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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지상파 방송사인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 서로 유사한 조직 목표를 공유

하는 반면 MBC와 SBS는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 지상파 방송 3사는 재원 구조와 조직 구성 이념, 

최고경영자 선정 측면에서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반면 지상파 방송 시장이

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 경쟁하면서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유사 기

업이기도 하다. 비록 조직 구조 특성은 다르지만 이들이 직면하는 방송 환경이

나 경쟁 수준은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유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서 차별화되지만 공통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비정규직 인력 제도의 도입

이나 운영 측면에서 방송 3사의 지향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김영한, 2008). 공

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기존 대기업들이 채택했던 대체 

인력 활용 방식이나 비용 절감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들 지상파 방송 3사는 해외의 주요 방송사가 채택하고 있는 변화들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한다. 일본 NHK의 CP 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KBS와 기

타 국내 대부분의 방송사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장기오, 1994).

조직들이 다른 조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단순히 조직

의 목표 또는 이윤 추구 등과 같은 합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

니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97). 조직은 내부 조직

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경쟁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모방하게 

된다. 각각의 조직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이질적이지만 다른 조직을 모방함으로

써 조직들은 생존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이러한 적응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간

주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유사한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조직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서로의 조직 구조를 모방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Haunschild & Miner, 1997).

서로 유사한 환경 변화에 대해 방송사 조직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조직 

구조를 변형시키며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와 같은 주제

는 그 동안 관련 연구들이 거의 없었던 방송사 조직 구조와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 3사 조직 구조와 조직 구성원의 가치 체계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 구조와 구성원의 가치 체계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구조와 구성원 행위를 동시에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 구조가 조

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공식적 시스템이라면 조직문화나 조직 구성원들

의 가치 체계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비공식적인 체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정동섭, 2007, p.297).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조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직 간 유사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의 유사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2000년 이후에 지상파 방송 3사의 주요 인

사 제도의 특성은 어떠한 차이와 유사성이 있는가”이다. 이는 수많은 조직 구조 

모방 사례 중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팀을 지원하는 인사 제도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사들 역시 

인적 자원의 관리와 개발 등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조직 

구조의 조정 및 다양한 인력 수급 방식 모색이나 기존 인력의 전문성과 효율적 

배치 등을 통해 치열한 미디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시도이다(문성철, 2006; 

장재윤, 2004).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는 적절한 인센티브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들은 해외의 주요 공민영 방

송사뿐만 아니라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방송사의 인사 제도를 참조하여 

이를 조직 구조에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직 간 모방 메커니즘이 인

사 제도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3사 조직 구조 변화에 어떻게 투영되는 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지상파 방송 3사 조직 내

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 제도의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지상파 방송 3사 구성원들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대

한 가치 평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조직 구조의 변화

의 차이 또는 유사성이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내재화 

또는 사회화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 간의 구조적 차

이가 방송사 간의 조직 구성원들 간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야기하는 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인 가를 살펴보는 것은 조직의 구조와 조직 구성원 행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 제

작 환경 일반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의 PD들이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환경과 조직 구조의 동질화 과정

제도주의 이론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을 다른 조직

들과 유사하게 동질화시키는 과정에 주목해왔다(DiMaggio & Powell, 1983; 

Hirsch, 1986; Scott 1987, 1995).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경우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원리로만 기업 조직이 구성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조직 변화의 정당성을 외부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직들

은 외부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을 모방함으로써 조직 내부

의 안정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 구조의 동질화 현

상은 구조동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다. 구조동형성은 유사한 환

경 조건에 직면한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들을 닮아가는 제약 과정으로 정의

된다(DiMaggio & Powell, 1983).

조직의 구조동형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하 DiMaggio & Powell, 

1983 논의 참조). 첫째로 강제 구조동형성(coercive isomorphism)은 조직 외

부에서 강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국가 정책이나 협회 등의 

정책에 따라 조직이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변화들을 포함한다. 가령 방송법으

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모든 방송사들은 시청자위원

회를 기존 조직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모방적 구조동형성(mimetic 

isomorphism)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기존 조

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가령 중소 규모 기업들이 선도 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의 전략을 모방하는 행동 등이 모방적 구조동형성을 포괄하는 현상

이다. 이와 같은 조직 간 모방은 외부 변화에 대해 다른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

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조직이 바뀌고 있다는 사회적 정당성

및 조직 내부 차원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다. 모방적 동형성은 일반적으로 3가

지 하위 개념을 갖고 있다(Haunschild & Miner, 1997). 빈도 모방(frequency 

imitation)은 매우 공통적인 사무를 모방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성향 모방(trait 

imitation)은 다른 조직의 어떤 특징적인 사무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모방(outcome imitation)은 다른 것들에 대한 사무의 명백한 영향에 근거한 모

방으로 규정된다. 셋째, 규범적 구조동형성(normative isomorphism)은 같은 시

장에서 활동하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전문주의를 의미

한다. 가령 대학의 언론대학원이나 특정 언론인 모임 등은 서로 다른 언론사 조

직 구성원들 간의 가치를 동질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조직들

이 서로 조직적으로 유사해지는 과정은 강제적 방식이나 모방에 의한 동형성 

또는 인적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간의 구조동형성은 조직간 상호 교류가 빈

번할수록 그 정도가 증가한다(손동원, 2004).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 또

는 기업들은 경쟁적이거나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또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

환하는 행위에 참여하면서 유사성이 높아진다. 구조동형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간에 또는 비영리 기업 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기업의 경우에

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제시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여론이나 다른 유사 비영리기업의 전략이나 행위를 따라가는 일이 많다

(Leiter, 2005). 따라서 조직이 조직 구조를 바꾸는 이유는 조직의 경제적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다른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 요인을 자

기 조직 내로 도입함으로써 조직 자체가 외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조직은 내외부적으로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다(Powell & DiMaggio, 1991).

구조동형성 개념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모방 행위를 살펴본다. 가령 방호열(2003)은 중소기업의 해

외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모방을 검토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

경에서는 자체적인 전략 보다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모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이윤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규용과 김동원(2001)

은 상장기업들의 팀제 도입 원인을 검증하면서 제도화 이론이나 네트워크 이론 

등의 정당성 가설이 합리성 가설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을 목적으로 팀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강제적, 모

방적, 규범적 구조동형성 요인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교재 출판 산업을 살펴본 코저 등(Coser, Kadushin & Powell, 

1982)은 산업 초기에는 출판사 조직의 형태가 다양성을 나타내다가 시장이 성

숙된 이후에는 2개 정도의 조직 형태로 수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직이 안



정화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간 동질화 현상이 선행된다는 것을 밝혔다. 엔슬

리와 카르(Ensley & Carr, 2006) 등도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만 4천 건 

이상 투자된 벤처 자본을 대상으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제도적 압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대상을 조직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까지 확대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

다. 김영수와 장용석(2002)은 국가 단위로 중앙정부의 구조적 동일성을 검토했

다. 중앙정부의 구조적 분화는 세계화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화는 모

든 공식 조직의 행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조직 구조동형성

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김영수(2001)는 기존 중앙 정부 조직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 형태의 등장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효율성

과 효용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단 정당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의 

안정된 정부 조직 제도를 답습한다는 것이다.

조직 구조동형성 이론은 조직이 경제적 목적 이외의 다양한 제도적 요인에 

따라 조직 구조를 다른 조직과 유사하게 동질화시킨다는 논점을 갖고 있다. 특

히 비영리 조직일수록 외부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른 조직 구조의 변화를 

모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의 역사가 짧을수록 모방 경향은 증가하

는데 이는 새로운 조직일수록 정당성 획득이 중요하며 대규모 기업은 합리성을 

목적으로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반면 중소규모 기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직 

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다(이규용, 김동원, 2001). 결론적으로 조직 구조의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 이외에도 다른 조직의 모방

을 통한 조직 내외부적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방송사 조직 구성원의 가치 체계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 방송사 간의 경쟁이 증가할수록 최종 생산물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구성 등은 방송사별로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나타난다(Van 

der Wurff & Dulienburg, 2001). 이는 기존의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의 구분까

지도 모호하게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교

육적 프로그램이나 보도교양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사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경쟁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중심



의 방송 서비스 시장 구조는 다채널 방송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최근의 시청자 분화 현상에 대응해서 시장지배력이 분산되고 있다.

경쟁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방송사들이 기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비 투입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는 공적 기금이나 

시청료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금 보다 광고비에 의존하는 것이 효율

적인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광고를 재원으로 설정하고 이의 비중이 증가하

게 되면 방송사업자는 고유의 독자적인 사회문화적 역할 수행 보다는 기존 민

영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방송사 외부 

환경 변화는 공영 또는 민영 방송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면서 조직 구조적

으로도 서로 유사하게 변화하게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CP 제도의 

도입이나 장르 중심의 제작부서 구획 등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작 방식

이 방송사별로 거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 시장에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서 구조적 동질성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방송사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는 서로 다른 문화적 특

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나타낸다. 가령 최근 방송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공

영방송사 간의 조직 문화의 차이(장재윤, 2004) 또는 지상파 방송 3사 조직 구

성원들 간의 가치 체계 차이(문성철, 2006; 황상재, 1999)를 살펴보고 있다. 방

송사 조직 문화를 조직의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문화가 상당 기간 축적

된 결과물로 이해할 때(문성철, 2006, p.292 인용)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조직 

구조의 변화가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까지 동질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는 단기간 내의 조직 변화보다는 누적적인 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 3사 중에서도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재윤(2004)의 연구는 국내 방송사의 보도 및 제작 인력

의 조직 문화를 측정하면서 KBS는 위계형 문화가 강한 데 비해 MBC는 집단형 

문화가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우성(2008) 역시 KBS와 MBC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아이덴티티 요인을 비교한 결과 오락성 요인에 대해

서는 MBC 직원들이 높은 평가를 나타낸 반면 경영철학과 기업 상징 등은 KBS 

직원들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재(1999)는 KBS와 

MBC 조직문화를 비교하면서 KBS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으로서 현실을 정태적으



로 인식하는 특성과 문화를 MBC는 KBS와는 다르게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만 

수용 태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다.

개별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직 내 문화적 가치 체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같은 방송사에서도 직종이나 부서별로 각각 독특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인규(2004)는 KBS PD들의 가치체계 변화

를 탐색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지향하는 공공성 확보와 시청률이라는 

상업적 목표의 이중적 가치가 조직 구성원들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KBS 조직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 체계를 유지

해왔지만 방송사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업 가치도 중요한 요인으로 내재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방송사 조직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이들 구

성원들의 부서나 역할에 따라 조직문화가 달라질 수도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소속 부서에 따라 친밀성이나 연대성이 다르고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장르와 채

널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제작이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백영민, 윤석민(2005) 역시 MBC 조직문화를 살펴보면서 같은 방송사 

조직 내부적으로 이질적이고 상호배타적인 하위문화에 주목했다. 자율성과 응집

도가 높은 합의문화 유형은 기술과 영상미술 부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반

면 자율성은 높지만 응집도는 낮은 개별화된 네트워크 문화는 라디오와 시사교

양 부서에서 나타났다. 응집도가 높은 가부장적 문화에는 보도, 기획, 편성 부서

들이, 조직 목표 추구를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부서 내 응집도가 낮은 관료제적 

문화는 인력자원 부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송사 조직 간 

또는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방송사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적으로 구성원들에 

내재화되어 있는 견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

하는 행동 패턴이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선행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높을 것이다. 가령 조직 문화나 가치 체계가 다르

면 조직 구성원들의 환경 변화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인사 관행이나 

조직 행위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강영순, 1999).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는 조직 구조의 변화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인사 제도

와 구성원 가치 체계의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이후에 지상파 방송 

3사의 주요 인사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 방

법을 동시에 이용했다. 이를 위해 방송사 연감 및 일차 자료 등을 수집했으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인사 정책 도입 과정에 나타난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지상

파 방송 3사 인터뷰 응답자는 KBS, MBC, SBS 등의 방송사별로 1-2명 정도로 

구성해 문헌 자료 연구를 보완하도록 했다.1)

조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문화적 가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행했다. 설문 조사는 조직 구성원이 조

직 구조에 내재된 제도화된 규칙이나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 조사는 2006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PD 28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대한 가치 체

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했던 PD들은 지상파 방송 3사

의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편성 PD들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사별 PD 구성원은 

KBS 110명, MBC 103명, SBS 75명 등이다. 표집 방법은 교양, 드라마, 예능 

부서별로 균등하게 할당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선택했다.

2) 개념 및 측정

(1) 인사 제도의 유사성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지상파 방송 3사가 도입한 인사 제도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가 도입한 여러 가지 인사 제도 중에 가장 중

1) 심층인터뷰는 KBS 차장(남, 15년차), MBC 국장(남, 23년차), MBC 부국장(남, 22년

차), SBS 연구위원(남, 7년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일차 자료 및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 3사별 제도의 특성을 검토했다.

(2) 조직 구성원 가치 유사성

본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 가치 유사성 측정은 전범수 (1993)의 연구를 참조

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대한 가치 평가 설문 문항을 구성했다. 이 문

항들은 방송사 조직 구성원들이 외부 환경 및 내부 조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

고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 창의성, 제작 

업무, 관례, 방송 역할과 프로그램 반영 여부, 조직 구조 변화, 제도 변화 필요, 

제작 자율성, 제작 통제 요인, 독립성, 외부 제약, 표현의 한계, 표현의 자유, 조

직 내부의 제약, 선정성 등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응

답자들이 평가하게 했다. 15개 방송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PD들의 가치 평가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 그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측정했다.

3) 분석방법

지상파 방송 3사의 인사 제도와 구성원 가치 체계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했다. 인사 제도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인사 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방송사 노보, 방송 전문 신문, 연감, 신문 등 문헌 자료와 방송 3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지상파 방송 3사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연계된 구조화된 설문

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이들 차이는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서 검증했으며 방송사별 문화적 가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판

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4. 연구 결과

1) 방송사별 주요 인사 제도 도입 및 변화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방송 3사의 주요 인사 제도 도

입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에 각 방송사별로 도입된 인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개별 방송사별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주제를 통

해서 이들 인사 제도의 영향력이 다른 방송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가

를 살펴보았다. 지상파 방송 3사별 주요 인사 제도 도입 과정을 검토해보면 다

음과 같다.

(1) KBS : 팀제 도입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방송은 전형적인 관료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조

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조직 규모가 대형화되기 시작했으며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부서의 통제력이 강하게 나타났다(황상재, 2003). 그러나 SBS 개국 

이후 오락적 프로그램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KBS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식을 모색해야 했다. 조직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한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프로그램 장르 중심의 제작 구조 역시 채널을 기준으로 조직 구조

를 변형시키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조직 생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평적 구조에서 좀 더 통제가 용이한 방식으로 구조를 위계화

시켰다. 이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조직 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이상 황상재, 2003 논의 참조). KBS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

식으로 조직 구조를 적지 않게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조직 구조 개편의 횟수는 

많았지만 변화의 폭이 작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박인

규, 2002).

흥미롭게도 KBS의 조직 개편 모델은 일본 NHK가 아니라 영국의 BBC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KBS 직원들은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조직 개편의 방향을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로부터 확보하는 모방성을 드러냈

다”(KBS 차장, 남, 15년차). KBS는 일본의 NHK와 같은 방송사의 경우에는 프

로그램 포맷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데 비해 조직의 미래 구조를 설계할 때

에는 그 아이디어 대부분을 영국 BBC 조직 구조 변화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조직 구조가 변화될 때 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구성원들 모두에

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되지 않았으며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직 구

조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시 말해 KBS는 직종이



나 본부를 구성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수평적 조직 중심의 BBC

와는 달리 결재의 단계가 지나치게 많고 관료적인 특성이 강했다. 이는 KBS 조

직 구조의 변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이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이상 박인규, 2002 논의 참조).

KBS는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을 시작으로 기존 인사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KBS는 국부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는 한편 

차장 직위를 폐지하고 차장 승격 시험을 폐지했다. 이와 같은 인사 제도의 변화

는 일차적으로는 인사 적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양승

혜, 2004, p.68). 관료적 조직 구조로 비판받던 KBS가 노사 합의로 추진한 팀

제의 도입은 최근 KBS 제도 개혁 방안 중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제도

로 평가된다. 팀제 도입을 통해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어 왔던 일반 직원과 

차장, 부주간, 주간, 국장 체계가 일반직원, 팀장, 국장으로 체계가 단순화되었

다. 뿐만 아니라 KBS 관료제 및 인사 적체의 상징으로 평가된 차장 승격 제도

도 팀제 도입으로 폐지되었다(미디어오늘, 2003. 11. 12).

KBS는 팀제 도입 등을 통해 비대한 직위 구조를 해체하고 폐쇄적이며 정체

된 인사 구성 형태를 단순한 조직 형태로 변화시키려 했다(미디어오늘, 2003. 

9. 5). KBS가 팀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KBS에서 운영하고 있던 차장 제도는 과

도한 인사적체와 연계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었다. 일반 직원들이 차장이 되

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품질보다는 상하 인간관계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조직 

구성원들은 창의성이나 성과물보다는 관료적 평가 및 조직 적응 능력이 우선되

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었다(미디어오늘, 2002. 9. 26).

KBS 정연주 사장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차장 제도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팀제 도입을 경영 효율화의 지표이자 조

직을 운영하는 기본 이념으로 활용했던 KBS는 그 수단으로 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KBS의 조직 문화를 바꾸어왔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KBS의 인사 

정책에는 신입 사원 지방 할당제, 한국어 능력 시험 도입, 채용 연령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는 구별되는 

KBS의 독자적인 인사 정책의 특성을 나타낸다. 인사 제도를 통한 조직 구조의 

변화는 KBS의 조직 문화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KBS의 조직 구조와 인사 제도 변화는 대체로 경제적 목적 보다는 조직 문화

의 소통이나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팀

제 도입과 지역국 통폐합 등의 중요한 조직 구조 개편을 포함해 비정규직 효율

화, 임금 및 정년체계 개선 등의 인사 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매일경제, 

2007. 7. 10). 그러나 MBC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임금피크제와 능력

에 따른 임금제도 실시, 자율근로제 도입 등은 노조 등의 반대로 KBS에서는 인

사 제도 변화에 반영되지 못했다(미디어오늘, 2005. 10. 19).

KBS의 조직 및 인사 제도의 변화는 공영방송을 상징하는 영국 BBC를 비교 

대상으로 시작되는 특성을 갖는다. BBC가 추진하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활동이나 

효율성 추구 등을 KBS의 변화 준거 틀로 활용한 것이다. 해외 공영방송의 모방

을 기반으로 KBS는 조직 구조의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 및 관료제 문제의 해소, 

이외에 새로운 사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인사 적체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리더

십을 확보하려는 의도 등이 인사 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팀제 도입으로 결재 단계의 

축소 및 의사결정 소요 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팀 간 또는 팀 

내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확대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부서 간 소통

을 저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5. 2. 23). 이와 같은 

갈등의 가능성은 팀제 도입 이후 KBS 조직 문화를 분화시키면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2) MBC: 새로운 인사 제도의 실험과 반복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MBC 조직 구조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업무

에 따른 폐쇄적 구조 특성을 갖고 있었다(황상재, 2003). 부서별 본부별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독자적인 하위 집단별 조직 구조를 갖고 있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팀조직이 도입되기도 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모든 부서가 팀제로 개편되기도 했다. MBC가 팀조직으로 변

화된 이유는 일반 대기업들의 팀제 도입을 모방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직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제와 같은 조직 제도의 도입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에서는 효율성 보다 강

력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보다 요구된다. 방송사들은 경제적 효율



성 보다는 창의성에 의존하는 인적 자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상 황상

재, 2003 논의 참조).

이로 인해 MBC의 팀제는 다시 부서제로 복원되었으며 제작본부에는 CP 제

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장르별로 조직이 바뀌었다. 그러나 KBS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금융 위기 이후에 MBC의 조직 구조는 또 다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목적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MBC의 조직 구조 변화는 미래 지

향적인 조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다른 방송사 조직들과 유사

한 전략을 모방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그 동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

해왔던 국내 방송사들이 금융 위기를 시점으로 형식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모색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MBC의 조직 구조는 완전한 의미의 팀제 

운영이 쉽지 않은 기능별로 완벽하게 구획된 본부제로 인해 실제 경영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기란 어려운 과제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MBC 역시 KBS와 마

찬가지로 관료적인 조직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MBC는 200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조직 구조 변화 실험을 시작했다. 2002년

에는 시사제작본부를 독립적인 본부 조직으로 분리시켰으며 TV 제작 부분은 

장르 중심에서 제작1, 2국 및 지원국 등과 같은 기능별 시스템으로 바꾸었다(황

상재, 2003).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MBC의 조직 구조는 매년마다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변화이다. MBC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 및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 

및 반대에 직면해 다시 기존 조직 구조로 회귀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MBC의 독특한 소유 구조와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직 구성에 직

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MBC가 갖고 있는 상업적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인사 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 목표로 지향했던 MBC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간 합의 

또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 목

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MBC 인사 제도에서 특기할 사항은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

을 통해 팀제 도입이라는 인사 제도 변화를 유도한 것과 같이 MBC에서도 최문

순 사장의 취임을 통해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최문순 사장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독특한 인사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핵심 주장

은 임금삭감, 단일 호봉제 개선, 팀제 도입, 프로그램 중심 인사 제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삭감은 신입사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며 단일 호봉제는 호봉제도의 축소를 통해서 팀제 도입은 위계단계를 축소하며 

직위와 직급을 완전 분리하는 한편 대국 소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중심 인사 제도는 프로그램 실명제 도입, 프로그

램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 교육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최문순, 

2005).

MBC는 2007년에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연차 휴가 적립제, 임금

피크제 강화안, 의무안식년제, 성과배분제 등에 대해 노사 협의를 진행해왔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임금 삭감이 수반된 형태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

응 방식으로 경쟁력을 위한 것이었다(미디어오늘, 2007. 11. 23). MBC가 임금

피크제와 성과급제를 핵심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성과와 

보상의 불일치 현상 해소를 통한 동기 부여 증가와 인력 규모의 과도한 집중으

로 인해 인건비 비중 완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미디어오늘, 2004. 8. 25).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MBC는 광고 매출 성장의 둔화와 뉴미디어 도입에 따

른 경쟁 증가로 인해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사 제도를 변화시키

기 시작한 것이다.

MBC의 인사 제도는 다른 방송사를 모방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실험과 반복을 

통해 정착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MBC 구성원들은 인사 제도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다른 방송사의 제도 도입을 모방하거나 외부 변화에 의존하

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방송사의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했다(MBC 부국장, 남, 22년차)”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새

로운 인사제도는 KBS와 SBS 등과 같은 방송사에게는 살펴볼 수 없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융권에서 도입한 인사 제도를 응용하여 방송사 조직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공기업과 금융회사에서 간혹 도입됐던 임금피크제가 산업계 전

반으로 확산되면서 MBC가 다른 언론사들보다는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반면 

다른 경쟁 방송사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MBC 인사 제도는 기

본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및 같은 분야의 기업 모방보다는 일반 대

기업들의 인사 제도를 모방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노조의 의견 참조, 기타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익 재단 속성을 갖는 



대주주의 특성 등으로 인해 MBC는 매년 인사 제도 및 조직 구조를 바꾸는 실험

을 계속해왔다. 방송의 상업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조직 구조에 적용하는 과정에

서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이다.

MBC는 최문순 사장 취임 이후 다른 방송사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인사 제

도를 개혁하는데 집중해왔다. MBC는 공영성과 상업적 활동을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명령과 통제 중심의 구조 변화보다는 모든 조직 구

성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동시에 조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MBC 제도의 변

화는 다른 방송사 모방 보다는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

와 같은 맥락에서 “MBC 조직의 인사 제도와 연수 제도 등의 시스템은 다른 방

송국을 모방하기 보다는 해외 및 국내 대기업 사례를 참조하여 이를 독자적으

로 재구성한 것이다(MBC 부국장, 남, 22년차)”라는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된다. 이외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MBC는 경영 부문에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를 일부 도입(미디어오늘, 2006. 12. 12)하는 등 다른 방송사와는 완전히 차별

화된 인사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3) SBS: 신인사평가제도 도입

1990년대 초반 민영 방송사로서 SBS는 KBS와 MBC와는 달리 기업 효율성

을 가장 핵심적인 조직 목표로 갖고 있었다. 조직 구조도 대주주 통제력이 비교

적 강한 편이었으며 조직 인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수

평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SBS는 조직 규모는 최소화하면서 기존 공영 방송

사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 부분에는 충분

한 지원 조직을 구성했지만 미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 중심의 역

할이 부족했다. 대신에 SBS는 조직 내 자원을 다양하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업이 추구하는 특정 분야에 조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었다(이상 황상재, 2003 논의 참조). 이는 기존 공영방

송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SBS만의 독자적인 조직 구조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 SBS는 조직 구조가 기능이나 장르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계 중심

의 중앙 집중 구조로 발전해왔다. SBS의 가시적인 성장에 힘입어 방송 구조도 

규모가 큰 타 방송사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인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초기 조직 구조에서 시작해 이제는 기능별로 분리된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유지

하는 것이다(서울방송, 1995).

SBS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 팀제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목표로 조직을 

구성해왔다. 따라서 KBS와 MBC보다 먼저 팀제의 도입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

는 등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집중해왔다. SBS는 본부와 팀이라

는 시스템적 팀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간단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으

며 제작 본부에만 업무 특성상 CP제를 운영하며 보도본부에는 국과부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했다(윤호진, 2007, p.11). 2007년 2월 인사를 통해 제작

본부 산하 교양과 예능 부문 총괄 CP제가 관리 위주에서 실무형인 책임 프로듀

서제로 전환되었다. 드라마와 달리 교양과 예능은 총괄 CP 아래 1, 2, 3 CP 체

제를 두어 운영해왔다(미디어오늘, 2007. 2. 9). 기본적으로 SBS의 인사 정책은 

경영 효율성 중심으로 설정, 도입되어 왔으며 다른 2개의 공영방송사와는 구별

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 “이는 SBS 조직 구성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 조직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 조

직 구조 틀에서 조직 구성원 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SBS 연구위원, 남, 7년차).”

2000년대 이후 SBS가 도입한 인사 정책 중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정책은 

2002년 도입된 신인사평가제도이다. 이는 기존 인사 EFG 제도를 개선한 방안

으로 팀별 또는 본부별 목표 관리 제도와 개인별 역량 평가 제도로 구성된다. 

SBS와 협력 방송사인 일본 NTV의 인사 제도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SBS 노보, 2002. 1. 15). 신인사평가제도는 “개인의 경쟁력이 곧 SBS의 경쟁

력”이라는 기치 아래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SBS 노보, 2002. 3. 27). 신인사제도는 상향 평가 방안이 제외되었다가 후

에 노사 협의 과정을 통해 포함되었다. SBS 노조가 2000년부터 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KBS, 2001년부터 도입한 MBC를 비롯해 한겨레신문 및 스포츠

서울 등의 언론사 사례를 인용, 이의 도입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SBS 노보, 

2002. 5. 23).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른 기업 사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이 노조에서도 다른 노조의 변화들을 조직 변화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SBS는 KBS와 MBC의 인사 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체로는 조직 규모의 특성이나 중앙집중적인 통제 체계, 상업



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이 반영된 민영방송의 속성을 기반으로 조직 구조가 

바뀌어 왔다. 조직 구조의 변화의 근거는 일본의 NTV와 같은 민영 상업방송사

의 업무를 기반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이며(서울방송, 1995) 신인사평가제도 이

외에는 대체로 큰 인사 제도의 변화 없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다시 말해 SBS는 조직 구조의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온 효율적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조직 구성원의 가치 체계 유사성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 3사 조직 구성원들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창의성이나 

제작 업무, 관례, 방송 역할과 프로그램 반영 여부, 조직 구조 변화, 제도 변화 

필요, 제작 자율성, 제작 통제 요인, 독립성, 외부 제약, 표현의 한계, 표현의 자

유, 조직 내부의 제약, 선정성 등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문화에 대한 가치

를 응답자들이 평가하게 했다. 방송사별로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 자료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총 15개 응답 항목 중에서 5개 항

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첫째, “제작 창의성은 제작자 전권”이라는 항목의 경우 MBC 응답자들의 평

가 점수가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BS는 3.85, SBS는 3.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3.78, p<0.05). “방송 역할은 프로그램에 반영된다”는 응답은 

KBS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BC는 4.07, SBS는 3.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5.12, p<0.01). “방송 독립성은 인사 문제와 연계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KBS 구성원 응답이 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BS는 3.96, 

MBC는 3.79로 나타났다(F=3.21, p<0.05).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부 제약이 

많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SBS가 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BS는 2.87, 

MBC는 2.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3.91, p<0.05).  “프로그램 제작시 표현

의 한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 점수를 살펴본 결과 SBS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KBS 3.82, MBC 3.79 등으로 나타났다

(F=4.60, p<0.05).

반면 다른 조직 문화 평가 항목은 방송 3사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

송 3사 응답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문화 평가에서 유사한 응답 패턴을 나

타냈으며 MBC 응답자들은 제작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KBS 응답자들은 방송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반영, 방송 독립성과 인사의 연계성 측면을 비교적 핵심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응답자들은 외부 제약이나 표현의 한계

를 다른 방송사 구성원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KBS MBC SBS F값

 제작창의성은 제작자 전권 3.85 (0.83) 3.96 (0.70) 3.61 (1.01) 3.753*

 제작업무는 선배로부터 학습 3.77 (0.62) 3.93 (0.56) 3.83 (0.72) 1.715

 제작시 문제는 관례로 해결 3.75 (0.55) 3.84 (0.50) 3.91 (0.55) 2.160

 환경에 따라 방송역할은 변화 4.12 (0.81) 4.12 (0.82) 4.00 (0.75) 0.601

 방송 역할은 프로그램에 반영 4.25 (0.62) 4.07 (0.65) 3.93 (0.72) 5.101**

 방송 역할 위해 조직구조 변화 4.02 (0.70) 3.84 (0.84) 3.89 (0.73) 1.351

 방송 역할 위해 제도변화 필요 4.22 (0.65) 4.02 (0.75) 4.12 (0.77) 1.817

 제작 자율성은 침해불가능 4.15 (0.83) 4.12 (0.76) 4.15 (0.83) 0.060

 제작통제 요인 숙지 3.89 (0.48) 3.73 (0.72) 3.71 (0.61) 2.791

 독립성은 인사문제 연계 4.03 (0.70) 3.79 (0.74) 3.96 (0.69) 3.237*

 제작시 외부 제약 많음 2.87 (0.87) 2.79 (0.95) 3.16 (0.90) 3.768*

 표현의 한계는 파악하고 있음 3.82 (0.51) 3.79 (0.57) 4.01 (0.42) 4.601*

 표현자유 제약요인 숙지 3.74 (0.59) 3.70 (0.61) 3.75 (0.59) 0.189

 조직 내부의 제약 많음 2.97 (0.83) 3.09 (0.91) 3.23 (0.73) 2.067

 선정성은 불가피한 것임 2.57 (0.84) 2.69 (0.94) 2.59 (0.92) 0.480

 응답자 수 110 103 75

*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  )은 표준편차임.

*** 5점 만점 척도 1에 가까울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런 편이

다로 측정됨.

방송 프로그램 제작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방송사 집단별로 구분될 수 있

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행했다. 총 15개의 방송사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투입되었다.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 보다 

클수록 0에 가까워지는 Wilks 람다와 F값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15개의 변인들 중에서 지상파 방송 3사를 구분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변인들로는 “방송의 역할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표현의 

한계는 파악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외부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

다”, “제작창의성은 제작자의 전권이다”,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는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5가지 요인들은 KBS와 MBC, 

SBS와 같이 방송 3사를 구별하는 중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가치 요인들은 지상파 방송 3사를 구분하는 요인으로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3개의 방송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2개의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s)가 나타났다. 두 개의 판별 함수 모두 각각의 

설명 값을 갖고 있지만 함수 1의 아이겐 값(eigenvalue)은 .142이며 설명력이 

전체 6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함수 2는 아이겐 값이 0.079로서 설명력은 

전체 35.6%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집단 구분은 함수 1에 의해 예측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판별함수 중에서 판별함수 1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수 1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전체

적인 정준판별함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으며(정준상관계수=.353, 

p=0.002) 두 번째 판별함수와의 정준상관계수는 .270(p=0.102)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인들 WIlks 람다 F 비율

 제작창의성은 제작자 전권 .974 3.753*

 제작 업무는 선배로부터 학습 .988 1.715

 제작시 문제는 관례에 따라 해결 .985 2.160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역할 변화 .996 0.601

 방송의 역할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함 .965 5.101**

 방송 역할 위해 조직구조 변화의 필요 .991 1.351

 방송 역할 위해 제도의 변화 필요 .987 1.817

 제작 자율성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 1.000 0.060

 제작통제 요인 숙지함 .981 2.791

 자율성, 독립성 위해서는 인사문제 중요 .978 3.237*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제약 많이 받는 편임 .974 3.768*

 표현의 한계 파악하고 있음 .969 4.601*

 표현의 자유 제약 요인은 숙지하고 있음 .999 0.189

 조직 내부의 제약이 많은 편임 .986 2.067

 선정성은 시청률 확보를 위해 불가피함 .997 0.480

* p<0.05, ** p<0.01

함수 1과 2의 구조행렬 및 각 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

다. 함수 1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 이상인 요인들로는 “표현의 한계를 파악

하고 있다”, “방송의 역할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작 과정에서 외

부 제약을 많이 받는 편이다”, “제작 창의성은 제작자의 전권이다”, “조직 내부



의 제약이 많은 편이다” 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

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제약에 대한 평가와 제작자의 자율성 등을 중

심으로 방송사 조직 구성원들의 평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판별 변인들
표준계수

판별함수 1 판별함수 2

표현의 한계 파악하고 있음 .458 .181

방송의 역할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함 -.446 .311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제약 많이 받는 편임 .397 .228

제작창의성은 제작자 전권 -.368 -.301

조직 내부의 제약이 많은 편임 .301 -.146

제작시 문제는 관례에 따라 해결 .283 -.220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역할 변화 -.170 -.039

자율성, 독립성 위해서는 인사문제 중요 .014 .538

방송 역할 위해 제도의 변화 필요 -.063 .394

제작 업무는 선배로부터 학습 .008 -.392

제작통제 요인 숙지함 -.252 .367

방송 역할 위해 조직구조 변화의 필요 -.111 .314

선정성은 시청률 확보를 위해 불가피함 -.027 -.204

표현의 자유 제약 요인은 숙지하고 있음 .044 .116

제작 자율성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 .005 .073

아이겐값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142(64.4%) .079(35.6%)

정준상관관계 .353 .270

Wilks의 람다 .812 .927

p 0.002 0.102

Group 

Centroids 

KBS -.292 .280

MBC -.142 -.360

SBS .622 -.008

집단별 평균으로 평가된 집단 중심점(group centroid)의 경우 함수 1에서는 

KBS와 MBC가 SBS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함수 2에서는 집단 

간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KBS, 이와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MBC 구성원들의 가치 체

계는 민영방송인 SBS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각

각의 판별함수들의 효율성은 주로 Wilks의 람다 또는 카이스퀘어 값을 바탕으

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집단 구분의 특성들은 정확한 판별 비율을 검토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판별 함수에 따른 집단 

유형에서 전체적인 판별 비율은 54.7%로 나타나고 있다. 3개의 집단을 구분한

다는 측면에서 방송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평가는 그 설명력이 비교적 높지 않

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방송 3사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가 차이보

다는 비교적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판별 비율의 값의 타당성

은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판별함수들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실제 집

단과 예측된 집단의 차이를 의미하는 판별 비율은 KBS는 56.4%, MBC 52.9%, 

SBS 54.7%로 나타났다.

실제 집단 계
예측된 집단 구성

KBS MBC SBS

KBS 110
62 28 20

56.4% 25.5% 18.2%

MBC 102
24 54 24

23.5% 52.9% 23.5%

SBS 75
11 23 41

14.7% 30.7% 54.7%

계 287 97 105

* 정확한 판별 비율: 54.7%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 구조의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시작된다. KBS는 변화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기 보다는 일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MBC는 인사 제도에 

변화가 많았으며 이는 다양한 조직 및 인사제도의 실험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SBS는 소규모 조직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된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두 공

영방송사와는 달리 조직 및 인사 제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기업이다.

KBS는 1990년대 후반 금융 위기로 인한 방송사 제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효율성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집중했다. 2000년대 초반 다시 

원래의 조직 형태로 복귀하는 관료적 구조로 바뀌었다.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팀제를 도입했다. 대팀제의 도입은 조직 구성원들의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와 

같은 비판적 움직임이 정연주 사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

명할 수 있다. KBS는 인사 제도의 변화 목적이 개혁성을 목표로 했지만 내부 

조직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조직 변화가 실

질적인 조직 능력의 확대로 연계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MBC는 1990년대에서부터 조직의 변화가 가장 빈번했던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MBC와 같은 상업적 공영방송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 SBS 

개국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

였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는 경제 금융 위기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는 뉴

미디어 등의 변화된 방송 환경 적응을 위해 끊임없이 조직의 변화를 시도했다. 

KBS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확대된 MBC는 비교적 자율적인 조직 문화에서 새로

운 조직 구조 및 인사 제도의 변화는 다시 번복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팀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부서제로 복귀했다가 다시 부분적인 팀제를 운영하는 등 상황

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SBS는 시장 규모가 수도권 지역으로 개인 소유주가 있는 민영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조직 운영은 매우 효율성과 중앙집권적인 통제 방식을 활용

했다.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을 강화하면서 제작 부분의 조직이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중간 관리자를 강화하는 조직 구조로 변화가 되었지

만 인사 부문에 대한 조직적 변화는 거의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

영방송사와는 다른 민영방송사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상파 방송 3사별로 조직 구조의 철학이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인사 정책 도입이나 논의는 방송사별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2000년도 이후 KBS는 정연주 사장 취임을 통해 도입된 팀제가 가장 중요한 

인사 제도의 쟁점이었으며 MBC는 최문순 사장 취임 이후 나타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SBS는 2002년 도입된 신인사평가제도 등을 제

외하면 인사 제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쟁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 구조동형

성이나 신제도주의 이론이 가정하는 것과 같이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방송사

들의 조직구조는 모든 분야에서 동질적이지는 않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역사 및 



소유 구조, 환경에 대한 대응 방식 측면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인사 제도의 도입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 기업과 유사하게 전략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방송사별로 차별화된 정책 도입이 진행되었다. KBS는 역사와 관료제

라는 구조적 특성이 신임 사장 취임 이후의 대팀제라는 조직 변화 요인에 대해 

수용과 갈등이라는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MBC는 끊임없는 인사제도 혁신

과 변화와 회귀라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시도되는 실험의 장으로 평가할 수 있

다. SBS는 조직의 역사와 소유구조의 특성상 인사 정책을 독자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송

사의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소극적 정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 간 문화적 가치 평가를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방송 

3사 응답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문화 평가에서 유사한 응답 패턴을 나타냈

으며 부분적으로 차이가 드러났다. MBC 응답자들은 제작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KBS 응답자들은 방송의 역할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나 방송 독립성과 인

사의 연계성 측면을 비교적 핵심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응

답자들은 외부 제약이나 표현의 한계를 다른 방송사 구성원들에 비해 높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을 통해 표현의 한계를 파악하거나 방송 자율

성 측면의 차이가 방송 3사별 문화적 이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

히 집단 중심점 분포 측면에서 함수 1에서는 KBS와 MBC가 SBS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한 판별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상

파 방송 3사는 조직 구성원 가치 측면에서 차별성 보다는 유사성에 가까운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만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 구성원 간의 

가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분석 시기 측면에서 2000년

대 이후의 지상파 방송 3사별 인사 제도만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변화를 살

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연구 대상 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 구조의 형성이나 변화 그리고 구성원 가치 체계의 특

성은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본 연구에

서 분석한 인사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 구조 차원을 분석함으로써 조직 

구조 변화 차원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전략이나 편성, 제작 

방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조직 간 구조의 유사성이나 변화 요인들을 탐색할 필

요성이 있다. 셋째, 앞으로의 연구는 구조동형성 개념을 보다 측정 가능한 개념



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방송사 조직 변화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문화, 윤리,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 또는 조직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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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ies in the Structure of Human Resource System and 

Cultural Values among three Korean Terrestrial Broadcasters

Bum Soo Ch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how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were 

institutionalized by inter-organizational imitation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similarities in the structure of human resource 

system and cultural values among three Korean terrestrial 

broadcasters. In other words, this study raised questions about why 

and how three broadcasters including KBS, MBC and SB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human resource system 

and members' cultural values.

Using both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data, this research has 

examined differences or similarities of human resource system among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since 2000.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were different each other in terms of 

human resource system. Each broadcaster had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 system. Although MBC 

has experienced high degree of fluctuations in human resource 

system, SBS was relatively stable. In addition, there were a lot of 

arguments about the adoption of the team-based organization in KBS.  

 Also the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showed that members or 

program production staffs in three broadcasters had a slightly different 

values. More specifically, members' values in public broadcasters 

including KBS and MB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mbers in 

private broadcaster such a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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