은 국가가 주도하면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공영모델에서 위성방송과 지상파방송과의 관계는 국책사업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발전보다는 보완을 위한 정착이 우선시 되므로 보완적 관계라

고 할 수 있다. 민영모델에서는 민영채널이건 공영채널이건 방송사들의 시청률경쟁

이 편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민영 혼합 모델은 초기 위성방송의 도입목적

에 다양한 방송서비스 실현과 다양한 방송수요의 충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

면서 생겨난 위성방송의 편성모델로서 난시청의 해소나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

은 보편적 서비스 외에 고품질 서비스 및 국제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모델이다.

홍기선(2000)은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TV와 같은 기존 진입자와 비교하여 위성방

송은 다채널 및 편재성 그리고 전문채널화라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채널구성은 케이블TV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시청층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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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널과 아주 세분화된 특수 고객을 표적에 둔 전문 채널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즉 철저한 시장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전문편성을 실시함

과 동시에 전국적인 시청자와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세계화된

편성(global programming)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채널 위성방송은 특히 관심의 대상인데 그 이유는 백 개 이상의 위성채널을 이

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성방송

에서는 채널내 편성보다는 채널간 편성이 보다 중요시된다. 채널간 편성이란 수용자

의 취향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채널을 몇 개의 묶

음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명 채널패키징(packaging)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 Ⅲ- 1>은 편성시 고려해야 할 위성방송의 매체간 상대적 포지셔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 1] 위성방송의 매체간 상대적 포지셔닝(조진영, 199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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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성전략

효율적인 채널구성으로 최대의 수용자를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성방송

과 지상파 혹은 케이블방송들 모두 편성의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위성방송의 운영자들이 당면하게 될 편성의 문제는 지상파 방송인들의 그것과는 매

우 상이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은 단일채널을 대상으로 하며 편성단위는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다채널로 이루어진 위성방송은 하나의 채널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물

론, 각각의 채널을 편성단위로 보고 다양한 채널이 상호보완적인 관계 아래서 조화

를 이루도록 전체 위성방송을 구성하게 된다.

다채널 편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채널내와 채널간 편성으로 나뉜다.

(1) 채널내(intra- channel) 편성

특정 채널을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는

편성방법이다. 예컨데 하나의 다큐멘터리 채널을 어떤 시간대에 어떤 내용의 프르그

램을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업무이다. 대개 채널사용사업자, 즉 PP (Program

Provider )가 맡게 된다. 이 영역은 특히 단일 채널로 이루어지는 지상파방송간의 경

쟁상황에서 많이 연구된 부분이다. 시청자의 생활리듬, 경쟁채널과의 관계, 자기 채

널의 가용자원의 활용과 같은 여러 요소 속에서 시청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만드

는 방식으로 행해져왔다.

위성방송의 채널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겠지만 다채널의 패키지

화로 운용되는 추세 속에서 채널내 편성 전략이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성

과 소구력은 많이 감소한 편이다.

(2) 채널간(inter - channel) 편성

채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수신료 체계별로 다양한 상품묶

음을 제공하는 편성업무를 말한다. 이 업무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담당하며 실제로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이것을 맡는 추세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외에도 마케팅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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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리, 수신료 징수/배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에 송출/암호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실질적인 위성방송담당자인 플랫폼사업자의 업무 중 핵심은 프로그램의 구입과

채널 패키징, 그리고 마케팅이다. 일례로 BSkyB의 원가구성을 보면 프로그램구입에

62%, 가입자관리 12%, 마케팅 11%, 전송비용 8%, 기타 관리비용 7%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상훈, 정용준. 1998. 16)

2002년 3월로 다가온 한국의 위성방송 <Sky Life>는 현재 109개의 채널사용사업

자를 1차로 선정한 상태다. 여기에는 TV가 49개, 오디오가 60개 PP(program

provider )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채널 10개, 스포츠 채널 6개, 음악 채널 5개, 오락

채널 7개, 정보 채널 3개, 취미생활 7개, 다큐멘터리 채널 2개, 교육 2개, 공공 채널

3개, 뉴스 채널 2개와 2개의 종교 채널이 선정되어 있다(한국경제신문, 2001/ 6/ 16).

위성방송은 다매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가 아니라 독점적인 위성방송사업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계유선가입자

가 케이블 TV 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위성방송은 가입자 확보와 컨텐츠의 차

별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입자 숫자의 증가

로 이어지고 가입자의 증가로 인한 수익의 증가가 다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하는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고리 안에서 위성방송

의 편성전략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24

Ⅳ. 지상파 텔레비전 편성의 전체 경향
분석(1991∼2000)

1. 편성 추이 분석의 목적과 분석방법

1) 분석의 목적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나라의 방송계는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우선, 1990년 SBS의 개국으로 말미암아 공·민영 혼합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1995년의 케이블방송 개국과 1996년의 위성시험방송 실시 등 방송사에 남을 만

한 굵직한 변화의 계기들이 도래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

암아 새로운 매체 경쟁의 구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HDTV, Interactive TV,

Internet TV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과 서비스들이 제공되

기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 및 수용 환경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송의 편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장에서는 1991년 SBS의 등장으로부터 2000년까지 십

년 동안,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하며, 편성

추이 분석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채널별 프로그램 편성의 변화 추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방송사의

방송이념과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어 왔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민영방송의 등장으로 형성된 공·민영 혼합방송체제 하에서, 방송 편성의 채

널간 유사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시청률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추이 분석을

통해, 각 채널의 편성 중점분야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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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1990년대 텔레비전 편성의 추이 분석의 시기는 1991년에서 2000년의 십 년간으로

설정했다. 1991년은 SBS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방송의 구도가 공영에서 공·민영으

로 전환된 시기이며, 민영방송의 등장은 여타 방송사와의 경쟁이 한층 강화되어 궁

극적으로 시청률 경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채널마다 고

유한 채널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 정책이나 편성전략이 수립되었을 것이기

에, 추이 분석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항목으로는, 방송채널(KBS1 / KBS2 /MBC / SBS), 편성시기(봄철개편기 /

가을철개편기), 편성시간(방송개시시간 /방송종료시간 /편성총시간량), 편성시간대(아

침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 /주시청시간(prime- time)), 프로그램의 기능

별 분류(보도 /교양 /오락)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항목을 각 프로그램의 장르와 세부

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구분하여 편성추이 분석을 시도한다면, 각 채널간

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약 십 년

간의 누적된 자료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일반에 널리 알

려진 프로그램의 기능별 분류방법(보도/교양/오락)을 통해서도 본 편성추이 분석이

살펴보고자 하는 상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항목을

간소화하였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르자면, 보도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교양방

송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오락방송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교양·오락 프로그

램에 대한 실제의 분류과정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개념 구분

을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분류상의 모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함께 각각의 프로그램 유형

들을 고려하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구분하였다. 즉, 종합뉴스, 뉴스해설, 기

획보도물, 기자회견, 속보 등의 프로그램 유형들을 보도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고,

다큐멘터리, 토론,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유형을 교양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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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으며, 드라마, 코미디, 영화, 만화, 인형극,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등의 프

로그램 유형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으로는 각 채널마다 봄철과 가을철 개편 정규편성표를 분석

하였으며, 편성 추이 분석의 목적이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있는 만큼 임

시편성이나 특별편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각 방송사에서 실시하

는 부분 개편의 경우도 각 연도마다 혹은 채널마다 회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을 명확한 범주내로 한정시키도록 하였다. 물론, 각 채널의 세밀한 편성

변화를 확인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의도한 추이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봄·가을의 정규편성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

라 판단하였다.

분석의 단위로는 개별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시간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편성 총

시간량을 분(分) 단위로 측정하여 그 비율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추이

1)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추이

SBS가 개국하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 대

한 편성 비율 추이를 매체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KBS1

채널이 년간 가장 높은 편성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이

후 조금씩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3

0%∼35% 내외의 고른 편성 비율을 유지해 왔다.(그림 Ⅳ-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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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 1] 매체별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 1∼2000)

MBC는 분석대상 4개 채널 중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지만, 1992년 이후 1995년까지 편성 비율상의 저하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

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편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

으나 199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의 편성비율 차이가 약 10%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분석대상 4개 채널 중 가장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SBS는 개국 초기에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약 22% 정도로 MBC와 유사

한 수준이었으나 그 다음 해인 1992년부터는 약 10- 15% 이내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10년간의 편성 비율 변화를 살펴볼 때 매우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KBS2 채널의 경우, 편성 추이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채

널 중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10년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시청시간대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시간대의 각 채널별

순위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MBC의 경우 약 25% 내외의 비율로 지난

10년간 고른 편성기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보도프로그램의 전체시간대 편성

추이 분석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큰 폭의 변화가 주시청시간대의 보도프로그램

편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Ⅳ-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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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 2] 채널별 주시청시간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변화(1991∼2000)

2)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추이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KBS1 채널의 경우에는 약

40-45% 내외의 고른 편성 비율을 꾸준히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BS2 채널과 SBS 채널은 약 30- 35% 내외의 편성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림 Ⅳ- 3] 매체별 교양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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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BC의 경우에는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변화 추이가 확연하게 드러

나고 있는 편인데,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1993년

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교양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차츰 층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1997년 이후에 들어서 약 35%를 상회하는 비율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2000년 들어서 MBC, SBS, KBS2의 3개 채널이 약 35%

내외의 비슷한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3 참조)

[그림 Ⅳ- 4] 채널별 주시청시간대 교양프로그램 편성비율

변화(1991∼2000)

주시청시간대의 교양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분석대상 4개 채널 공히

매 해 마다 편성 비율상의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KBS1 채널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편성 비율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 4 참조)

3)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추이

각각의 매체별로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KBS2 채널과 SBS 채

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 채널들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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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 60% 정도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KBS2 채널은

분석대상 4개 채널 중 가장 높은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BC 채널의 경우에는 약 45% 내외의 비율로 오락프로그램

을 편성했으며, 다른 채널에 비해 지난 10년간의 편성 비율상의 변화가 다소 큰 것

으로 보인다. KBS1 채널은 약 20-30% 내외의 고른 편성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Ⅳ-5 참조)

[그림 Ⅳ- 5] 매체별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1∼2000)

[그림 Ⅳ- 6] 채널별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변화(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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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청시간대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시간대의 변화 추이와

그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Ⅳ- 6 참조) 하지만, 편성 비율

에 있어서는 각 채널 마다 모두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KBS2 채널의 경우에는 주시청시간대에 가장 오락적인 내용을 많

이 편성하는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채널별 프로그램 편성의 특징

1) KBS1 채널

[그림 Ⅳ- 1], [그림 Ⅳ-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KBS1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

해 보도프로그램과 교양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난 10년

간의 편성 비율 추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KBS1 채널은 보도·

교양 채널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고히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 7] KBS 1의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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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채널의 주시청시간대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Ⅳ- 7]과 같다. 우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년 일정한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반면, 교양프

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은 편성상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편성 패턴이 보도와 교양 쪽에 상대적으로 높

은 비중을 두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 들어서는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 보도프로그램과의 편성 비율 차이가 크게 역전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림 IV- 8] KBS 1의 주시청시간대 보도/교양/오락 편성비율 변화

(1991∼2000)

2) KBS2 채널

[그림 IV-8]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KBS2 채널은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가

장 높은 채널이다. 물론, KBS1 채널을 제외하고 MBC와 SBS 역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그

림 IV- 5]와 [그림 IV-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4개 채널 중

오락지향적인 채널 특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채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채널 특성은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비율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IV-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KBS2 채널은 주시청시간대에 거의 대부분을 오

락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있으며, 거의 80% 내외의 압도적인 편성 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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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SBS 채널의 경우 역시, KBS2 채널과 아주 유사한 편성 추이를 보여주

고 있는데, 양 채널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편성상의 비율에 있어서 다소나마 KBS2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거의 대부분 높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다. 즉, KBS1 채널이 공익적인 채널 특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KBS2 채널은 매우 오

락지향적인 채널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동일한 방송사의 두 채널이 아주 심하게 양

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 9] KBS2의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1∼2000)

[그림 Ⅳ- 10] KBS2의 주시청시간대 보도/교양/오락 편성비율 변화

(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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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C 채널

분석대상 기간 중 가장 극심한 편성 비율상의 변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채널이

바로 MBC이다. [그림 Ⅳ-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BC 채널은 보도프로그램에 있

어서 1995년을 기해 20% 미만의 편성 비율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교양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상의 변화가 매우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연히

할 수 있다. 이는 MBC가 지니고 있는 편성이념과 편성실제의 이중성이 빗고 있는

내부적 갈등의 산물로 여겨진다. 즉,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념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영

상업방송인 SBS와의 경쟁 또한 등한히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MBC의 편성정

책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Ⅳ- 11] MBC의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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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2] MBC의 주시청시간대 보도/교양/오락 편성비율 변화

(1991∼2000)

주시청시간대 역시, 전체시간대에서 나타난 채널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약 20- 25% 내외로 매우 안

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한편 오락 프

로그램의 비율을 크게 늘림으로써 KBS2 채널이나 SBS 채널과 편성 패턴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MBC 채널이 보여준 편성상의 변화 추이가 주

시청시간대에서 만큼은 그리 극심하지 않은 편이며, 다른 경쟁 채널과 유사한 패턴

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그림 Ⅳ- 12 참조)

4) SBS 채널

1991년 12월에 개국한 SBS 채널은 민영방송으로서의 채널 특성을 확연히 보여주

고 있다. 우선,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율만을 편

성하고 있으며, 교양 프로그램 역시 약 30% 내외의 최소 비율에 한정되어 있고, 나

머지 시간은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개국 초기년도에만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지난 10년간 매우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편

성 패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그림 Ⅳ-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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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3] S BS의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변화(1991∼2000)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비율 역시 이와 같은 채널 특성을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그림 Ⅳ- 14 참조) 특히, 관련법규가 특정시간대에까지

편성 비율을 고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은 약 70∼80%

이내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 14] S BS의 주시청시간대 보도/교양/오락 편성비율 변화

(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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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1991년∼2000년 지상파 방송의 편성추이분석

지난 10년간의 지상파 방송의 전체 편성표를 봄·가을 두 번의 연례개편을 중심

으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MBC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지난 10년간의 편성추이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SBS의 민영방송시작이후 MBC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영방

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민영방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민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하는 입장들이 발

표되었지만3), 한국방송제도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상파에 부과되는 공영방송에의

의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BS2의 공격적인 오락채널로서의

변신을 바라보며 SBS로부터의 경쟁에서도 힘겨운 정체성에의 고민에 부닥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지난 10년간의 각 장르별로의 변화폭이 그 어느

방송사보다도 현저하게 나타남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보도 프로그램

의 비중을 줄이면서 교양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의 교

양 프로그램의 형식을 빈 다양한 종류의 오락 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재미와 교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오락 프로그램이 교양 프로그램으로 범

주화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 KBS2의 지나친 오락화 경향이다.

현재 방송법 제 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조항을 보면 편성비율의 의무4)

를 지키는 당사자는 방송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다. 즉 이 말은 각 채널당 지켜야하

는 편성비율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송사업자별로 편성의무를 지키면 된다

는 말이다. KBS는 현재 지상파에 KBS1과 KBS2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음으로

극단적인 경우 KBS2가 100% 오락 프로그램만을 내보낸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영국의 BBC가 BBC1과 BBC2를

3)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문헌들로는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방송
개혁국민회의, 1996), <방송제도연구보고서: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방송제도연
구위원회, 1990, 나남), <선진방송발전정책연구보고서>(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1994),
<2000년대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 방송정책>(2000년대 방송정책연구위원회, 1994) 등이 있다.

4) 보도 1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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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대상부터 구분하여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5) KBS도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보완적인 편성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극대화

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구되어온 KBS2의 오

락화 경향은 민영방송인 SBS를 넘어서서 SBS보다도 높은 비율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어 우려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KBS1 마저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교양 프로그램의 비율을 서서히 추월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KBS1 의 편성추이가 주목된다. 요약하자면 KBS2는 KBS1과의 보완적인 편성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SBS와의 직접적인 경쟁상태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SBS봐 더욱 오락적인 방송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우고 역할을 하는 것은 KBS가 공

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점을 생각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다.

세번째로 언급할 방송사는 SBS로 오히려 SBS는 민영방송사로 출범한 이후 일관

되게 자신의 방송편성을 지속시켜 왔기에 그 어느 방송사보다도 변화가 적은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편성전략을 추구해 온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상업방송이라 할지라도 최근 보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체

방송의 편성비율 균형상 보도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새로운 편성전략으로 전문보도채널들이 생김으로 인한 편성전략으로 풀이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편성에 관련된 법규의 허술함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행의 방송법은 편성에 관한 법규를 정해놓고 있지만(방송

법 50조 등)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 하나의 예가 앞에서

지적된 방송사업자별 편성의무비율이고, 또 하나는 편성비율을 준수하는데 있어 전

체 방송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 시청시간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방송사별로 주시청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시청자들이 보기 어려운 자정을 넘긴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등에 교양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시청시간대는 모든 가족시청

5) BBC1이 보편적 서비스를 목표로 보다 많은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의무에
충실한 반면, BBC2는 보다 젊은 층과 소수계층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편성하고 있다 (BBC의 편성이념 - BBC Annual Report 1999/ 200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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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와도 맞물리는 개념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도 편성의 규정이 있는 것이 유

용할 듯 하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규정으로 나와있는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에 관한 점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최근 방송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크로스장르의 현상을 담아내기에는 기존의 틀이 지나치게 경직되

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방송사에서는 교양 혹은 보도 프로그램으로 범주화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위원회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분류되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반응하

는 방송법의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편성에 관한 법률이 방송사마다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고, 개념의 경직성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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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2000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편성 현황 분석의 목적과 분석방법

1) 분석의 목적

방송편성은 방송의 이념이나 목표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구체적인 프로그

램의 분량과 그 배열순서에 관해 결정하는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편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나 그 결

과 속에는 특정 방송사가 수행한 방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셈이다. 본 장에서는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사들이 취

해온 방송편성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하며, 이와 같은 편성 현황 분석

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KBS1, KBS2, MBC, SBS가 2000년 한 해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편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각 채널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둘째, 각 채널별 프로그램 편성의 주요 특징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방송사의

방송이념이나 목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행위를 통해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가

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편성이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차별성을 지니는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편성, 시간대별 편성, 주시청대상층별 편성,

평일과 주말편성의 비교, 재방송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분석 자료를 확보

함으로써, 편성의 의사결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정책 및 편성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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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편성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채널별로 중장기적인 편성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년단위

의 단기적인 편성 현황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2000년도 편성 현

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과거 혹은 미래의 편성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심층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1) 분석항목

2000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현황 분석을 위해 아래 <표 Ⅴ- 1>과 같은 변수

들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Ⅴ- 1> 2000년 텔레비전 편성 주요 분석항목

분석항목 세부유목

① 방송채널 KBS1/ KBS2/MBC/ SBS

② 편성시기 편성월/편성요일/특별편성일 여부

③ 편성시간 방송개시시간/방송종료시간/편성(방송)총시간량

④ 편성시간대 분류
오전(아침)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심야시간/ 주시청시간
(prime- time)

⑤ 기능별 분류 보도/교양/오락

⑥ 주시청대상층별 분류
어린이/ 청소년/ 주부/ 중장년/ 노인/ 농어민/ 군인/ 블특정(전
체시청자대상)

⑦ 제작주체별 분류 자체제작/특수관계자/순수외주/외국수입

⑧ 제작국가별 분류 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기타

⑨ 장르별 분류
뉴스/ 다큐멘터리/ 대담토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만화.인
형극/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퀴즈게임쇼/ 스포츠/ 생활정보/
학습/문화예술/기타

⑩ 기타 생방송 여부/재방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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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및 범위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방송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대상채널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SBS를 제외한 지역민영방송들은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KBS, MBC, SBS 3개 방송사의 4개 채널을 2000년

텔레비전 편성 현황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채널별로 2000년 4월, 7월, 10월,

12월에 편성된 일주일간의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인 분석범위로 한정하였다. 이는 각

방송사들이 봄철 및 가을철에 한 차례씩 집중적인 개편을 하고 있다는 관행적 요인

을 고려하는 동시에 봄가을 개편 이외에 실시하는 부분 개편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

하여 4개월을 분석범위로 선정했다. 분석범위에 포함된 프로그램에는 정기 편성된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 편성된 프로그램들까지도 망라되어 있다.

(3) 분석단위

편성 현황 분석은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들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사용하였다. 하지

만, 개별 프로그램들의 방송시간량이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프로그램 단위의 빈도수

측정이 편성 현황 파악을 위해 유의미한 분석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의 개별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시간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편성(방송)총시간량을 분

(分)단위로 측정하여 그 비율을 우선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4) 프로그램 유형의 구분

방송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이 그동

안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한편으로 각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방

법도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기능에 따른 분류방법과 장르별 유형

분류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편성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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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양, 오락으로 구분하는 삼분법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형분류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더(coder )간의 판단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는 각각의 유목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이며, 본 장에서는 각 방송사들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적으로 구분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수용했다. 다만, 특정 방송사가 편성 시기에 따라 동일한 프로그

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분류한 바가 있어, 이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각 방송사의 구분이 방송법상의 편성규제

를 피하기 위해 다소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스포

츠중계나 혹은 오락적 요소가 강한 신변잡기적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교양 프로

그램으로 분류하여 방송법상의 편성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

우들은 모두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장르별 유형분류 방법의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취해 왔

던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1993년에 제시된 이

기준은 모두 15가지의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광고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을 제외한 14가지 유형과 기존의 어느 유목에도 포함시

키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기타 프로그램 유목으로 유형분류 유목을 한정하였

다. 기타 프로그램 유목을 선정하게 된 것은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유형분류 기준이

최근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 변화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다

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르별 유형 분류를 실시한 후, 각각의 유형별로 프로그램

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틀 역시 방송위원회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5) 편성시간대의 구분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시간대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은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이 생

활시간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간대 구분 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시간대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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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전 혹은 아침시간대(방송시작 또는 오전 06:00∼11:59), 오후시간대(12:00∼

16:59), 저녁시간대(17:00∼22:59), 심야시간대(23:00∼방송종료)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시청시간대(prime- time)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평일의 경우에

는 19:00∼23:00으로, 주말의 경우에는 18:00∼23:00으로 나누었다. 한편, 특정 프로그

램이 각각의 시간대 사이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간대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져 있는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시간대 한 군데에만 포함

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2. 각 채널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2000년 텔레비전 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채널별로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율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Ⅴ-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각 채널별로 편

성 총시간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채널마다 각각의 장르들을 골고

루 포함시키고 있으나, 각 채널마다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장르 혹은 편성비율

에 있어서는 다소 두드러져 보이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 채널들이 지

향하고 있는 편성의 이념이나 목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각 채널의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특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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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 1 KBS2 MBC SBS

뉴스 8,470 (28.2) 2,335 (7.9) 5,285 (16.7) 3,185 (10.4)
다큐멘터리 5,530 (18.4) 1,870 (6.3) 3,900 (12.3) 1,760 (5.7)
대담/ 토론 865 (2.9) 25 (.1) 415 (1.3) 480 (1.6)

드라마 2,725 (9.1) 6,105 (20.6) 5,000 (15.8) 4,730 (15.4)
코미디 1,275 (4.3) 1,140 (3.6) 2,055 (6.7)
영화 535 (1.8) 725 (2.5) 920 (2.9) 1,035 (3.4)

만화/ 인형극 155 (.5) 2,065 (7.0) 1,070 (3.4) 1,730 (5.6)
버라이어티쇼 1,145 (3.8) 2,380 (8.0) 1,360 (4.3) 1,045 (3.4)

토크쇼 720 (2.4) 2,660 (9.0) 525 (1.7) 2,680 (8.7)
퀴즈게임쇼 440 (1.5) 1,390 (4.7) 1,355 (4.3) 1,370 (4.5)

스포츠 2,209 (7.3) 1,785 (6.0) 2,280 (7.2) 2,175 (7.1)
생활정보 5,216 (17.3) 5,660 (19.1) 6,265 (19.8) 7,220 (23.6)

학습 900 (3.0) 530 (1.8) 815 (2.6)
문화예술 630 (2.1) 110 (.4) 970 (3.1) 300 (1.0)

기타 530 (1.8) 670 (2.3) 335 (1.1) 890 (2.9)
T otal 30,070 (100.0) 29,585 (100.0) 31,635 (100.0) 30,655 (100.0)

우선, KBS1 채널의 경우에는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된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총

28.2%를 뉴스 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큐멘터리(18.4%), 생활정

보 프로그램(17.3%)의 순으로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장르들은 드라마가 약 9.1%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 4% 이하의 낮은

비율로 편성되었다. 이처럼, 뉴스나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KBS1 채널이 교양·정보 채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편성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코미디

프로그램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S2 채널은 동일한 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KBS1과 매우 차

별화된 편성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에서 제시되고 있다시피,

KBS2 채널은 드라마(20.6%)와 생활정보(19.1%)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다른 프로

그램 장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토크쇼

(9.0%), 버라이어티쇼(8.0%)의 순이었다. 이는 KBS1 채널과 KBS2 채널이 상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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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편성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폭을 넓혀 주는 동시에, 공영방송으로

서의 특성을 프로그램 편성에 잘 반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MBC의 경우, 편성비율이 높은 프로그램 장르들은 생활정보(19.8%), 뉴스(16.7%),

드라마(15.8%), 다큐멘터리(12.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C가 교양·

정보적인 특성과 오락적인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되 교양·정보 채널로서의 위상 정

립에 비교 우위가 두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SBS 역시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전체 편성시간의 2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드라마(15.4%), 뉴스(10.4%), 토크쇼

(8.7%)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SBS가 교양·정보적인 특성과 오락적인 특성

을 동시에 추구하되 MB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MBC와 SBS 채널간에는 프로

그램 편성비율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동시에 상대적인 비교우위의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 하다. 프로그램 장르별

로 편성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뉴스 프로그램

현실적, 시사적 사건을 보도 형식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유형들을 모두 뉴스로

분류하였으며, 뉴스 프로그램의 형식과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뉴스 프로그램은 그 형식에 따라, 종합뉴스/스트레이트 뉴스/뉴스해설/특별행사중

계/기획보도/뉴스매거진/기자회견/속보로 구분하였으며, 뉴스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

사종합뉴스/정치뉴스/경제뉴스/문화뉴스/지역뉴스/북한.해외뉴스/스포츠뉴스/기상뉴스

/기타로 구분하였다. 뉴스 형식 중 기획보도란 시사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택하

여 다각도로 진단해 보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말하며, 뉴스매거진이란 몇 가지 시사

사건을 종합하여 심층취재보도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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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3> 뉴스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종합뉴스 2,300 (27.2) 1,425 (27.0) 1,065 (33.4)

스트레이트뉴스 2,600 (30.7) 1,410 (60.4) 2,995 (56.7) 1,505 (47.3)

뉴스해설 180 (5.7)

특별행사중계 650 (7.7) 525 (9.9) 200 (6.3)

기획보도 360 (4.3) 120 (3.8)

뉴스매거진 2,520 (29.8) 925 (39.6) 340 (6.4) 100 (3.1)

기자회견 40 (.5)

속보 15 (.5)

T otal 8,470 (100.0) 2,335 (100.0) 5,285 (100.0) 3,185 (100.0)

뉴스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모두 스트레이트뉴스의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채널별로 편성 총시간량이나 그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KBS1 채널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뉴스 형식이

30.7%, 뉴스매거진 형식이 29.8%, 종합뉴스 형식이 27.2%로 나타나 MBC나 SBS와

는 달리 주요 형식별로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표 Ⅴ- 3 참조)

특히, 다른 채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KBS1 채널의 뉴스매거진 비율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채널들이 아침시간대를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편성

하거나 일부만 매거진 형태의 프로그램의 편성하고 있는 반면에, KBS는 1채널과 2

채널을 분리하여 1채널에서는 뉴스광장과 같은 뉴스매거진 형식의 프로그램을 편성

하고 2채널에서는 타 방송사와 유사한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자체적으

로는 보완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고 경쟁사와는 대응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는 전략

을 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8

<표 Ⅴ- 4> 뉴스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

채널
내용 KBS 1 KBS2 MBC SBS

시사종합뉴스 7,680 (90.7) 1,430 (61.2) 4,580 (86.7) 2,285 (71.7)

정치뉴스 560 (6.6) 485 (9.2) 215 (6.8)

경제뉴스 520 (16.3)

북한/ 해외뉴스 100 (1.2) 460 (19.7) 40 (.8)

스포츠뉴스 295 (12.6) 165 (5.2)

기상뉴스 150 (6.4) 140 (2.6)

기타 130 (1.5) 40 (.8)

T otal 8,470 (100.0) 2,335 (100.0) 5,285 (100.0) 3,185 (100.0)

뉴스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공히 시사종합뉴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KBS2 채널의 경우, 북한/해

외뉴스(19.7%)와 스포츠뉴스(12.6%) 부분에서 다른 채널에 비해 특화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Ⅴ- 4 참조)

(2)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실제의 사건이나 사실 등을 기초로 한 논픽션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다큐멘터리로

분류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형식은 주로 나레이터의 해설을 통해 주제를 전개시키

는 나레이션 형식과 사건의 재현, 인터뷰, 심층취재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종합구성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사/인

간(휴먼)/역사/기행·지리/문화·예술(문예)/자연·과학(우주, 의학 포함)/종교/교

육/기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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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5>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나레이션 4,110 (74.3) 1,305 (69.8) 940 (24.1) 480 (27.3)

종합구성 1,420 (25.7) 565 (30.2) 2,960 (75.9) 1,280 (72.7)

T otal 5,530 (100.0) 1,870 (100.0) 3,900 (100.0) 1,760 (100.0)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편성 총시간량을 비교해 보면, KBS1 채널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MBC, KBS2, SBS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

다. KBS1과 SBS간에는 약 3:1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MBC와 SBS간에는 약

2:1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과 KBS2는 나레

이션 형식의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MBC와 SBS는 종합구성 형식의

프로그램이압도적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특기할만 하다.(표 Ⅴ- 5 참조)

<표 Ⅴ- 6>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시사 706 (12.8) 260 (13.9) 1,240 (31.8) 60 (3.4)

인간(휴먼) 2,599 (47.0) 1,085 (58.0) 2,030 (52.1) 1,010 (57.4)

역사 300 (5.4) 60 (1.5)

기행/지리 115 (2.1) 180 (9.6) 20 (.5) 120 (6.8)

문화/예술(문예) 130 (2.4) 210 (11.9)

자연/과학(우주/의학) 1,455 (26.3) 230 (12.3) 430 (11.0) 120 (6.8)

종교

교육 60 (1.1) 60 (1.5)

기타 165 (3.0) 115 (6.1) 60 (1.5) 240 (13.6)

Total 5,530 (100.0) 1,870 (100.0) 3,900 (100.0) 1,7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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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모두 인간을 주

제로 한 휴먼 다큐멘터리의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다른 주제의 경우, KBS1 채널은 자연·과학분

야(26.3%)의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MBC는 시사분야(31.8%) 주제의 비중

이 높은 편이고, SBS는 문화·예술분야(11.9%) 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 하다.

(3) 대담/토론 프로그램

특정 인물을 초대하여 사회자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혹은 특

정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

의 프로그램을 대담/토론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담/토론 프로그램은 그 구성형식과 방청객의 유무 및 참여여부에 따라 공

개대담·인터뷰/비공개대담·인터뷰/공개토론/비공개토론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담/

토론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다루게 되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군사

/문화·예술/교육/종교/인물/기타로 구분하였다.

<표 Ⅴ- 7> 대담/토론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공개대담/ 인터뷰 480 (100.0)
비공개대담/ 인터뷰 90 (10.4) 25 (100.0) 15 (3.6)

공개토론 575 (66.5) 400 (96.4)
비공개토론 200 (23.1)

T otal 865 (100.0) 25 (100.0) 415 (100.0) 480 (100.0)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된 편성 총시간량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므로,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

만, KBS1과 MBC가 심야토론과 100분토론이라는 각 채널을 대표할 만한 공개

토론 프로그램을 고정 편성하고 있는 반면에, SBS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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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신 공개대담/인터뷰 형식의 프로그램인 생방송 행복찾기를 고정 편성하고 있

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표 Ⅴ-7 참조)

<표 Ⅴ- 8> 대담/토론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정치 100 (24.1)
경제 210 (24.3)
사회 330 (38.2) 200 (48.2)
군사

문화/ 예술 60 (6.9) 15 (3.6)
교육 235 (27.2) 100 (24.1)
종교
인물 30 (3.5)
기타 25 (100.0) 480 (100.0)

T otal 865 (100.0) 25 (100.0) 415 (100.0) 480 (100.0)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개토론 프로그램을 고

정 편성하고 있는 KBS1과 MBC 모두 다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골고루 다

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8 참조). 한편, 기타로 분류한 SBS의 생방송 행

복찾기의 경우, 실제로는 가정 및 가족관계, 자녀교육 등에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4) 드라마 프로그램

텔레비전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극(劇)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드라마로 분류하

였으며, 드라마 프로그램의 형식은 일일연속극/주간연속극/주말연속극/주간단막극/

시츄에이션드라마/미니시리즈/특집극/옴니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드라마의

내용은 가족/애정/탐험·모험/추리·수사/역사/환상·공상과학/학원·우정/음악/서부

/액션·무술/기록·전기/괴기·공포/실험·추상/현실·사회/종교/전쟁 등으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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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9> 드라마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일일연속극 1,325 (48.6) 1,950 (31.9) 1,465 (29.3) 1,290 (27.3)
주간연속극 120 (2.0) 870 (17.4) 1,670 (35.3)
주말연속극 850 (31.2) 960 (15.7) 660 (13.2) 900 (19.0)
주간단막극 845 (13.8) 335 (6.7) 260 (5.5)

시츄에이션드라마 550 (20.2) 300 (4.9) 530 (10.6) 180 (3.8)
미니시리즈 1,590 (26.0) 900 (18.0) 310 (6.6)

특집극 340 (5.6) 240 (4.8) 120 (2.5)
T otal 2,725 (100.0) 6,105 (100.0) 5,000 (100.0) 4,730 (100.0)

드라마 프로그램의 편성 총시간량을 비교해 보면, KBS2 채널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MBC, SBS, KBS1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연

속극이나 주말연속극, 시츄에이션드라마의 경우에는 각 채널들간에 모두 비슷한 정

도의 편성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각각의 채널내에서 드라마의 형식들이 차지하는

편성비율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Ⅴ-9 참조)

드라마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의 경우에는, 일일연속극(48.6%)

의 편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말연속극(31.2%), 시츄에이션드라마(20.2%)의 순으

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드라마 형식들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KBS2 채널 역시 일일연속극(31.9%)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채널에서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미니시리즈(26.0%)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주말

연속극(15.7%)과 주간단막극(13.8%)의 편성이 두드러져 보였다.

MBC도 일일연속극(29.3%)의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

니시리즈(18.0%), 주간연속극(17.4%), 주말연속극(13.2%), 시츄에이션드라마(10.6%)

등을 매우 고른 비율로 편성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형식의 드라마를 골고루 편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BS는 다른 채널과 달리 주간연속극(35.3%)의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일일연속극(27.3%), 주말연속극(19.0)에 대해 편성을 집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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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며, 나머지 형식들에 대해서는 약 5% 내외의 편성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Ⅴ- 10> 드라마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가족 1,725 (63.3) 2,050 (33.6) 2,650 (53.0) 1,835 (38.8)
애정 2,410 (39.5) 1,680 (33.6) 2,425 (51.3)

탐험/ 모험 150 (2.5) 270 (5.4)
추리/ 수사 150 (3.0) 50 (1.1)

역사 850 (31.2) 120 (2.0)
학원/ 우정 150 (5.5) 480 (7.9) 240 (5.1)
액션/ 무술 150 (2.5) 180 (3.8)
기록/ 전기 270 (4.4) 180 (3.6)
현실/ 사회 355 (5.8) 70 (1.4)

전쟁 120 (2.0)
Total 2,725 (100.0) 6,105 (100.0) 5,000 (100.0) 4,730 (100.0)

드라마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모두 가족적인 주제

나 애정 문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Ⅴ- 10 참조). KBS1 채널의 경우, 다른 채널에 비해 사극(史劇)과 같은 역사드

라마(31.2%)의 편성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며, MBC는 가족적인 주제(53.0%)

에 대해 절반 이상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고, SBS는 애정문제와 관련된 내용

(51.3%)에 절반 이상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만하다.

(5)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혹은 희극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는 프로그램을 코미디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에 따라, 단순히 개그나 극형식의 코미디 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 등이 가미된 코믹

버라이어티 , 드라마와 코미디가 혼합된 시츄에이션 코미디 , 토크쇼의 형식을 빌린

토크코미디 , 극형식을 몇 개의 코너로 나누어 진행하는 꽁트식 코미디로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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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코미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시사적 내용을 다루는 시사코미디와 일반적인

소재를 다루는 일반코미디 , 그리고 시사와 일반적 소재를 모두 다루는 종합코미디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Ⅴ- 11> 코미디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 1 KBS2 MBC SBS

코믹 버라이어티 270 (23.7) 280(13.6)

시트콤 655 (51.4) 750 (65.8) 1,590 (77.4)

토크 코미디 270 (21.2) 10 (.9) 185 (9.0)

꽁트식 코미디 350 (27.5) 110 (9.6)

T otal 1,275 (100.0) 1,140 (100.0) 2,055 (100.0)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2, MBC, SBS는 모두 시트콤 형식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S1,

51.4%; MBC, 65.8%; SBS, 77.4%).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KBS1 채널이 시트콤 이외에 토크코미디 (21.1%)나

꽁트식 코미디 (27.5%)를 편성한 반면, MBC와 SBS는 시트콤 이외에 코믹 버라이

어티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Ⅴ- 11 참조)

<표 Ⅴ- 12> 코미디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시사 270 (21.2) 10 (.9)

일반 1,005 (78.8) 1,130 (99.1) 1,775 (86.4)

종합 280 (13.6)

T otal 1,275 (100.0) 1,140 (100.0) 2,055 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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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코미디를 편성하고 있는 세

개 채널 모두에서 시사 이외의 일반적인 소재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12 참조)

(6) 영화 프로그램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픽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영화로 분류했으며, 장편

만화영화의 경우에도 극장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었으면 여기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

작기법이나 형식에 따라 극영화 형식/애니메이션형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영화 프로

그램의 내용은 가족/애정/탐험·모험/추리·수사/역사/환상·공상과학/학원·우정/음

악/서부/액션·무술/기록·전기/괴기·공포/실험·추상/현실·사회/종교/전쟁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Ⅴ- 13> 영화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 1 KBS2 MBC SBS

극영화 535 (100.0) 635 (87.6) 920 (100.0) 925 (89.4)

애니메이션 90 (12.4) 110 (10.6)

T otal 535 (100.0) 725 (100.0) 920 (100.0) 1,035 (100.0)

영화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공히 극영화 형식의 프

로그램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성 총시간량에 있어

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채널은 SBS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MBC였으며, KBS1과 KBS2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 영화 프로그램 편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Ⅴ-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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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4> 영화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 1 KBS2 MBC SBS

가족 95 (17.8) 110 (10.6)
애정 95 (17.8) 275 (37.9) 245 (26.6)

탐험/ 모험 235 (43.9) 120 (16.6)
추리/ 수사 110 (20.6) 335 (36.4) 210 (20.3)

환상/ 공상과학 125 (13.6) 115 (11.1)
액션/ 무술 215 (23.4) 480 (46.4)
기록/ 전기 90 (12.4) 120 (11.6)

현실/사회(리얼리티) 240 (33.1)
T otal 535 (100.0) 725 (100.0) 920 (100.0) 1,035 (100.0)

영화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 채널은 탐험/모험에 관

한 주제가 4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KBS2 채널은 애정 (37.9%)이나 현실/

사회(리얼리티) (33.1%)에 관한 주제가 많은 편이었다. MBC의 경우에는 추리/수

사 (36.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애정 (26.6%)이나 액션/무술 (23.4%)에 관한

내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비율을 나타냈다. SBS 채널은 액션/무술을 다룬 내용

이 46.4%로 절반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추리/수사에 관한 내용이

20.3%였고, 나머지는 약 10% 정도의 편성비율을 보였다. 각 채널 마다 다양한 주제

의 영화를 소개하기보다는 매우 한정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액션/무술이나 애정문제 혹은 추리/수사물에 대한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Ⅴ- 14 참조)

<표 Ⅴ- 15> 영화 프로그램 제작국가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한국 365 (50.3) 125 (13.6) 115 (11.1)

미국 535 (100.0) 360 (49.7) 795 (86.4) 810 (78.3)

일본 110 (10.6)

T otal 535 (100.0) 725 (100.0) 920 (100.0) 1,0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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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국내제작 영화보다는 외화

에 대한 편성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1 채널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프로그램 전체를 외화로 편성하고 있었으며, MBC와 SBS의 경우에도 각기 1편 정

도의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였을 뿐 외화에 대한 편성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수입된 외화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을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KBS2채널의 경우, 국내제작 영화와 외화의 편성비율이 각기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채널에 비해 매우 고른 편성비율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15 참조)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2의 ①에 따르자면,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전체 영화방송

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를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로 편성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MBC, SBS는 고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의

경우 1 채널과 2채널을 합할 경우 고시 비율의 최저선에 미치지만 KBS1채널 하나

만 놓고 볼 때에는 전혀 고시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7) 만화/인형극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되 극장 상영용이 아니라 TV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들

을 만화/인형극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구성형식에 따라, 내용이 연속적으

로 이어지는 시리즈물과 등장인물은 동일하지만 매회 주제가 달라지는 시츄에이션

물로 구분하였으며, 만화/인형극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가족/모

험·추리/환상/공상과학/학원·우정/학습/스포츠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Ⅴ- 16> 만화/인형극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시리즈물 155 (100.0) 925 (44.8) 770 (72.0) 1,610 (93.1)

시츄에이션물 1,140 (55.2) 300 (28.0) 120 (6.9)
T otal 155 (100.0) 2,065 (100.0) 1,070 (100.0) 1,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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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인형극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2 채널은 시츄에이션물

(55.2%)과 시리즈물(44.8%)의 편성 비율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KBS1 채널은 전반적으로 만화/인형극 프로그램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와 SBS는 시리즈물에 대한 편성비율이 각각 72.0%와

9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Ⅴ- 16 참조)

<표 Ⅴ- 17> 만화/인형극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 1 KBS2 MBC SBS

가족 60 (5.6) 110 (6.4)
모험/ 추리 105 (67.7) 670 (32.4) 770 (72.0) 850 (49.1)

환상 200 (9.7) 120 (11.2) 55 (3.2)
공상과학 165 (8.0) 120 (11.2) 55 (3.2)
학원/ 우정 50 (32.3)

학습 940 (45.5) 660 (38.2)
스포츠 90 (4.4)
T otal 155 (100.0) 2,065 (100.0) 1,070 (100.0) 1,730 (100.0)

만화/인형극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채널들이 모험/추리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KBS2는 학습적 내용이 45.5%,

모험·추리에 관한 내용이 32.4% 였으며, MBC는 모험·추리에 관한 내용이 72.0%

로 가장 많았고, SBS는 모험·추리가 49.1%, 학습적 내용이 38.2%인 것으로 나타났

다.(표 Ⅴ- 17 참조)

(8)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노래와 춤, 재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오락위주의 프로그램 유형들을 버라이어

티쇼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구성형식에 따라서, 국내가요의 순위를

알려주는 가요순위쇼 , 뮤직비디오나 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영상음악쇼 , 일

반인들이 노래와 춤을 겨루는 음악경연쇼 , 노래와 토크를 혼합하여 구성한 토크음

악쇼 , 연예계의 동정을 소개하는 연예정보쇼 , 음악과 춤, 재담 등 오락적 요소가 두

로 혼합된 버라이어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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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8>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 1 KBS2 MBC SBS

가요순위쇼 330 (31.6)

음악경연쇼 520 (45.4) 290 (12.2) 100 (7.4) 60 (5.7)

토크음악쇼 195 (17.0) 510 (21.4) 555 (40.8)

연예정보쇼 275 (11.6) 240 (17.6) 420 (40.2)

버라이어티 430 (37.6) 1,305 (54.8) 465 (34.2) 235 (22.5)

T otal 1,145 (100.0) 2,380 (100.0) 1,360 (100.0) 1,045 (100.0)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별 특성이 뚜렷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KBS1 채널은 타 채널에 비해 일반인들의 대상으

로 한 음악경연쇼 (45.4%) 형식의 프로그램이 높은 편성비율을 보였다. KBS2 채널

은 버라이어티 형식의 프로그램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MBC는 토크음악

쇼 (40.8%)와 버라이어티 (34.2%)의 비중이 높았고, SBS는 연예정보쇼 (40.2%)와 가

요순위쇼 (31.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내

가요의 순위를 발표하는 가요순위쇼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은 SBS 하나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18 참조)

(9) 토크쇼 프로그램

사회자와 초대손님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유형들을 토크쇼 프

로그램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성 형식에 따라서, 사회자와 출연자 간의 인터뷰를 중심

으로 진행되는 대담 형식과 한가지 주제를 두고 사회자와 여러 명의 출연자들이 자

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집단 대담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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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9> 토크쇼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대담 1,675 (63.0) 210 (40.0)

집단 대담 720 (100.0) 985 (37.0) 315 (60.0) 2,680 (100.0)

T otal 720 (100.0) 2,660 (100.0) 525 (100.0) 2,680 (100.0)

토크쇼 프로그램의 편성 총시간량을 비교해 본 결과, KBS2와 SBS가 다른 채널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KBS가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에 63.0%, 집단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에 37.0%를 편성함으로

써 대담 형식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반면, SBS는 집단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으

로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19 참조)

(10) 퀴즈/게임쇼 프로그램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퀴즈풀이 혹은 게임성격의 놀이, 경연대회 등 기량을 겨

루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퀴즈/게임쇼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진행 형식에

따라 개인대결/팀대결/패널쇼로 구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소재를 다루는 목

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일반상식이나 생활정보를 주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 흥미위주의 오락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표 Ⅴ- 20> 퀴즈/게임쇼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 1 KBS2 MBC SBS

개인대결 320 (72.7) 1,060 (76.3) 550 (40.6) 1,180 (86.1)

팀대결 60 (13.6) 330 (23.7) 190 (13.9)

패널쇼 60 (13.6) 805 (59.4)

T otal 440 (100.0) 1,390 (100.0) 1,355 (100.0) 1,3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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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게임쇼 프로그램의 편성 총시간량을 확인해 본 결과, KBS1을 제외한 나머

지 채널들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은

다른 채널의 1/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2와 SBS가 개인대결 위주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은 반면, MBC는 패널쇼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표 Ⅴ- 20 참조)

<표 Ⅴ- 2 1> 퀴즈/게임쇼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정보 160 (36.4) 155 (11.2) 160 (11.8)
교육 220 (50.0) 685 (49.3) 220 (16.2) 450 (32.8)
오락 60 (13.6) 550 (39.6) 975 (72.0) 920 (67.2)

T otal 440 (100.0) 1,390 (100.0) 1,355 (100.0) 1,370 (100.0)

편성된 퀴즈/게임쇼 프로그램들이 어떤 목적으로 소재를 활용하였는가에 대해 확

인해 본 결과, KBS1은 교육(50.0%)과 정보(36.4%)의 목적이 높고, KBS2는 교육

(49.3%)과 오락(39.6%)의 목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으로

서의 위상을 살리되 1채널과 2채널간에는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BC의 경우에는 오락(72.0%), 교육(16.2%), 정보(11.8%)

의 순으로 나타났고, SBS는 오락(67.2%)과 교육(32.8%)의 순으로 나타나서, 소재 활

용 목적이 KBS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표 Ⅴ- 21 참조)

(11) 스포츠 프로그램

모든 종류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범주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

작형식에 따라,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실황중계와

경기의 내용을 사후에 보여주는 녹화/편집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기가 개

최된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서 국내경기와 국외경기로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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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체를 이용한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바둑이나 장기 등의 경기도 실전을 중

계할 경우에는 이 유형에 포함시켰으나,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된 프로그램들 중에는

해당되는 사례가 없었다.

<표 Ⅴ- 22>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형식별 편성비

분(% )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실황

중계

국내경기 1,644 (74.4) 1,525 (85.4) 1,000 (43.9) 530 (24.4)
국외경기 150 (8.4) 745 (32.7) 240 (11.0)

녹화

편집

국내경기 50 (2.2) 195 (9.0)
국외경기 565 (25.6) 110 (6.2) 485 (21.3) 1,210 (55.6)

Total 2,209 (100.0) 1,785 (100.0) 2,280 (100.0) 2,175 (100.0)

각 채널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제작형식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KBS1

과 KBS2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를 실황중계 하는 경우가 각각 74.4%와 85.4%

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MBC 역시 국내경기 실황중계 (43.9%)와 국외경

기 실황중계 (32.&%)가 많아 편성의 상당 부분이 실황중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SBS는 국외경기의 녹화중계 (55.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Ⅴ- 22 참조)

(12) 생활정보 프로그램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거리를 안내하

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성형식에 따

라, 생활정보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종합구성 형식과 특

정분야의 소수 주제를 선정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집중탐구 형

식, 특정 주제의 정보를 평면적으로 전달하는 단순구성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활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요리,가사)/육아·자녀교육/법률/건강과미용/과학

과기술/종교/문화예술/스포츠·취미·레저/해외/지역/생활경제/교통(자동차)/종합/옴

부즈맨프로그램/시청자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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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3> 생활정보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종합구성 3,645 (69.9) 4,635 (81.9) 5,755 (91.9) 6,070 (84.1)

집중탐구 1,381 (26.5) 1,025 (18.1) 510 (8.1) 1,150 (15.9)

단순구성 190 (3.6)

T otal 5,216 (100.0) 5,660 (100.0) 6,265 (100.0) 7,220 (100.0)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공히 종합구성 형

식의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23 참조)

<표 Ⅴ- 24> 생활정보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건강과 미용 190 (3.6) 480 (8.5) 165 (2.6)

문화예술 80 (1.5) 530 (9.4) 230 (3.7) 430 (6.0)

스포츠/ 취미/ 레저 115 (1.8) 640 (8.9)

해외 515 (9.1) 165 (2.6)

지역 1,045 (20.0) 570 (7.9)

생활경제 26 (.5) 75 (1.3)

종합 3,250 (62.3) 4,000 (70.7) 5,350 (85.4) 5,340 (74.0)

옴부즈맨 프로그램 230 (4.4) 240 (3.8) 240 (3.3)

시청자참여 395 (7.6) 60 (1.1)

T otal 5,216 (100.0) 5,660 (100.0) 6,265 (100.0) 7,220 (100.0)

생활정보 프로그램 들이 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해 본 결

과, 각 채널들 모두 여러 주제들을 동시에 다루는 종합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각각의 개별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편성 비율은

채널마다 공히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KBS1 채널

의 경우, 지역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20%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채널들과는 차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Ⅴ-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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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 프로그램

정보의 단순한 전달 수준을 넘어 지식의 전수와 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

로그램들을 학습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에 따라, 다

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종합구성 형식, 전문가의 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이

루어지는 강연 형식,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실습 형식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학습목적에 따른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이나 그에 준

하는 내용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의 교양 및 지

식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특정직업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직

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었다.

<표 Ⅴ- 25> 학습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종합구성 570 (63.3) 330 (62.3) 505 (62.0)

강연 330 (36.7) 310 (38.0)

실습 200 (37.7)

T otal 900 (100.0) 530 (100.0) 815 (100.0)

<표 Ⅴ- 26> 학습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학교교육 480 (53.3) 330 (62.3) 505 (62.0)

사회교육 420 (46.7) 200 (37.7) 310 (38.0)

직업교육

T otal 900 (100.0) 530 (100.0) 815 (100.0)

학습 프로그램의 편성 총시간량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다만, 분석대상에 포함된 학습 프로그램들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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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내용에 따른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공히 프로그램 형식의 측면에

서는 종합구성 형식의 비율이 6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측면에서

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량이 상대적으

로 많았다.(표 Ⅴ- 25,26 참조)

특기할만한 사항은 SBS의 경우, 분석대상기간 중에는 학습 프로그램의 유형을 전

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14)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악, 고전음악, 연극,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적 성격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의 형식에 따라 초대공연/대담 , 공연중계/녹화 ,

종합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통음악/고전음악/연극/미술/무용/

예술전반으로 구분하였다.

<표 Ⅴ- 27> 문화예술 프로그램 형식별 편성비

분(%)

채널
형식 KBS1 KBS2 MBC SBS

초대공연/ 대담 220 (34.9) 60 (54.5) 400 (41.2) 110 (36.7)

공연중계/ 녹화 170 (27.0) 50 (45.5) 420 (43.3) 120 (40.0)

종합구성 240 (38.1) 150 (15.5) 70 (23.3)

T otal 630 (100.0) 110 (100.0) 970 (100.0) 300 (100.0)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형식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마다 여러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Ⅴ-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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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8> 문화예술 프로그램 내용별 편성비

분(%)

채널
내용 KBS1 KBS2 MBC SBS

전통음악 240 (38.1) 270 (27.8) 110 (36.7)

고전음악 390 (61.9) 110 (100.0) 300 (30.9) 190 (63.3)

연극 250 (25.8)

예술전반 150 (15.5)

T otal 630 (100.0) 110 (100.0) 970 (100.0) 300 (100.0)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내용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과 SBS는 고전음악과 전

통음악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BC 역시 고전음악

과 전통음악의 편성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연극이나 예술

전반에 대한 편성비율도 상당히 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채널에 비해 훨씬 다양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28 참조)

2)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 교양, 오락으로 3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기능(function)에

따른 분류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삼분법은 우리 나라의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구분 방법이며, 방송법시행령 제 50조 1항에서는 ① 보도

방송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 ② 교양방송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③ 오락방송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각각의

편성 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또한,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보도, 교양, 오락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도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

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교양방송이라 함은 국

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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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방송을, 오락방송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

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방송법시행령 제50조 2). 이처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00년도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Ⅴ-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Ⅴ- 1] 채널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KBS1 채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전체편성시간 중에서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채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역시 43.2%로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보도·교양 프로그

램에 대한 편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KBS2는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7.9%.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34.3%,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채널에 비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며, 보도와 오락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KBS1 채널과 KBS2 채널이 동일한 방송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므로, 방송사업자에 따라 편성 비율을 규정한 방송법의 규정상, 양 채널

의 총 편성시간을 합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68

MBC의 편성은 보도 프로그램 17.9%, 교양 프로그램 38.4%, 오락 프로그램 43.7%

의 비율로 나타나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타 방송채널에 비해

서는 방송법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 편이라 하겠다.

SBS의 편성은 보도 프로그램 10.4%, 교양 프로그램 37.3%, 오락 프로그램 52.3%

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 편성의 특징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의 강화가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편성 비율을 다소 초과할 정도이며, 상대

적으로 보도 프로그램은 규정 비율을 겨우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림 Ⅴ- 2] 채널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주시청시간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방송사업자들은 보도나 교양 프로그램 보다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에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주시

청시간대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Ⅴ- 2 참조)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을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비율과 상호

비교해 보면, 교양 프로그램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보도 프르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사들

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이 이 시간대에 고정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채널마다 전체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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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성 비율에 비해 약 7%에서 25%까지 높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SBS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77.8%인 반면 교양 프로그램은 5.8%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격차가 가

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제67조의 ③에서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

중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로운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Ⅴ- 3] 채널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봄개편/가을개편)

봄개편과 가을개편기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1과 KBS2의 경우, 약 5% 이내의 범위

에서 소폭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규편성 스케줄상의 변화라기 보다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되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임시편성된 프로그램들에

의해 발생한 비율 변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Ⅴ-3 참조)

MBC와 SBS는 봄에 비해 가을개편기의 교양 프로그램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양 방송사 공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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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SBS의 경우에는 비율 변화의 폭이 약 3% 이내에 불과하며, MBC의 교양 프로

그램 증가율은 약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 4] 채널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평일/주말)

평일시간대(월-금)와 주말시간대(토-일)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모두 주말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 4 참조)

KBS1의 경우, 평일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22.9% 였으나 주말에는

41.6%로 늘어나 약 19% 증가했으며, KBS2 채널 역시 평일에 49.1%에서 주말에는

76.1%로 약 27% 정도 높아졌다. MBC는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SBS도 17% 정도 증가했다.

한편, KBS2의 주말시간대 편성이 MBC나 SBS에 비해 훨씬 오락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특기할만하다. 이는 KBS1 채널이 공영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긍

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반면, KBS2 채널은 철저히 오락 위주의 편성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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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대별 프로그램 편성

(1) 주시청시간대

주시청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를 살펴본 결과, 각 채널마다 뉴스와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전체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표 Ⅴ- 31 참조). 뉴스의 경우, 각 채널의 메인뉴스 프로그램들이 고정 편성된 시

간이기 때문에 편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드라마와 코

미디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시청시간대에 편성이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 29> 주시청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2,390 (34.6) 975 (14.0) 1,565 (22.5) 1,230 (16.4)
다큐멘터리 1,575 (22.8) 700 (10.0) 585 (8.4) 495 (6.6)
대담/ 토론 180 (2.6) 25 (.4)

드라마 1,475 (21.3) 1,500 (21.5) 2,240 (32.3) 2,190 (29.2)
코미디 875 (12.5) 560 (8.1) 1,535 (20.5)
영화 170 (2.3)

만화/ 인형극
버라이어티쇼 455 (6.6) 1,195 (17.1) 490 (7.1) 175 (2.3)

토크쇼 350 (5.1) 325 (4.7) 275 (4.0) 60 (.8)
퀴즈게임쇼 180 (2.6) 470 (6.7) 480 (6.9) 640 (8.5)

스포츠 110 (1.6) 120 (1.7) 135 (1.8)
생활정보 200 (2.9) 470 (6.7) 630 (9.1) 525 (7.0)

학습 60 (.9)
문화예술

기타 50 (.7) 340 (4.9) 340 (4.5)
T otal 6,915 (100.0) 6,985 (100.0) 6,945 (100.0) 7,495 (100.0)

특기할만한 사항은, MBC의 경우 주말에는 주시청시간대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전

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BS 역시 4월과 7월에는 주말에 코미디를 일

부 편성했으나 10월과 12월에는 주중에만 코미디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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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침시간대

아침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채널 공히 생

활정보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전체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1 채널의 경우, 아침시간대 편성 비율 중 뉴스프로그램(39.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활정보 프로그램(29.5%)의 비율이 높았지만, 다른 채널의 경우에는 모두

40% 이상이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30 참조)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아침시간대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모

두 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중과 주말시간대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30> 아침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분(% )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4,020 (39.1) 840 (8.2) 1,800 (17.2) 670 (6.5)

다큐멘터리 1,135 (11.0) 620 (6.0) 1,160 (11.1) 50 (.5)

대담/ 토론 200 (1.9) 480 (4.6)

드라마 480 (4.7) 2,135 (20.8) 1,270 (12.2) 1,530 (14.8)

코미디 280 (2.7)

영화 90 (.9)

만화/ 인형극 300 (2.9) 65 (.6)

버라이어티쇼 60 (.6) 240 (2.3) 100 (1.0) 60 (.6)

토크쇼 60 (.6) 1,425 (13.9) 160 (1.5) 1,550 (15.0)

퀴즈게임쇼 60 (.6) 445 (4.3) 630 (6.1)

스포츠 150 (1.5) 260 (2.5) 330 (3.2)

생활정보 3,030 (29.5) 4,120 (40.1) 4,815 (46.1) 4,620 (44.7)

학습 690 (6.7) 180 (1.8) 330 (3.2)

문화예술 180 (1.8) 110 (1.1)

기타 420 (4.1) 120 (1.2) 60 (.6)

T otal 10,275 (100.0) 10,280 (100.0) 10,450 (100.0) 1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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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후시간대

오후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마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1의 경우 스포츠 프로그램

이 35.3%이고 그 다음으로는 드라마(13.0%) 였으며, KBS2는 스포츠 28.4%, 드라마

21.7%, MBC는 스포츠 21.9%, 드라마 17.8%였다. SBS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26%

로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18.1%, 드라마 17.5%의 순으로 나타나 주중과 주말시간대

모두 오후 시간에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가장 많이 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오후시간대의 뉴스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10% 미

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31 참조)

<표 Ⅴ- 3 1> 오후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380 (6.4) 125 (2.3) 565 (8.7) 145 (2.6)

다큐멘터리 731 (12.3) 260 (4.8) 410 (6.3) 220 (4.0)

대담/ 토론

드라마 770 (13.0) 1,165 (21.7) 1,160 (17.8) 960 (17.5)

코미디 130 (2.4) 330 (5.1)

영화

만화/ 인형극 155 (2.6) 80 (1.5) 520 (8.0) 595 (10.8)

버라이어티쇼 520 (8.8) 435 (8.1) 170 (2.6) 330 (6.0)

토크쇼 310 (5.2) 375 (7.0) 60 (1.1)

퀴즈게임쇼 160 (2.7) 630 (11.7) 120 (1.8) 100 (1.8)

스포츠 2,089 (35.3) 1,525 (28.4) 1,425 (21.9) 995 (18.1)

생활정보 440 (7.4) 230 (4.3) 465 (7.2) 1,425 (26.0)

학습 50 (.8) 150 (2.8) 485 (7.5)

문화예술 220 (3.7) 460 (7.1) 110 (2.0)

기타 150 (2.8) 285 (4.4) 430 (7.8)

T otal 5,920 (100.0) 5,375 (100.0) 6,500 (100.0) 5,4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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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녁시간대

저녁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마다 여러

유형의 장르들이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1 채널의 경우에는 뉴스(29.6%), 다큐멘터리(23.9%), 생활정보(16.2%), 드라마

(14.6%)의 순이었으며, KBS2 채널은 드라마(20.1%), 만화/인형극(16.5%), 버라이어

티쇼(11.7%), 뉴스(11.2%), 코미디(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KBS1과 KBS2를

동시에 살펴보면, 양 채널간에 뉴스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장르간 중복이 거의 발

생하지 않으면서도 편성 비율 역시 10% 이상의 고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Ⅴ-32 참조)

<표 Ⅴ- 32> 저녁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2,990 (29.6) 1,145 (11.2) 2,515 (24.9) 1,660 (16.6)
다큐멘터리 2,415 (23.9) 730 (7.2) 1,690 (16.7) 1,070 (10.7)
대담/ 토론 180 (1.8) 25 (.2)

드라마 1,475 (14.6) 2,045 (20.1) 2,240 (22.1) 2,190 (21.9)
코미디 1,085 (10.7) 560 (5.5) 1,775 (17.7)
영화 140 (1.4) 170 (1.7)

만화/ 인형극 1,685 (16.5) 550 (5.4) 1,070 (10.7)
버라이어티쇼 565 (5.6) 1,195 (11.7) 700 (6.9) 175 (1.7)

토크쇼 350 (3.5) 325 (3.2) 275 (2.7) 60 (.6)
퀴즈게임쇼 280 (2.8) 700 (6.9) 790 (7.8) 640 (6.4)

스포츠 110 (1.1) 120 (1.2) 135 (1.3)
생활정보 1,640 (16.2) 660 (6.5) 630 (6.2) 735 (7.3)

학습 100 (1.0)
문화예술

기타 110 (1.1) 340 (3.3) 50 (.5) 340 (3.4)
T otal 10,105 (100.0) 10,185 (100.0) 10,120 (100.0) 10,020 (100.0)

MBC는 뉴스(24.9%), 드라마(22.1%), 다큐멘터리(16.7%)의 편성 비율이 다른 장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타의 장르들은 대개 8% 미만의 비율로 편성되었다.

SBS는 드라마(21.9%)와 코미디(17.7%)의 편성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름으로는 뉴스

(16.6%), 다큐멘터리(10.7%), 만화/인형극(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Ⅴ. 2000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현황 75

저녁시간대 프로그램 장르의 경우, 비록 그 편성 비율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간대 프로그램 장르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유형들이 고루

등장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 심야시간대

심야시간대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채널별로 다소 상이한 특

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채널 공히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영화 장

르에 대한 편성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우선, KBS1 채널은 다큐멘터리(33.1%)와 뉴스(28.6%), 대담토론(12.9%) 프로그램

의 비중이 높았으며, 영화는 11.7%의 편성 비율을 보였다. KBS2 채널은 드라마

(20.3%)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정보(17.4%), 토크쇼(14.3%), 버라

이어티쇼(13.6%)의 순이었다. 다른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KBS1과 KBS2는 상호 중

복되지 않도록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표 Ⅴ-33 참조)

<표 Ⅴ- 33> 심야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장르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1,080 (28.6) 225 (6.0) 405 (8.9) 710 (14.7)
다큐멘터리 1,249 (33.1) 260 (6.9) 640 (14.0) 420 (8.7)
대담/ 토론 485 (12.9) 415 (9.1)

드라마 760 (20.3) 330 (7.2) 50 (1.0)
코미디 60 (1.6) 250 (5.5)
영화 440 (11.7) 375 (10.0) 815 (17.9) 750 (15.5)

만화/ 인형극
버라이어티쇼 510 (13.6) 390 (8.5) 480 (9.9)

토크쇼 535 (14.3) 90 (2.0) 1,010 (20.9)
퀴즈게임쇼

스포츠 120 (3.2) 475 (10.4) 715 (14.8)
생활정보 106 (2.8) 650 (17.4) 355 (7.8) 440 (9.1)

학습 60 (1.6) 200 (5.3)
문화예술 230 (6.1) 110 (2.9) 400 (8.8) 190 (3.9)

기타 60 (1.6) 60 (1.2)
T otal 3,770 (100.0) 3,745 (100.0) 4,565 (100.0) 4,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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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영화(17.9%)와 다큐멘터리(14.0%), 스포츠(10.4%)의 편성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고, SBS는 토크쇼(20.9%), 영화(15.5%), 스포츠(14.8%), 뉴스(14.7%)의 순으

로 편성 비율이 높았다. 각 채널 공히 주중 보다는 주말시간대에 영화를 집중 편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33 참조)

3. 각 채널별 프로그램 편성의 주요 특징

1) 주시청대상층별 프로그램 편성의 특징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주시청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해 내

는 것은 어렵다. 다만,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특정한 시청대상자들을 염

두에 두고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등장인물의 구성 방식, 시청가능

연령대의 분류 등 직·간접적으로 대상층을 식별할 수 있을 때, 시청대상층별 분류

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외의 다소 불분명한 경우들은 모두 불특정다수 혹은 전체시

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1)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유형들이 편성되고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각 채널마다 만화/인형극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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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34> 어린이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

분(%)

채널장르 KBS 1 KBS2 MBC SBS

다큐멘터리 460 (35.0) 260 (7.4) 180 (10.3)

드라마 480 (13.7)

영화 90 (2.6)

만화/ 인형극 155 (11.8) 2,065 (58.7) 1,070 (61.0) 1,730 (100.0)

버라이어티쇼 170 (12.9) 50 (1.4)

퀴즈게임쇼 240 (6.8)

학습 530 (40.3) 330 (9.4) 505 (28.8)

T otal 1,315 (100.0) 3,515 (100.0) 1,755 (100.0) 1,730 (100.0)

SBS의 경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총 1,730분 전체가 만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BC는 만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61.0%, 학습 프로그램이 28.8%,

다큐멘터리가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1 채널은 주로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의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동물의 세계를 소개하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비율이 35.0%,

버라이어티쇼 12.9%, 만화 11.8%의 순이었다. KBS2 채널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 퀴

즈게임쇼 프로그램 등 다른 채널에 비해 매우 다양한 장르들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만화 장르(58.7%)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버라이어티쇼 장르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KBS1,2 채널에서

각기 편성되었던 어린이 동요경연대회 열려라 동요세상 프로그램이며, 영화로 분류

된 프로그램은 KBS2 채널의 특선한국만화 해상왕 장보고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를 확인해 본 결과, 학습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평일

오전시간대에 집중 편성되어 있으며, 드라마 프로그램은 평일 저녁시간대에, 그리고

만화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시간대, 일요일 오전시간대에 주

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1

채널이 4.4% (1,315/ 30,070분), KBS2 채널이 11.9% (3,515/ 29,585분), MBC가 5.6%

(1,755/31,635분), SBS가 5.6%(1,730/ 30,655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2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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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른 모든 채널들이 약 5% 내외의 적은 편성비율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채널 마다 편성 총

시간량이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Ⅴ- 35 참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의 편성시간대는 주로 오후시간대의 후반부나 저녁시간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35> 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드라마 150 (33.3)

코미디 590 (51.8)

영화 115 (10.1)

버라이어티쇼 305 (83.6) 435 (38.2)

토크쇼 300 (66.7) 60 (40.0)

퀴즈게임쇼 90 (60.0) 60 (16.4)

T otal 450 (100.0) 150 (100.0) 365 (100.0) 1,140 (100.0)

KBS1 채널의 경우, 강력추천 고교챔프라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66.7%)과 청

소년 드라마 학교 (33.3%)를 편성하고 있었고, KBS2는 TV캠프 우리누리라는 퀴즈

게임쇼 형식의 프로그램(40.0%)과 1 채널의 강력추천 고교챔프를 채널 변경하여 편

성하는 정도였다.

MBC는 청소년들을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가요순위 프로그램(83.6%)과 월드사이

버게임 챌린지 2000 (16.4%)을 임시편성 하고 있을 뿐이다.

SBS는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시간량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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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버라이어티쇼(38.2%) 등 오락성 짙은 프로그램의 편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미디 프로그램으로는 청춘시트콤 행진과 청춘시트콤 @골뱅이를 편성

했고,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는 고정편성된 생방송 SBS 인기가요와 HOT스페

셜을 임시편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중에 포함된 영화 프로그램은 한

국영화 체인지였다. (표 Ⅴ-35 참조)

(3) 주부 프로그램

주부 대상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 채널과 MBC는 생

활정보 프로그램(KBS1, 81.3%; MBC, 68.1%)의 편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은 드라마 프로그램(KBS1, 16.6%; MBC, 30.2%)이 높은 편이었다.

KBS2와 SBS는 토크쇼 프로그램(KBS2, 59.7%; SBS 45.9%)이 가장 높았고 드라마

프로그램(KBS2, 30.2%; SBS 21.3%)이 그 다음이었다.(표 Ⅴ-36 참조)

<표 Ⅴ- 36> 주부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대담/ 토론 480 (14.2)

드라마 480 (16.6) 720 (30.2) 720 (31.9) 720 (21.3)

버라이어티쇼 240 (10.1)

토크쇼 60 (2.1) 1,425 (59.7) 1,550 (45.9)

퀴즈게임쇼 450 (13.3)

생활정보 2,350 (81.3) 1,540 (68.1) 180 (5.3)

T otal 2,890 (100.0) 2,385 (100.0) 2,260 (100.0) 3,380 (100.0)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다른 채널들이 2-3개 유형의 프로그램만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SBS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들을 주부 대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를 분석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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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모두 평일 오전시간대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중장년 프로그램

중장년층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MBC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들은 특정 장르에 국한하여 편성하고 있는 반면, MBC는

상대적으로 여러 유형의 다양한 장르들을 중장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으로 편성하고 있었다.(표 Ⅴ- 37 참조)

편성시간대는 주로 심야시간대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담토론 프로그램과 코미디

장르는 저녁시간대에 일부 편성되고 있었고, 드라마의 경우에는 오전시간대에 편성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37> 중장년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300 (34.5)

다큐멘터리 195 (14.9) 840 (30.8) 240 (27.6)

대담/ 토론 775 (59.1) 400 (14.7)

드라마 295 (66.3) 280 (10.3)

코미디 310 (11.4)

영화 345 (12.7)

버라이어티쇼 195 (14.9) 150 (33.7) 150 (5.5)

토크쇼 90 (3.3) 330 (37.9)

스포츠 50 (1.8)

생활정보 26 (2.0)

학습 120 (9.2) 260 (9.5)

T otal 1,311 (100.0) 445 (100.0) 2,725 (100.0) 870 (100.0)

우선, KBS1 채널의 경우, 대담토론 프로그램이 전체의 59.1%를 차지하여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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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큐멘터리(14.9%), 버라이어티쇼(14.9%), 학습

(9.2%), 생활정보(2.0%)의 순이었다. KBS2 채널은 드라마(66.3%)와 버라이어티쇼

(33.7%)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편성시간량은 극히 적은 편이었

다.

MBC의 경우,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30.8%)의 편성이 가장 많았고, 대담토론(14.7%), 영화

(12.7%), 코미디(11.4%), 드라마(10.3%)의 장르가 대략 10% 정도 편성되었으며, 기타

장르들은 10% 미만으로 편성되었다.

SBS는 토크쇼(37.9%)가 가장 많았고, 뉴스(34.5%), 다큐멘터리(27.6%)의 순이었다.

이중 뉴스 장르는 SBS의 뉴스추적 프로그램이며, 주로 다루는 주제의 특성을 고

려하여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5) 노인, 농어민, 군인 프로그램

노인, 농어민, 군인 등 특수시청자 대상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채널 마

다 거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중에 포함되

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KBS1 채널이 언제나 청춘이라는 생활정보형 노인대상 프

로그램을 이른 아침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민 대상 프

로그램으로는 KBS2 채널이 저녁시간대에 고정편성하고 있는 농어촌 지금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농어민들만을 주시청대상으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농어

민들 삶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전체시청대상 프로그램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군인대상프로그램으로는 KBS1 채널이 편성하고 있는 TV내무반 신고합니다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현역 군인들이 일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주시청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오히려, 제대자들이 과거의 병영생활이나 전우

애 등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회고형 프로그램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

난다.

전반적으로, 각 채널들은 특수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

성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그나마 MBC와 SBS는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2

2) 생방송 및 재방송 프로그램의 활용

(1) 생방송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생성과정에 따라 생방송 프로그램과 녹음,녹화 프로그램의 비율이 어

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가

장 높은 채널은 MBC(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 채널이 35.6%, SBS가

27.9%, KBS2가 23.6%로 나타났다.(그림 Ⅴ-5 참조)

[그림Ⅴ- 5] 프로그램 생성과정에 따른 편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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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38 > 생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뉴스 7,610 (71.1) 2,335 (33.4) 5,245 (42.6) 2,405 (28.1)

다큐멘터리 820 (6.7)

대화토론 775 (7.2) 400 (3.2) 480 (5.6)

버라이어티쇼 260 (2.4) 240 (3.4) 305 (2.5) 330 (3.9)

토크쇼 260 (3.0)

퀴즈게임쇼 60 (.6) 280 (2.3)

스포츠 1,644 (15.4) 1,675 (24.0) 1,745 (14.2) 505 (5.9)

생활정보 2,430 (34.8) 3,175 (25.8) 4,150 (48.5)

문화예술 150 (1.2)

기타 350 (3.3) 310 (4.4) 205 (1.7) 430 (5.0)

T otal 10,699 (100.0) 6,990 (100.0) 12,325 (100.0) 8,560 (100.0)

또한, 생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채널 마다 뉴스

프로그램과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생방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스포츠 프로그램의 생중계를 제외하면 다른 장르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표 Ⅴ- 38 참조)

(2) 재방송 프로그램

각 채널 마다 재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약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중에 재방송 프로그램의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KBS2 채널이 13.4%

로 가장 많았으며, KBS1 채널은 10.5%, SBS는 7.7%. MBC는 7%로 나타났다.(그림

Ⅴ-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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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6] 재방송 프로그램 편성비

재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 채널은 다큐멘터리 프

로그램(45.3%)의 재방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드라마

(24.5%)의 재방송이 많았다. KBS2(63.9%) 채널과 MBC(46.2%), SBS (61.9%)

는 드라마의 재방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장르들은 재방

송의 비율이 대개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39 참조)

<표 Ⅴ- 39> 재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다큐멘터리 1,426 (45.3) 105 (2.7) 120 (5.4)

드라마 770 (24.5) 2,530 (63.9) 1,030 (46.2) 1,470 (61.9)

코미디 130 (3.3) 60 (2.7)

만화/ 인형극 30 (1.0) 250 (11.2)

버라이어티쇼 190 (6.0) 145 (3.7) 180 (8.1)

토크쇼 310 (9.9) 320 (8.1) 6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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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39>에서 계속

퀴즈게임쇼 180 (4.5) 60 (2.7) 100 (4.2)

스포츠 200 (6.4) 110 (2.8) 275 (12.3) 440 (18.5)

생활정보 150 (4.8) 230 (5.8) 55 (2.5) 185 (7.8)

학습 150 (3.8) 120 (5.4)

문화예술 70 (2.2)

기타 60 (1.5) 80 (3.6) 120 (5.1)

T otal 3,146 (100.0) 3,960 (100.0) 2,230 (100.0) 2,375 (100.0)

3) 프로그램 제작주체와 제작국가

(1)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해 그 비율을 고시하

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석대상 기간 중에 포함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제작주체

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1 채널은 자체제작이 81.8%,

KBS2 채널은 67.1%, MBC는 71.4%, SBS는 66.5%로 나타났다.(표 Ⅴ-40 참조)

<표 Ⅴ- 40> 프로그램 제작주체에 따른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1 KBS2 MBC SBS

자체제작 24,600 (81.8) 19,860 (67.1) 22,595 (71.4) 20,390 (66.5)

특수관계자외주제작 190 (.6) 2,690 (9.1) 2,100 (6.6) 350 (1.1)

순수외주제작 3,750 (12.5) 5,100 (17.2) 4,965 (15.7) 8,120 (26.5)

외국수입 1,530 (5.1) 1,935 (6.5) 1,975 (6.2) 1,795 (5.9)

T otal 30,070 (100.0) 29,585 (100.0) 31,635 (100.0) 30,6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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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SBS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KBS2가 17.2%,

MBC가 15.7%, KBS1이 1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관계자에 의한 외주제작의

비율은 모두 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1의 ①항에

따르자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국내에서 제

작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프로그램

의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채널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규정을 준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수입 프로그램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를 확인해 본 결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

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 프로그램

의 경우 상당수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41 참조)

<표 Ⅴ- 4 1> 외국수입 프로그램의 편성비

분(%)

채널
장르 KBS 1 KBS2 MBC SBS

미국 950 (62.1) 795 (41.1) 1,190 (60.3) 860 (47.9)

영국 40 (2.6) 280 (14.2)

일본 50 (3.3) 640 (33.1) 330 (16.7) 935 (52.1)

독일 75 (3.8)

프랑스 25 (1.3)

기타 490 (32.0) 500 (25.8) 75 (3.8)

T otal 1,530 (100.0) 1,935 (100.0) 1,975 (100.0) 1,7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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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2000년 지상파 방송의 편성 현황 분석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취해온 방송편성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상파 방송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경쟁 채널들에 비해 KBS의 상대적 우위

가 확실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이는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다소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성상의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편성상의 우월한 위치로 인해 KBS의 경우, 방송사 내적인 편

성정책과 대외적인 편성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다양한 편성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즉, KBS1 채널과 KBS2 채널간에는 방송사 내부적으

로 상호 보완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KBS1 채널의 공영적 이

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KBS2 채널을 통한 시청률 확보가 용이하도록 상호 차별적

인 편성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채널의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비율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

었다시피, KBS1 채널이 뉴스나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분야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편

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KBS2 채널은 드라마, 토크쇼, 버라이어티쇼 등의 분

야에서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일한 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 각기 차별화된 방송편

성의 목표를 가짐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은 시청자들의 선

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와 같은 상

호보완적인 편성이 대내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타 방송사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하

게 된다면 예기치 않았던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MBC와 SBS의 경우, 교양·정보적인 특성과 오락적인 특성을 동시에 추구

하되 양 방송사간에는 편성정책이나 목표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MBC는 교양과 오락적인 요소들을 두루 편성하되 교양·정보적인 특

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SBS는 교양과 오락적

요소 가운데 오락적인 내용의 편성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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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BC와 SBS가 방송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

니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SBS의 경우에는 출범초기부터 상업방송으로서의 입지를 분

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영성 확보에만 신경

을 쓰게 되는 반면, MBC의 경우에는 그 태생적 특성상 공영성 확보와 시청률 경

쟁이라는 두 가지 편성목표 가운데서 확실하게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으로 인해 기인하는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양 방송사의 이와 같은 다소 상반된 입장은 방송편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SBS는 전체 프로그램 편성비율 가운데서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편성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시청시간대 혹은 주말시청시간대

등에 오락적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주요시간대의 시청률 확보에

편성의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BC의 경우에는 다른 채널들에

비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교양·오락의 편성비율을 상당히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널들에 비해 편성상의 두드

러진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KBS1 채널의 편성이 공영적 특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KBS2 채널과 SBS의 편성이 상업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MBC의 경우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편성을 하고 있으면

서도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편성상의 상대적인 특징이나 비교우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셋째, 각 채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배열(scheduling)함에 있어서 상당히 관행화된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주중의 아침시간대에는 매거진 형식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치

·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시간대에 배치

· 어린이 드라마는 평일 저녁시간대에 주로 배치

· 어린이 만화와 다큐멘터리는 평일 오후시간대나 일요일 오전시간대에 배치

· 일일종합뉴스(main news) 프로그램은 주시청시간대에 배치

· 영화는 주말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

· 스포츠 경기의 중계는 주중 혹은 주말 오후시간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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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익숙해져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와 같은 관행들은, 시청자들의 생활시간대

를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하거나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의 고정적인

배열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고착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배열이 일주일을 주기로 되풀이 되는 동시에 하루 방송시

간을 몇 개의 시간대별로 권역화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기성과 관행적 패

턴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2000년 지상파방송의 편성현황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우선, 각 채널 공히, 특정 국가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

았으며, 영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미국의 프로그램 시장으로부

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어린이 만화의 경우에는 수입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시청자들에게 문

화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특수계층이나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방송매체의 사

회적 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층이나 장애인, 농어민 등 특수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편성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자세하게 고시하고 있는데, 영화 프로그램의 수입 관련

고시 비율을 제외한 여타의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방송법에서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4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상호간의 조화로운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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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케이블 T V편성 분석

1. 케이블TV 장르별 편성 분석

케이블 TV협회에서는 케이블TV의 장르를 크게 Entertainment, Life, Information, 그리

고 Public의 4가지로 분류한다. Entertainment에는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오락,

만화, 게임 채널이, Life에는 종교, 홈쇼핑, 여성, 생활, 취미 채널이, Information에는

뉴스, 교양, 다큐멘터리, 교육, 어린이, 정보통신, 이벤트 채널이 포함되며, Public에는

국정홍보, 교육, 외국어 채널이 포함된다.

위의 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편성표를 살펴보겠다. 편성표는 주중과 주말로 구

분되었는데, 2001년 9월 6일(목요일)편성표를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Entertainment에서 6개

채널(OCN, HBO, 드라마넷, SBS스포츠30, SBS골프, SBS축구), Life에서 3개 채널

(평화방송, CJ39쇼핑, 동아TV), Information에서 3개 채널(YTN, Q채널, 대교방송),

그리고 Public에서 1개 채널(국립영상)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비슷한 성격의

채널가운데 몇 개를 임의로 선정해도 대략적인 케이블 TV의 편성경향을 알 수 있

으리라는 추측에서이다.

1) 엔터테인먼트 장르 채널 분석

<표 Ⅵ- 1> 케이블 TV 편성표 예 - 엔테인먼트장르

장르

시간

영화, 드라마 스포츠

OCN HBO 드라마넷 SBS스포츠 SBS 골프 SBS 축구

06
40 에미피셔

이야기
00 단막극장

00 IMG스포츠
30 SBS배

당구최강자전
30 골프 숏게임

00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07 00 앤나앤드킹
00 줄리엣의

남자
30 스포츠와이드
40 2001프로야구

00 TGC골프아카데미
30 싱글로가는길

50 2002월드컵
남미예선

08
40 델마와

루이스
00 청춘의덫

40 K-리그
프로축구

00 명승부스페셜

09
30 더욱차가운

죽음
00 조각상의

비밀
00 골프아카데미
50 원포인트클리닉

10
40 댄스

스포츠대회
00 SBS미즈노배 대회

00 K리그 프로축구
20 2002월드컵

남미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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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에서 계속

11 00 플레이투더본 00 단막극장 40 2001프로야구
00 TGC골프아카데미
30 투데이리포트

12 10 패노메논 40 IMG스포츠 00 2001 LPGA 30 2001 J리그

13 10 버팔로
00 여명의

눈동자
10 바디섹션
20 고교농구

00 우먼클리닉
30 TGC골프 아카데미 30 NFL 수퍼볼

14 40 배트맨 00 모델 00 2001 SPGA

15 00 씨크릿
00 줄리엣의

남자
00 피겨스케이팅
50 2001프로야구 30 GOLF 숏게임

16 40 시월애 00 단막극장 50 경륜
00 싱글로가는길

30 PING웨어배

00 2002월드컵
남미예선

17 10 이웃사촌 20 고독한 스승 00 청춘의 덫 50 스포츠다큐
20 2001프로야구

30 명승부스페셜

18 00 바이러스
00 아카폴로

히트
30 골프아카데미 00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19 15 로스트&파운드 00 비천은원도
20 원포인트클리닉

30 2001 SPGA

00 독일

분데스리가

20
00 스투피드

가족
00 모델 50 스포츠뉴스

00 실전클리닉

30 싱글을 위한..

21
00 여명의

눈동자

00 K리그 프로축구
30 2002월드컵

남미예선

22 00 라이브
와이어

00 대통령의
연인들 00 여왕마고 00 고교농구

00 골프투데이

50 원포인트클리닉

23 50 달과꼭지 00 골프도전7기대회 30 2001 J리그

24
40 클릭온!

시네마

20 우리에게동정은

필요없다 00 아카폴로히트
00 SBS 골프 숏게임

30 2001 SPGA

01 25 키싱투나잇 00 공포의
그림자

00 경륜
30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02 30 신장개업
00 댄스

스포츠대회 30 풋볼아시아

03 00 오픈유어
아이즈

00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

30 단막극장

04 30 창

05 00 하나그리고 둘 00 여명의
눈동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화채널(OCN, HBO)를 제외6)하고 나머지 채널은

같은날 2-3회의 순환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구입비용과 수급비

6) 영화채널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순환편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케이블T V
의 순환 편성이라함은 하루24시간 내에서의 프로그램 반복편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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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맞추어 최소이윤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드라마넷의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이 동일하게 00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

청자들로 하여금 시청습관을 형성하도록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라이프 장르 채널 분석

<표 Ⅵ-2> 케이블 TV 편성의 예 - Life 장르

장르

시간

종교 홈쇼핑 여성

평화방송 CJ39쇼핑 동아 T V

06 00 패션현장 2001
30 패션T V매거진

07 00 좋은 아침 CJ39 00 2001 S/ S세계의 패션트랜드
30 패션파라다이스

08 00 살림감각 프로
감각

00 즐거운 우리집
30 명품따라 세계기행

09
00 영상기도/ 찬미의 노래
05 오늘의 강론
20 가톨릭 세계 기행

30 미인의 완성 00 굿모닝 베이비
30 20세기 여성들

10
00 가톨릭 뉴스
20 윤민구 신부의 가톨릭 교리
40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00 월드 쉐이프 업
10 2001- 2002 F/ W SFAA

11 00 열려라 영상시대
40 가톨릭 상식/ SPOT 00 Gem Art

10 패션을 알아봅시다
20 결정코디왕
50 시트콤 프랜드

12 00 T V노인대학 20 뷰티라이프
50 AMOS 헤어쇼

13
00 영상기도/ 찬미의 노래
05 오늘의 강론
20 가톨릭 세계 기행

00 피델리아 특별전 20 F/W 파리 컬렉션

14

00 가톨릭 뉴스
20 윤민구 신부의 가톨릭

교리
40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00 F/W 밀라노 컬렉션
40 F/W 새계의 패션 트랜드

15 00 열려라 영상시대
40 가톨릭 상식/ SPOT 00 패션 트랜드 몰 10 특선 여성영화

16 00 T V노인대학 10 코디&메이크업
40 동아 컬렉션

17 00 말광량이 수녀
30 가톨릭 월드 매거진

00 이다도시의
쪼르륵 목요일

10 S/ S호주 컬렉션
40 2001- 2002 F/ W SFAA

18
00 영상기도/ 찬미의 노래
05 오늘의 강론
20 가톨릭 세계 기행

10 미시를 위한 에어로빅
20 맛있는 세계여행
50 모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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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2>에서 계속

장르

시간

종교 홈쇼핑 여성

평화방송 CJ39쇼핑 동아 T V

19
00 가톨릭 뉴스
20 윤민구 신부의 가톨릭 교리
40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00 집중탐구 가전
20 패션클럽
30 시청자가 뽑은 걸작 컬렉션

20 00 T V노인대학
00 시트콤 프랜드
30 2001- 2002 FW오뜨 꾸뛰르

21

00 말광량이 수녀
30 영상기도/ 찬미의 노래
35 사랑이 피어나는곳에
45 SPOT (5분)

00 가구의 명가
00 2001- 2002 FW밀라노컬렉션
30 2001- 2002 FW뉴욕 컬렉션

22
00 가톨릭 뉴스
20 가톨릭 월드 매거진

00 세계의 왕실
30 결정 코디왕

23
00 열려라 영상 시대
40 가톨릭 상식/ SPOT

00 컴퓨터 클리닉
00 비디오 패션
30 코디&메이크업

24
00 시트콤 프랜드
30 파리 란제리 컬렉션

01 00 미인의 완성
00 패션 파라다이스
30 특선 여성영화

02 30 파리 란제리 컬렉션

03 00 빅히트 오늘
00 2001 S/ S 세계 패션트랜드
30 2001 S/ S 뉴욕컬렉션

04
00 2001 S/ S 파리컬렉션
30 2001 S/ S 밀라노 컬렉션

05
00 beautiful 패션 2001
30 월드 컬렉션

Life 장르의 경우도 순환편성을 하고 있다. 특히 평화방송의 경우는 4회 정도의

순환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정 시청자층

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편성전략으로 인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의 경우 특이할 만한 점은 매 정시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편성전략을 구

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2시간정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지루한 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채널 같은 경우는 주로 패션쇼가 편성의 주가 이루고 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인기 있는 시트콤(friends)이나 영화프로그램이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을 주제로 보

다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개발·제작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널간 경

쟁을 고려한 대응편성의 경향은 하나의 장르안에 성격이 다른 채널들을 뽑았기 때

문인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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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분석표에서 같은 종류의 방송을 분석할 때 대응편성 경향이 나타나는지 볼 것이다.

3) 인포메이션 장르 채널 분석

<표 Ⅵ- 3> 케이블 TV 편성의 예 - Information

장르
시간

뉴스 교양, 다큐 교육, 어린이

YT N Q 채널 대교방송

19

00 YT N 24
30 주요뉴스
35 YT N 초대석
55 오늘의 역사

00 휴먼 다큐멘터리 뷰파인더 00 천방지축 모험왕
30 잉글리시 펀펀

20 00 YT N 24
15 코스닥 투데이

00 아름다운 T V 얼굴
00 주니어 일본어
20 주니어 잉글리시
30 눈높이 생활영어

21 00 YT N 24
15 집중조명 00 동물 공포증

00 Let s go g ame w orld
50 특종 ! game movie

22
00 YT N 프라임 뉴스
40 YT N 스포츠 뉴스
55 날씨 정보

00 NGO 당신은 얼마나 천재인가 00 한게임배 PKO 프로리그

23
00 YT N 24
30 기상센터
35 기업리서치

00 내셔널 지오그래픽 와일드

24

00 YT N 24
30 주요뉴스
35 YT N 스포츠 뉴스
55 오늘의 역사

00 클럽 트로피카나

01
00 YT N 24
15 코스닥 투데이
55 오늘의 토픽

00 클럽 트로피카나

02

00 YT N 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YT N 초대석

00 논픽션 시네마

03

00 YT N 24
15 YT N 스포츠 뉴스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기상센터
55 오늘의 역사

00 논픽션 시네마

04 00 YT N 24
15 집중조명

00 인간극장
30 챔피언 맞대결, 동물 대 사람

05
00 YT N 24
25 위성 통역실
30 뉴스출발

00 미스테리 파일

Information장르의 경우 순환편성전략 보다는 프로그램을 다른 시간대에 중복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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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널의 경우 교양, 다큐 채널인데 오히려 KBS의 지난 프로그램 가운데 드라마

나 오락성에 가까운 프로그램들과 영화장르의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전-미취학 아동, 어린이, 주부, 오후-초등학생, 저녁-가족시

간대 라고 하는 시청자의 생활패턴(life cycle)을 고려한 편성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전에 주부 시청자층을 고려한 편성이 부족한 것과 어린이층을

고려한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교방송의 경우 어린이 교육채널

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영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세분화

된 프로그램의 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4) 퍼블릭 장르 채널 분석

<표 Ⅵ-4> 케이블 TV 편성의 예 - Public 장르

장르

시간

국정홍보

국립영상

08
00 스페셜 토크 세상을 읽자
20 서울말 평양말
30 K- TV 특강

09 20 안숙선의 소리마당
50 경쟁력만이 살길이다

10 00 생방송 e- Korea

11

12 00 다큐스페셜

13 00 CH14 문화마당
30 줌인 코리아

14 00 생방송 e- Korea

15

16 00 생방송 e- Korea

17

18
00 K- TV 국정 뉴스
20 안숙선의 소리마당
50 K- TV 신기획 사람들

19 00 K- TV 특강
50 경쟁력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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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에서 계속

20 00 생방송 e- Korea

21

22 00 생방송 e- Korea

23

24
00 K- TV 국정뉴스
20 줌인 코리아
50 서울말 평양말

01
00 비전21 과학의 세계로
20 K- TV 특강

Public장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청률경

쟁을 고려한 편성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

그램(want )보다는 시청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need)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시청률과 광고수익을 고려한 산업적 편성보다는 시청자의 교양과 계도를 위

한 규범적 편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정홍보 채널 역시 순환

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5) 장르별 채널 편성분석 결과

장르별로 분류된 채널들의 편성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편성전략이 드러나지 않는다. 즉 편성의 협의의 개념

인 프로그램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경향 없이, 단순히 시간대를 채우기 위해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특수한 채널(종교, 홈쇼핑 등)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는 주로 수입이나 기존

공중파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입장에서 볼 때 창구효과(window effect )가 있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

견을 접할 기회를 상실할 수 도 있다. 즉 상당한 시장점유율이나 시청률점유율을 가

진 공중파 방송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방송내용을 통한 여론지배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할 문제는 궁극적으로 컨텐츠의 부족문제를 들 수 있는데, 즉,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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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순환편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개국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

지만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케이블 텔레비전 업계가 불황에 시달리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컨텐츠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는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생

활패턴에 적합한 편성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교육방송의 경우도 취학전

아동과 취학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이를 학교시간에 맞춰

방영하거나 혹은 학교시간에는 성인들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보다

시청자의 요구와 수요를 예측하는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유사 채널간 편성분석

앞장에서는 각 채널의 특성을 몇 가지 장르로 범주화시켜 그에 따른 장르별 분석

을 시도하였으나, 하나의 장르에 포함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종교채널과 홈쇼

핑 채널이 라이프 장르에 함께 포함되는 등) 세밀한 편성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본 장에서는 이를 다시 세분화시켜 동종의 장르안에서도 여성, 영화, 교육 등

공급분야가 같은 유사 채널간의 편성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유사 채널간 편성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Entertainment 채널에서 OCN과 HBO,

SBS 스포츠 30과 MBC 스포츠, 그리고 m.net과 KMTV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Life 채널 가운데 여성전문채널인 동아TV와 SDN을 비교 ·분석하고,

Information 채널 가운데 어린이 교육 채널인 대교방송과 JEI스스로 방송의 채널간

편성전략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기간은 2001년 10월 11일(목요일)의 전체 편성표

를 참고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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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5> Entertainment 채널간 편성표의 예

장르

시간

영 화 스포츠 음 악

OCN HBO SBS 스포츠 MBC 스포츠 m.net KMTV

06 20 거리의 악사 00 마이티

00 IMG
아카데미 스포츠

30 SBS배 당구

최강전

00 제82회 전국

체전
00 Video Flow

07 45 목요일
30 스포츠와이드

40 프로야구
30 게리플레이어 00 What is Up Yo 00 Video Heaven

08 40 폴뉴먼의선택 40 WTA 테니스
00 메이저리그

포커스
00 Time To Rock 00 Club Live

09 20 공포택시 00 MLB
00 Good Morning

m.net
00 Show me

the M/V

10
00 아시아 스포츠

40 비치발리볼
00 비디오타임머신

00 Oldies
but Goodies

11 00 죽음의 처방

00 퍼펙트

머더,퍼펙트

타운 1부
40 프로야구

00 Happy
Together

00 탱탱 live

12
40 IMG

아카데미 스포츠

00 베이스볼

맥스

30 월드컵 축구

유럽 예선

00 스타 VJ쇼 00 스타 캡슐

13 00 여자만세
30 경찰서를

털어라

10 스포츠길라잡이

20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00 음악시

신청동 27번지
00 EVERYBODY

14 30 여자만세 30 US 여자오픈 00 댄스탐험대 00 댄스 브레이크

15 10 사이먼 세즈
40 SBS 바디 섹션

50 프로야구
00 야시클럽

00 Show me
the M/V

16 00 록키 2 40 인터뷰 50 그린스포츠경륜
30 PGA 정통

골프레슨
00 핫라인 스쿨 00 Studio 1600

17 50 프로야구
00 월드컵 축구

북중미예선

00 What is
Up Yo

00 ONTHE ROAD

18 20 분노의 폭발 30 프리머니 00 가요발전소 00 생방송 뮤직큐

19
00 제82회 전국

체전
00 팝스 파노라마 00 월드팝스

20
50 신무비

매직
10 커럽터 00 댄스탐험대 00 댄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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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5>에서 계속

시간

장르

영 화 스포츠 음 악

OCN HBO SBS 스포츠 MBC 스포츠 m .net KMT V

21 20 스포츠 뉴스

00 P GA 정통

골프레슨

30 MLB

00 스타 VJ쇼 00 스타 캡슐

22 00 약속 00 더 갱스터 00 프로야구 00 씽씽가요 00 특집 콘서트

23
45 거짓말과

거짓말 사이
00 프라임 콘서트 00 Club Live

24
20 죽음의

표적

30 월드컵 축구

북중미예선
00 씽씽가요

00 T onight

T onight

01 20 부기나이트
00 그린스포츠

경륜
00 야시클럽 00 생방송 뮤직큐

02
10 클릭 !온

시네마

00 댄스스포츠

대회

30 유럽축구

GOALS !

00 음악시 신청동

27번지

00 ON T HE

ROAD

03 00 불바람 00 뮤직 익스프레스
00

EVERYBODY

04
00 경찰서를

털어라

00 T onight

T onight

05 00 창 40 반칙왕 00 Video Flow

1) 영화채널 분석

OCN과 HBO의 편성표를 통해서 볼 때, 유료채널인 HBO의 영화가 시기적으로 최

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OCN의 경우 우리나라 영화도 편성되어 있는

반면 HBO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외화이다(최근 개봉작 두편을 제외하고). 그 이

유는 거대자본을 통한 외국의 미디어 기업이 국내 수용자에게 외화에 대한 호감도

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생활패턴(life cycle)을 고려한 편성전략이 부족한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주시청시간대인 오후에 어린이용 영화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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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채널 편성 분석

우리나라의 케이블 채널 가운데 SBS스포츠 30과 MBC 스포츠가 대표적인 스포츠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편성표를 보면, SBS스포츠 30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

상파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방송하고, MBC 스포츠 같은 경우는 주

로 외국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두 채널 모두 생방송의 편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MBC스포츠의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편성상의 특징은 MBC스포츠의 경우는 주로 인기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

이 주를 이루는 반면, SBS 스포츠 30의 경우는 경륜이나 아이스하키, 비치발리볼 등

다소 소외된 스포츠 프로그램도 편성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SBS 스포츠 30의 경우를 보면 프로야구의 녹화 프로그램이 5회나 순환편성 되어

있다. 이는 방송시간대에 비해 프로그램 컨텐츠의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BC스포츠의 경우 골프와 축구 프로그램

들이 각각 3, 4개가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골프와 축구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SBS채

널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음악채널 편성 분석

m.net과 KMTV가 대표적인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이다. m.net은 22시간 편성을

실시하고, KMTV는 24시간 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위의 편성표에서 볼 수 있듯이 m.net의 경우 한시간 단위로 프로그램이 편성되

어 있다. 그리고 2회 순환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시청습관을 형성하기 위

한 편성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KMTV의 경우도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순

환 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m.net과 KMTV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층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

에 두 채널간 실력 편성(power programming)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두 채널 모두 방송시작시간이 정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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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6> Life/Information 채널간 편성표의 예

장르

시간

여 성 교 육

동아T V SDNT V 대교방송 JEI스스로 방송

06
00 패션 현장 2001
30 패션 T V 매거진

00 돈버는 주식특강
00 Challenge T OEIC
30 일본어 뱅크 중급

07
00 2001 S/ S 세계의

패션트렌드

30 패션 파라다이스

00 세계환상 테마여행

30 머니머니 재테크

00 눈높이 생활 영어

30 천방지축 모험왕

00 BBC Kids E .Z
30 아기와 나

08 00 즐거운 우리집
20 나홀로 세계여행30

월드 패션 리뷰

00 송이야 놀자

30 개골개골 마법사

00 미래소년 코난

30 테디와 애니의 모험

09 00 굿모닝 베이비
00 F/W 서울 컬렉션

30 장재근의 파워 에어로빅

00 열려라 ! 엘모의 나라

20 소방관 샘아저씨

30 호빵맨

00 만화특급

30 이야기별 잼잼기차

10
00 월드 쉐이프 업

30 2001- 2002 F/W
남성복 컬렉션

00 패션뉴스

30 패션 1번가

00 꼬마거북 프랭클린

30 노래 실은 숫자교실

50 나비야 나비야

00 스스로 리틀영어

30 윔지는 내친구

11 10 패션을 알아봅시다
20 F/ W 동경 컬렉션

50 봄/여름 서울 패션위크
00 테마특강

00 BBC Kids E .Z
30 만화특급

12 20 GO GO 무빙헤어샵

20 전창걸의 요리쿡

조리쿡

50 순풍 산부인과

00 클래식 영상기행

30 신나는 요리

00 재능문화센터

30 일본어 뱅크 입문

13
00 스타 코디

30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20 건강가득 TV 한의원

50 가을/겨울 뉴욕 컬렉션

00 솔로몬

10 김영만의 미술나라

30 송이야 놀자

00 한글워디안 따라잡기

30 이경규의 클릭 주부넷

14

00 2001- 2002 F/W
밀라노 컬렉션

40 2001- 2002 F/W

세계의 패션트렌드

20 정미홍의 선택인터뷰
00 요리왕 비룡

30 꼬마거북 프랭클린

00 아기와 나

30 미래소년 코난

15 10 특선 여성영화
10 마마 & 베이비

30 셀프 인터뷰

00 소방관 샘아저씨

10 호빵맨

40 출동 만화특공대

00 삐에로 교수의 생각을

배우는 수학

30 Sing Sing Let is

Sing

16 40 동아 컬렉션
00 건강 TV 안방주치의

30 전창걸의 요리쿡 조리쿡

00 열려라! 엘모의 나라

20 숲속의 개구장이 토토

30 노래 실은 숫자교실

50 테디 베어

00 BBC Kids E .Z
30 Hello Baby Hi Mom

17
10 2001 S/ S 알타모다

컬렉션
00 순풍 산부인과 00 내친구 아더

30 개골개골 마법사

00 만화특급

30 테디와 애니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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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6>에서 계속

18 50 모델 아카데미

00 월드 패션 리뷰

30 가을/겨울 로마 알타

모다 컬렉션

00 검용전설 야이바

30 스피드왕 번개

00 윔지는 내친구

30 플란다스의 개

19 20 패션클럽
50 2001 F/W 오뜨꾸뛰르

컬렉션

00 천방지축 모험왕

30 잉글리시 펀펀

00 미래소년 코난

30 아기와 나

20
30 2001-2002 FW

오뜨 꾸뛰르

20 2001 가을/겨울 뉴욕 컬렉션

50 허리우드의여우들

00 Webro 일본어

20 뉴키즈 잉글리시

30 눈높이 생활 영어

00 재능문화센터

30 일본어 뱅크 입문

21
00 F/W밀라노컬렉션

30 F/W 뉴욕컬렉션

40 세계걸작 컬렉션 이것이

패션이다

00 LET S GO GAME
WORLD

50 특종! GAME
MOVIE

00 한글워디안 따라잡기

30 BBC E.Z

22 00 TV로 보는 헤어디지인 40 세계 디자이너 베스트 20 00 한게임배 PKO 프로리그
00 플란다스의 개

30 미래소년 코난

23 00 비디오 패션 30 순풍 산부인과
00 신비한 대체의학의 세계

30 이경규의 클릭 주부넷

24 30 파리 란제리 컬렉션
00 특집 란제리 스페셜

30 란제리 환타지아

00 일본어 뱅크 중급

30 Challenge TOEIC

01 00 패션 파라다이스

00 리용모드시티 란제리

수영복 컬렉션

30 2001 파리 국제 란제리
컬렉션

00 BBC Teen E.Z

30 American Business
English

02 30 파리 란제리 컬렉션

00 인띠마레 수영복, 란제리

컬렉션

30 인티바노 수영복, 란제리

컬렉션

03
00 세계의 패션트렌드

30 뉴욕 컬렉션

00 세계걸작 컬렉션 이것이
패션이다

30 2001 F/W 동경 컬렉션

04

00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30 밀라노 컬렉션

00 2001 가을/겨울 뉴욕
컬렉션

30 2001 가을/겨울 밀라노
컬렉션

05
00 Beautiful 패션 2001
30 월드 컬렉션

00 란제리 환타지아

00 American Business
English

30 BBC Teen 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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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채널의 편성 분석

여성채널의 경우 동아TV와 SDN TV가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총33개 프로그램 가운데 패션 관련프로그램이 27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81.8%를 차지한다. SDN의 경우 총40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패션쇼

프로그램이 21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52.5%를 차지한다. 두 채널이 동일하게 거의 모

든 시간대에 패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즉 동아TV와 SDN의 경우

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여성전문 채널에 맞게 여성과 관련

된 정보나 교양프로그램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채널의 편성 분석

대교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11시까지 총 15시간 방송을 하고, JEI스스로 방

송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총 19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채널

이 동일하게 순환편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편성의 특징이다.

대교방송의 경우 오전시간대에 천방지축 모험왕 , 송이야 놀자 , 호빵맨 등 미취

학 아동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정오에는 신나는 요리등과 같

이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낮시간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를 위한 만화영화나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JEI스스로 방송의 경우에도 오

전 6시에 'challenge TOEIC' , '일본어 뱅크 중급을 제외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편

성되어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생활패턴에 맞춘 편성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만화영화이다. 물론 JEI스스로 방송의 경

우 영어나 일본어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만화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교방송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주 시청자층으로 하여 프로그

램을 편성한 반면, JEI스스로 방송의 경우 challenge T OEIC' , '일본어 뱅크 중급 ,

재능문화센터 , 신비한 대체의학의 세계 , 그리고 이경규의 클릭 주부넷과 같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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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률 분석을 통한 채널 편성 연구

채널간 시청률 분석은 위에서 살펴본 유사채널간 편성전략을 토대로 시청률과 점

유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주말과 주중의 하루씩 선택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2001년 7월 11일(수)과 7월 15일(일요일)이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A.C.Nielsen Korea의 시청률 분석프로그램인 Average Rating Analysis를 통해서 얻

은 시청률 점유율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1) 영화 채널

<표 Ⅵ- 7> 2001.7.11(수) 영화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Channel
T arget 표본 모집단 케이블 HBO OCN

가구시청율 279 2,966
285 0 5

9.6
0.0＊(0)

＊＊
0.2(2)

15∼19세 65 901
10 0 0
1.1 0.0(0) 0.0(1)

20대 150 2,217
50 0 1
2.3 0.0(0) 0.0(1)

30대 190 1,907
66 0 1
3.5 0.0(0) 0.0(1)

40대 164 1,410
68 0 1
4.8 0.0(0) 0.1(2)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HBO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0이다. 즉 27만 9천명의

표본 가운데 HBO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OCN은 0.2%의

시청률와 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편성전략의 차이라기 보다는 HBO가 보

다 더 최근의 영화를 편성한다고 하지만 프리미엄 채널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OCN의 경우 영화의 방송시기는 다소 늦지만, 기본채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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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 영화채널 편성의 경우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편성

전략이라기 보다는 기본채널과 프리미엄채널 이라는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

다.

<표 Ⅵ- 8> 2001.7.15일(일) 영화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Channel
T arg et 표본 모집단 케이블 HBO OCN

가구시청율 275 2,966
365 0 10

12.3
0.0＊(0)

＊＊
0.3(3)

15- 19세 62 901
25 0 0
2.7 0.0(0) 0.0(0)

20대 150 2,217
86 0 1
3.9 0.0(0) 0.1(2)

30대 196 1,907
120 1 3
3.5 0.0(1) 0.1(2)

40대 152 1,410
104 0 1
4.8 0.0(0) 0.1(1)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일요일 편성 분석도 주중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시청률과 점유율이 조금 증

가한 상태다. 위의 <표 Ⅵ- 8>에서 보듯이 OCN의 경우 가구시청률이 0.3%, 점유율

이 3%이고, HBO의 경우는 주중과 같이 0이다. 그러나 30대 시청점유율이 1%이다.

그리고 OCN이 경우도 30대가 0.1%의 시청률과 2%의 점유율을 보인다. 30대가 영

화채널을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이다. 이는 30대가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이 가

장 활발한 계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케이블TV의 영화채널의 경우 HBO와 OCN이 각각 프리미엄과

기본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 방송사의 편성전

략이라기 보다는 채널운용 방식의 차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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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채널

<표 Ⅵ- 9> 2001.7. 11일(수) 음악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Channel
T arg et 표본 모집단 케이블 m.net KMTV

가구시청율 279 2,966
285 1 1

9.6 0.0＊(0)
＊＊ 0.0(0)

10∼14세 245 2,480
47 0 0
1.9 0.0(1) 0.0(1)

15∼19세 65 901
10 0 1
1.1 0.0(1) 0.0(3)

20대 150 2,217
50 1 0
3.5 0.0(2) 0.0(0)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편성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양대 음악채널인 m.net과 KMTV는 대응편성전략을

구사하는 채널이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고 유사한 유형의 프로

그램을 편성하는 전략을 취하는 채널이다. 주중 시청률 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다. 연령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구시청률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Ⅵ- 10> 2001. 7. 15(일) 음악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Channel
T arg et 표본 모집단 케이블 m.net KMTV

가구시청율 275 2,966
365 1 2

12.3 0.0＊(0)
＊＊ 0.1(0)

10∼14세 238 2,480
81 1 1
3.3 0.0(1) 0.0(1)

15∼19세 62 901
25 1 0
2.7 0.1(2) 0.0(0)

20대 150 2,217
86 1 0
3.9 0.0(1) 0.0(0)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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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청률은 KMTV보다 m.net의 시청률과 점유율이 높다. 특히 10대∼20대

까지 고른 시청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주말이라서 주중보다는

청소년층의 시청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케이블TV음악 채널의 경우 편성표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채널간 대응편성 전략의 결과가 시청률과 점유율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 채널

<표 Ⅵ- 11> 2001. 7. 11일(수) 교육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T arget
Channel

표본 모집단 케이블 대교 재능
EBS위성

1

가구시청율 279 2966
285 5 2 0

9.6
0.2＊(2)

＊＊
0.1(1) 0.0(0)

10∼14세 245 2480
47 3 1 0
1.9 0.1(7) 0.0(1) 0.0(0)

15∼19세 65 901
10 0 1 0
1.1 0.0(0) 0.1(6) 0.0(0)

20대 150 2217
50 1 1 0
2.3 0.0(1) 0.0(2) 0.0(0)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위의 표에서는 교육채널간의 시청률과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특히 EBS 위성1도

유사한 형태의 교육채널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때 대교방송

의 가구시청률과 점유율이 각각 0.2%,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14세의 초등

학생의 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편성표 분석에서 보았듯이 대교방송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주 시청자층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반면, 재능스스

로 방송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시청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

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EBS위성의 경우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낮게 나왔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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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2> 2001. 7. 15일(일) 교육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Target
Channel

표본 모집단 케이블 대교 재능 EBS위성1

가구시청율 279 2966
365 10 1 2

12.3 0.3＊(3)＊＊ 0.0(0) 0.1(0)

10∼14세 238 2480
81 7 0 0

3.3 0.3(8) 0.0(0) 0.0(1)

15∼19세 62 901
25 0 0 0

2.7 0.0(0) 0.0(0) 0.0(0)

20대 150 2217
86 2 1 0

3.9 0.1(2) 0.0(1) 0.0(0)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주말에도 주중과 같이 대교방송의 시청률이 0.3%, 점유율이 3%로 가장 높다. 또

한 10∼14세 어린이의 시청률이 0.3%, 점유율이 8%로 매우 높게 나왔다. 그런데 특

이할 점은 EBS위성1의 시청률 0.1%로 주중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채널의 경우 대교방송이 주중과 주말모두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

고 있으며, EBS위성의 경우는 주말보다는 주중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 따라서 재능

스스로 방송의 경우는 대교방송과 동일하게 3회 순환편성을 하지만, 시청률과 점유

율이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환을 다시 고려하거나, 주시청자층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BS위성1의 경우는 주말보다는 주중편성전략

을 새롭게 구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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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채널

<표 Ⅵ- 13> 2001. 7.11(수) 여성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T arget

Channel
표본 모집단 케이블 동아TV SDN

가구 시청률 279 2966

285 1 0

9.6 0.0＊(0)＊＊ 0.0(0)

남성 935 9630
343 1 0

3.6 0.0(0) 0.0(0)

여성 458 4809
214 0 0

4.4 0.0(0) 0.0(0)

15∼19세 65 901
10 0 0

1.1 0.0(0) 0.0(0)

20대 150 2217
50 0 0

2.3 0.0(0) 0.0(0)

30대 190 1907
66 0 0

3.5 0.0(0) 0.0(0)

40대 164 1410
68 0 0

4.8 0.0(0) 0.0(0)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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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4> 2001. 7. 15(일) 여성채널의 시청률과 점유율

T arget
Channel

표본 모집단 케이블 동아TV SDN

가구 시청률 275 2966
365 1 1

12.3
0.0＊(0)＊

＊
0.0(0)

남성 923 9630
520 1 1
5.4 0.0(0) 0.0(0)

여성 452 4809
264 0 1
5.5 0.0(0) 0.0(0)

15∼19세 62 901
25 0 1
2.7 0.0(0) 0.1(3)

20대 150 2217
86 0 0
3.9 0.0(0) 0.0(0)

30대 196 1907
120 0 0
6.3 0.0(0) 0.0(0)

40대 162 1410
104 0 0
7.4 0.0(0) 0.0(0)

·위의 표에서 모집단 및 표본의 단위는 1000명을 의미한다.

＊TVR을 나타낸 것이며 시청률을 의미한다. 단위(%)

＊＊Share로써 전체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한다. 단위(%)

여성채널의 경우 시청률과 점유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편성표 분석에

도 나타났듯이 여성채널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로 패션쇼나 과거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편성전략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주시청자층 확보에 다소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특이할 점은 SDN의 경우 주말에 다소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주시청자층인 성인 여성보다는 10대/남성의 비

율이 그나마 높다는 것이다. 이는 편성전략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시청자층의 욕구

(want )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케이블TV 일부채널의 채널간 시청률을 분석하였다. 채널간 대응 편성의

전략이 보이기는 하지만, 다소 미약한 시청률로 인해 어느 한 채널에 무게를 실을

만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영화채널의 경우 편성전략의 차이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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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시청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채널의 경우 목표시청자의 시청률보다 그 외 시청자층의 비율이 높게 나온 점

은 프로그램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각각 채널마다 채널내/채널간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편성이라는 채널의 정체성의 확보와 더 많은 주시청자층의 확보를 위해

서는 정확한 시청자 조사와 그에 알맞은 편성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방송사 입장에서 본 시청자에게 필요한 규범적 편성(need programming)전략 보

다는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산업적 편성(want programm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4. 지상파와 케이블 시청률 분석

위의 편성표 분석과 같은 날짜의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하루 시청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시청률 흐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상파와 케이블TV가 다시 이

를 토대로 편성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Ⅵ- 1]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시청률 흐름 비교(2001. 7. 11)



11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채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오전 06

시 전까지는 케이블의 시청률이 지상파 보다 높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

지 다시 지상파가 높은 시청률을 보인다. 왜냐하면 지상파는 이 시간대 주부들을 위

한 정보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편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라임타임 전까지 다시

케이블의 시청률이 지상파보다 높다. 지상파는 특별프로그램이 없는 한 낮 12정도에

방송이 종료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라임타임대에 다시 지상파의 시청률이 상승

하다가 심야시간에 또다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케이블은 심야시간이

나 낮 시간대의 편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전시간대나 프라임타임대의 편성에

강점을 강구하는 편성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 2]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시청률 흐름 비교(2001. 7. 15)

평일과는 달리 주말은 큰 흐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상파는 꾸준한 시청

률을 보이는 반면, 케이블은 오전 7시 이후에 시청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그리

고 심야시간대에도 시청률의 상승이 나타나지만, 지상파의 시청률과는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 시청률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채널재핑

(zapping)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중과 달리 휴일에는 강점과 약점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

상파에서 주말에 재방송의 편성비율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시청자들이 재방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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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분 시청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케이블은 대체로 시청층이 형성되지 않는

오전시간대나 심야시간대를 주요 편성시간대로 정하여, 그에 맞는 주시청층을 고려

한 편성전략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7) 심미선의 연구에 의하면

(2001), 위성방송을 비롯한 대안매체들이 지상파 시청인구변화추이를 통해 비교한

결과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안매체들이 프라임 타

임대보다는 비프라임 타임대를 중심으로 시청되면서 시간대별로는 지상파 방송이

방영되지 않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시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주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그러나 주말대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말의 지상파 방송은 종일방송이기에 대안매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설명하

고 있다. 즉,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 완벽한 기능적 대체나 기능적 보완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일 및 시간대별 특성에 따라 그 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 케이블 TV 편성에 대한 제언

앞의 분석을 통해 케이블 텔레비전의 편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채널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 채널을 지향하고 있는 동아 TV와 SDN TV의 경우를 살펴보자. 동

아 TV의 경우는 패션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SDN TV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52.5%의 프로그램이 오직 패

션에 관한 내용만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 많은 여성들의 관심

사라고 생각되는 요리나 기타 취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채널이라고 하는 이들 채널들에서 패션에만 국한되

어 여성의 관심사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의 제언은 과학적 편성에 대한 요구이다.

7) 여기서는 분석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서 전체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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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효과적인 편성을 짜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성

기법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 케이블 산업의 역사가 아직 짧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잠재적 시청자와 그들의 수요, 현재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와 시청요구 등에 대한 세

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여 이에 입각한 편성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의 제언은 지상파 TV와의 차별화전략이다.

지상파 방송과의 시청률과 점유율에 대한 분석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현재 케

이블 텔레비전은 지상파 방송과 보완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주말시간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케이블 텔레비전 자체가 주중과 주말에 대한

편성의 차별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즉 케이블 텔레비전

은 지상파와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

를 위해서는 앞에서 강조된 것처럼 시청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들의 시청행

태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대응 편성을 할 것인지,

보완편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편성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제언은 디지털화이다.

이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방송의 나아갈 바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 케이블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지상파와는 차별화된

보다 지역에 밀착된 부가 서비스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문화이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키워드는 전문화, 특수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지

상파 공영방송의 경우 오히려 보편적 접근을 주장하는 다양성을 전략으로 삼는 것

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지만, 보다 적은 수의 시청자층을 겨냥하고 있는 케이블 텔레

비전의 경우 전문화로 세분화된 시청자층의 요구를 개발하고, 충족시켜나가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교육채널의 경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 많은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다.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청자층을

겨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교양을 위한 다큐멘터리나 방송

대학의 종류가 아니라 취미생활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을 개발하여 이들을 위한 보다 맞춤형태의 프로그램을 내

보낸다면 케이블 채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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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는 지역화이다.

이제 곧 다가올 위성방송시대에 있어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은 위성방송과도 경쟁

해야될 것이다. 더 많은 수의 채널과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나올 위성방송과의 경쟁

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위성방송이 할 수 없는 일을 케이

블 텔레비전이 하면 된다. 즉, 케이블 텔레비전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각각의 지역에

더욱 밀착되는, 그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욱 지역화된 매체

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지역의 미디어 센터로

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의 눈과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매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케이블 텔레비전은 위성방송이 할 수 없는 차

별화된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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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의 보다 거시적인 연구로써 방송 편성의 패러다임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

면(Hellman, 1999) 방송 편성에 있어 중요한 시각은 수용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대비되는 두 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수용자를 공중(public)으로 규정하면서 메시지가 보내지고

따라서 의미가 전달되는 수신자receiver 로 보는 관점과 또 하나는 수용자를 하나의

시장(market )으로 보면서 의미전달보다는 수용자 매체에 관심을 갖는 것을 주요변인

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편성의 정책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수용자가 필요한(need) 것이 무엇이냐 (공중으로서의 수용자)라는 관점과

수용자가 원하는(want ) 것이 무엇이냐 (시장으로서의 수용자)라는 관점으로서 전자

에 관점에 따라 편성전략을 짠다면 보다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수용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성, 질, 정보와 교육, 문화적 통합 등의 이슈에 따라 편성을 계

획할 것이다. 반대로 수용자를 하나의 시장으로 파악한다면, 수용자를 위한 선택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보다 많은 가짓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두 극

점이 점차 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수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대체 혹은 보완되어가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상

업적 방송사들 또한 그들의 인기프로그램 정책만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후퇴하여 보

다 고품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방

송현황으로 눈을 돌려 이 새롭게 펼쳐지는 편성전략 경향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

려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지난 10년간 변화가 거의 없는 SBS 방송

사의 편성경향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보다 위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이다. 그 중에서도 KBS2는 공영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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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오락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BBC1과 BBC2의 경우는 서로 다른 편성이념으로 인해 BBC 서비스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이상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BC1이 보

다 다양한 연령층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국가적 이슈

와 관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 반면, BBC2의 경우는 BBC1에 대한 명

백한 대안적 방송으로 역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BBC1이 커다란 행사나 이벤트를 위

한 방송이라고 할 때, BBC2는 특별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소수를 위한 방송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BBC2는 이를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Hellman, 1999). 이

러한 노동의 분화를 통한 이중적 전략 (dual strategy)으로 기존의 상업방송과의 경

쟁속에서도 BBC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KBS의 경우

를 본다면 서로의 극단적인 편성경향이 이러한 서비스를 최대화하겠다는 이상적인

편성철학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취해온 방송편성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상파 방송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경쟁 채널들에 비해 KBS의 상대적 우위

가 확실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이는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다소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성상의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편성상의 우월한 위치로 인해 KBS의 경우, 방송사 내적인 편

성정책과 대외적인 편성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다양한 편성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즉, KBS1 채널과 KBS2 채널간에는 방송사 내부적으

로 상호 보완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KBS1 채널의 공영적 이

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KBS2 채널을 통한 시청률 확보가 용이하도록 상호 차별적

인 편성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채널의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비율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

었다시피, KBS1 채널이 뉴스나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분야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편

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KBS2 채널은 드라마, 토크쇼, 버라이어티쇼 등의 분

야에서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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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일한 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 각기 차별화된 방송편

성의 목표를 가짐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은 시청자들의 선

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와 같은 상

호보완적인 편성이 대내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타 방송사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하

게 된다면 예기치 않았던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MBC와 SBS의 경우, 교양·정보적인 특성과 오락적인 특성을 동시에 추구

하되 양 방송사간에는 편성정책이나 목표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MBC는 교양과 오락적인 요소들을 두루 편성하되 교양·정보적인 특

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SBS는 교양과 오락적

요소 가운데 오락적인 내용의 편성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MBC와 SBS가 방송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

니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SBS의 경우에는 출범초기부터 상업방송으로서의 입지를 분

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영성 확보에만 신경

을 쓰게 되는 반면, MBC의 경우에는 그 태생적 특성상 공영성 확보와 시청률 경

쟁이라는 두 가지 편성목표 가운데서 확실하게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으로 인해 기인하는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양 방송사의 이와 같은 다소 상반된 입장은 방송편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SBS는 전체 프로그램 편성비율 가운데서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편성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시청시간대 혹은 주말시청시간대

등에 오락적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주요시간대의 시청률 확보에

편성의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BC의 경우에는 다른 채널들에

비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교양·오락의 편성비율을 상당히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널들에 비해 편성상의 두드

러진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KBS1 채널의 편성이 공영적 특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KBS2 채널과 SBS의 편성이 상업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MBC의 경우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편성을 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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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편성상의 상대적인 특징이나 비교우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셋째, 각 채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배열(scheduling)함에 있어서 상당히 관행화된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주중의 아침시간대에는 매거진 형식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치

·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시간대에 배치

· 어린이 드라마는 평일 저녁시간대에 주로 배치

· 어린이 만화와 다큐멘터리는 평일 오후시간대나 일요일 오전시간대에 배치

· 일일종합뉴스(main news) 프로그램은 주시청시간대에 배치

· 영화는 주말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

· 스포츠 경기의 중계는 주중 혹은 주말 오후시간대에 배치

이미 익숙해져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와 같은 관행들은, 시청자들의 생활시간대

를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하거나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의 고정적인

배열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고착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배열이 일주일을 주기로 되풀이 되는 동시에 하루 방송시

간을 몇 개의 시간대별로 권역화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기성과 관행적 패

턴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2000년 지상파방송의 편성현황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 우선, 각 채널 공히, 특정 국가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영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미국의 프로그램 시장으로

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어린이 만화의 경우에는 수입 프로그

램의 대부분이 일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시청자들

에게 문화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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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상파방송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특수계층이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방

송매체의 사회적 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층이나 장애인, 농어민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편성이 늘어나야 할 것으

로 보인다.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해서는 방송

법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자세하게 고시하고 있는데, 영화 프로그램의 수입 관

련 고시 비율을 제외한 여타의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방송법에서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상호간의 조화로운 편성이 이루어지

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편성경향을 연구하면서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우

는 방송사들의 편성상황이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혹은 지난 10년동안의 많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강조되어 왔던 만큼의 공영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뚜렷한 증

거들을 단지 편성의 경향 한가지 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와 연관된

정책상의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는 편성에 관련된 법규의 허술함이다.

현행의 방송법은 편성에 관한 법규를 정해놓고 있지만(방송법 50조 등)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 하나의 예가 앞에서 지적된 방송사업자별 편

성의무비율이고, 또 하나는 편성비율을 준수하는데 있어 전체 방송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 시청시간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하여 각 방송사별로 주시청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시청자들이

보기 어려운 자정을 넘긴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등에 교양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편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시청시간대는 모든 가족시청시간대와도 맞물리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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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도 편성의 규정이 있는 것이 유용할 듯 하다. 마지막으로

는 현행 규정으로 나와있는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에 관한 점이다. 각각

의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최근 방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크로스

장르의 현상을 담아내기에는 기존의 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방송사에서는 교양 혹은 보도 프로그램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위원회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분류되는 점

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반응하는 방송법의 발빠른 대

응도 필요하겠지만, 편성에 관한 법률이 방송사마다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고, 개념의 경직성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편성연구가 대부분 지상파 방송에 한정되어 있는 점과는 달리 본 보고서

에서는 부족하나마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케이블 TV의 편성

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케이블 TV는 이제 개국 6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경제

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 SO로의 전환

으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었으나(2001. 11. 현재 320만) 이제 곧 시작

되는 위성방송과의 힘겨운 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

이나 질 높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급이라는 케이블 TV의 본연의 임무는 힘겹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된 케이블 텔레비전의 편성현황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프로그램의 부족에서 오는 지나친 순환편성, 소비자를 과학적으로 분

석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채널의 정체성 문제와 그에 따른 편성 프로그램

의 문제, 같은 맥락에서의 채널의 전문화 문제와 케이블 TV의 살 길인 지역화의 문

제 등 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성방송과의 경쟁은

사면초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현상도 눈에 띄는데, 시청률

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주중의 지상파와의 보완관계형성이 그것이다. 즉, 아직까지는

지상파와의 완전한 대체는 이루지 못했다할 지라도 지상파가 방영되지 않는 시간을

집중 공략하여 이 시간에 끌어들인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지상파가 방영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잡아둘 수 있는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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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청점유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심미선, 2001). 케

이블 텔레비전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공략하는 편성전략을

세움으로써 지상파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을 기대해본다. 기존의 많은 마케팅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에 의하면 프로그램 선택

의 결정요인은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케쥴(scheduling), 즉 시청대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한 시간에 그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스케쥴에 의해 결

정된다는 점(Webster & Wakshlag, 1983)을 상기하면 그리 먼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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