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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방송매체의 출현에 추동된 매체환경의 변화는 프로그램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방송 콘텐츠 산업에 있어 대규모 지각변동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최근의 DMB와 IP-TV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뉴미디어 영상 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급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다시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집중도, 독과점에 관한 환경 분

석적 논의, 규제 제도적 논의, 미래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에 관한 예측 논의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현상에 관한 학술적 관점의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구조 변화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현상

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관점의 연구들이 동반된다. 특히 방송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에 따른 방송시장 

내 방송콘텐츠의 집중화 및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변화를 겪은 국가들에

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우

선 방송콘텐츠의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다양성 또는 집중도 논의에 관한 국

내외 문헌을 검토한 후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방송채널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여 객관적인 현실 상황에 관한 학술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이전

의 논의는 다양성과 독과점 관점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채널 또는 시장 지분의 제한에 관한 독과점 논의는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독점

을 규제하고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다

양성과 집중 현상에 관한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현상의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자유 시장 내의 발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연구

의 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창현(2006)에 따르면 ‘관계는 행위자의 특질이 아니라 행위자 체제의 특질’

이 된다. 모든 사회구조는 관계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분석은 속성 자료의 분

석으로 얻어질 수 없는 전체적 의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유용하다 할 수 있는데, 개별 관계성을 집합

적 도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조를 쉽게 파악하게 하고, 나아가 그 안의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y)을 네트워크 속성(network property), 중앙성(centrality) 

등 여러 계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해줌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미를 찾게 해

주기 때문이다(김용학, 2003).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이전 논의를 검토한 후, 현재의 

매체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과 연

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매체 환경의 변

화에 관하여 어떠한 관점의 분석적 접근이 유용한 가를 살펴보고, 향후 방송환

경에 발전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1)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1) 방송 다양성 논의의 의의

방송 다양성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유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논란

과 근본적으로 연결된다. 그 핵심은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의 획득)은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고 다른 매체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추론이다. 아래 【표 1】은 이러한 맥락에서 독과점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나타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체 간 불균형적 발전, 비효율적 자원 분배, 광고시장 

장악, 수용자의 선택권 제한, 그리고 지역방송 종속 등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윤호진, 2004).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정책의 핵심은 미디어간의 고른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다(최영묵, 2003). 지상파 방송이 곧 방송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예전과는 달

리, 현재의 방송은 케이블, 위성, DMB, 인터넷 등 새롭고 다양한 영역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 매체 간 경쟁 역시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수 특정 매체의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방송

의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전체 산업의 발전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

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윤호진(2004)이나 신태

섭(2004) 등의 학자들은 이를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서 찾는다. 이들

에 따르면,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는 프로그램 제작 인프라의 다원화를 추

구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니며, 나아가 수용자의 선

택권을 확장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 분 문 제 점

매체 간 

불균형 

발전

콘텐츠의 우위를 강점으로 케이블 PP사업자로 진출하여 

새로운 방송시장에서도 강자로 군림

위성방송 사업의 지분참여로 인해 매체 간 공정경쟁 저해

지상파 DMB 등 신규 디지털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 설정

비효율적

자원 분배

시스템의 수직적 결합으로 방송의 경영 효율성 저하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하락 

계열사, 연예기획사 등이 주도하는 기형적 외주제작이 제작비 상승과 

간접광고 삽입 초래 

외주 프로그램 저작권 독점으로 인해 유통구조의 왜곡과 

독립제작사의 제작 의욕 감퇴 

광고시장

장악

광고수익 중심의 경영으로 전체 광고시장 장악

지역방송과 케이블 TV의 광고단가 약세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우월적 광고시장 장악 지속

수용자

선택권 

제한

시청률 경쟁을 의식한 의도적 대응편성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 기회 제한

프로그램 재활용으로 인해 독립 PP들이 양질의 국산 프로그램 제공기회 

약화와 자생력 상실

지역방송

종속구조 

심화

중앙 네트워크 방송사로부터의 경영 및 프로그램 편성 의존도 심화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 계약 유지로 인해 지역문화 매체로서의 역할 제한

* 출처 : 윤호진 (2004). 「디지털 다매체 시대, 매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균형발전 세미나’ 자료집에서 발췌/ 수정.

구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선 김정기(2004)나 윤호진

(2004) 등이 제시한 다음의 정책적 목표가 먼저 달성될 필요가 있다. 우선 프로

그램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이를 실제로 제작하는 인력이 다양해야 하는

데, 이는 90년대부터 정부가 실시한 방송 외주정책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체와 채널 간 다원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시청

자들의 시청을 선택할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다시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영묵(1997)이나 은혜정(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 조건의 개선은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

면 케이블 방송의 경우, 다양한 성격의 채널은 제도의 변화로 인해 상당히 증가



하였지만, 그로인해 기대되었던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1).

방송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역시 프로그램 다양성에 중대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윤호진, 2004). 여기서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유통이란 매체와 채널

별로 설정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방송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통이 이뤄지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사 채널에서 방영되는 모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

송 사업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으로서 이윤 증대란 목표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발원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두 조건과는 달리, 콘텐

츠의 유통은 그 현황조차 학술적 차원에서 면 히 검토된 적이 드물 정도로 여

전히 논의에서 누락되어 온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채

널에서 거듭 사용되는 현재의 방송 관행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채널 간의 유통 문제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살펴볼만한 주제임

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채널 - 프

로그램 제작원 간 관계성을 살펴볼 것인데, 이는 방송 다양성 논의의 틀 안에서 

콘텐츠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

다 하겠다.

(2) 방송 다양성 개념과 선행 연구의 한계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 유형의 수”라고 한 Owen(1978, p.43)과 이를 한층 발전시

킨 Napoli(2001)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다양성의 개념을 

세분하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양성은 공급원과 내

용, 그리고 노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공급원 다양성

(source diversity)'이란 방송 콘텐츠의 제작이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

뤄지고 있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제작원의 다양화가 자본의 평등한 

배분을 가져오고, 또한 방송 콘텐츠에 더 다채로운 의견과 목소리가 가미될 것

이란 논리에 기초한 주장이다. 둘째로 '내용 다양성(content diversity)'이란 최

1) 최영묵(1997)과 은혜정(2001), 그리고 황상재와 정영주(2005)의 논의에 따르면, 채널

의 단순한 양적 증가는 특정 장르(오락 프로그램)에의 과도한 편성을 불러, 프로그램 

집중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생산물인 방송 콘텐츠를 기준으로 방송의 다양성 정도를 판정하려는 주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노출 다양성(exposure diversity)'은 실제 시청자의 기준에

서 노출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방송 다양성을 설명하려는 시

도를 의미한다. 이 세 차원의 개념은 완벽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급원→내용

→노출’의 순으로 연결되며 영향을 준다(Napoli, 2001; 박소라ㆍ양현모, 2006에

서 재인용). 

한편, Blumler(1991, p. 197-199)는 다양성 차원을 좀 더 세분화하여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다양성

(substantive diversity), 둘째,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program type diversity), 

셋째, 같은 시간대나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

는 배열의 다양성(scheduling diversity), 넷째, 프로그램 유형별로 독립적인 스

타일과 가치를 갖는 스타일의 다양성(stylistic diversity), 다섯째,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에 제작시설이나 인력 지원이 고르게 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자원

의 공정한 분배(fair allocation of resources), 여섯째, 프로그램별로 목표 시청

자를 설정하고 깊은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수용자 다양성(audience 

diversity), 마지막으로 질적 수준과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질

적 다양성(qualitative diversity)이다(박명진, 1991, p. 76-77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Van der Wurff와 Van Cuilenburg(2001)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

양성을 논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방송의 다양성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파악

될 수 있다. 즉, 여러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의견과 주제를 얼마나 방송이 반영하

는가를 나타내는 ‘반영적 다양성(reflective diversity)'과 방송이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도를 뜻하는 ’개방적 다양성(open 

diversity)'이라는 두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매체의 

최종 생산물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 다양성의 개념과 크

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이를 좀 더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프로그램 다양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장르 

집중도(genre concentration)'이다. 장르 집중도란 한마디로 다양성의 반대 개

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김선미ㆍ김성태, 2007), 프로그램 다양성이 프로그램

의 양적 또는 질적 수준의 다양화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장르 집중도는 특정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방영(시청)되는 정도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임정수(2004)는 앞서 언급한 Napoli(2001)



의 세 차원(공급원/ 내용/ 노출)을 변형하여 경제적 집중과 콘텐츠 집중, 그리고 

시청자 집중의 측면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논하였고, 다른 학자들(은혜

정, 2001; 유각희, 2001) 역시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논의를 풀어간 바 있다.

그러나 김선미와 김성태(2007)가 지적하듯이, 국내 케이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그 범위 역시 크게 팽창된 지금에도 케이블 채널 간 프로그램 다양

성을 다룬 학술적 작업은 여전히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가 정

책의 변화나 채널의 양적 증가 등 단편적 기준에 의거, 방송 콘텐츠 다양성을 

논하고 있는 점도 선행된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

대, 최영묵(1997)이나 은혜정(2001)의 연구는 모두 채널 증가와 프로그램 편성

에서의 집중도를 규명하였고, 유각희(2001)의 연구 역시 정책의 변화(PP 등록

제 도입)만을 추가하였을 뿐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연구의 궤에서 벗어나지 못했

고 같은 맥락에서 박소라와 양현모(2006) 등 다양성 측정을 수행할 실증적 도

구(지수)를 사용한 연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자료(attribute data) 위주의 분석은 그러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

는 (방송) 시장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자칫 관계성을 무시한 단편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채널과 프로그

램 제작원은 소비와 생산이라는 2원적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소비자와 생산자로 서로 엇갈려 기능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국에서 만든 인기 있는 케이블 채널로 전송될 수 있으

며, 해당 케이블 방송사는 다시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케이블 채널들로 재전송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분

석은 자칫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거시적 차원에서 포괄치 못하는 결과물

을 낳을 위험을 지니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집중도나 다양성 지수와 같은 속성 

위주의 분석이 갖는 근본적 한계라 할 수 있다.

(3) 케이블 방송과 다양성 논의

소득 향상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힘입어 케이블 방송은 가입가구 1,400만

(2006년 12월 기준), 디지털케이블TV 가입가구 약 55만 가구(2007년 6월 기

준)를 확보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표 2】 참조). 여기에는 강남 케이블 

TV, CJ 케이블넷, 양천방송 등의 SO를 중심으로 이뤄진 2005년의 디지털 케



이블 TV 상용화가 100여개 이상의 영상과 오디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적 기반을 제공하여 전체 케이블 시장의 급속한 확장의 밑거름이 된 사실에 기

인한 바 크다(김선미ㆍ김성태, 2007). 

(M)SO
총가입자

가구수** 가입대수***

씨제이케이블넷 209,340 214,156

씨앤엠 174,149 195,444

큐릭스 46,710 47,796

HCN 39,389 39,463

GS홈쇼핑 30,847 30,847

티브로드 19,933 20,368

온미디어 6,507 6,678

TCT대구 313 369

개별SO사 

(봅서예/Hello-D/NIB 

DV/하이디/포디(FODI))

17,969 19,170

합계 547,157 574,291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http://kcta.or.kr

** 가입수 : 세대 당 가입한 가구(세대당 1대 가입 기준). 가구 수는 일부 가입대수를 포함

*** 가입대수 : 설치한 가입대수(세대당 2대 이상 가입 대수 기준)

현재 케이블 TV의 PP들의 수익구조를 보면, 대부분 광고나 협찬에 많이 의

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표 3】 참조). 이에 따라 각 케이블 매체는 보다 

많은 광고와 협찬을 위해 시청률 제고에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높은 시청

률을 확보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게 

된다(한균태ㆍ서영남ㆍ최수진, 2007). 한편, 케이블 프로그램이 이처럼 지상파

에 비해 상대적인 자유를 부여받는 것은 케이블 매체에 대한 느슨한 제도적 규

제 때문인데, 케이블 출범 당시 신생 유료매체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를 제거하

고자 상대적으로 규제를 적게 부여한 조치가 그 시초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예상과는 달리 케이블을 통한 저질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기

여하였으며, 나아가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PP 사업자
매출액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기타매출 합계

PP(홈쇼핑제외) 185,554 697,266 352,400 427,151 1,662,370

점유율 11% 42% 21% 26% 100%

* 출처 : 방송위원회, 200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그러나 비록 유료인 케이블 방송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의 기본적 공익

성이 이로 인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은 사회 대부분

의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케이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유

통이 시급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또한 앞서 언급된 여러 다양성 논의들과 깊

숙이 연결된다 할 것이다. 즉,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

하는 것은 비단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는데, Dominick와 

Pearce(1976)가 방송 네트워크들이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특정 오락물 장르 

제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 Waterman(1992)이 케이블 방송사들이 

가격과 보급의 ‘창구효과(window effect)’를 고려하여 다수 위주의 프로그램 제

작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채널의 증가가 과연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 둘 간의 관계를 비례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경쟁과 투입

의 증가는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을 활성화시켜 전체 시장의 다

양성을 한층 제고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Greenberg & Barnett, 1971; 

Wakshlag & Adams, 1985). 이 입장에서는 경쟁의 증가가 곧바로 시청률과 

제작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한 연쇄적으로 프로그램 수준을 격상시키

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고 평가한다(여현철, 2003). 반면, 반대 입

장에서는 비록 시장에서의 경쟁이 증가하여 많은 수의 채널이 존재하더라도 상

업적 이유로 말미암아 개별 채널은 참신하거나 다채로운 프로그램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그 효용이 인정된 형식의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

히려 그 다양성 수준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Noll, Peck, & McGowan, 1973; 

김선미ㆍ김성태, 2007에서 재인용). 



한편, 보다 중립적인 입장의 연구도 있다. Levin(1980)은 방송사(채널)의 양

적 증가는 ‘수평적 다양성(horizontal diversity)’의 증가를 부르고 더 높은 시청

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박소라, 양현모, 2006에서 재인용). 여

기서 ‘수직적 다양성(vertical diversity)’이란 단일 채널에서 산정하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다양성’은 채널 간 다양성, 다시 말해 특정 

시간대에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채널 안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의미한다

(Litman, 1979). 같은 맥락에서, Litman(1979)은 네트워크의 심한 경쟁이 프로

그램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1974년에서 1979년 사이의 프

로그램 편성을 분석한 결과, ABC의 새로운 편성전략이 네트워크 간의 시청률 

경쟁을 증가시켜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상승시키고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빠르게 대체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수직적 다양성을 측정하

기 위해 ‘허핀달 지수(Herfindal Index)’를 사용했는데, 방송사들의 경쟁이 심화

된 기간 동안 지수 값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이 증가했음을 보

여주었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채널의 증가가 프로그램의 다양

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대표적으로 박소라(2003)는 다양성의 차원 

중에 ‘내용 다양성’의 하부개념인 ‘장르 다양성’과 시장 경쟁상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분석 기간(1989 - 2002) 동안 다양성은 다소 

줄거나 유지되었으며, 경쟁이 진입하거나 경쟁이 심한 시간대에서의 다양성은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경쟁이 민감한 드라마의 경우 이러한 경향

이 더욱 두드러져, 결론적으로 경쟁상황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감소시키고 있

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은미(2002)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나는데, 90년대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방송의 편성 다양성(프라임 시간대)과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양성 지수는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

고 있었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다양성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민간 방송이 개국한 1992년과 케이블이 도입된 1995년을 기점으로 

다양성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다양성이 감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유각희(2001)는 케이블 신규 시장진입자의 증

가와 방송 콘텐츠의 집중도는 오히려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황상재와 정영주(2005)의 최근 분석은 채널의 증가가 소유주의 증가를 

보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 방송 장르에 대한 편중마저 가속화시킨다는 사



실을 발견해 이러한 견해를 더 확고히 하였다. 이준호와 조경섭(2003) 역시, 다

매체화가 편성의 다양화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봤을 때, 국내 상황에서는 대부분 채널이 증가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어 결국에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방해하다는 결론의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국내 방송사들이 방송편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송

으로서의 공익성이나 시청자입장에서의 시청권리 등이 아니라 시청률확보에 치

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그러나 이미 확인했듯이, 많은 연구들

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고 있어 채널의 증가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관계를 

어느 한쪽으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채널수와 프로그램에 대

한 다양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관계를 명확히 규

정해 줄 수는 없지만,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수와 제작

원의 다양성을 논할 것이므로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

는 데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논의 및 통합적 다양성 분

석의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개념들 및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

한 논의들과의 연계선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수립하여, 현재 매체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유통에 대한 

통합적 다양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프로그램 제작원별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편성시간,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케이블 시장 내 방송 

콘텐츠 유통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연결망 개별 지표(프로그램 수, 편성시간, 시청률), 네트워크 

지표, 중앙성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케이블 시장 내 

방송 콘텐츠 유통 현황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케이

블 채널의 시청률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AGB닐슨으로부터 총 42개사에 대

한 시청률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중에 24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4개의 

채널은 분량 자료(1개월)가 모두 없는 채널들과 AGB닐슨에서 프로그램 수준까

지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한 채널 중에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지상파 계

열의 채널을 제외한 채널 전체이다. 

분석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데이터 중에 일주일 단위로 

4개를 추출하여 한 달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2006년 7월 첫째 주(7. 2 - 8), 2006년 11월 둘째 주(11. 12 - 18), 2007년 

3월 셋째 주(3. 18 - 24), 2007년 6월 넷째 주(6. 24 - 30)이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24개의 채널은 내셔널지오그래픽, 동아TV, 바둑TV, 아리랑TV, 어린이

TV, 채널CGV, 코미디TV, Champ, e-Channel, FOX, GTV, JEI재능방송, 

MBN, M-net, MTV, OCN, O'live, ongamenet, OnStyle, SUPER ACTION, 

Tooniverse, Xports, XTM, YTN이었다. 

(2) 분석

채널별 일일 시청률 자료는 방송채널, 방송일자, 프로그램명, 시청률, 프로그

램 시작과 종료시간, 점유율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으로는 

각 프로그램들의 제작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작원은 지상파 제작

(KBS, MBC, SBS, EBS), 자체제작, 해외제작, 국내 외주제작, 기타로 구분하였

다. 제작원은 각 채널들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

하여 알아냈다. 드라마, 뉴스, 오락프로그램, 스포츠,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이 

국내 제작 프로그램인 경우 제작원을 자체제작, 지상파제작, 기타로 구분하였으

며, 해외 프로그램은 해외제작으로만 분류하였다. 또한, 만화와 영화도 제작원이 

다양하고 세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국내 외주제작과 해외제작으로만 구분하

였다. 기타에는 TU미디어, 브로드에이비씨방송, 공동제작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유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먼저 자체제작은 외부 프로그램의 변형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속에 삽입하여 방

송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실제 방영주체(케이블 채널)의 부가적 노력이 더

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록 개별 채널이 순수하게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

어도 모두 자체제작으로 코딩되었다. 다만 단순한 변역이나 더빙의 경우는 자체

제작이 아닌 외부 제작(지상파, 해외, 국내 외주, 기타)으로 판정하여 구분하였

는데, 이는 현실적 수준에서 프로그램 제작원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를 

들어 K-1 등 격투기 중계를 케이블 채널이 방영한다고 했을 때, 케이블 채널이 

섭외한 해설의 비중은 실제 영상의 중요성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이는 순수한 

해외제작 콘텐츠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이러한 분류에 의한 분석

은 해외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경험적으로 관찰된 수준 보다 훨씬 부

풀릴 우려가 있어, 본 연구는 다소 유연하게 이를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상파제작 프로그램과 국내 외주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의 분

류는 실제 프로그램 제작사의 정체성에 따라 구분되었다. 즉, 지상파제작은 지

상파 방송국이나 산하 외주제작사가 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만을 산정하였고, 

국내 외주제작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산정하였다. 한편, 기타 프로그램

은 본문에서 이미 밝혔듯, 공동제작이나 TU미디어 등 위 범주에 일반적으로 포

함되기 어려운 경우만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 제작

원들이 케이블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였다.

통계처리는 MS-Excel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제작원별 프로그램의 수, 편성시

간, 평균 시청률, 평균 점유율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빈도를 산출할 때는 본 연

구가 케이블 채널에서의 프로그램 편성의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므로 연구목적

에 맞게 같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여러 번 편성된 것은 중복 체크하였다. 또한, 

각 채널들의 제작원별 프로그램 유통관계는 Net-Miner 3.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4. 연구결과

1) 케이블 채널의 제작원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분석 대상 개요

분석기간 내 방영된 프로그램 수는 총 21,828개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구

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는 개별 프로그램 

당 시간이 짧은 뉴스 채널이나 어린이 채널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편 

당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영화 채널 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널 전체 프로그램 수 구성비

1 내셔널지오그래픽 708 3.2

2 동아TV 1,351 6.2

3 바둑TV 551 2.5

4 아리랑TV 1,354 6.2

5 어린이TV 1,567 7.2

6 채널CGV 340 1.6

7 코미디TV 598 2.7

8 Champ 1,334 6.1

9 e-Channel 601 2.8

10 FOX 702 3.2

11 GTV 827 3.8

12 JEI재능방송 1,404 6.4

13 MBN 1,340 6.1

14 M-net 792 3.6

15 MTV 716 3.3

16 OCN 382 1.8

17 O'live 878 4.0

18 ongamenet 1,643 7.5

19 OnStyle 697 3.2

20 SUPER ACTION 349 1.6

21 Tooniverse 1,046 4.8

22 Xports 470 2.2

23 XTM 380 1.7

24 YTN 1,798 8.2

총 계 21,828 100.0%

제작원별 프로그램수를 보면, 전체 21,828개 중 52.3%가 자체제작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는 해외제작이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은 전체 8.9%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 KBS가 5.0%, 

MBC가 2.1%, SBS가 1.8%로 나타났다. 국내제작은 7.7%로 나타났고, 기타가 

0.9%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프로그램 수(개) 구성비(%)

KBS 1,081 5.0

MBC 452 2.1

SBS 403 1.8

EBS 4 0.0

자체제작 11,426 52.3

해외제작 6,587 30.2

국내제작 1,684 7.7

기 타 191 0.9

총  계 21,828 100.0%

(2) 제작원별 시청성과 분석 결과

① 프로그램 제작원별 프로그램 수 분석

구체적으로 채널별 제작원별 프로그램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수

를 나타냈던 자체제작에서 특히, 내셔널지오그래픽, 바둑TV, 아리랑TV, MBN, 

M-Net, MTV, Ongamenet, Xports, YTN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바둑, 스

포츠, 뉴스, 게임, 음악 등 전문적인 장르만을 다루는 채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채널에서 매시간 방영되는 짧은 뉴스나 정보제공 프로그램

도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계산되어 자체제작 프로그램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제작 프로그램 수는 총 30.2%를 차지하였는데, Champ, 채널

CGV, JEI재능방송, OCN, Onstyle, SuperAction, Tooniverse 등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들 채널들은 대부분 영화나 만화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는 채널들로

서 해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지상파제작 프로그램은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 제작 프

로그램수가 높게 나타난 채널은 코미디TV, e-Channel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동아TV, 바둑TV, 어린이 TV, 채널CGV 등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을 전혀 

방영하지 않은 채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외주제작 프로

그램 수는 7.7%로 나타났다. 국내제작 프로그램수가 높게 나타난 채널들도 해

외제작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된 채널들의 특성과 비슷하여 영화나 만화를 많

이 편성하는 채널들이었다. 비율 면에서는 채널 CGV나 Tooniverse를 제외하고

는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다른 케이블 채널들에서 만든 



채 널

제작원

지상파

제작
자체제작 해외제작

국내 

외주제작
기타 합계

1 내셔널지오그래픽 145(20.5) 558(78.8) 5(0.7) - - 708

2 동아TV - 721(53.4) 614(45.4) 16(1.2) - 1,351

3 바둑TV - 538(97.6) 13(2.4) - - 551

4 아리랑TV 51(3.8) 1,225(90.5) 78(5.8) - - 1,354

5 어린이TV - 399(25.5) 887(56.6) 281(17.9) - 1,567

6 채널CGV - 13(3.8) 219(64.4) 108(31.8) - 340

7 코미디TV 466(77.9) 123(20.6) - - 9(1.5) 598

8 Champ 53(4.0) 21(1.6) 1,018(76.3) 221(16.6) 21(1.6) 1,334

9 e-Channel 463(77.0) 34(5.7) 101(16.8) - 3(0.5) 601

10 FOX 224(31.9) 113(16.1) 355(50.6) 10(1.4) - 702

11 GTV 335(40.5) 299(36.2) 193(23.3) - - 827

12 JEI재능방송 6(0.4) 158(11.3) 897(63.9) 341(24.3) 2(0.1) 1,404

13 MBN 43(3.2) 1,297(96.8) - - - 1,340

14 M-net - 763(96.3) 5(0.6) 12(1.5) 12(1.5) 792

15 MTV - 696(97.2) - - 20(2.8) 716

16 OCN - 17(4.5) 286(74.9) 79(20.7) - 382

17 O'live 52(5.9) 503(57.3) 264(30.1) 37(4.2) 22(2.5) 878

18 ongamenet - 1,639(99.8) 4(0.2) - - 1,643

19 OnStyle - 122(17.5) 516(74.0) 59(8.46) - 697

20 Super Action - 39(11.2) 244(69.9) 66(18.9) - 349

21 Tooniverse - - 634(60.6) 386(36.9) 26(2.5) 1,046

22 Xports 6(1.3) 451(96.0) 13(2.8) - - 470

23 XTM - 97(25.5) 215(56.6) 68(17.9) - 380

24 YTN 96(5.3) 1,600(89.0) 26(1.4) - 76(4.2) 1,798

총 계 1,940(8.9) 11,426(52.3) 6,587(30.2) 1,684(7.7) 191(0.9) 21,828(100)

것이나 TU미디어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등이 속했는데, 총 9개의 채널에서 

0.9%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시간 분석



채널

제작원

지상파제작 자체제작 해외제작
국내 

외주제작
기타

1 내셔널지오그래픽 8,274(21.4) 30,168(77.9) 263(0.7) - -

2 동아TV - 17,172(47.1) 18,000(49.4) 1,260(3.5) -

3 바둑TV - 35,612(99.4) 201(0.6) - -

4 아리랑TV 1,392(3.9) 31,591(89.5) 2,320(6.6) - -

5 어린이TV - 10,807(30.3) 19,722(55.4) 5,079(14,3) -

6 채널CGV - 507(1.3) 25,155(65.4) 12,820(33.3) -

7 코미디TV 31,238(80.6) 6,931(18.06) - - 586(1.5)

8 Champ 1,420(3.8) 1,331(3.6) 28,389(76.1) 5,616(15.0) 564(1.5)

9 e-Channel 31,919(85.7) 1,163(3.1) 4,054(10.9) - 92(0.2)

10 FOX 14,194(39.7) 5,118(14.3) 15,883(44.5) 532(1.5) -

11 GTV 20,233(59.4) 8,566(25.2) 5,255(15.4) - -

12 JEI재능방송 170(0.5) 3,886(10.7) 24,114(66.2) 8,165(22.4) 101(0.3)

13 MBN 1,540(4.2) 35,352(95.8) - - -

14 M-net - 36,525(96.9) 136(0.4) 473(1.3) 549(1.5)

15 MTV - 35,826(97.0) - - 1,105(3.0)

16 OCN - 630(1.9) 25,405(76.0) 7,371(22.6) -

17 O'live 3,120(8.1) 18,101(46.8) 12,224(31.6) 2,573(6.7) 2,662(6.9)

18 ongamenet - 27,622(98.4) 457(1.6) - -

19 OnStyle - 4,557(15.3) 20,595(69.3) 4,553(15.7) -

20 Super Action - 2,756(8.0) 24,580(71.4) 7,090(20.6) -

21 Tooniverse - - 21,708(68.2) 9,545(30.0) 575(1.8)

22 Xports 225(0.6) 37,902(98.5) 354(0.9) - -

23 XTM - 10,318(26.7) 20,891(54.0) 7,503(19.4) -

24 YTN 6,016(11.2) 44,301(82.8) 646(1.2) - 2,528(4.7)

총 계 119,741(13.6) 406,742(46.3) 270,352(30.8) 72,580(8.3) 8,762(1.0)

제작원별 채널의 편성시간을 보면, 자체제작이 전체의 46.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나 프로그램 수에서 보였던 52.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N이나 YTN과 같은 뉴스 전문채널에서 방영하는 짧은 뉴스 등이 프로그램

수로 모두 계산되면서 편성 프로그램 수는 높였지만, 시간 면에서는 별로 차지

를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채널CGV, 코미디TV, Champ, e-Channel, FOX, JEI 

재능교육, OCN, Onstyle, SuperAction 등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제작 프로그램은 30.8%로 나타났다. 

해외제작 프로그램은 영화, 만화, 패션쇼, 리얼리티쇼 등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주제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영화나 만화로서 

8.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들은 전체 13.6%의 시간에 편

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미디TV나 e-channel은 80%이상을 지상

파 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시간 단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수가 8.9%인 것에 비해 편성시간은 13.6%로 더 높게 나타났다.

③ 프로그램 제작원별 평균 시청률 분석

채널들의 제작원별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보면,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것은 해외제작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청률 중 30.4%의 시청률을 

차지하는 해외제작 프로그램은 특히, Ongamenet과 Tooniverse에서 각각 

71.3%와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TV, Champ, OCN, Onstyle에

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지상파 제작프로그램으로 총 26.6%

를 차지하였다. 특히, 지상파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지 않았던 내셔널지오그래

픽, 아리랑TV, FOX, JEI 재능교육, MBN 등의 채널에서의 지상파 시청률은 주

목할 만하다. 즉, 전체 프로그램수의 8.9%만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

이 실제로 시청률 확보에서는 해외제작 프로그램 다음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을 전혀 방영하지 않은 채널을 제외하고 모

든 채널들에서 최하가 20%이상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전체 채널에서 안정적인 시청률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세 번째,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19.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프로그

램 수에서 52.3%, 편성시간에서 46.3%를 차지한 것에 비해 시청률의 기여도는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케이블 채널들에서 자체적으

로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1995년 케이블TV가 도입되고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등 다

양한 매체들이 생겨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산되고 수용자들의 선택권

이 넓어지리라는 기대에 현재 케이블TV들이 부응하고 있지 못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넷째, 국내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총 17.6%로서, 특히 어린이TV, 채널

CGV에서 40%가 넘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채널들은 만화와 

영화채널로서 국내 제작이 만화나 영화가 수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보여준

다. 동아TV와 OCN, SuperAction, XTM에서도 30%이상의 기여도를 보였다. 



채 널
제작원

지상파제작 자체제작 해외제작 국내 외주제작 기타

1 내셔널지오그래픽 0.3601(62.4) 0.1169(20.3) 0.1000(17.3) - -

2 동아TV - 0.0180(29.2) 0.0229(37.2) 0.0206(33.5) -

3 바둑TV - 0.0654(64.4) 0.0362(35.6) - -

4 아리랑TV 0.0533(75.2) 0.0024(3.4) 0.0151(21.4) - -

5 어린이TV - 0.0404(15.2) 0.1127(42.5) 0.1121(42.3) -

6 채널CGV - 0.2092(18.9) 0.4146(37.5) 0.4830(43.6) -

7 코미디TV 0.6730(65.9) 0.1954(19.1) - - 0.1522(14.9)

8 Champ 0.2530(28.3) 0.0238(2.7) 0.4617(51.6) 0.0890(10.0) 0.0667(7.5)

9 e-Channel 0.4855(73.5) 0.0621(9.4) 0.0862(13.1) - 0.0267(4.0)

10 FOX 0.4161(67.0) 0.0762(12.3) 0.0814(13.1) 0.0470(7.6) -

11 GTV 0.1123(73.3) 0.0156(10.2) 0.0254(16.6) - -

12 JEI재능방송 0.9600(53.5) 0.0833(4.6) 0.5277(29.4) 0.1369(7.6) 0.0850(4.7)

13 MBN 0.4719(76.0) 0.1490(24.0) - - -

14 M-net - 0.1941(22.9) 0.1540(18.2) 0.1942(22.9) 0.3042(35.9)

15 MTV - 0.0389(40.1) - - 0.0580(59.9)

16 OCN - 0.2747(17.0) 0.7238(44.8) 0.6176(38.2) -

17 O'live 0.1501(28.7) 0.0618(11.8) 0.0624(11.9) 0.1362(26.1) 0.1118(21.4)

18 ongamenet - 0.0545(28.7) 0.1350(71.3) - -

19 OnStyle - 0.1522(38.7) 0.1747(44.4) 0.0667(16.9) -

20 Super Action - 0.3003(29.0) 0.3516(34.0) 0.3836(37.1) -

21 Tooniverse - - 0.8488(70.1) 0.2380(19.7) 0.1235(10.2)

22 Xports 0.0767(20.8) 0.1950(53.0) 0.0962(26.1) - -

23 XTM - 0.4129(40.2) 0.2873(28.0) 0.3271(31.8) -

24 YTN 0.3026(31.8) 0.4459(46.8) 0.2035(21.3) - 0.0010(0.1)

평 균 4.3147(26.6) 3.1879(19.7) 4.9210(30.4) 2,8516(17.6) 0.9290(5.7)

2) 채널-제작원 연결망 분석

케이블 채널과 프로그램 제작원 간 유통 관계의 구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

서 유통 관계란 Knoke와 Kuklinski(1988)가 정의한 관계의 일곱 유형 중 거래 

관계, 즉 행위자들 간의 물질 혹은 상징적 물체에 대한 소유권의 교환을 의미한

다. 통상 속성(attribute)으로 이뤄진 자료의 분석은 개별 변인의 특성을 기반으

로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엄 히 말해 관계

(relationship)란 행위자의 특질이 아닌 행위자 집단 또는 체제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최창현, 2006).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분석은 속성 자료의 분석으로 얻



지표 정의 지표 값

연결 수 단순 연결 빈도 82

평균 연결정도 연결 수의 평균 1.577

포괄성 총 결점 수에서 격리된(isolated) 결점의 수를 뺀 결점의 비율 0.981

도 총 연결 수를 최대 가능한 관계 수로 나눈 비율2) 0.062

연결성 연결망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거쳐야하는 경로의 비율 0.962

어질 수 없는 거시적, 구조적 흐름을 개관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사회 연

결망 분석은 ‘관계의 연결성을 도식화하여 체제의 구성을 보여주고, 그 안의 창

발적 속성(emergent property)을 파악해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는’ 목적을 가진 

연구방법이라 하겠다(김용학, 1996; 최창현, 2006에서 재인용). 

(1) 네트워크 지표(network property) 분석

네트워크 지표란 거시적 차원에서 한 연결망의 전체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는 지표를 말한다. 이는 특정 구성체(node)가 전체 연결망 또는 다른 구성

체와 맺는 관계성을 나타낸 개별 지표들과 구분되는데(이두희ㆍ홍석민, 2005), 

세부적으로는 연결 수(number of links), 평균 연결정도(average degree), 포

괄성(inclusiveness)과 도(density), 연결성(connectedness)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표 9】는 케이블-프로그램 제작원 간 연결망의 연결망 지표 분석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래 각 지표들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프로그

램 방영채널(케이블 채널) 간, 혹은 채널과 프로그램 제작원 간의 거래관계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망하게 해주는데, 다만 각 지표의 산출근거

가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다. 예컨대 연결 수 지표의 경우는 결점끼리의 단순 

연결 빈도에 의해 산출되고 평균 연결정도는 연결 수의 평균값으로 계산되는데, 

후자는 주로 다른 네트워크와의 비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

1) 모든 지표는 공동참여 연결 행렬(affiliation matrix)을 인접성 행렬(adjacency matrix)

로 치환한 뒤, 이원 분석(bipartite)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2) 도는 ‘총 관계 수/ 최대 가능한 관계 수’로 정의되며(김용학, 2003), 분모인 최대 가

능한 관계 수는 ‘총 결점 수 × (총 결점 수 - 1)/ 2’로 계산. 



평균 연결정도와 마찬가지로 포괄성 지표 역시 전체 연결망의 특성을 나타낸

다. 포괄성은 연결되지 않은 고립자(isolated node)를 계산에 포함시켜 보다 현

실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결점과 연결되지 않은 결점은 곧 전

체 편성의 대부분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거나(케이블 채널), 연구대상

으로 선택된 다른 방송채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프로그램 제

작원)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괄성 지표는 특정 결

점의 이러한 특성을 배제한 단순 연결 지표들 보다 더 정확한 전체 연결망의 특

징을 알려주는 장점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반면 도 지표와 연결성 지표는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주는 특징을 

지니는데, 도 값은 케이블 채널과 프로그램 제작원 간의 관계가 산술적으로 가

능한 모든 관계에서 실제 맺은 관계를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 높은 값은 양자 간

의 관계가 아주 긴 하게 맺어짐을 나타낸다. 한편, 연결성 지표는 연결망의 한 

결점이 가장 먼 결점과 연결될 경우를 산정하므로 각 케이블 채널, 혹은 제작원

들이 맺고 있는 관계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케이블 채널과 프로그램 제작원 연결망의 총 연결 수는 82, 평균 연결정도는 

1.577, 포괄성 수치는 0.981로 각각 나타났다. 총 연결점(nodes)의 수가 52개

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채널 - 제작원 연결망은 개별 결점 사이의 

관계가 긴 하다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연결되지 않는 관계를 제외한 

연결 정도를 나타낸 포괄성 지표가 완전 연결을 의미하는 1.00에 약간 모자란 

점수(0.981)를 기록하였다는 사실과 평균 연결정도가 한번 씩만 연결된 경우

(1.00) 보다 약 58%나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은 전반적으로 해당 연결망의 각 

주체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지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결점들 사이의 긴 성을 보다 적확하게 알려주는 도 지표는 0.062를 기록

하였다. 도 지표는 일반적으로 결점 수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점 수가 증가하면 최대 가능 관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실적으

로 총 관계의 증가분은 대부분 그에 미치지 못하여(안민호, 2006) 일종의 역관

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 하에 해당 연결망의 낮은 도 값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비록 비교할 다른 연결망이 존재치 않아 그 현실적 의미를 확정하

긴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케이블 채널 - 제작원 연결망의 각 결점은 특정 결

점 하나 이외의 다른 결점과는 그다지 긴 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해당 연결망은 산술적으로 하나 이상의 관계 수를 맺지만(평균 



연결정도), 가능한 다른 결점과의 연결은 이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낮은 도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추론은 연결성의 

높은 점수(0.962)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만약 결점끼리의 복잡한 연결이 

진행되었다면 연결망 끝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로의 수도 높아져 연결성은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결망 개별 지표 분석 - 프로그램 수

【그림 1】은 케이블 채널 - 프로그램 제작원 간 연결망 중 프로그램 수를 

속성으로 그 연결의 강도를 표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모든 개별 지표의 연결

망을 'Spring-KK 기법'을 차용해 표현하였는데, 이 기법은 물리적 인력과 척력

을 기초로 결점 좌표를 결정, 이상적인 시각화가 가능하고 결점과 연결선의 최

단 경로거리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김용학, 2003). 아

래 【그림 1】에서 케이블 채널 결점과 프로그램 제작원 결점은 각각 사각형

(케이블 채널)과 동그라미(프로그램 제작원)로 구분되어 있다. 양 변인 간 연결

은 선으로 표시되는데, 선의 굵기는 곧 연결의 강도(intensity)를 나타낸다. 가

장 강도가 높은 연결은 해외 프로그램, 지상파 프로그램, 그리고 국내 프로그램

과의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외의 경우는 총 21개의 연결과 6,587개의 

콘텐츠 수를 보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지상파 프로그램 역시 12건의 

관계를 케이블 각 채널들과 맺고 모두 1,940개의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어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는 13건의 연결로 

지상파와 거의 차이 없는 연결 빈도를 보였으나 세부 프로그램의 수는 1,684건

으로 다소 적어 3위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한 연결망 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연결의 빈도 측

면에서 케이블 채널끼리의 연결이 아닌, 외부 매체(해외, 지상파, 국내)와의 연

결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가정, 즉 지상

파나 해외 프로그램의 재생산이 케이블 편성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는 추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의 

자생력이나 다양성이 이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또한 케이블 채널 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결과로 동시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케이블 채널의 프로

그램 생산능력과 자체 편성력이 취약하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해외 프로그램의 소비가 주로 이뤄졌던 채널의 예로는 Champ, JEI 재능방송, 

어린이 TV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는 Tooniverse, JEI 재

능방송, 어린이 TV 등을, 그리고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방영은 코미디 TV, 

e-channel, G TV 등의 케이블 채널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적으로 해외와 국내 콘텐츠의 활용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채널들에서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한 콘텐츠의 집중 현상 때문

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상파 프로그램의 활용은 ‘무한도전’, ‘이경규, 김용만의 라

인업’ 등 코믹 버라이어티 쇼나 ‘웃찾사’, ‘개그야’, ‘개그 콘서트’ 등 코미디 물이 

해당 채널의 주축 구성 프로그램인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케이블 채널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소비는 몇몇 채널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 경우로 아리랑 TV와 MBN, MTV, 내

셔널지오그래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채널은 비록 자체 프로그램만으로 방송



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당 부분이 제작과 방영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

어, 주로 다른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채널들(OCN 등)과 뚜렷한 차

이를 드러냈다. 특히, 어린이용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Tooniverse(제작원)

의 경우는 다른 결점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고립자로 나타나 자체 프로그램의 

타 채널에서의 이용이 전무함을 알게 했다.

(3) 연결망 개별 지표 분석 - 편성시간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결망 역시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언급했듯, 전반적으로 편성시간은 프로그램 수의 분석

결과에 비례하였는데, Champ(28,389분), OCN(25,405분), 채널CGV(25,155분)

의 순서대로 가장 많이 편성된 결과(시간)를 나타냈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는 

채널 CGV(12,820분), Tooniverse(9,545분), JEI 재능방송(8,165분)의 순으로,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우는 e-channel(31,919분), 코미디 TV(31,238분), G 

TV(20,233분)의 순으로 각각 나타나 프로그램수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편성시간의 기준에서 자체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채널은 MBN, 내셔널지오

그래픽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채널 CGV과 국내 프로그램, 또 

OCN과 해외 프로그램의 연결 관계는 프로그램 수에 비해 편성시간이 비약적으

로 증가해 각 선의 굵기가 눈에 띄게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채널에

서 차용한 프로그램의 수에 비해 그 개별 편성시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언급된 양 채널이 모두 영화 관련 채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추

론의 신빙성을 믿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편성된 프로그램의 수와 시간이 어

느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험적 차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 케이블 채널 - 프로그램 제작원 네트워크 분석은 앞서 프로그램수와 함께 

이미 지적된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추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

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채널의 특성이 프로그램 수에 이어 편성시간 관계성

의 차이에도 유효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4) 연결망 개별 지표 분석 - 시청률

【그림 3】은 시청률을 속성으로 한 케이블 채널 - 프로그램 제작원 연결망 

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시청률의 결과는 앞의 프로그램 수 또는 편성시간의 

예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프로그램과 연결된 채널

의 관계들이 【그림 1】이나 【그림 2】에 비해 대체로 굵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로그램 수나 편성시간에서 자체 프로그램

에 크게 의존했던 몇몇 채널(MBN 등)이 시청률 항목에서 지상파와 상당히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은 케이블 채널의 자체 콘텐츠가 지상파 프로그램 

보다 시청률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현실적으로 2% 내외의 시청률이 가장 인기 있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마지노

선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위 분석결과는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하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방송사들에 비해 제작비와 인력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시청률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지상파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게 나온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결과물(프로그램)이 지상파에서 나올 가

능성이 그만큼 더 높기 때문이다.

시청률 기준의 분석결과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프로그램 수, 편성시간)뿐 아



니라, 현실적 영향력의 차원에서도 케이블 방송이 다원성을 잃고 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시청률로 방송국 수입의 대부분인 광고수익이 결정되는 현 체제에서

는 아무래도 높은 시청률이 담보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선호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검증된 지상파나 해외 프로그램의 차용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보다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전송이 비용 대비 효율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지상파에의 집중현

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시적으로 케이블 방송의 성장 동력

을 제한하고 자생력을 실추시켜 끝내는 케이블의 존재목적 자체를 위협할 개연

성이 높은 위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 시청자들의 권익 차원에서도 이러한 

케이블 시장의 단점은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의 결과들과 함께 

케이블 다원성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여기서 긍정되며, 이를 정책적 또는 행

정적으로 뒷받침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유효하게 된다.



3) 중앙성 지표 비교 분석

중앙성 지표는 다시 연결 중앙성(degree)과 사이 중앙성(between centrality), 그

리고 위세 중앙성(prestige centrality)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관계 수(number of links), 평균 연결정도(average degree) 등의 

네트워크 지표들과 다르게 개별 결점이 지니는 특징을 표상한다(김용학, 2003). 

연결 중앙성이란 곧 특정 결점이 다른 결점과 연결된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특정 연결망 내에서 해당 결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이는 다시 그 결점이 관계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반면, 사이 중

앙성은 특정 결점이 결점과 결점 간 관계를 얼마나 매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는데, 이는 관계를 매개하는 결점은 단순히 많이 연결된 결점에 비해 보다 중요

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김용학, 2003). 또, 위세 중앙성이란 한 결점이 얼

마나 중요한 결점과 많이 연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전체 연결망에서 보유한 중

요성을 반영하여 결점의 중앙성을 표시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케이블 채널과 프로그램 제작원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중앙

성 지표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개별 결점들이 현 방송시장에서 갖는 현실

적 의미를 계량화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순빈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외

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특정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방영되었다는 주장은 그것이 

다른 채널, 혹은 다른 제작원과 맺는 관계성을 고려치 않고 산출된 주장이다. 

그러나 각 채널과 제작원은 모두 방송 시장의 한 구성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타

자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표 10】

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 결점의 중앙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인데, 연결

과 사이, 그리고 위세 중앙성의 상위 순위 결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중앙성 지표 분석(연결, 사이, 근접 중앙성)

【표 10】에 나타난 세 중앙성 지표는 모두 단일 연결망의 결점 사이의 연결

을 그 기본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속성(프로그램 수, 편성시간, 시청률, 점유율)과 

무관한 동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각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조금씩 다

른데, 먼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단순히 직접 연결된 결점의 수를 바탕으

로 계산되고, 다른 두 결점을 연결하는 사이 중앙성(node betweenness centrality) 값

은 전체 연결을 매개하는 결점의 수를 기초로 계산된다는 차이가 있다(안민호, 2006). 



기준 순위 연결 중앙성 순위 사이 중앙성 순위 위세 중앙성

프로

그램 

수

1
0.412

1
0.540

1
0.713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아리랑 TV*

2
0.255

2
0.202

2
0.701 

국내 프로그램 지상파 프로그램 아리랑 TV

2
0.255

3
0.122

3
0.005 

지상파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편성

시간

1
0.412

1
0.540

1
0.412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2
0.255

2
0.202

2
0.323 

국내 프로그램 지상파 프로그램 Champ

2
0.255

3
0.122

3
0.308 

지상파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 채널 CGV

시청률

1
0.412

1
0.540

1
0.614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2
0.255

2
0.202

2
0.376

국내 프로그램 지상파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

2
0.255

3
0.122

3
0.358

지상파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 OCN

점유율

1
0.412

1
0.540

1
0.462 

해외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OCN

2
0.255

2
0.202

2
0.347 

국내 프로그램 지상파 프로그램 채널 CGV

2
0.255

3
0.122

3
0.309 

지상파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 XTM

먼저 연결 중심성 순위는 해외 프로그램(0.412), 국내와 지상파 프로그램(각 

0.255)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연결성을 기준으로 할 때, 케

이블 채널과 프로그램 제작원 간의 연결망에서 이들 결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해외 프로그램 결점의 값이 

0.412로 공동 2위를 기록한 국내와 지상파 프로그램의 수치 0.255에 비해 상

당히 큰 격차를 보인 점은 의미가 있는데, 전반적인 케이블 채널들의 프로그램 

편성이 해외 프로그램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지상파의 경우와 달리 케이블 방송은 채널을 막론하고 외국 프로그램

의 편성이 보다 일반화되었다는 뜻인데, 최근의 ‘미드(미국 드라마) 열풍’이나 

‘오프라 쇼’를 필두로 한 외국 토크쇼, 그리고 일련의 리얼리티쇼의 큰 인기를 

고려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 중앙성 지표의 순위는 해외 프로그램(0.540), 지상파 프로그램(0.202), 

국내 프로그램(0.122)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서 연결 중심성 지표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해당 결점들이 비단 단순 연결뿐 아니라 타 결점

을 매개하는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그 중요성을 논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와 지상파, 그리고 국내 프로그램 결점의 사이 중앙성 

지표의 높은 점수는 연결 중앙성 지표와 함께, 현 케이블 프로그램 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가 해외와 지상파 등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임을 알려준다. 이들 

프로그램은 여러 케이블 채널을 넘나들며 반복적으로 투사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분석의 사이 중앙성 값은 곧 결점 간 관계를 매개하는 정도를 

뜻하므로 그 값이 높다는 사실은 여러 케이블 채널에서 다양하게 재전송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위를 기록한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 중앙

성 값(0.540)이 연결 중앙성 값(0.412) 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0.255(연결 중

앙성)에서 0.202로 낮아진 지상파 프로그램의 변화와 비교하여 해외 프로그램

이 지상파 재전송 프로그램 보다 더 다양한 채널에서 전송될 확률이 크다는 사

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케이블 채널이 ‘무한도전’ 등 극히 일부의 인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타 채널에

서 방송되었거나 방송된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 편성하는 경우는 해외 프로그

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2) 위세 중앙성 분석 결과 

위세 중앙성을 구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요인 분석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아이겐 값(eigen 

value)을 쓰는 반면, 위세 중앙성은 인접 행렬에 대한 요인 값을 제시하는 것이 

그 차이이다(김용학, 2003). 위세 중앙성이 다른 중앙성 지표와 다른 점은 특정 

결점의 중요성을 반영한다는 점인데, 이는 연결망 내에서 더 중요한 결점들과 

연결되는 결점이 타 결점에 비해 그 현실적 중요성에서도 더 중요할 것이란 논

리에 따른 것이다. 

다른 중앙성 지표 값과는 달리, 위세 중앙성 지표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위세 중앙성 지표가 결점의 중앙성을 판단함에 있어 속성

을 반영하기 때문인데, 먼저 프로그램 수 속성의 경우는 아리랑 TV(채널, 

0.713), 아리랑 TV(0.701), 해외 프로그램(0.005)의 순서로 결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제작원 그리고 채널로서의 아리랑 TV가 모두 1위와 2위의 높은 값을 

기록한 것은 해당 결점이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한 연결망의 여타 중요 결점

(해외 프로그램 등)과 긴 한 연결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리랑 TV

는 영어 전문 채널로서 다른 케이블 채널과 다르게 해외 프로그램 송출의 비중

이 높고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수 차원에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이

미 언급되었듯, 아리랑 TV와 연결된 총 2개의 외부 결점(해외, 지상파) 모두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성이 높은 결점이라는 사실이 해당 채널의 높은 위세 중

앙성 값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성시간의 경우는 해외 프로그램(0.412), Champ(0.323), 채널 CGV(0.308)

의 결과를 보였으며, 시청률은 해외 프로그램(0.614), 국내 프로그램(0.376), 

OCN(0.358)의 순서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점유율의 순위는 OCN(0.462), 채

널 CGV(0.347), XTM(0.309)의 순서를 보였다.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 위세 

중앙성 순위에서 특기할 점은 Champ 채널과 채널 CGV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Champ가 CJ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높고, 채널 CGV 역시 영화 전문채널로서 해외 또는 국내 

영화로 편성의 대부분이 이뤄진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시청률 - 위세 중앙성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OCN 역시 영화 채널이라는 점

에서 높은 위세 중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채널 CGV가 케이블 채널 - 프

로그램 제작원 결점 중 중요한 해외와 국내 프로그램 결점들과 깊숙이 연관되

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OCN의 연결 역시 그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

요한 위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위세 중앙성 순

위에서 OCN과 채널 CGV가 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는 점으로도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하겠다. 반면 XTM의 경우는 비록 영화 채널은 아니지

만 외화나 외국 격투대회 등 외산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비중이 타 채널보다 상

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높은 위세 중앙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위세 중앙성 지표는 비단 전체 연결망의 연결 차원뿐 

아니라 속성이 반영된 중앙성에서도 해외와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원 결점이 중

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하였다. 이는 앞서 네트워크 지표의 분석에서 논하였

던 케이블 방송의 다원성 훼손과 그 맥을 같이하며, 케이블 채널의 독자적 콘텐

츠 확보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듯, 이러한 다양성 논의는 곧 직접적으로 시청자의 채



널 선택권 문제와 연결되므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 고찰과 사회적 대

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겠다.

 

5. 결 론

본 연구는 케이블 채널의 콘텐츠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매체 환경 속에서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각 지표에 따른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양적 비중에 비해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응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는 비단 

영화와 만화, 패션, 리얼리티 쇼 등의 인기 장르들을 중심으로 자체제작 프로그

램에 버금가는 양적 지분(프로그램 수, 편성시간)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청률에서도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하여 실질적인 케이블 채널의 운영을 좌우하

는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은 프

로그램 수나 편성시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시청률과 점유율에

서는 해외 프로그램 다음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케이블 방

송 수익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케이블 채널 - 프로그램 제작원 연결망의 분석결과는 각 케이블 채널이 그 

편성에 있어 자체 프로그램 보다 다른 채널에서 방영된, 또는 다른 제작원에서 

공급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다시 케이블 

방송 다양성의 저하와 긴 히 연결되는데, 외부 프로그램의 비중의 증가는 일반

적으로 개별 채널의 특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연결

망 도의 낮은 점수와 연결성의 높은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케이블 프

로그램 수급이 일 대 일 거래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 이해관계자(채널, 제작원)끼리의 폐쇄된 거래관습으로 인한 시장의 획일화

를 의심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한편, 연결의 빈도 분석결과는 개별 케이블 채널끼리가 아닌, 케이블 - 외부 

매체(해외, 지상파, 국내)와의 연결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앞서 언급된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 저하현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논거라 하겠다. 즉, 지상파 또는 해외 채널에서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의 재전송

이 현재 케이블 편성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자체 콘텐츠의 생



산과 유통이 위축된다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또 이러한 결과는 케

이블 채널 간 거래관계가 여전히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

능한데, 이는 앞서의 추론과 함께 우리나라 케이블 채널의 콘텐츠 생산능력과 

자체 편성능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은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되고 특화된 자체 프로그램 대

신, 이미 여러 회에 걸쳐 그 효용이 검증된 일부 인기 콘텐츠의 재생산을 중심

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현상이 많은 부분 열

악한 케이블 채널의 양적, 구조적 기반 때문이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케이

블 고유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그 지위를 지상파의 하부 매체 정도로 격하시키

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유통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불러 케이블 방송의 성장 동력을 제한하고 

자생력을 실추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케이블의 존립근거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

파 희소성 개념에 근거한 방송의 공익성에도 커다란 흠집을 남길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재의 케이블 프로그램 유통구조는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

며, 나아가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라는 케이블의 원 도입목적에 질 높은 자체 

콘텐츠의 개발과 시청자들의 권익에 부응하는 다원적 편성이 시급히 실현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방송 다양성의 개념을 실증적인 

방법을 이용, 현실에 대입하여 그 실태를 거시적으로 밝혀냈다는 의의를 지닌

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각 채널의 소유관계나 거래관계에 대한 보

다 적확한 분석이 누락되었고,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별 콘텐츠 영향력이나 실제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력 등이 간과되었다는 단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날로 증

대되고 있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후

속연구를 통해 필히 보정되어야 할 것이며, 덧붙여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제

언 또는 사회적 대책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회적 배경

에 추동된 수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외면하고서는 매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방송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역시 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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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utline the present status of cable 

contents market in Korea. For this, we analyzed the program 

manufacturer - cable channel relationship using the SNA(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 mainly focusing on 3 main indices: 

numbers of contents, televised times, and ratings.  

The results indicates that Korean cable stations seem to depend on 

outer contents such as overseas programs or the contents which were 

already aired in major television stations greatly. For instance, 



overseas programs including movies, cartoons, fashion programs, and 

reality shows hold dominant positions in all three indices. Also this 

situation is same for the case of re-transmitted programs; especially, 

in terms of ratings, the programs originally from major broadcasting 

stations score very high point. From these evidence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present Korean cable channels are really 

subordinate and uncharacteristic.  

The cable channel - program manufacturer network results also 

show that Korean broadcasting contents market has two noticeable 

features. First, the self-manufactured contents are very insignificant 

in the market, unlike as they are supposed to be. If the concept of 

broadcasting diversity should be a common goal for all actors in the 

market, each cable channels should develop their own contents in 

order to reveal unique characteristic. However, our results indicate 

this notion is not adaptable to this case unfortunately.

Second, it can be inferred that the market itself is in very rigid and 

inflexible state from the high score of network degree and low score 

of network density. Shortly speaking, despite almost all of nodes are 

connected each other, the fact that its density is low can mean the 

present broadcasting contents market is based on a '1 on 1' bargain 

relationship basically. Again, this would be a problem because this 

might deprive the market of the concept of free trade by making each 

contract exclusive. 

In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cable industry cut 

both the broadcasting diversity and viewers' right to choose any 

television channels. It should be changed, no need to say, because 

not only it debase the reason that cable channels should exist, but it 

also it might make people lose their interest in cabl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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