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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본문은 세기의 교차시기에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이 왜 일어났으 

며， 구조조정의 주요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 구조조정의 특정을 분석하고， 이와 관런 

된 운제에 대해 토롤해보았다 

| 서론 

65 

20세기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 방송의 개혁은 경제영역의 시장화 이행 

을 그 배경으로 하였다. 20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텔레비전 가시청 범위가 협 

소하고 채널과 프로그램이 결핍하는 등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났다. 2000 

년말까지 전국의 텔레비전 가시청 범위는 이미 국토의 93.65%를 커버했으며 

텔레비전 시청인구는 12억에 접근했다. 매일 1 ，206개 채널의 프로그램이 방송 

되었고， 매주 평균 벙송시간이 83 ，373시간이었다.1) 뿐만 아니라， 중국 텔레비 

전산업은 개혁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서 생존했던 상황에서 벗 

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광고경영음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화 생존의 길 

을 걷게 되었다. 또한 순이데올로기 매체로부터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경 

영형 매체로의 이행을 초보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1) ~ '-1'탱11품播떠視年짧~(2001 년)， p.447, 448, ~ltET많챔평院出 j껴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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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뚱국 텔레비전산업의 이 몇 년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혁 초기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 또는 단기 이익을 꾀하여 야기된 부작용， 그리고 방 

송개혁의 초기에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섬스럽게 피했던 일부 모순들 

이 부단히 싸여 끝내는 회피할 수 없는 난제로 되어 언론인틀 앞에 놓여졌다. 

또한 WTO에 가입하여 시장개방의 압력에 부닥쳤기 때문에 모순이 더 첨예해 

졌으며 그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것은 바로 텔레비전산업의 구조문제였다. 오 

랜 시간 동안， 중국 렐레비전엽계는 개혁의 초점을 줄곧 미시적인 부분에 맞 

추었다. 예륜들면， 광고경영제도， 인사관리제도， 상벌제도， 수입분배제도， 프 

로듀서 책임제， 비용핵산제도， 프로그램 시청률 평가제도 등에서 적지 않뜬 

노력을 들였으며 엘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장 점유 

율을 높여 광고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방송국에서는 프로개편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조치틀은 단기간 내에 시청률을 높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았 

지만 텔레비전산업의 거시적 구조의 폐단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미시영역 

의 개혁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다. 

1999년 11윌 15일 중국과 미국은 관세무역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 

것은 중국이 WTO에 곧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방송업계의 개학을 포함 

한 중국의 개혁은 국제화 배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다. 중국방송국 

의 규모가 작고， 분포가 불합리하고， 경쟁력이 약한 상황을 개변하여 자신의 

실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개혁의 관건으로 되 

었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방송업계의 미래 발전문제에 관하여 

82호 문건， 284호 문건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그 핵심 

내용은 : 하드와 소프트를 분리한다(즉， 유선망과 유선방송국을 분리한다); 텔 

레비전， 라디오와 영화를 삼위일체로， 유선방송， 지상파 방송과 교육방송을 통 

합한다; 방송국의 4급 체제를 폐기하며， 성(1낄l 지(地)， 현(縣) 행정구역의 급 

에 따라 방송국의 3급 체제를 실행한다; 전파매체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방송 

그룹을 창립하고， 교차경영을 허용하여 텔레비전방송국은 신문잡지를 겸영할 

수 있으며， 신문그룹은 방송업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등등이다. 

전술한 정부문건과 담화는 텔레비전업계 내외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 

학자들은 82호 문건은 방송엽계 고위층의 의지를 대표하는， 방송업계의 현재 

의 경영구조를 변화시킬 수 았는， 강령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건2)이라고 

하였으며， 284호 문컨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신 세기에서의 중국 텔레비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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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서광을 보였다3)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건으로 보았을 때 인쇄매체와 

전파매체 사이에 장기간 놓여 았던 장벽(楚河漢界)이 곧 타파될 것이라는 의 

미로 해석되었으며， 방송매체는 더욱더 엄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틀과 업계의 전문 인사들은 방송개헥을 둘러싸고 토론을 전개 

했으며， 정부의 개혁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개혁논리에 호흡이 맞는 제작 

과 방송의 분리는 여러 모로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다. 이때부터 텔레비전엽계 

의 구조조정의 문제는 정식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본문이 말하는 텔레비전산업의 구조라는 것은 텔레비전산업의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제작， 송출 등 기구의 총체구성 및 그 상호관계를 가리킨다. 본문은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전통구조의 형성 배경과 그 폐단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적 조정의 내용과 특정을 분석하며 중국 방송의 현질적 

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한다. 

11 중국 텔레비전산업으| 구조특징 및 그 폐단 

중국 텔레비전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독특한 구조를 형성했다. 그 주요특징 

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급 방송체제(즉， ‘중앙， 성， 지역도시， 현’의 

4개의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방송국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의 피라 

미드식 구조， 두 번째는 유선의 so와 방송국이 합치되는 臺網合←→， 세 번째는 

제작과 송출이 합치되는 制播合一이다. 

1. 4급 방송체제와 피라미드식 구조 

1958년， 중국의 첫 텔레비전빙송국 북경텔레비전방송국(중앙텔레비전방송국 

의 전신)이 방송을 시작했다. 그 후 20년 동안， 중국텔레비전방송은 계획경제 

의 토양 속에서 성장해왔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해서 생존했으며， 자 

금이 모자라고 가시청 범위가 협소하며 효율성 저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2) 黃升民， f*1ì1絡f!ilc mlî 織i'I'J雙빠t샘合』， 『탬代傳」짧~ 2000년 1 기 

3) 훈風~迎칩9=11~xl띈깨빠}윈制的댄大變 I[닙~現代{번}싫~， 2001년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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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넓은 중국 땅에서 텔레비전방송국은 10개 

도 안 되었고， 유선방송은 하나도 없었다. 텔레비전방송의 발전은 선진국보다 

훨씬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의 현대화 발전의 수요에도 적응헬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 초기， 모든 산업분야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했지만 국 

가의 재력은 이 모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해줄 수 없는 사정이었다. 따라서 텔 

레비전방송의 발전에 대해서도 마음은 있으나 봄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1983년 3월 제 11차 전국 라디오텔레비전공장회의에서는 4급 방송체제， 4급이 

함께 가시청 지역을 넓힐 것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중앙， 성， 지역도시， 현 4 

급이 모두 텔레비전방송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과거의 중앙은 톤이 없고， 

지방은 권리가 없어 서로 한탄하는 국면을 변화시키고， 각급 정부의 적극성끌 

불러일으켜 텔레비전방송국을 세우는 데 투자하도록 했다. 그 결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의 텔레비전방송국 숫자는 10개가 안 되던 데로부터 1987년 

의 3667B4)로 급성장하여 30여 배나 늘어났으며， 90년대 중기의 최고봉 시기에 

는 3，000여 개에 달했다. 그야말로 지상파 방송국이 1 ，000여 개， 유선방송국이 

1 ，000여 개， 교육방송국이 1 ，000여 개 였다. 

4급 방송체제의 피라미드식의 구조특징은 확립되었다. 이는 층과 급에 따라 

형성한 층급식(層級式) 구조로서 횡적인 연계보다는 상하 구조로 되어 있다는 

데서 네트워크식의 구조가 아니었다. 탑 꼭대기에 위치한 것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인 α=TV였으며 그 아래는 차례로 성급 텔레비전방송국， 지역시급 텔레 

비전방송국과 현급 텔레비전방송국이었으며， 지역시급과 현급의 텔레비전방송 

국은 총수의 80%를 차지하여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기반이 되었다. 각 텔레 

비전방송국 사이에는 예속관계나 부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급 당위원 

회와 행정부문의 지도 하에 있어 각급 정부와 각급 텔레비전방송국은 일일 

대응의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구조의 형성은 역시적 필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80 

년대 초기 텔레비전방송은 주로 지상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전송되었고， 

그때는 위성도 광케이븐도 없었다. 따라서 텔레비전 가시청 지역을 넓히고 당 

과 정부의 정책과 지시를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려면， 특히 산간벽지의 농촌지 

역까지 방송을 시청하게 하려면 지방정부의 투자와 관리에 의존해야 했다. 그 

4) ~디]꽤많짧띈祝年짧~(1988년)， p. 572, ~t~?; Ii펴챔j횡땀; L/:', I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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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해당지역 시청자들의 정보수요， 오락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해당지역의 텔 

레비전 방송기구가 그 지역의 문화전통이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그 지역에 

맞는 선전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했다. 즉， 효과적인 선전활동， 방송활 

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계획경제는 여전히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 

부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 

기에 오직 정부만이 각종 사회자원을 지배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권력과 능력 

을 가지고 있었다. 거의 모든 기업과 기구는 정부가 주최했기 때문에 각급 정 

부가 텔레비전방송국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4급 방송체제 효과 

도 뚜렷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중국텔레비전방 

송의 시 청 인구는 20%나 늘어 79.4%에 달했다 5) 

그라나 4급 방송체제의 폐단 역시 선명했다. 첫 번째， 이런 피라미드식 구 

조는 당과 정부의 목소리가 각급 텔레비전방송국을 통해 아래로 전달되는 것 

을 보장했다. CCTV의 新聞聯播이 바로 행정명령의 방식으로 전국 각 방송국 

에서 의무적인 중계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각급 

텔레비전방송국의 가시청 지역이 중복되는가 하면， 상급의 행정지령에 따라 

방송국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의 횡적인 연계와 협조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 

라서 방송국 사이의 자원과 정보 상호호f유는 매우 적였다. 중앙텔레비전방송 

국， 성급 텔레비전방송국과 일부 경제발달 지역의 도시텔레비전방송국의 운영 

이 비교적 규범화된 외에 대다수의 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그램 자체 제작능 

력은 약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없어 좋은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질은 저하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복제와 판권관련 문제가 

끊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자원의 낭비가 심했다. 각급 정부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후섣과 창구로서 모든 텔레비전방송국이 전부 종합채널의 방식으로 경영되었 

으며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따라서 방송국은 

자기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바슷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복투자， 중복 

건설의 문제로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유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각 텔 

레비전방송국이 같은 시간에 같은 드라마(또는 프로그램)를 방송하는 현상도 

5) 劉탤嗚 외， ~1997年全당1電視觀댔뻐樣쾌환상찌T해수튜 Jj， 경뿜明 ， tJHi~깜 펀 ~ rl-r國펀JlíJ[觀댔現 

HJ\댐告~， p. 10, irU→會자평文밤，'l! frL2 nít, 199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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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했다. 주파수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력과 물 

력의 거대한 낭비를 조성했으며 시청자들도 불만이 많았다. 모든 텔레비전방 

송국은 규모를 막론하고 크고 완비된 또는 작고 완비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 

에 비싸고 완비된 방송시설은 구바했지만 그 중의 적지 않은 부분은 쓰지 않 

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물질자원의 큰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없다. 

세 번째로는， 각 텔레비전방송국이 행정적으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에 예 

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산업분야와 행정구역으로 나누되， 행정구역을 

중섬으로(條塊分뺨， 以塊댐主) 하는 모델이었다. 이 모텔은 방송국으로 하여금 

인사권， 재정권변에서 지방정부에 의지하게 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또한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지방방송국은 지방보호 의식과 직 

속 행정부문꾀 지령에만 의거하는 잘못된 풍토에 물들이게 하였다. 지방 텔레 

비전방송국은 해당지역 또는 그 지역 각 산업분야의 상황을 보도하는 것보다 

는 해당지역 혹은 자기 분야의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을 TV 스타로 만드는 데 

더 정력을 쏟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영난이나 적자가 생겨도 당과 정부의 

지도지-가 정부문건에 사인만 해주면 재정지원과 은행대부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재정 또는 부문재정의 거매한 부담이 되었다 일부 행정구 

역， 부문， 기업들의 재력이 어떠한지， 제작수준이 어떠한지， 시청상황과 광고 

자원이 어떠한지를 막론하고 모두 텔레비전방송국을 만들었다. 많은 방송국은 

제한된 프로그램과 광고자원을 서로 쟁탈했으며， 법적 규제도 부재했기 때문 

에 프로그램 방송의 질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시장과 광고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모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산업분야와 행정구역으로 나누되， 행정구역 

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은 관리권한을 분산시켰으며 정부측의 행정명령이 각 

전문영역을 과도로 간섭했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 

었다. 또한 뚱국 방송업계의 최고 관리부문의 하향식 통제능력이 점점 약해점 

에 따라 명렁이 있어도 설행하지 않고， 금지하라고 해도 계속하고 있으며， 경 

쟁이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는 상황을 낳게 했다. 

2. 臺網合--

중국 텔레바전방송의 두 번째 구조특정은 臺網合 , 즉 유선텔레비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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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편으로 텔레비전방송국을 세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 

선 방송망을 소유하고 경영관리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프트(프로 

그램)와 하드(네트워크)가 합치된 것을 말한다. 중국 도시와 각 지역의 유선텔 

레비전 방송망의 대규모 건설은 80년대 중후기부터 시작되었다. 초기는 주로 

시청지역의 협소， 난시청 문제， 채널부족 무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며 네트워크의 경영까지 겸한 실체， 즉 유선 

텔레비전방송국으로 변해 갔다. 90년대 중후기 위성과 유선의 결합이 중국 텔 

레비전 방송의 주요방식으로 됨에 따라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의 지위는 강화된 

한편 그 폐단도 나날이 션명해졌다.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소중한 네트워크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하는 자 

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념 하에 경영해왔다. 사실 

상， 상당부분의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부문과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지방네트워크 경영을 독점하고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통로를 통제 

하고 시청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취향에 따라 어떤 채널을 

자기네의 네트워크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를 결정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이익 

을 획득하는 자본으로 삼았다. 일부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다른 네트워크 채 

널의 프로그램에 틀어가는 광고를 염의로 삭제하여 자기의 광고를 넣기도 했 

다. 뿐만 아니라， 투자는 많고 수익은 적었기 때문에 유선망의 정상적인 운영 

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영역을 침범하여 한편으로 시청 

료를 받고 한편으로 광고를 방송하여 무선렐레비전방송국과 시청자들을 서로 

빼앗기도 했다. 서안지구의 모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이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 

마를 방송할 때 한 시간도 안 되는 프로그램시간에 약 20분이나 되는 광고를 

넣어 시청자가 법정에 기소하기도 했다. 일부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은 프로그램 

제작능력이 떨어지며， 특히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능력이 없어 질이 낮은 오락 

프로로 시청자들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그들은 방송프로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급적인 내용까지 방송하기도 했다. 

현대 텔레비전산업의 발전 추세를 보면， 유선텔레비전 네트워크망은 상대적 

으로 독립적인 경제실체로서 분리되어야 하며 시장화를 통한 시장의 힘으로 

네트워크의 아프그레이드와 확장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유선텔레비전 

이 행정적으로 어느 급의 텔레비전방송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가 

치는 텔레비전방송국의 찜뽕식 제작， 송출의 구조 속에서 분리되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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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간을 넓히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윤의 잠재력도 발굴하지 못했다. 전반 

적으로 보만 유선 네트워크의 경영은 분산되었으며 제후가 할거하는 국면으 

로 나타났으며 규모를 이룰 수 없었고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건전한 텔레비전 

시장의 육성과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의 우화(優化)에도 불리하다. 

3. 制播合-

‘제작과 송출이 하나(制播合一)’라는 것은 텔레비전방송국이 제작도 하고， 송 

출도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 텔레비전방송의 일관된 구조방식이 

며 운영방식이었다. 텔레비전방송이 처음 발전하기 시작한 계획경제시대에는 

프로그램의 양이 적고 방송시간이 짧고 시청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텔레 

비전방송국만 제작능력이 있는 것은 관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때 이런 방식은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산업이 시장화 

로 이행한 후 방송시간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난 후 이런 방식 

의 결함은 남김없애 드러났다 

델레비전방송국이 제작과 송출을 다 맡는 것은 전형적인 자급자족의 소농 

경제의 방식으로서 경쟁이 결여되고 효율성 저하의 폐단이 존재한다. 텔레비 

전방송국이 제작기구이면서 송출기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공급소스가- 제 

한적이고， 방송기구가 방대해지면서 해야 할 일에 비해서 직원수가 너무 많으 

며 낭비가 엄중했다. 

한편으로 프로그램의 선택폭이 좁고 내부 인간관계의 체면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방송국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좋건 나쁘건 모두 방송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절을 보장하기가 어려웠으며，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은 

항상 제작비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 대량의 인력과 불력， 재력이 원인도 없이 

소모해 버리곤 했다. 다른 한 편으로 다양한 프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송국 

에서는 제작， 송출， 및 노동직 직원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러나 국가의 쇠 밥 

그릇의 비호 아래서， 적지 않은 직원들의 책임감， 창조력은 날이 갈수록 위축 

되었으며 방송국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텔레비전산업의 전체 구조를 놓고 말할 때 제작과 송출이 하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프로제작상의 생존공간을 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프로 교역시장의 발육과 성장도 저해했고 텔레비전산업의 양성순환에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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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텔레비전방송국이 제작도 하고 송출도 하는 것은 두 손으로 모두 잡지 

만 두 손 모두 강력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 텔레비전산업이 발달한 나라의 경 

험을 보면 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프로그램의 출현은 그 뒤의 많은 제작사의 

지지와는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그램 수요가 있어 

야만 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전문적인 제작사 

가 없고， 충분히 발육된 프로그램 제작시장이 없거나 또는 프로그램 제작시장 

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는 환경이 없으면 양호한 프로그램 선택공간도 있을 

수 없고 방송국은 알뜰한 주부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하는 경지에 빠질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텔레비전산업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연합체 성격의 발 

행기구가 없었다. 프로그램이 대부분 방송국 내부에서 소화되거나 흡수되기 

때문에 대량의 프로그램은 합리적으로 유통되거나 이용될 수 없었다. 한편으 

로 방송국은 프로그램이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 거액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 

그램의 유통경로가 모자라서 늘 한 번만 방송된 후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종의 특수상품이지 일회용 소비품이 아니다. 프로연합 

체의 발행기구가 없기에 생산과 방송 사이에 유통의 연결고리가 없어 전체 

텔레비전산엽의 운영이 윤활할 수 없다. 프로그램이 프로연합체를 통해 2차， 3 

차， 여러 차례 방송되는 가운데서 사용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면 사회 

재부의 거대한 낭비만 자아낸다. 

11 1. 현재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의 내용과 현황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의 목적은 현재의 텔레비전산업의 큰 시장， 

큰 자본， 그룹화의 발전추세에 적응하는 것이다. 과거의 분산경영의 효율 저 

하， 자원 낭비， 관리가 혼란한 국면을 변화시키고 규모 시너지를 강조하고 효 

율을 높여서 글로별 경쟁시대에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텔레비 

전산업의 구조조정도 대체로 이 목적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주요내용은 4급 

방송체제의 종결; 졸網分營; 여러 방송국이 합병하여 전파매체 그룹을 설립하 

고; 제작과 송출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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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급 방송체제의 종결 

일찍 90년대 중기에 국가 광전총국(그때의 명칭은 광전부)은 새로운 지방 

텔레비전방송국의 허가를 정지했으며 일부 규모가 작고 경영이 부섣한 작은 

방송국에 대해 정돈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4급 방송체제를 결속짓기 시작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1997년 중국 지상파 방송국은 923개였는데 1998년에는 

347개밖에 남지 않았다. 일년이란 시간 내에 5767B나 줄인 것이다.6) 이번 구 

조조정은 4급 방송체제를 결속짓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기반하여 진일보 

로 기구를 뚱이고 대량으로 존재하는 소규모 지방 방송국을 통합하고 빙-송체 

제를 성급， 지구(시)급과 현급 3급으로 나누며 중앙과 성급(성도와 계획단열시 

를 포함) 텔레비전방송국을 골간으로 하는 구조를 건립하며 기타 지방 텔레비 

전방송국은 이런 큰 방송국의 지방중계만 한다(부속 방송국 혹은 직속 방송국 

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예전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럭비공식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라한 개혁방향은 미국 등 텔레비전방송이 발달한 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미국과 같은 땅이 넓고， 경제가 발달하고， 텔레비 

전 소비능력이 큰 나라에서 전국적인 무선텔레비전기구는 ABC, CBS, NBC와 

FOX 이 네 개밖에 없으며 각 지방 방송국은 대부분은 이 네 개 방송국의 부 

속 방송국 혹은 직속 방송국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4급 방송국 체제구조가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처럼 이것을 결속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광전총국의 조치는 

분산되고 혼란한 국면을 바로잡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뜻이 있다. 또한 텔레비 

전산업의 발전규율을 볼 때 이것은 또한 매체통합의 발전추세에 부합되는 것 

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 텔레비전방송국은 각급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것이고 또 대부분은 십 몇 년의 경영을 거쳤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설에서나 

인원의 배치에서나 모두 적지 않게 투자했기 때문에 일단 합병되면 몇 년 동 

안의 심혈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 재편 후에도 지방정보의 전달을 위해 방 

송시간을 남겨둘 수 있지만 지방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지붕 밑에서 

밥을 얻어먹는 듯한 느낌이 안 들 수 없고， 방송에 등장하는 것도 예전처럼 

6) ~ rt' 國廣}찌EE때年범숲 ~(1998년)， clt낀廣짧學It"'G出 J1:& 11바， 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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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게 되어， 섬리적 평형을 이룰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예전의 방대 

한 제작， 방송 인원들은 설업의 곤경에 빠지게 되고， 새롭게 재편한 지방 텔 

레비전 방송기관이 일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7) 따라서，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4급 방송국체제를 결속 지은 후 

에 지방 방송국의 개혁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설행조치 

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한마디로 구조재편은 아직 선명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2. 臺網分營

↑꿇網分營은 전송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망관리 부문이 프로그램올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는 텔레비전방송국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 네 

트워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독립된 설체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휠網分營은 일치한 동의를 받은 개혁 내용이었으며 또한 필요한 전업 분공 

이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위주로 하는 네트워크 망관랴 부문과 프로그램 

제작방송부문은 원래부터 다른 것이었다 첫째 전자는 이데올로기 색채가 얄 

았고， 후자는 이데올로기의 선전， 지도 색채가 농후하다. 둘째는 현재 네트워 

크 통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에 유선네트워크는 거대한 가치 잠재력과 상 

업기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의 방송국과 유선네트워크가 합지되어 네트워 

크와 프로그램이 혼합 경영된 것은 한편으로 유선네트워크의 유지는 프로그 

램의 광고수입에서 한몫을 떼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자원의 분산으로 인해 

유선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외에 통신네트워크를 포함한 다른 기능 

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 셋째는 각지의 유선네트워크는 각급 정부에 예속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경영했고 서로 연통하지 못하고 규모를 이루지 

못했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근 20년 동안 각성， 시의 유선텔레비전부문은 지속적으로 지방의 돈으로 투 

자하여 지방유선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2001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8，000만의 유선가입자가 있었고 통신부문의 2，200만 인터넷 사용자보다 3배로 

많다.8) 또한 이 수치는 매년 500만이라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 총 

7) 徐빼洲， wll'l~ìl 'E[L !11ι改꾀的問분영及對쩌』， 『;때f~~떻챔~ 2000년 4기. 

8) 훨쩌林， %켰뻐 『좋網分離大幕拉開』， 『精品~해物指F띄 j 2001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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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이미 미국을 초과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선가입자를 보 

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000억 웬에 달한다고 한다. 만일 100억 웬을 추가 

로 투자하여 각 지역 도시들 사이의 케이블을 잇는다면 현재의 유선네트워크 

가치를 5，000억 웬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한다.9) 전국을 관통하고 선진적 인 기 

술을 보유한 유선네트워크는 독립적인 경제설체로서 그 규모우세는 누구도 

비할 수 없으며， 만일 프로그램 전송을 잘하는 동시에 VOD, 원격교육， 원격의 

료 진찰， 인터넷접속， e-commerce 등 통신 부가가치 업무를 추가한다면 그 수 

익성은 굉장한 것이다. 

현재， 臺網分營 후의 각 네트워크 회사들은 새로운 간판을 걸어 영업을 따 

로 하고 있는데 후베익광전정보네트워크주식유한회사， 지린광전네트워크유한 

책임회사， 산씨광전네트워크회사， 네멍구광전정보네트워크회사 등은 이미 생 

립되었다. 이런 네트워크회사의 취지는 전 성 범위 내의 유선네트워크에 대해 

정돈하고 짝장하며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통일적으로 건설하며，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아래로는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각 도시와 

현의 방송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위로는 국가의 방송 광케이블과 이어서 첸 

국의 네트워크망 연통을 실현하고， 자산의 개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네트워 

크자원을 개발하고， 정보， 오락， 교육， 의료， 통신과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의 소비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2001년 12월， 오래 전부터 계획한 국 

가급 네트워크회사중광전송네트워크유한책임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것은 정부기획이 문건에서부터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빙-대한 자 

원을 통합한 후 중광전송망은 통신네트워크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될 것이 

며 또한 중국 네트워크 전송엽의 구조를 개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정책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정책상 방송과 통 

신의 교차룹 금지하기 때문에 급속히 발전하는 통신산업을 보면서 방송은 자 

기의 몫을 냐누어 가질 수 없으며， 금으로 만든 밥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먹을 

밥이 없는 상황이다 즉， 방송네트워크의 반 이상의 자원은 장기간 방치된 상 

태이다 

9) 莫童<加入世賢意味什?> p.191 , 中國城머出版파L 1999년 l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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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방송국을 합병하여 전파매체 그룹을 설립한다 

즉， 각급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 유선 방송국과 무선 방송국이 

합병하여 이에 기반한 대형전파매체 그룹을 설립한다. 

여러 방송국을 합병해서 전파그룹을 세우는 것은 현재의 텔레비전산업의 

대시장， 대자본， 그룹화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대한 대책적인 반응이며， 중국 

이 WTO에 가입한 후 직면하게 될 외국 매체들의 도전에 대한 일종의 대책적 

인 반응이다. 동시에 이것은 臺網分營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텔레비전 방송은 소형화， 분산화의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가 

장 실력 있는 CCTV도 매년 수입이 가장 높아 10억 달러를 넘지 않았고， 그 

보다 좀 낮은 텔레비전방송국도 I 억 달러 좌우에서 맴돌고 있다，1 0) CCTV가 

중국에서는 1위이지만 세계 텔레비전방송국 중에서는 50등 밖에 놓인다. 타임 

워너만 해도 1999년도의 수입은 132억이나 달했는데 이것은 중국 전체의 텔 

레비전방송국의 총수입의 7배다，1 1 ) 미국의 온라인 타임워너， 디즈니와 같은 

초대형의 미디어업체와 비하면 중국의 텔레비전방송국은 너무 빈약하여 국제 

경쟁에 참여할 힘도 없다. 아직 중국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아직도 봉쇄된 정책의 보호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남방의 광동지역에 

서는 Phoenix s때 TV, Sun st따 TV, CETV 등 외국방송 채널들이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 유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들어왔으며， 외국의 강력한 매체들이 밀 

불처럼 틀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그룹화로부터 시작해서 제한된 

자원을 통합하여 중국매체라는 큰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 

람들의 공통한 인식으로 되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라디오 방송국과 유선 • 무선텔레비전방송국이 합병된 

후 이들은 한집안 식구로 되어 한 성(또는 도시) 범위 내에서 생산자원의 통 

일배치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종합성 채널을 보존하는 외에 과거의 크고 작 

은 종합채널은 전문채널로 바꾸는 데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의 각종 시청요구 

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범람했던 악성경쟁도 사 

라절 수 있다. 그 외에 유선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은 원래부 

터 무선텔레비전방송국보다 열세에 처했기 때문에 방송국과 유선네트워크가 

10) 많례東""볕組中國電視~， www.csm.com.cn. 2001년 12윌 12일. 
11) 숲風~파接다」國띈!lr\~짧制的偉大變펴』， r現f\{'병播~ 2001년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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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후 자립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며 무선텔레비전방송국과 합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라디오라는 약세 매체를 전파집단에 묶어 넣어 전 

파자원과 각종 인력 • 물력자원에 대해 자원공유를 실현하고， 관리기구와 관리 

절차를 줄이는 것도 전파매체의 그룹을 설립하는 데 자연스러운 의제로 되았 

다. 그러나 각 지방의 텔레비전방송국의 실제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합 

병과 새로운 조합은 모두 부문이익과 개인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단번에 성공 

하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무석광전집단이 성립된 후 2000년 말부터 2001년까지 일년이란 시간 내에 

호남， 절강， 강소， 산동， 상해， 북경 등 성급의 광전집단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중앙급의 세 개 방송국이 합병해서 설립된 중국광파영시집단도 2001년 12윌 6 

일에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이런 집단은 모두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영화제작기구， 전시보(電視報， 방송프로그램시청 가이드신문) 등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상해문광집단은 매체의 교차경영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는 

데 이것은 방송매체와 인쇄매체가 과거의 장벽을 넘어서서 각자의 경쟁공간 

을 상대방의 영지에까지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제작과 송출을 분리하다 

즉，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업무를 분리하여 과거의 자급자족의 소농경제생산 

방식을 바꾸고 전업분공의 원칙에 따라 텔레비전방송국은 채널의 통제권과 

프로그램의 송출권을 보유하며 프로그램제작을 프로그램제작사에 맡겨 시장 

화를 설현한다. 

사실상， 일찍 80년대 중기야1 텔레비전 드라마는 중국에서 제작과 송출을 분 

리하는 체제를 시도한 최초의 장르였다. 그때，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제작비용이 많이 틀어가는 드라마의 생산은 쌀이 없어 

서 밥을 짓지 못하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드라마는 중국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프로그램 장므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수 

요는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어 연평균 수십 부(集)로부터 수백 심지어 수천 부 

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곤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갈수록 많은 텔레비전기구 

와 방송인들은 스스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스폰서의 지원을 받거나， 협 

동 제작， 드라마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힘을 빌려 드라마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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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당시 절대부분의 드라마생산은 텔레비전방송국에서 했는데 그 후 일부 

독립 혹은 반독립적인 제작사가 텔레비전방송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기 시 

작했다. 일부 민영 제작기구가 출현했는데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드라마 생 

산의 주력으로 부상했다. 조사에 의하면， 근래의 중국텔레비전 드라마 총수의 

약 50%는 민영제작사가 만듬었으며 텔레비전방송국이 참여 제작한 드라마는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 절반이라도 방송국에서 완전 제작한 것은 매 

우 적었으며 대부분은 다른 기구와 함작한 것이었다，12) 

제작과 송출이 분리된다는 것은 외국의 적지 않은 텔레비전방송국이 오래 

전부터 설행해온 효과 있는 모델이며 또한 국내 드라마 영역에서도 설행해온 

모델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텔레비전방송국이 프로그램 제작을 개방하여 

프로그램 생산을 사회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방송국으로 하여금 더 큰 선택 

공간이 있어서 지-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팔 수 있도록 하여 제작자원의 합리적 배치와 자본절약， 프로그램 

의 질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회를 설현하며 시청자틀의 수요를 만족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를 바라보면， 약육강식의 시장과정을 거쳐 많은 프 

로그램제작회사 중에서 자금이 충족하고 기술이 강한 유명한 제작사들이 두 

드러지게 되는데 이는 중국텔레비전 산업의 발전에 양호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러나 제작과 송출이 분리되는 것은 컨텐츠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데올로 

기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수 았다 드라마의 제작과 방송 분리에 있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와 많이 제작하고 적게 말한다도 지 

도자층의 우려를 한 측면으로 반영한 것이다. 업계와 학계는 지도자층의 허락 

과 침묵 밑에서 한때 열렬하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상층의 태도전환으로 인 

해 식어 갔으며， 제작과 송출의 분리도 소위 제작권， 커버권， 방송권 3권 합열 

의 선전권은 분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조에 의해 대처l됐다， 13) 적지 않은 사 

람들이 텔레비전방송국은 시사 뉴스부분을 꼭 잡고， 오락， 체육， 문예와 지식 

성 프로그램부분은 사회로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지금에 와서도 텔레 

비전방송국 내부를 돌파구로 하는 제작과 방송의 분리는 여전히 어렴풋이 그 

림자만 보이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12) 劉랜|쇠， 이 IÞxl大)패띔jlí}~찌市場J맨!:!\91l!ÆI버}꼈폐， 줍펙 ][Y: {i김大양L 문할/펀꽉J系 2000年國際華댐 

I낄}캡띔싸文化깐떼lU 淑흉댁ifl 꾀會 論文集 2000년 4월. 

13) 黃升民， E휩f~i정J:i'::r:녕펀， ~.fJI ↑\;{!민}펴 cD 2001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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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제작기구의 궐기는 시장의 빈자리를 적절한 시기에 메워주었다 

국내 텔레비전방송국에서 자주 방송되는 오락현장 프로그램은 홀시되어 왔던 

오락정보영역에 성공적으로 발을 디디어 신속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름났으며 이 프로그램의 제작사북경광선전파유한회사는 바로 텔레비전방송국 

에서 주동적으로 나온 인원들이 만든 것이다. 제작과 송출의 분리모텔은 아직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작사틀은 

부단히 커지고 있으며 그들이 제작한 여러 가지 형식의 프로그램은 이미 사 

람들을 눈을 끌고 았다. 

IV 중국 텔레비전산업 구조조정의 특정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구정은 내부와 외부의 이중압력 밑에서 진행되었 

다. 한편으로 20여 년의 개혁을 거쳐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산업화， 시장화 정 

도는 계속 향상되었고， 텔레비전의 경쟁은 자원의 합리적 배치와 그에 대응하 

는 구조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WTO의 가입은 중국 텔레 

비전산업이 외국매체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치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은 

더 이상 분산된 작은 개혁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구조 조정에 발결음을 빨리 

하여 새로운 치열한 경쟁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 두 가지 요 

인 중에서도 외부압력의 자극이 내부의 요구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중 

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적 조정은 피동적인 응변이면서 또한 주동적인 선택 

이기도하다 

텔레비전산업의 미시적 개혁이 대부분은 자발적이고 심지어는 먼저 하고 

나서 후에 보고하는 식이라면 거시적 영역의 개혁은 일반적으로 위로부터 아 

래로， 정책이 선행하게 되는데 이번의 구조조정도 예외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요구와도 호응을 했다. 중국 텔레비전 산업구조왜 

형성이 비시장경쟁의 산물인 것처럼 구조조정도 단순히 시장체제의 작용으로 

만 이룬어질 수 없다. 텔레비전산업의 시장화， 산업화 이행이 나날이 깊어지 

는 오늘날， 행정지시에만 의지하여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힘이 모자랄 수밖 

에 없다. 사실상， 행정주도와 시장수요， 행정과 시장의 이중작용은 중국 텔레 

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의 주요특정을 구성하며 그의 주요표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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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정책의 지도 하에서 진행되었다 상 

술한 몇 가지 조정내용은 모두 관련된 정부문건이 내려진 다음 발동된 것이 

다. 예를 들면， 1999년 10월말 중국국무원에서 발표한 라디오텔레비전 유선네 

트워크 건설관리에 대한 의견(82호 문건)의 주요내용은 바로 臺網分營， 라디오 

와 텔레비전， 유선과 무션을 합병하는 것， 4급 방송체제를 결속할 것이었다.14) 

2000년에 전달된 284호 문건은 진일보로 명확하게 중국라디오텔레비전집단화 

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즉，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삼위일체를 이루고; 

무선， 유선， 교육 텔레비전방송국을 합병하고; 성급， 지역급， 현급 3급이 관통 

한다는 것이다.15) 2001년 8월， 중공중앙 판공청(중앙선전부， 국가광전총국， 신 

문출판총서)에서는 신문출판광파영화업 개혁을 섬화할 데 대한 여러 가지 의 

견을 반포했으며 진일보로 매체그룹화 개혁을 추진시킬 것과 지역을 넘어서 

서 멀티미디어 대형 신문그룹을 세울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16) 이는 매체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선 크로스 경영을 위한 정책근거를 제공했으며 또한 고위 

층이 중국미디어의 항공모함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텔레비전매체는 국유재산이고 중국의 시장체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체의 국유자산에 대해 새로운 구조조합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자원을 집중시켜 중점 건섣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면 안 된다. 완전히 시장체제로 텔레비전산업의 재편을 촉 

진하고 규모가 았고 영향이 있는 산업그룹을 생성시키는 데는 상당히 긴 시 

간이 소요된다. 이는 시간을 따라잡자는 목표， 즉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전의 

짧은 시간 내에 매체를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불리하다. 그 외 

에， 중국 방송업의 분할현상이 엄중하기 때문에 자산과 자원의 재조합과 집중 

은 다른 급， 다른 지역의 정부 혹은 기구와 관련되는 데 행정적 간섭이 없다 

면 실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 번째는， 시장수요는 행정수단이 통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번 

의 구조조정 자체도 역시 텔레비전산업의 시장화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 

한 것이다. 20여 년간의 시장화 과정을 통하여 일부 텔레비전방송국은 이미 

날개가 굳어져， 실력이 강한 자는 입수와 통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 

14) 黃升f\:;， 網絡與組織的雙lIVL整fr， f現tç~훨播~ 2000년 1 기. 

15) 흙風， i꾀接中밭외電祝섬밍11;IJs/:}f후大變草~現{\::{!펀}밟 J 2001년 1 기. 

16) 댐曉雨， ~명媒收入J뺨福끼〔統， ww\ν. cnstock.com. 2001년 12윌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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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려고 한다. 이런 포부는 과거에는 행정급별， 매체방벽의 저해를 받아 

설현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구조조정은 행정변에서 철저하지 못하지만 완화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많은 지역에서 방송국과 유선네트워크 분리경영 

과 전파매체 그룹을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반대 

로， 행정명령이 시장의 요구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 

렵다. 적지 않은 지빙에서 제작과 송출의 분리를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밑 

에서는 조작을 다그치는 것도 한 측면에서 이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행정과 시장의 이중작용은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이 현재 중국 특 

유의 국정과 특정한 역사계단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정을 존중하고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함과 동시에 또한 현재의 구조 특히 행 

정 주도방식의 단점에 대해 항상 경각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행정간섭의 

효율은 확섣치 않고 왕왕 저효율의 추세가 있다. 그 원언을 보면 첫째는 독점 

성과 경쟁의 결핍에 있고， 둘째는 자본최소화가 아니라 규모최대화를 추구하 

는 경향이 있다.17) 현재를 보면， 구조조정 중의 행정예속제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제로 시장에 진입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각 광전그룹의 총재가 동급 광전총국의 국장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근거 

로 되겠다. 이것은 행정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과 사엽을 구분하지 않 

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다. 광전그룹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외국 

의 매체가 들어오기 전에 국내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을 거쳐 성장하려는 것 

인데 행정벙령의 재촉생산 때문에 광전그룹의 선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행정사업과 기엽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 광전그룹이 시장주체로서 선천적으 

로 성숙하지 못한데다 행정의 힘이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경쟁이 완전하지 

못하여 오히려 경쟁을 통해 커지려는 의의를 잃게 된다. 

현재의 텔레비전산업의 구조 조정에서， 행정역량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 설제 집행과정 중에서 행정지령을 희석화하거나 

작용공간을 축소시켜 행정적인 힘이 정책인도와 법제환경을 조성해주고， 재편 

중에서 나타나는 바시장적인 요소의 소화를 도와주고， 시장규율을 존중하고 

정부정책을 민주와 과학의 기반 위에서 조성하는 것이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인 일|향으로 탈바꿈하는 좋은 대책일 수 있다. 

17) 朱劍飛， 集댄化， 다 1패딴Iliι在 17k1평뱃김望 "1" lìíj 行， "' ~I떠 )j'~[싸J떨 IIJ J 2001 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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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여러 가지 생각 

날품*~J分營와 매체의 통합， 이 모든 것은 만리장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구 

조조정을 섬화하려면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구조와 모델을 참조하여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사고를 해야 한다. 

첫째， 텔레비전산업 내에서 충분한 경쟁을 이루려면 하나가 아년 몇 개의 

전국적인 매체집단을 만들어 CCTV 하나만 독단을 부리는 상황을 변화시켜 

세력이 균형을 잡은 몇 개의 큰 매체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텔레비전방송산 

업이 세계를 독점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요하게 몇 개의 텔레비전방송국이 지 

방의 직속방송국과 예속방송국을 통해 전국을 커버해서 경쟁으로 가득찬 국 

내 대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있어야 활력이 있다. 진정한 실력은 

경쟁에서 온다. 현재 국내에서 각 성의 위성방송 채널을 주력으로 만든 성급 

광전집단은 말로는 중앙텔레비전방송국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제 

후이다. 설력이 모자라고 또 국가의 정책적 격려가 없기 때문에 중앙텔레비전 

방송국과 걸고 짧음을 비교할 수가 없다. 외국 매체와의 경쟁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00년， 중앙텔레비전방송국의 광고수입은 국내 텔레비전 광고총수입의 

약 3분의 l이었으며， 기타 텔레비전방송국은 대부분 중앙텔레비전방송국 수입 

의 10분의 1 이었다. 꽃 한 송이가 핀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중앙텔 

레비전방송국 한접만이 우뚝 서서 혼자서 과분한 정책보호를 받는 것은 시장 

을 활성화할 수 없으며， 국내시장의 공평한 경쟁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러나 정말로 중앙텔레비전방송국과 비길 수 있는 미디어집단은 반드시 지역 

을 가로넘는 집단이어야 하며， 이러려면 행정등급과 지역적인 장벽을 제거해 

야한다. 

둘째， 대형 제작사그룹을 만들어 프로그램제작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가속화 

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 시급한 임무이다. 텔레비전산업은 이미 멸티채널시 

대에 듬어섰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급속히 증가해야 하나 프로그램제작은 분 

산되었고 전문화된 고효율의 제작진이 모지라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한 프로 

그램이 결여하고，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텔레비전방송이 쌀이 없어서 밥을 짓지 못할 뿐더러 

외국프로그램에게 대량의 공간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외국 미디어에 대한 제한은 주요하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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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방송의 시청범위를 제한하고， 둘째 외국 방송채널이 중국 국내에서 방송하 

려면 중국 국제텔레비전 총공사에서 대리해야 하며， 셋째 중국 국내에서 발생 

한 수익은 국내회사에 위탁하여 수취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텔레비전방송은 

오직 프로그램방식으로만 중국에 틀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다 

수의 외국매체도 확실히 이런 방식으로 중국으로 들어온다. 중국이 외국의 프 

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하고 방송량을 예를 들어 프라염 타임시간 

대의 외국프로그램은 전처1 방송량의 15%를 념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통제를 

하고 있지만 채널이 많아진 후 많은 방송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양의 드라마， 스포츠， 자연， 과학기술， 어린이， 음악과 교육 등 외국프 

로그램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작과 송출을 분리하고， 시장의 힘을 

빌려 제작사를 키우는 것이 외부의 도전을 맞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다. 

셋째， 건젠한 프로그램 교역시장과 유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 영 

화산업구조때서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가 바로 신디케이터(syndic따ors)이다 18) 

이는 프로그램시장과 방송국을 대상으로 판권을 사고 팔며， 프로그램자원 사 

용의 효율적인 배치망을 형성한다. 방송프로그램의 풍부함와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사용가치를 최대화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의 교역시장과 유통시장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로 중국의 방송은 여러 가지 

폐단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는 프로그램제작， 판매， 발행의 대리기구가 나타 

나기 시작했으며 300여 개의 방송국? 약 60여 개의 채널의 프로그램의 발행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펌龍國際傳播와 같은 회사도 나타나고 았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건전하지 못하고 거래도 규범화하지 않다. 국제화되기 

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넷째， 미디어통합의 섬화는 자본의 힘을 유대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적인 

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나 미디어 그룹의 경쟁력은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인 힘이 자본 

의 힘과 시장규율을 능가하여 있다며 미디어 통합의 볼철저를 낳고 독점을 

낳을 수 았다.19) 자본통합의 방식으로 매체통합을 이루려면 행정적인 요소릅 

희석해야 하며 매체는 기업주체로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이래야만 건전하 

J 8) Bruce M.Owεn & Stεvεn S. Wildm없1 (1 992), Video Economics, London: Harvard Univεrsity 

Press, pp.6 
J 9) 王正써， cÞ'1썩電視傳찌쩔 읍午， WWW. mεdiachina.net. 200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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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질서가 있고 경쟁이 충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방송업계 내외의 자본 

을 흡수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장벽을 념는 미디어 

통합을 설현할 수 있고 진정한 미디어 거인을 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피드백을 중요시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수용자 

의 피드백은 고전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나 구미의 커뮤니케이션 실천 중 

에서 모두 중요한 개념이다. 시청자의 시청피드백은 시청자 의지의 표현이라 

고 볼 수 있으며(예를 들어 시청률)， 또한 프로그램 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될 수 있고 방송관련 정부부서의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참조로 될 수 있다. 

VI. 결어 

중국 텔레비전산업의 구조개편을 특정으로 하는 이번 개혁은 내부와 외부 

의 이중압력 하에서， 행정과 시장의 이중작용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외부압 

력이 다가온 것은 주요동력이고 행정역량은 직접적인 추진력이었다. 때문에 

시장경제조건 하에서 아직 개방하지 않은 중국텔레비전산업의 구조조정이 디 

디는 한 발자국마다 모순과 고민으로 가득 갔다. 이는 사람틀이 새로운 시야 

와 새로운 사고를 가절 것을 요구하고， 국정에 맞추어서 외국의 성공경험을 

참고하며，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세우고 질서 있는 경 

쟁환경을 만들어 중국 텔레비전산엽의 시장화 ‘ 산업화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후발우세를 삼려서 국제경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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