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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겸송(郞왜松)으| “중국 매체개혁의 동향과 과제”는 중국 매체가 처한 특수 

한 환경을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중국의 매체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의 관리체계와 매체 소유제도의 형식 및 매체이윤 모델의 혁신을 통해 전 

파매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효매 

(朱效悔)의 “글로벌화와 본토화의 딜레마에 빠진 중국 대중문화연구”는 중국 

본토의 문화연구가 초기의 포괄적인 일반론에서 벗어나， 본토의 현실과 연관 

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로 선회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이론과 중국본 

토에 기반한 맥락화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글로벌화 

와 본토화 가운데 어떤 진영에 속하는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하 

는 것은 진정한 중국의 문화 이미지를 재건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임을 강조한다. 은락(많및)의 ‘시장경쟁환경 하의 중국 1v프로그램의 발전“은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미디어 시장에 도입되면서 생겨난 프로그램 형식의 변화 

를 다큐맨터리， 뉴스， 드라마라는 장르 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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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매체 개헥의 동향과 과제* 

중국의 매체는 1978년에 출범하였는데， 그 발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진행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매체와 비교할 때 중국의 매체는 3가지 특징 

이 있다. 첫째는 국유화(모두 국가소유제인데 현재까지 개인소유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이고， 둘째는 전문적인 신문전파분야의 법률이 없다는 것인데 주로 

행정법규와 정책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셋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 

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중국 매체의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 

이다. 중국 신문방송 매체의 규모는 2004년 정부에서 반포한 통계수치에 따 

르면， 2119종의 신문(그 중 일간지가 506종， 전국적 신문이 213종)， 9074종 

의 잡지， 5707~의 출판사， 282개의 라디오방송국과 320개의 TV방송국이 있 

다. 

1) 중국 매체 개혁의 3단계 

첫 단계(1978년-1992년)는 ”중국매체 개혁의 시험기”이다. 이 시기에는 매 

체의 취재와 편집 업무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였는바 신문용어들이 정부대변 

용어로부터 신문용어로 바뀌고， 단순한 정책선전기능에서 정보전달기능으로 

바뀌었으며， 매체의 사회감독과 비평의 작용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매체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혁신적이었는바 ”영리기업， 기업화 관리”를 실행하여 

매체는 여러 가지 경영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1993년-2001년)는 ”중국 인쇄매체 발전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하여 매체의 산업적인 속성 

이 정부와 사회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신문의 구조적 조 

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정부부문의 신문과 관할부문을 박리시켜 

* 본 절은 랑경송(郞動松) 중국 매스미디어대학 신문학과 교수의 발표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랑 교수는 중국인민대학 신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길림성 신문처 
기자 및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연구관심사는 중국의 서양 신문정책과 신문관리， 정부신 
문 대변인의 이론과 실천 등이며， 주요저서로 『중국 신문정책 체계 연구~ , r신문 대변 
인 실무』 등이 있다. 2004-2005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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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된 신문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바， 38개의 신문그룹(당보를 핵심 

으로 시민신문을 흡수함)이 탄생하였고 신문엽의 이윤창출과 자아축적능력이 

강화되었다. 

제3단계(2002년- )는 ”중국 전자매체 발전의 결정적시기”이다. 국가에서 정 

책적으로 매체의 ”지역을 뛰어넘고， 매체를 뛰어넘으며， 직종을 뛰어넘는” 경 

영을 허가하고 촉진함으로써 매체의 융합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는바 일부 신문 

그룹들은 지역을 뛰어넘어 연합으로 신문을 운영(그러나 신문업에서 라디오， 

TV방송을 운영할 수는 없음)하였다. 라디오와 TV방송에 대한 개혁도 활발하 

게 진행되었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민영 TV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건립하는 

것을 허가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였다. 동시에 

디지털TV방송의 발전을 추진하여 전국에는 이미 79개 디지럴 TV방송 채널 

이 방송을 개시하였다. 어떤 학자가 예측하기를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즉 

중국에서 베이정 올림픽을 개최하기 2년 전이면 중국의 라디오， TV방송 산업 

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룰 것이다. 

2) 2004년 이래 중국 매체 개혁의 새로운 동향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자금출처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이 감소되었으며 매체가 국유경제의 여러 형식 

을 시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1) 북경청년보 주식회사는 정식으로 홍콩에서 상장하였는데 ”대륙에서 처 

음으로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유제 매체 주식회사”로 불리게 되었으며 중 

국신문업의 체제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일부 신문그룹은 기업으로 체제를 바꾸게 되었고 명확한 시장주체 지위 

를 확보하게 되었다. 신문그룹의 발전은 집단적， 비이성적 행위에서 개인적， 

이성적 행위로의 전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발달지역에서 미발달지역에 대 

한 침투와 합병을 거쳐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적 운영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신문산업의 체인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게 된 것이다. 



170 언론정보연구 42-1 호 

(3) 민간 자본과 외자의 유입으로 중국TV프로그램 제작과 자본의 운영이 

가속화되고 라디오， TV방송산업은 국제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실 

질적인 제작과 방송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판 

『외국상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라디오， TV프로그램， 영 

화제작과 발행을 대외개방의 범위에 넣었다. 

(4) 네트워크 TV, 이동 TV, 핸드폰 TV등 새로운 매체 업무도 이미 시작되 

었다. 중앙TV방송국(CCTV) ， 상해문화방송매체， 복경 방송영화TV등 TV 제 
작 주체들은 이미 네트워크 방송시대로 들어섰다고 선포하였다. 중국전신(電 

信)과 중국 왕퉁(쩌通) 등 전신관련 운영상들도 네트워크 TV업무를 2005년 

핵심 업무로 삼겠다고 선포하였다. 그 외 신화통신사， 중앙인민TV라디오방송 

국， 북경인민TV라디오방송국 등 전통 뉴스매체들도 자체 네트워크 TV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실례들이 보여주듯이 네트워크 TV는 앞으로 가장 주목 

받는 영역이 될 것이다. 

3) 중국매체개혁의 3대 과제 

주로 세 가지 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1) 뒤떨어진 인식 

사람들이 아직 전문 유료채널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편이 

아니다. 따라서 유료화된 디지털 TV의 발전이 비교적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 

의 원 계획은 올 해 말 3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가입자는 

약 120 만 명으로 원 계획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관련 법규의 부족 

매체영역에 대한 완화정책은 정부의 매체산업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게 시작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응당 감독 체계를 캉화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을 완전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매체의 건강 

한 발전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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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 측면의 장애 

현재 중국 매체의 관리는 ”당위원회에서 보도내용의 감독을 감시， 감독하고 정 

부에서 심사， 허가와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 라디오 방송， TV와 네트워크 

등 모든 분야에 주요관리 부문이 있는데， 방송， TV와 네트워크 영역에 있어서는 

기술이 융합되지 못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매체의 신속한 성장 

에장애가되고있다. 

4) 중국 매체 개혁의 앞으로의 방향 
국가 관리체계와 매체 소유제도의 형식 및 매체이윤 모델의 혁신을 통해 괄목 

할 만한 전파매체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2. 글로벌화(全球化)와 본토화(本土化)의 딜레마에 빠진 중국 

대중문화연구* 

중국에서는 80년대 말부터 대중문화 관련 연구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는데， 대부분은 홍콩， 대만과 해외 학자들의 글이었으며 대륙학자들의 연구는 

9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학자의 최초연구 

는 프랑크푸르트학파(아도르노 등의 사상)의 문화산업이론을 토대로 중국의 

대중문화를 비판한 것이었고，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프 

랑크푸르트의 비판이론을 토대로 90년대의 중국 대중문화를 분석한 저서들의 

방법론은 대부분 ”전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랑크푸르트 대중문화 

비판이론에 대한 설명과 평가 및 중국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판연구들이 프량크푸르트 비판이론가들이 언급하였던 대중문화(문화산 

업)의 성격을 반복하여 전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의 상업화， 표준화， 

양식화， 위개성， 반 예술， 대량화， 평면화 등의 개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중국의 대중문화연구는 연구의 맥락， 이념 등에 있어서 서양이론의 세례를 받 

* 본 절은 주효매(朱效梅) 중국 청화대학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발표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 
이다. 주 교수는 2000년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2005년 서울대 언 
론정보연구소 연수연구원을 역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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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본토화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 

에서 본토화로의 사고의 전환은 비록 중국에서의 대중문화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중문화연구는 여전히 글로벌화와 본토 

화 간의 이중고민에 빠져있다. 중국본토 대중문화의 발전은 본토화된 연구 및 이 

론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대중문화연구에서 서양 

문화연구 이론은 이미 뿌리 갚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서양 이론의 영향을 

배제하려고 하여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중문화연 

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현실에 대한 고려와 현실 문제에 대한 연구 

중국의 대중문화연구는 줄곧 강한 도덕적 비판의식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 

러한 비판적 의식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가 유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본토 대중문 

화의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실에 대한 도덕적， 심미적인 

비판이 아닌 배려를 표현하였다. 

(1) r상하이 바-공간， 소비와 상상」 및 관련 논의 

상하이 바는 그 자체가 특색이 있는 것으로 ”동방 향사여사(香樹麗舍)"로 불린 

다. 이 책은 중국 당대의 글로벌화와 본토화가 엇갈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데， 상하이 바는 한 변으로는 글로벌화에 대한 상상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며 다 

른 한 면으로는 지역적 지식의 재건을 위하여 사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고지적되고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기뻐할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서방 대중문화이론 본토화의 특수한 일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문화연구 분야에서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학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민족지(民族志)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대중문화의 구체적 문제를 다루 

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 졌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서양의 이론과 사고방식으로 

중국의 구체적인 문채를 연구한 훨씬 심화된 연구로서， 신발위로 가려운 곳을 긁 

거나(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탁상공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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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는 작가가 쇼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을 하고 있 

다. 이러한 시각은 『대중문화의 막다른 골목』 에서 잘 드러난다. 비판가들은 ”이 

것은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석을 달아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 

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또 영어로 주석을 달아 더더옥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렇게 함으로써 마치 국제화된 것 같아보이지만， ”진정한문제의식이 결핍되어 있 

으며 무엇보다도 중국현실에 대한 체험이 결핍되어 있다. 이 책은 하버마스， 보드 

리야르 등 외국 유명학자의 일부 기묘한 착상에 기대어 씌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이것은 안약을 발뒤축에 바르는 격으로 중국의 경험이 외국이론을 위한 필요 

없는 증거로서 제시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논쟁은 현재 중 

국의 대중문화연구가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실제 

로 이 논쟁은 바로 각각 글로벌화와 본토화라는 고민에 빠져있는 양 진영이 나은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딜레마 상황에서 본토화 추세의 우세 

점점 구체화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본토화 추세가 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하이 바에 대한 연구 외에도 〈볼 신>C볼신: 

축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볼은 ball의 음역) )에 대한 연구 C r볼 신과 유행문 

화의 권리』 가 있는데， 볼 신은 중국인들이 축구화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음역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볼 신이 축구화의 중·고급 

브랜드를 상정하며， 이것이 보통 축구화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볼 신을 사는 사람과 축구화를 사는 사람이 주는 의미는 다르며， 

개인의 옷차림은 역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유행 

문화가 금전과 관련된 권리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의 심미화(審美化)문제에 대한 연구 등이 있는데， 어떤 사람 

들은 이러한 표현법이 새로울 것이 없으며， 서양에는 일찍부터 이러한 연구가 있 

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광고， 미용， 모델， PC방， 도시계획 

및 실내인테리어 등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함으로써 비교적 중국의 실제에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슈가 되는 영화 및 드라마도 학리적인 해부대 

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해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초기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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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반론에서 구체적인 연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이 미시화， 구체화 

되면서 본토화 색채가 강해지게 되었다. 

2) 전통의 전환과 문화의 재건 

객관적으로 볼 때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문화심리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새로운 문화 이미지는 분명 과거의 화려한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전통 

의 전환을 제창하여 중국 문화이미지를 재건하고， 전통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흑자들은 전통적인 중국사회 

자체가 이른바 인문정신이 없기 때문에， 전통을 근원으로 하여 문화 재건이 이루 

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서양 중심주의로 중국문화를 바라 

보는 것이며， 서양의 인문주의야말로 중국문화 재건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장이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들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로 

부터도 어느 정도의 찬동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화보수주의적 간행 

물 『원도(原道).1 의 10주년 기념행사에 다양한 진영들의 대표인물 (자유주의 진 

영， 이른바 ”신좌파” 진영 등)들을 초대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은， 문화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한 “전통의 전환”이라는 문제가 “문화 

적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들 간의 상이한 정치경제적 입장과 관점 

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을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문화를 대중문화형식으로 

포장한 다음 상업적인 운영방식으로 문화재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문화의 국제적 이미지를 새롭게 확 

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후자보다 더욱 현실적이 

며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1) 장예모(張藝課)의 영화와 여추우(웠k雨)의 산문에 대한 평가를 일례로 

장예모의 영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후기 식민지적 문화이론의 시각 

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그의 영화가 동양， 특히 중국의 낙후한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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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양의 상상(혹은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서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 

고 보는 것이다. 비록 민족문화의 깃발을 내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화민족 

의 문화를 비방하고 중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깃발 아래 재포장된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문화적 이미지의 목적 

은 서양세계가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문화적 상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통하여 

상업적 이익을실현하는것이다. 

일부 외국인들은 장예모의 영화는 분명히 중국의 문화를 반영한 것인데 중국인 

스스로가인정하지 않을뿐이라고말한다.실제로이 점이 바로많은사람들이 장 

예모를 비판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서양 빛 국외에서 중국에 대해 미리 가지고 있 

던 문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영화에서 반 

영된 것이 고대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그 고대문화가 바로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상적 이미지의 주요부분이며， 심지어 기본적 개념이며， 이 

러한 상상이 오늘날의 중국문화에 대한 상상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 

을 때， 영화 〈영웅〉은 진시황의 무력과 폭력을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 

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 자객이 진시황의 무력과 폭력에 굴복하 

여 칼을버리고기꺼이 죽는묘사등을포함하여 - 이는사람들로하여금영화가 

선양하고자 하는 이른바 중화문화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게 만든다. 

한국영화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스캔들〉과 〈춘향〉을 비 

교해보면， 전자는 소재선택에 있어서 오늘날의 상업적 투자에 보다 적합한 반면， 

후자는 역사적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하였지만 표현하려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전 

통적이므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스캔들〉이 묘사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 

이긴 하지만 한국역사와 문화의 정수는 절대 아닐 것이다. 만약 이를 빌어 각종 

스캔들이 바로 한국문화의 주류라고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춘향〉의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달함으로써， 한국인이나 외국인들 모두 〈춘향〉을 한국문화의 

대표라고 수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예모 영화에 대한 중국 

인들의 평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문화의 

찌꺼기는 버리고， 그 중의 정수를 흡수하여 전통문화를 묘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 

여금숙고하게 하며， 이것이야말로선택된문화전통인 것이다. 

여추우의 산문은 문화적 함의를 갖춘 초기의 작품 r문화고려(文化苦旅)J 가 

성공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r산거필기(山居筆記)J 와 r상냉장하(露冷長河)J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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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여추우는 스스로 자신의 습작과 문화활동 모두가 ”일 

종의 문화적 심리질서를 재건하기 위함”이며 자신은 중화문화를 재건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한다. 비평가들은 그가 전통과 문화를 자신이 상업적 이익 

을 획득하고 아울러 매체 스타가되기 위한소재로 쓰고 있을뿐 중국문화에 대해 

서는 공헌한 바가 없었다고 말한다 

(2) "동방을 발견하라”는 호소 

한펀으로， 전통문화를 상실하면서 생기는 도덕적 타락과 정신의 몰락으로 인혀 

여 사람들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다. 게다가 서양의 문화형식은 중국인들의 실 

제생활에 깊이 파고들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찬란함을 다시 부 

활시키는 것은 마치 해독약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운동들은 일종의 문화정신적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절 

실히 요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인증 형 

식을 요구하게 된다. 글로벌화와 본토화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타개하고 

그로 인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들은 민족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 

이하고，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서 중국문화 및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전환하였다. 

“동방을 발견하라” 는 문제를 제기한 북경대학 학자 왕악천은 국제적으로 중 

국의 문화적 이미지는 아직 요리， 풍수， 팔패， 낙후 등과 연계되고 있다고 말한다. 

새의덕의 『동방학』 이라는 책에서도 중국에 대한 언급은 고작 10 회에 지나지 

않고 있다. 동양을 찬미하는 동양학자의 눈에도 동양은 “중동(中東)"일뿐 중국과 

같은 ”원동(遠東)"은 관심 밖에 있다는 점은 중국의 문화적 지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는 ”동방을 발견하라”고 제기하면서， 중국에게는 몇 세기 이래 왜곡되었 

던 문화지형과 말살되었던 가치를 재건하고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발전궤적을 만 

들어 생존과 발전의 꽁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것은 중국이 

글로벌화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였다. 또 

한 그는 현대화의 세례를 받은 동양을 발견하여야 하는데， 이는 옛 것을 회고하거 

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당대의 새로운 문제를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보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중국 현재의 주요 과제가 소비주의문화의 

대중문화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문화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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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동시에 대중문화 자체의 내 

용에 전통문화의 자양분을 함유시키는 것만이 비로소 중국문화이미지를 부각시 

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그는 

학자들을 조직하여 중화경전 100권을 번역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들 

이 중국 및 중국문화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문화경제와 매체경영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매체는 대대적인 조정의 시기를 겪고 있다. 각 매체는 더 

이상 당의 기관지 및 국가의 방송， TV 방송국만이 아니며， 경제적 실체이자 이익 

창출의 단위이다. 신문업과 방송， TV산업의 그룹화， 매체간의 경쟁， 내륙지역과 

경외지역 매체 간의 경쟁 등이 일어나면서， 각 매체의 책임자는 매체경영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신문전파학계도 신속 

히 대응하고 있는데， 연구 · 토론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책도 많이 출간 

되고 있다. 매체그룹화에서 매체 자본운영에 이르기까지， 뉴스자원에서 시장분석 

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의 경 

영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 이후부터는 매체경영이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선호되고 있다. 또한， 시청자가 매체를 접하는 것은 소비행위라는 관점 

및 매체 오락을 경영책략으로 보는 관점이 매체경영 이론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록 본토 대중문화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제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연구는서양의 마케팅 개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할수 있다. 만일 중국문화 이미 

지의 재건이 중국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아냈다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장 밀 

접한 영역에서는 국제화， 글로벌화를 담론화 하는 것이 유행할 것이며 국제경험 

을 들어 얘기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1) 매체 경영의 문제 

2002년과 2003년의 몇 차례의 대사(大事)는 학자들의 매체 경영에 대한 관심 

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하나는 장예모의 영화 〈영웅〉이고 또 하나는 중 

앙TV방송국이 시청률 목적으로 실행한 ”꼴찌 탈락제도”이다. 장예모 영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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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술적 측면에서 그의 진부한 구상을 비판하며， 찬 

양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룬 상업적 성공에 대하여 탄복을 보낸다. 거액의 투자와 

유명한 스타진영， 또한 성공적인 상업적 운영양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의 

성공에서 위기에 처한 중국영화의 희망을 보게 하였고， 그를 중국영화산업의 ”구 

세영웅”이라고 부른다. 장예모가 최근 몇 년 동안 만든 영화들은 상업적 성공의 

길을 걸었는데 그의 영화 〈영웅〉 및 〈십면매복(十面理代)>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비록 영화의 질이나 정성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결코 부 

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영화들 역시 중국영화시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 

는 극장 매표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의 성공은 중국 상업영화의 이정표로 불리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웅〉의 성공은， ”경영매출이 작품보다 중요하다”는 할리우드의 방송사상이 중 

국에서도 적용됨을 예시하는 일례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를 벌어 경영매출이 

바로 방송이며， 바로 방송매체의 광고， 선전， 투자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여 

기에서 계시를 얻어 투자학을 개설할 것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03년 6월， 중앙TV방송국은 ”시청률”을 목표로 한 ”꼴찌 탈락제도”를 실행 

하였다.<독서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은 개편 후에도 여전히 시청률 꼴찌를 면하 

지 못하여 끝내 탈락되었다.<인물>， <미술성꽁(美術星空)>등 품위 있고 엘리트 

풍격의 문화 프로그램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양적 이론의 

일종인 시청률이 TV프로그램 경영의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있느냐는 쟁론을 불러 

일으커게되었다. 

국산영화는 보통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는 경영양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영웅〉의 선전， 전략， 마케팅은 제작원인 〈방신화면(方新畵面) 회사〉와 〈중국영 

화그룹〉의 연합적 운영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영웅〉의 성공 (상 

업적 이득을 가리키는데， 유럽 · 미국지역 저작권비 2000만 달러， 일본 극장매표 

수익 800만 달러 및 국내 매표 수익 2억 위엔의 수익을 거두어 들였다)이 중국 국 

민들을 자극하였다는 점인데，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비로소 중국 영화시장이 방 

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영웅〉의 극장 외 마케팅은 시도되지 않았지 

만， 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대중문화상품에 대하 

여 어떻게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느냐가 인기화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003년 6월 CCTV는 ”시청률”을 목표로 한 ”꼴찌 탈락제”를 실행하였는데 오 

랜 프로그램인 〈독서시간〉에 대해서도 예외적 고려 없이 적용되었다. CC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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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두 차례의 경고를 보내어 문제점을 시정 하도록 하였는데 결국 시청 

률 변화가 없자 프로그램을 탈락시켰다.<독서시간〉과 같은 운명을 겪은 프로그 

램은 〈견증(見證)>， <인물>， <미술성공(美術星空)>등 품위를 중시하는 엘리트 풍 

의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한 지식인은 왜 문화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하 

여 동등한 시청률 척도로 비판을 가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전파매체”가 되겠다는 CCTV의 의지는 견고하였고， 이것은 결국 시청 

률이 과연 TV프로그램 경영의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2) 학계의 변화 

학자들도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아 시장영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일부 TV방송 

국， 신문·잡지사들은 대중문화 혹은 신문매체 방면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진행하 

였는데，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그들을 도와 매체경영에서 맞닥뜨리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거나， 전문가적 관점에서 건의 및 평가 작업을 수행 

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TV방송국의 경제채널에서는 북경대학 신문 · 커뮤니케이 

션 학과와 중국 전파매대학 TV학과의 대중문화 및 TV연구 전문가 두 명을 초청 

하여， 온라인에서 인터넷 접속자들과 ”경제프로그램의 시청자와 전파효과!’에 대 

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또한， 실제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 

매체경영학이 각 대학 신문방송대학의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 

대학들의 신문교육 전공학과 중에서 광고학 관련 전공이 124개로서 신문학 전공 

97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3) 중국 대중문화연구의 문제점 

중국의 현재 문화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론적인 연구는 정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론가들의 관심은 어떻게 대중문화를 이끌고 제고하며， 규 

범화 시킬 것인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대중문화 자체의 내재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문화의 우아함과 저속함의 문제， 문화품위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중문화의 품위문제는 여 

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갈수록 저속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대중문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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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중국대중문화연구의 주요 

한 문제점은 대중문화에 대하여 정화주의적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문 

제점 지적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 대중 

문화의 가치판단이 줄곧 인문사회 분야 지식인들의 세습적인 편견 속에 진행되얘 

왔다는 점여다. 둘째， 중국 대중문화비평들에는 서방문화이론의 흔적이 뿌리 깊 

게 새겨져 있으며， 셋째， 과도한 심미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석 

연구는 실증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학리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 대중문화 

비평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대중문화연구에 있어서 서양은 언제나 범례가 된다. 대금화(載鎬華)가 말 

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연구라는 이름을 빌어， 게다가 일부 영미， 호주와 기타 아 

세아 국가의 문화연구 이론과 경험을 빌어서， 중국문화현상을 가지고 서양의 문 

화이론을 검증하고 있을 뿐， 풍부하고 복잡한 중국현대문화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대중문화 연구와 관련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몇 쌍의 핵심어는 ’중국’과 ’세계’ ’기회’와 ’도전”민족’과 ’국가’이다. ’중국’은 ’세 

계’로 나아간다， ’기회’는 ’도전’보다 크다. ’민족이익’， ’국가이익’은 기본적 틀이다. 

본토화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글로벌화 역시 불가피한 현실이 

다. 중국의 대중문화 및 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이중고민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3. 시장경쟁 환경 하의 중국 TV프로그램의 발전* 

최근 몇 년간 중국 TV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의 첫 전국 TV시청 

자 표본조사에 따르면 1987년 7월까지 TV시청자수는 6억에 달하였고， TV인 

구 점유율은 56%이며 TV수신기를 보유한 가구 수는 전국 총 가구 수의 

47.8%에 달하였다. 1978년 당시에는 TV 시청자 수는 겨우 8000만에 지나지 
않았으며， TV수신기를 보유한 가구 수는 전국 총 가구 수의 2%에 달하는 수 

준이었다. 2003년 말， 중국TV점유율은 94.94%에 달하였고 TV 채널 수도 

* 본 절은 은락(股示) 박사의 발표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은 박사는 2002년 중국매스 
미디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국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중이다. 안경일보 

기자와 CCTV PD , 2004-2005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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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개에 달하여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되었다. 2004년 20947~ 중국TV채널 

에서는 모두 1004만 시간의 TV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동시에 경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채널의 증가는 프로그램 수요량을 증 

가시켰을 뿐 만 아니라 각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감소케 하였 

다. 그러나 매년 시청자 수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TV시청자 시장은 포화상태 

에 처해있으며， 동시에 중국 TV프로그램은 치열한 시장경쟁 환경에 처해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유형 

이며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오늘은 주로 이러한 측면을 중 

심으로 중국 TV프로그램의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TV매 

체의 변화는 ”시청자 포화 채널 급증 위성”이라는 3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실화 경향의 발전과 시장경쟁 하에서 새로운 형식의 출현 

(1) TV 다큐멘터리의 재발견 

서양의 다큐멘터리가 영화에서 비롯된 것과는 달리 중국의 다큐멘터리는 

TV에서 그 형태적 특성을 형성하였다.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운하를 말하 

다〉에서부터 〈장성을 바라보다〉에 이르기까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TV 다큐멘터리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불리 

는 것은 1993년에 방영되기 시작한 〈동방시공〉의 ’생활공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호는 ”인민들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취재의 시각 

을 인민의 눈높이에 맞추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방식과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TV매체에서 성행한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당시 중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중국에서는 모든 직업은 천한 반면，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고귀 

한 일이라는 엘리트적 잠재의식이 일관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지만，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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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비교적 넓은 발전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라한 

변화 속에서 TV라는 새로운 매체에 전통적인 서사문형식을 삽입하는 것은 훌 

륭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둘째는 프로그램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 프로그램에 대한 낡은 관념 빚 기술 여건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 

는데， 이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닌 TV 다큐멘터리라는 형태를 낳았으며， 이것은 

TV전파의 속성과 TV의 실화적 언어에 대해서 성찰과 인지가 이루어지게 되 

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뉴스형 태의 다양화 

90년대의 TV 실화에 대한 탐색은 오늘날 중국의 뉴스형태와 형식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방영된 일부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93년의 

〈초점방담(魚點짧談)>， 96년의 〈뉴스조사〉 등은 이미 도무 중국의 대표척인 

뉴스프로그램이 되었다. 

중국 TV뉴스방송에 대한 개념은 제작자에서 시청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내용에서 형태에 이르기까지 뉴스는 시청자의 시각에서 취사선택을 하였고， 

취재， 내용， 앵커， 프로그램 방식 등 각 측면에서 반복적인 자아성찰과 수정을 

통하여 날로 성숙되고 있으며， 시청자의 시청수요， 미적 기준， 심리적 기대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언어구조상에서 보면 기자가 방송국을 떠나 현장에서 보도하는 형식으로 면 

대변의 보도장면을 연출한다. 내용상으로 보면 정당 뉴스 일색에서 경제뉴스， 

사회뉴스， 오락뉴스 등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하였다. 형식적 측면 

에서 보았을 때， 중국TV뉴스 프로그램은 최초의 단일한 구전뉴스 및 뉴스기 

록영화에서 오늘날의 〈동방시공(東方時空)>， <초점방담(魚點誌談)>，<실화살설 

(實話實說)> 등 대표적인 잡지， 평론， 담화 등 프로그램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TV 방송매체의 운영은 날로 성숙해가고 있다. 또한， 뉴스 전문채널의 방송개 

시는 중국TV뉴스프로그램의 발전이 성숙기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민생뉴스의 발전이 뉴스관념 및 시청시장에 준 영향 

16기 인민대표대회 이후 선전홍보 정책의 변화는 2003년 뉴스매체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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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더욱 개방시켰다. 뉴스 프로그램은 인민들의 생활에 접근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고 있다 그 중 재미있는 현상 가운 

데 하나는 지 역 방송국의 민생뉴스의 발전이다. “소위 ”민생뉴스”란， 제작자의 

말을 빌자면 인민들의 시각， 인민들의 이야기， 인민이 근본이라는 가치취향을 

갖춘 뉴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남경영거리(南京零距離)>라는 프로그 

램은 민생뉴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양식 및 경제효율의 

측면에서 잘 계발되어 온 민생뉴스 프로그램이다. 

2002년 제4분기에 남경지역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드라마 시청률을 훨 

씬 초과하였다. 현재 성도지구에서 방영되는 TV뉴스 프로그램은 50가지를 초 

과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뉴스 관념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는 시청자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지역뉴스를 방영하고 있으며， 부분적 

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사회 뉴스를 추가하는 등， 제작자와 시청자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앵커의 평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앵커가 시청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교류하게 함으로써， 대화식 뉴스교류가 이 

루어지는 시공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새로운 총체 

적인 뉴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이 다채로워지고 생방송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방송시간도 날로 길어 

지는 추세이다. 이전의 뉴스프로그램은 보통 20분~30분이였는데 〈남경영거리 

(南京零距離)>이후의 뉴스들은 통상 60분에 달한다. 사회적 뉴스는 사회적 생 

활과 동일한 주파수와 리듬을 타고 진동하는 듯하다. 

한편， <남경영거리(南京零距離)>는 18:50분에 시작하여 19:50분까지 한 시 

간에 걸쳐 방영하는데， 이것은 CCTV의 〈뉴스연파(新聞聯播)>라는 프로그램 

의 시간대와 충돌하는 시간대이다. <남경영거리〉의 방영시작시간은 〈뉴스연 

파〉보다 10분 앞선 시간으로 〈초점방담(魚點닮談)>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끝 

난다.<뉴스연파〉는 2000년에 시청률이 50%정도 되었는데 2004년에 이르러 

서는 15%에 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경2채널의 〈날마다630(天天630)> 

은 저녁 6시 30분부터 7시30분까지 방영되는데 역시 〈뉴스연파(新聞聯播)>와 

비슷한시간대이다. 

업계인사들의 말처럼， ”이번 TV대전(大戰)은 뉴스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된 

다. 이는 TV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청률 경쟁이 이미 드 

라마에서 뉴스보도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남경영거리(南京零距離)>는 



184 언론정보연구 42-1 호 

한 업체가 1 ，088억 위안에 독점적 광고권을 체결함으로써， 중국TV업계에서 

가장 ’비싼’ TV프로그램이 되었다. 

2) 드라마시장의 백열화된 발전과 거시적 조정 

(1) TV드라마 수량의 급증과 시청 점유율에서 드라마 비중의 증가 

2001년 이래， 중앙TV방송국 외에도 각 급 TV방송국의 TV드라마의 방영 

비율이 대폭 늘어났는데， 2004년 1-5월， CCTV 외의 각급 TV매체의 TV드 
라마는 시청시장의 50%를 점했다. 드라마는 프로그램 시청시장에서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시청점유율 증가 폭에 있어서도 1위를 

점하고 있다. 2003년 TV드라마의 시청점유율은 37.5%에 달하는데 2004년보 

다 4.8% 증가한 것이다. 2004년 한해， TV드라마 제작 편수는 역 대 최고였는 
데， 약 11500회에 달한다. 

(2) TV드라마의 시장화 운영체계의 성숙 및 드라마 제목의 브랜드화 경향 

지방TV방송국은 주로， 방송 시간대와 시청자라는 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시간대 측면에서는 첫째， 저녁 황금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드라 

마를 방영하고， 둘째， 새로운 TV드라마 시간대를 개척하는 것이다. 시청자 측 

면에서는， 시청자를 세분화하며 ”다른 드라마” 관람자 층으로 분류한다. 한펀， 

중앙TV방송국은 브랜드 드라마를 출시하는 동시에 시장화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TV드라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지 

광파전시총국(廣播電視總局， 방송TV총국)에서도 TV드라마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TV드라마는 정부의 전례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굉

고시간을 제한하고 광고 간 방송을 규범화하며 특별 품목의 광고 방영을 제한 

한다는 내용의 〈광전국17호령〉을 공포하였으며， 황금시간대(19:00-22:00)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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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드라마 관리국 

성립하였으며， 그 해 4월에는 ”섭안극”에 대한 〈공지〉를 반포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18개 민영기업에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을 수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중외합자， 합작 TV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 관리잠행규정〉을 반 

포하였다. 

3) 오락프로그램의 상승과 하락 

90년대 중 · 후반이래， 중국의 경제 발전은 안정기에 들어섰다. 그에 따라 

매체의 시장화가 가속화되었고， 매체의 산업성도 분명히 나타났으며， 특히 매 

체 대중화， 시장화 추세가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모두 TV프로그램의 

오락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1) 오락 프로그램의 발전궤도 

오락 프로그램의 발전궤도는 구체적으로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70년대 말 

에서 80년대 말까지는 탐색기， 90년대 초는 시작기， 90년대 중후반은 발전기， 

2000년 이후는 규범 조정시기이다. 점점 개방화 되어가는 매체 환경 하에서 

TV오락프로그램은 양적인 변화에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오락프 

로그램은 민간 자금 및 경외 자금이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하다. 

(2) 각종 프로그램에 오락적 요소 침투 

오락적 요소의 침투는 전지구적인 변화 추세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시장 

경제가 초급단계를 지났고 큰 발전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성숙된 상황에 이 

른 것은 아니다. 매체 상업화 역시 점차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역시 

프로그램의 오락화 경향에 조건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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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固媒#改黃的功向퍼雅펴 

생U 죄1松 

中固的媒休改童사 1978年升始 닫中 E힘改童7f放的 ill程基本同步。 딛韓 

됩媒#比校， 中固媒休有三大特펴:一是固有化(均力됩家所有制， 到팀 

前젠不允 ì"F私人所有) ; 二是沒有캉|‘]的新 l벼옮播方面的法律， 主要是通

납行政法規和政策宋뼈控 ; 三是볕持며固共큐꿇的앉탤， 雄:rJ5社승穩定是 

中 E힘媒#重要的政治렷任。 在媒#的行~規模方面 握 20(파年固家公布 

的敎提 : 有 2119家뼈紙 ( 日 根力 506맴， 全됩性해紙213해) , 9074맴 

쭉志， 570家出版社， 282家「播변台和320家면뺑台。 

一、 中固媒#改華的三↑빠段 

第一13ft段 (1 978年--1992年) : 是“中固媒#改黃的풍 i式期”。 以媒

休的솟編~종改華力核心 由官方用펌向新 l돼用 i캄짝聽， 由별행的政策 

宣待功能向信息修通功能짝週， 媒í* lf始友擇社승뾰督和批 i쿠的作用。 

在媒#制度셈新方面，~行“事~별位、 企~化管理”， 媒休升始낼行多 

채쯤홈; 

第二아段 (1 993年 -2001年) : 是“中固印빼媒介友展的갖鍵期”。 

中固社승主χ市얘쯤뿜的友展， 使媒#的F~)禹性孩得政府和社승公쇼 

的 ìA 同。 固家重펴 j켈行根~的옮均뼈整， 政府部|‘]的뼈紙딛主管部|‘]폐 

휩， 社승化해刊快速렀展， 有 38家해~集댐游生 (以호해力核心末吸왜 

市民化根紙) 。 根~的騙利能力和自我%累能力增彈。

第三짜段 (2002年以末) : 낼入“中固 면子媒介友展的봇鍵期”。 固家

在政策上允다和끊j폴媒#“鷹地 E 、 題媒介、 題行~"쯤홈， 媒#顧合超

勢明닮， 一些提~集댐題地 E 뽑合끼}根 (但不允 i쑤根 ~lf ?fJ r 播면 

뺏) 0 r播변째改華非常活 lÆ ， 固家在政策上 E쯤允 i쑤建立民품면짜制 

作公司， 允 i쑤外:et j캘入혐 目 制作쨌域， 同 멤大力推功數字 면뺏$展。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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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 已쯤7f播 79套敎字 EB 센頻道。 有字者 f핏測 2006年至 2008年， N[l 中固

챈行與j핀승的前팩年， 中固「 변~꽉友生짧天覆地的풋化。 

二、 2004年以末中固媒#改華的新功向

2004年中固媒休改黃的最新功向 : 쉰、休上됩家初板뾰 ill 文化F~的廳 

合， 在 f잔金宋源方面減少了政策限制， 媒#可以풍 i퍼固有制쯤홉的多햄 

;t;따形式。 

1 、 《北京춤年提》 控股的股仍公司正式在香港上市， 뭉林“內地首家 

在海外上市的됩有佈媒股"! ~강 J1 中固해~改制큐生影 n때 ; 

2 、 一些根~集댐햄制力企~ 觸立7 明簡的市翊主#地位。 根~集困

的友展由群#的非理性 向↑#的理性行力 햄化、 由 友 i초地 B: 向 k友 i초地 

E 흔 透和暴井、 注重地域特克和本地化操作、 :t~gB; F ~的혼品짧종基本 

形成;

3 、 私人윗本、 外윗 j용入中固 면쐐혐 目 內容制作쨌域，1Jt本 j흐作正在提 

速， r播면뺏F~走向固~7f化， 也使制播分뽑 j효入到똥屆性操作아段。 

2005年 1 月 l 日 起施行的新版 《外商投윗F~指탤 텀 뭘》 中， 首次꽉「播 

면쐐윈目、 양行和면影制作列力져外升放쨌域; 

4 、 쩌珞 면뺏、 移功 면쐐、 手;tJL E묘쐐等新媒休~종E쯤起步。 中央 면짧 

台、 上海文r{，슐媒、 北「影땐等면꽤內容制作商都已宣布j폴入쩌珞면쐐 

쨌域。 中固 면信和며 E턱쩌通等 변信 j록홈商也엇윗宣布꽉쩌珞 면째~종作 

]g 2005年的~종重 J뀔、。 此外， 新뿌社、 中央人民「播변台、 北京人民「

播면台等똥統新|휘媒休也都在累뽕密鼓地建立팀 己的때珞변쩌 ìt 체。 f매 

f며述象表明， 쩌珞 면쩌4풍成力下一↑最f홉得옷注的寬帶E쿄用 “地帶”。

三、 影뼈中固媒#改華的三大舞펴、 

我 ìÁ 力主要#돼在三↑方面 : 

1 、 재念털面的置텀。 처子융~化的付費頻道， 人1ll젠不十分接受， 付

費的敎字변뺏랐展혐慢， 固家原 ìt :JtU 到今年底用f'l i견到 3000方， 但 텀前 

{又有 120多方， 相差甚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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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法律틸面的섯缺。 띔 ill 入媒休쨌域的I'l臨降低팀， 意味看政府 J1 iX

一行 lt 的前端밟管放松， 那4 此 B1就要加彈텀端밟管， 也就是法律方面

的完善， 1Z t￥才能保 i正媒#的健康友展。

3 、 管理뭉面的며隔。 目 前며固的媒#宏짜管理꽂行“호委밟管뼈道內 

容， 政府部 l‘]管태批和*조합”。 恨댔、 「播Eß댐和쩌珞都是各有主管部 

l、l ， 尤其在「播변뺑和때珞행域， 技木上未能廳合:et源不能共享， 影

n때新媒休的뀔速成f 。 

中固媒#改華的未末方向 : 固家管理休制닫媒#所有制的~f따形式， 以

及媒#歸利模式的創新 4강決定{졸媒的*近友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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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球化되本土化~重集慮下的中固大샀文化冊究 

朱效梅

팀 20世염 80年代末期升始， 中固出꽤T 땀f究大갔文化的文章， 띔 B1 的 

作者基本都是港台和海外的좋人 本土字者的冊究떼 엽 90年代始。 有人

做날 i멈좁， 固內좋者的最初땀f究又x一例外地是援引法프克福후派 (尤

其是阿多 i휩等人的思想， 而恨少有人引用本雅明的 iG 述) 的文化I~理

i강末처中固的大갔文化낼行批判， 5츠 4、iíJf究思路至今沒有며빼。 在引用

法을克福的批判理 i상分析中固 90年代大@文化的著述中， 其方法不同程

度地屬f“搬用法”， 則在꽉法프克福大샀文化批判理 ìQ的提述-r팎싸樞 

架 j록用 到 中固的大샀文化批괜 B1 , 5!些批 i￥文字一般都要重夏法프克福 

批判理 i강家져手大갔文化 (文化I~) 特↑正的一些端述， 如大슛文化的 

商~化、 *示堆化、 模式化、 여↑性、 反g木、 批量化、 平面化等。

由子中固的大갔文化冊究시冊究的思路、 理念上先쯤댄了西方理ìQ的洗 

孔， 然텀才7f始冊究的本土化思考， M全球化到本土化的햄쫓量然찢合 

了大쇼文化在中固的友展是 II~ 理成章的 去P 使中固的大쇼文化iíJf究始찢 

삿手一뺨全球化닫本土化的 J)Z重魚虛之中。 中됩本土大쇼文化的友展要 

求本土化冊究理 ìQ 的眼않， 但是표如一些字者所패， 中固的大샀文化冊 

究 E쯤￡法妹去西方文化冊究理 i강的浪述， 甚至想排除西方理 i상的影 0때 

E是不可能和끊有必要的了。 下面倚車地꽉며固的大샀文化冊究::Jt~分力 

三大쫓。 

一、 現횟失.tf되 i꾀題冊究 

中固的大쇼文化冊究一直具有波重的意 iR形志色彩和道德批判意 iR ， 隨

看大갔文化不版各方批判以勢不可拍的쫓志成力流行， 人1TJ升始갖注本 

土大쇼文化的具1* 1可題， 表孤出一뺨 J1 :fJll.포的옷까， 而不 f又{又是道德

的、 軍美的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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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酒맨--空 l머、 消贊달想象〉 及其有옷 ì-;fì:응。 上海的酒 P[S本身就

板具特色， 被林力“깡方香柳패舍”， i젖뀐本身就反映了中 E되띔前全球化 

딛本士化交잊的境週， 指出 : 上海酒 PE 一方面向全球化想象做7f T 意X

的通道， 되一方面也力地方性知 ì9，的重建提供 T 想象的空|머。 

J1 ì~ =B的 i￥ f介更突出了不同的품音， 有人 ìÁ 力짝是-件好事， 盛贊其力

“大슛文化땀f究西方 i폼 i콤本土化的-↑精彩↑案" 是以文化冊究中 日 漸

流行的人렛슨품冊究常用的民族志的댐f究方法 j활行大샀文化具{4;: 1미닮的冊 

究， 使冊究走向深入的表쩌，3!휴可以借꿇西方的有것理ìQ、 思路宋冊

究中됩的具(4;: 1피웬， 比隔웹搖律、 言而￡物的紙上淡兵更有意X 。 但也

有人提出屆疑， ìÁ 力짝是作者在作秀， 井以 《大샀文化的死胡同》 力題

려行批넨。 批괜作者“把倚훤的 1可題夏폈化， 用注降꽉夏쭉的|可題再夏뽕 

化， 累接看， 用一大堆洋文꽉注繹쭉得更加夏쭉。"似乎如此就可以固야 

化了， 批 i푸者 ìÁ 力作者“缺z莫正的|可題意 iR ， 更缺少져中固쩌품的切身 

쯤많。 整本휩都建立在哈띠 과斯、 博德里]z깜等外固名牌좋者的一些奇 

思怪想上。 眼혔水妹到了뼈팀眼 中固쯤앞成了外固理 i앙多송的 i正握。" 

용子Jlt뀐的爭 ìQ{N 明뭘地反映出럼前中固的大샀文化冊究행域的一↑困 

境， 꽂야上짝↑爭 ìQ就是他1Il各 딩 受困子全球化딘本士化魚虎的一↑짧 

果。

本土化超勢在魚虎中有所增彈。越宋越具#的冊究， 表明冊究的本士化

超勢在加彈， 除了져上海酒 PE的冊究，Jf有波廳 (郞球廳， 波l!P ball的끊 

音 《波難딛流行文化的때利> ) 冊究， 波難~~~就是原末中固人常밟的 

球難， 但之所以改了名林是因力짝↑由잖音햄쫓宋的新폐代表的是球廳 

中的中高웹者， 而不是普通意χ上的球難， 所以꽁波廳和꽁球廳意x是 

不同的， 所暗示的穿載者的文化背景也不同， 反映出流行文化本身就帶

有的닫金됐相옷的재利 l可題。 되外낄有져 日 常生活的軍美化|可웰的冊 

究， 옳然有人提出짝수提法也沒什4新奇之차， 西方早就有짝方面的冊 

究， 但由手涉及到「告、 美容、 模特、 때 OE 、 城市規체以及房屋裝修等 

非常具#的活題， 所以比較切近中固풍Il~。 再有， 每-部引起옷注的변 

影或면뺑倒也都승得到후理上的홈O 析， 加以理ìQ的解 i좋。 所有짝些的一 

↑共同特펴就是升始시起初的大而化之的흡 ìQ ， ￥양훨力小而具#的冊 

究， 3!*￥必然有利子彈化本土化的冊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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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佳統特換되文化重建 

시客 xj\!上 i井， ~조홉的友展必然띔末文化心理的夏芳 而新的文化形象￡

疑X要借助f륨 日 野煙的 f슐않， 因此 f昌탤폼않特뺏以期 i견到中 E택文化形 

象的重建和文化身f分的 ìÀ 同成力有댈젊情짧者的 텀林。 但是也有人비力 

f졸統中 E턱社승本王所 i몹人文精神， 文化重建也就不能以땀統力基堆，3! 

部分人更多地是站在西方中心主X宋近재中固文化 J캘而 ìÀ 定只有西方 

的人本主X才是럼今中固文化重建的堆一根基。 

令人院奇的是， 짝一方向得到了各햄主뾰人物的某科l程度上的贊同。 例

如文化保守主X的刊物《原道》十周年的검念大승就집集了各方代表人 

物參加 (有 自 由主χ者 也有所 i뿜“新左派 H) , 之所以能陽如此， 是因

力文化保守主X 者所提出的 f술 統 ￥농 換等 |피 웰 通선 大家 J1 “ 文化身仍 ” 的 ìÀ 

同超越T彼此之|머政治쯤홉立 ffo 딛 xj\!펴分野。 

有팩햄特換f졸統的思路 一햄是把f졸統文化햄化、 包裝成大샀文化的形 

式， 然텀以商 iU흐作的方式포돼所 i옵的文化重建， 몽一뱀是사좋理上J1 

f졸統 j캘行械理， )폴而重新簡立中固文化的固짜形象。 前者量然遭到슛多 

批判， 但去P比텀者更핏 ßlF , 也更易行， 所以批댄如故， 流行如故。

以져%:~t풍影片和金秋雨散文的 i平(k]g 例。 JHiE 흔漢的影片多MJ즙植民 

文化理 i;G 角度 j폴行冊究， ìÀ 力其影片是力了迎合西方처후方特別是中固 

落텀形象的想、象 (或者팽 ìè'IZ) 量然以民族文化的雄帳作力招牌， 但

最찢的옮果是핀薦中뿌民族文化，9&헤;中固的文化形象。 짝맴打훌弘物 

f술統文化雄뭉老重新包裝的文化倍않和文化形象其 目 的是力 了 通짝浦足 

西方져후方的文化想、象而핏孤商 it 利益。 有外됩人꿇得 51E的 면影在他1Il 

看末就是反映了 中됩的文化 只不섣中固人 自 B不承 ìÀ 뿔了。 在某잭程 

度上可以짝桂패， ~ ßlF是， 짝也正是恨多人批判他的據故， 借助西方和

固外처中固已有的文化想象宋題造中固的文化 ß.管면影所反映的是古 

代的文化， 但那其꽂正是外固ÁJ1 中固文化想象的主要部分， 甚至是基

本願念，XfE免或者팽必然要映射到今天中固的文化上末。 所以在변影 

《英雄》 中以奏始皇져武力、 暴力是迷到和平 덤 的最好的方式的-짧表 

述， 以及刺客처此 ìf:的折服乃至放下뽑刀欣然합死的揮述， 不能不바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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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fB影所要宣物的所 i띔 中갤文化持κ疑忘度。 

歸 E텍 다}影-tl1有헝似的情況。 如 면影 《표|태》 和 《春香》 相比， 前者的逃

材更造合今天的商:lt妙、作， 而텀者~管有莫핏的 JJj 史人物做背景， 由 3二

所要表迷的主웰相처而言比校正않， 雅以沙作。 不료， <표 l돼》 所提달 

的量然也是韓固的 JJj 史， 但챙不是代表就固 JJj 史文化精觀的那一部分， 

如果借此폈 ìA 定各林표|태就是핸固文化的主流뭘然是不能 ìl人接受的。 

而 면影 《春香》 져男女之 l돼愛情的揮륨是}λ ;fR、板的角度理解和옳 i츠 Tf술 

헬文化 ， J1 핸 E턱人和外固人폈패都可以뺏力就댐文化的代表。 中固人져 

랬z.;~양影片的ì'F {fì' -tl1遭偏看짝詳的思路。 今天， 我 ~l在져待f중統文化 81 

就是要전量做到握휴其中的觸뼈， 吸取其中的精갤 JH졸統文化的宣物 

和揮述也￡疑要打上今人思想的格印， 是S조양7進揮的文化f술統。 

奈秋雨的散文在最初比뤘具有文化內潤的《文化苦旅》成功尼， 又有

《山居휠 ìè> 和 《露冷*河》 等孩得7 商:lt上的成功， 송秋雨自林他的 

닫作和文化活功都是力了“重建-뱀文化心理移序" ìA 力 自 己在챔링看 

中갤文化重建的重任。 批 i쿠者 ìA 力他除了把 f졸짧和文化되做自 E孩得商

:lt利益及成力媒#明星的載#外， 처中固文化핏臺￡建杓可言。 

“~f.파*方”的呼lIf。 一方面f졸않文化的失落탤致的道德탤落달精神f~表 

ìl 人'~心↑뿌↑며， 而那些西方的文化形式徒具表皮， 커5法切入中固人的좋 

따生活。 在짝뼈情況下뼈統文化的光}뽑再一次뭘꽤，1::被看成是一해解 

혔。 되一方面中固的願起追切需要建쩌出一채文化-精神共同W ， Jdl 
需要一뼈可以簡 i正 自 B的存在f介價的文化 ìA 同形式。 在t>\:桂的背景下，

力了打破全球化닫本土化交쟁而成的랬力 消解由此帶束的 JY. 重;集虎，

有一部分冊究햄向了更加注重져民族性的理解以及如何j폴行新的 i펌境下 

中固文化及其形象的重建|미題。 

提出“友現*方”的北京大후字者王돕川指出 E턱~~J:中固的文化形象짝 

是딛熹뼈、 %水、 八휩和落탐뽑系在一起的 就 j포賽 X德在其 《경극方 

풍》 中也{x提到中핍 10次 被材{力代表후方밟活的人眼里훈方也只是“中 

쭈”， 像中固짝桂的“近*”째不在他~的뺑랬핸固之內， 可兄中됩的文化 

地位， 因此他提出“￡꽤*方”， 要使中固一↑多世검以宋被掛曲的文化 

形象和被技종的{介 f홉得到重新的淸理和快夏， J렐而在新的友展睡架下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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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生存和友展的空 l머， m是져中固如何 ß\L JI 全球化 l可웹的며 l교。 他提

出， 要友 f凡*조효쩌代化洗:tL的末方， 不是要끼 l 日， m不是要退守， 我1Il

是要把中固링代新|可웰用在整수世界편固內的新睡架中重新提出。 其意

X在手， 中固되前的主要任종不是推뿔作力消費主X文化的大쇼文化， 

而是一方面通짝字者的冊究햄向引起固야上처中固文化新形象的옷注， 

커一方面， 大쇼文化本身的內容也注入옳統文化的滋휴，i!흉才能i초到 

重新밸造中固文化形象的 팀 的。 力Jlt他표在 ~iljR、字者觸찮中뿌쯤典著作 

100部， 希望能借此使外固人更深切地T解中됩及中固文化。 

三、文化쯤홉되媒#쯤훨 

最近凡年中固的옳媒샀f大整合的 81期 各媒#不再f又{又是完的:trL옷根 

或 E턱家的「播 변뺏台， 同 며也是쯤홉~{;$:和利益單元， j:1i .:lt和「 면.:lt的 

集댐化 ， i꿈媒之 l태的竟춤， 內地 f슐媒닫境外 f슐媒的竟줌， 都要求各媒#

的핏헛人웹速樓得佳媒쯤홈。 新|돼 f훌播풍界-fr í몽 ß\L JI , ì1 ìQ 的文章浪

多， 뀐 E 出版不少， 11서졸媒集因化到媒介的資本j핀作， 시新 l쾌資源到市 

껴析分， 사宏~到微 xJl!， 涉及 i쑤多 f중媒쯤홈|可題。 把受 f:t. 接受佈媒作力

消費行力的冊究， ~판 f꿀媒#롯 * 뺏 Jg~조 륨策略考察m왜入了 f총媒쯤홈的理 

念之中。 因此2000年以팀Jf始 ， i꿈媒쯤홈成力쳤~ I‘]冊究 i폼題， 受 f:t. 接受

{졸媒作켜消費行力的冊究， ~풍 f슐媒#뭉 *'*5선 i조홈策略考察也뺑入 Tfξ媒 

쯤홈的理念之中， I可題옳然是由本土友展的꽃마引起的， 但冊究낄是首 

先以西方的홈銷理念力盛本。 如果때中固文化形象的重建主要觸功的是 

中固人的民族主X情짧的 i동， 那 4 在달쯤쁨옷系最密切的행域， 때大淡 

固 ßJjÇ化、 全球化成처며尙， 借꿇 E턱 ßJjÇ;조많m更名표言 !11!íi。 

2002年和 2003年有凡件大事更加引起T풍者져媒#쯤홈的옷注。 一是

!}lE Z漢的影片 《英雄} , 一是中央면뺑台以收뺏率力첸堆똥行的“末位鴻 

1i制”。 랬효漢的影片폈低者多MZ木的角度， 批判其 ß*n훨的立意， 贊物

者깨因 oJZ. ijli T강所取得的商.:lt成功。 由手딛觀的投資、 彈大的明星陣容
再加上成功的商.:lt i록作模式， 使人1Il사 《英雄》 的成功身上看到T 懶!뻐 

危境的中固면影的希望， 把É利;力中固면影工.:lt的“救世英雄”。 랬효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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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 IL年的 f묘影都走的是商1t路랬， 他的影片 《英雄》 以及 《十面理代》

펑然其덴量和用心遭到大多敎人的댄疑， 但是不可否 ìÁ 的是É~lm 同 81

在中핍 ft!，影市@低迷的情況下 ， Fi 得了%E以想象的票房成헛， É的成功 

被材;力中 E팀商 lf 면影的里程牌，3Z 홉E得 7크功 3二Jj影片的商1t策체， 甚至

有人提出 《英雄》 的成功預示看好菜웹“홈해大手影片”的佳播思想m 同 

휴造用手中됩。 予是借此提出홈챔就是倚播 就是{장媒的「告、 宣佈、

妙作，3f有人受到팀갖提出7f ì뭇妙、作字。 

탬f'-影片一般是宋取“制作딛꿇行分휩”的홈짧模式， 但 《英雄》 的宣

옮、 策체、 함챔完全由其出品方新벼面公司밟合中 E힘 면影集困共同 j록 

作， 사而升始了策略取盟홈銷。 콧鍵的是， {英雄》 的板大成功 (指商

1t回根， 2000方美元的앉美版재費， 800方美元的 日 本 면影票房， 以及

固內 2↑fζ的票房) 板大地刺激T 固人 人1fl才友現原宋中固的면影市뼈 

竟如此之大， 包括 《英雄》 尙未7f량的非짧幕홈網也引起了옷注， ~二

是， 如何처大슛文化큐品낼行成功的홈챔升始成力熱I'l的活題。Eß影홈 

챔同휴需要j효用整合홈銷f꿈播。 

2003年 6月 , 中央 변뺏台以“收뺑率”力 目 林的“末位泡沈制”짝把械R向 

老牌 l힘뚫해 텀 {ì쫓뀐 811머》 展示TÉ不容置疑的威F ， ;1其뼈度警告 

井要求改版察看， 但最찢由 f收꽤率仍￡改善而被鴻1i。 和 《 i￡휴 81 

|태》 遭遇同等命j록的앉包括 《兄 i正》 、 《人物》 、 《美木星空》 싹凡램 

注重品位、 知 ìR分子특屆的文化뀐 目。 有知 ìR分子 l미 : 力什4 要把文化

램 담 和꿇*뀐 담 放在同等的收챔率林R下 i￥判 ? 可是我~的 면뺏台正χ 

王反願地使멈 E成力“最大갔倚媒”， 引友7시西方字宋的收뺏率是否可 

以成力 변째람 目 쯤홈的唯一R度的爭 ìQ 。 

좋院派在市￡끼쯤홉的!中*下7f始走近市행。 有的 변뺑台、 면台或根刊、 

경붓志也승딛一些大쇼文化或新|법옳播方面的冊究좋家낼行좋 I핏合作， 以

i뽕題的形式宋챔助他~解決一些媒#짚홈中遇到的품 ~jji 困꿇， 或者 i좁他 

~시캘者冊究的角度짧予建 ìS(、 i꾸{까。 如中央 뱉뺑台쯤홉頻道就曾 i좁宋 

自 北京大좋新|볍딛옮播후院和 中핍修媒大字 변~Jl!~품院的팩位大슛文化和 

면뺑方面的冊究좋家通설쩌珞딛쩌友就“싶홉휩 目 的受샀닫倍播效果"7f 

展了-次淡活。 同 81 力 T 浦足헛마的需要 媒í*~조홈풍也成力各大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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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피헌播字院的一T重횟字科， 在中 l휩高校新|태敎育的 강:lL먹中， r 告 

字的좋:lt펴 (1 241、) 超납了新 l돼字的슐:lt，면 (97•) , 居第一位。

中固大쇼文化冊究存在的|미題。 中固되前-方面是文化F :lt 全速友展， 

一方面是理 ìQ 建杓明옮滿되了。 理 tG家 lrl 왔心的是옆휴引탤、 提高、 規

편大슛文化， 而처手大쇼文化딩身內在m制的 íilf 究，iE是뭘得相되헛 

z 。 섯手大 ff:.. 文化雅딛洛的|미웰、 文化品位 1可웹都 ill 行 T ff:.. 多的探녀， 

但是探녀的大샀文化的雅낌|可웰돼依然存在 而且越宋越向看洛的方向

友展。 有人曾져中固大쇼文化冊究存在 l、미웰 ill 行납分析， ìÀ 力主要的!、며 

평是져大쇼文化 ill 行精英主X式的批 i팎 具#末꽤表現在三↑方面:第 

- 처中固大쇼文化的仍 f直判뻐一直행定在人文知 iR 分子世쫓的偏兄 

며 ; 第二， 中固大샀文化批괜文本刻달看據技不去的西方文化理 ìQ的展 

述 ; 第三， 납度的庫美主)(11벼向， 在똘 i正基뻐上 j캘行풍理分析是中固大 

쇼文化批댄的正途。 

在中固的大쇼文化冊究中， 西方始찢是一까典型的參照系， 正如載짧멸 

所패， “我1rl借重文化冊究的名字 井借助某些英美、 漢大利~和其他~

洲됩家文化댐f究的理 ìQ 딩쯤앞 更重要的是풍 trt 以中固文化쩨象印 i正西 

方文化理 iG ， 而不是努力처추富而夏폈的中固띔代文化作出我 lrl 的解 

答。"因此， “中固”닫“世界”、 “m遇”닫“挑故”、 “民族”턴“固家”是各헝 

文章中反夏出現的凡져왔鍵河 “中됩”走向“世界”、 “;fJL遇”大手“挑

행”、 “民族利益”“固家利益”是基本樞架。 本士化是不言 팀 明的， 但全球

化也是￡可避免的孤똥， 中固的大슛文化及其冊究就是在짝詳一뼈願具 

뾰力的뺀突中， 양受훌~重魚虎的考앞 期待看M凰뿔뿔般的新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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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楊竟爭If境下中 E획 범뺑îl 目 的友展

股 -* 

近年宋中 E힘 면쐐缺得恨大的友展， 1987年首次全固 멤뺏 xJl!i\抽휴뼈좁 

뭘示， 載至 1987年 7月 , 택조쐐 xJl!i\ i조 61ζ ， 人 口 覆蓋率力 56% ， :1:用有 멀뺏 

m的家鷹러全固息F敎的 47.8% ， 1978年， 只有8000方면꽤쩌i\， 期有

변 tJl! m的家底 古全됩딘、P敎的2% 。 載至 2003年底， 中固 면짜人 口 覆蓋率

分別迷到94.94% ， 랴조 tJl!頻道 J댄敎 Bi츠 20941、， 居世界首位。 2004年，

2094수中固 면뺏頻道共播出了 100475'小며的 면뺏뀐 目 ; 

同맴竟춤m越末越激烈， 像頻道껏源的增加， 就意味훌J1 î융 팀需求量的 

增加以及車↑頻道xl\! i\ 1:상爾大大빼弱。 而퍼年宋 xJl!i\敎量的쫓化， 也많 

示收째市物容量的抱和， 都表明一펴 : 中固 면뺏윈 目 正차手一 4、激烈的 

市￡깨竟걷휴lf境中。 

新|돼、 면뺏멤、 娘示뀐目是텀前中固最受吹迎的휩目쫓型， 也是竟춤比 

뤘激烈的쨌域， 今天主要M三↑方面宋看며固 면뺏혐 g 的友展。

近凡年中固 면째媒#的포化， 主要풍到“ xÆ i\ t밍和、 쨌道激增、 끄땐上 

星”짝三大客xl\!因素的影 0때。 

-、 紀횟JXt‘懶持짧뿔振， 同며出짧市均竟爭下的新훗休 

’ 90年代初以紀공片力由똥的검똥 i콤言和形志重建 

턴西方캔뚫片友述子범影不同， 中固캘뭘片是在변뺏中形成其形짚特↑正 

的。 딩 《앓網之路》 、 o꿈패 j흐河》 的配醒， 至 《望*城》 的出現， 在

90年代규始中固 택~:flI!~[\~的友展。 

其中힘志性的핸 팀 權林是 1993年升播的 《경긍方 B1 空》 的子찬 t3 <生活

空 l빔} , 其 口 뭉是“ i井述老百姓 팀 己的故事”， 不但取材的뺑펴放低， 同

81m ìc 뭘方式表迷方式上有所突破 ; 北京 면짧台在 1즙宋更 j폴一步줌林， 

“老百姓 ì:lf述 팀 己的故事”。

~[\항片制作蘭 Jg!A 尙在媒#中是一↑恨舞得的쩌象， ~츠뺨情}兄在띔 81 中 

固的出孤有凡↑方面的因素， 一是中固高台敎化，75'般皆下品， 唯有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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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高的知 iR分子情浩的-貴 111띠承， 尤其是在改華升放已싶看兄了一些成 

果， 人文主X思想7f始有了 比校寬給的空|테 ， J1'f 변뺏쩍 4、新媒休， 以

f장統的없事文宋切入 是一↑恨好的차接 디 ; 二是引 j활뀐 目 增多， 재念 

受到때끊， 技木종件 ill 有更新， 不再是떤影手段， 以싫항片力由￡的처 

면쐐f졸播屆性， ;1 면꽤캔~ì펌言的一次反省和 ìÀ 知。 

’ 新 1웹 f슐播形죠 日 超추富 
整↑90年代처 E묘쐐싫핏的探索， 基本훌定了 今天中됩的新 1회댐播形志 

和格局。 其|대出꽤的一些션 目 如 93年 《魚펴꺼淡> , 96年 《新|떠뼈 

출> , 都已쯤成力中固的名牌新|훼혐 g 。 며固변뺑新|힘倍播 xJ\l.;승; }λf슐者 

햄向受 fJ\， M 內容到形志， 新|볍升始途倒M受 fJ\ 的角度 ill 行取舍， 在웰 

材、 內容、 主持人、 혐 目 方式等各方面不빠 自 我反省和修표， 日 超成

熟， 構足井提升T受쇼的收쐐需求、 庫美心理。

在 i펌言옮해上， 以 ìc 者出廳， 現 t끼播뼈提供一↑面져面的情境， 在內容

上， 途漸M 별一的政호新|돼， 友展n쯤 i쭉新 l벼、 社승新|볍、 娘앙新|회等 

共存的一↑立1*~솜均。 

在形짚上， 中 E택 변쐐新 l법 M最初벌一的 口 播新|휘及新|회캠;훨片友展到今 

天， 出孤了以 《경;方멤空》 、 c馬면 ìjj ì껏》 、 《꽂 i동포패》 等力代表的

架志、 i푸 ìQ 、 淡活等뀐 目形志 면뺏直播手段的j콕用표 日 超成熟。

直至新|휘頻道的7f播， 中固 면뺑新|회혐 目 的友展j폴入T 一↑穩步友展的

成熟期。

’ 民生新|회的友展져新|법째念及收째市혀的 l며吉 

十六大之尼的宣f흥政策的쭉化使2003年新|법媒1* tli道的쩌;境更力寬松 

和7f放， 也使得新|회훤 g 的宣옳땐角 j캘一步貼近百姓生活。 강心百姓身 

셀事， 시老百姓的角度看|可웰。 

其中一↑有趣的表↑正就是地方台民生新 l법的友展。 “民生新 l벼”， 所 i뿜 

“民生新|회”， 依其制作者的定X是指具有平民뺏角、 民生的內容、 民本

的 f介 f흠取向的新|법。 

現象 : {南京零距뽑》 可以패是民生新 l휘的筆始者， 同 B1也是놓今友展 

最好的一수民生新|회원 目 , 包括휩 目 模式和 j포햇的쯤쁨效益。 2002年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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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季度， 南京地 E新|펴핏람 팀 的收찌率已썩썩高出 면쩨Æ;U 的收땐率。 目

前成都地E播出的 Eß 짜新 l펴 11 ê)짧날 50웹。 

新!돼쩌念 : f선容力地域新|띠， !파近 xJV)~ ， m近生活， 加之部分社승新|태 

的짧制就是由市民 自 己完成， f송播者和受 fJ\ 的界限7f始模鋼 ; 

主持人的平民化， 注重以平等的좌度딘 x~갔 ill 行交流， 홈造了}↑;1 ì폼 

式的新|돼交流 81 空， 一↑新的整休般念 ; 

形짚多宋用直播形式 B1I태均有越做越R之행 此前的新|태혐 텀基本都 

在20-30分해， 而 《南京零距園》 之텀新 1태깅J 聊 60分핸， 社승新|힘딛社 

승生活在同一↑頻率和헌奏上振혜。 

收쐐市￡찌며吉 : {南京零距뽑》 升播 811머是 18 : 50 , 옮束 811머是 19 : 

50 , 一↑小 81 ， 용쯤납新|법밟播，'t:的7f播 811머是早新|벼取播十分햄， 和

魚펴 ìJj ì껏差不多同 81 옮束。 新 1훤股播在 2000年的 81候， 收째 f分願在럼地 

有50↑펴的f分願， 到了 2004年， 收뺑 f分願大睡只有 15%了。 

重'*台二套的 《天天630} 是6얻半到 7，벽、半 正好把新|법뽑播題짝去。 

Jt界人士林“짝物 면째大故是M新|힘럼 덤 升始的， t示志훌 면뺏市￡껴格局的 

重大쭉化， 收뺑率大故E쯤시 f묘뺏멤￡끼條到了新 l휘提道 "0 2004年， {南

京零距휩》 更是以 1. 088{Z. 元人民市的高{)Î'被狼家꽃뻐「告代理板， 成力

中固 면써界中最“貴” 면꽤찬 目 。

二、 볕뺑휩j市楊的白했化友展되宏짜뼈控 

’ 변째創在播出量上的댐U 增， 在收뺑f分觀며， 택로뺑몹U的比例也越宋越大 

2001年以束， 除中央면뺑台外， 各級변째台的면챔몹U播出比重均出짧 

校大福度增 R ， 2004年 1-5月 , 면뺏副在CCTV以外的各댔 면쐐媒#的 

收뺏 81κ Jt重均遍近 50% 。 不 f又在혐 目收뺏市翊白握最大的一快市여 f分 

飯， 而且在各쫓람 담收뺑f分觀的增 R上也白握第一位。 2003年면뺑뼈혐 

目 的收꽤 f分觀迷到 37.5% 比 2002年提高了 4.8↑百分/멘。 2004年全年 

면쐐創혼量샘껴史新高， l츠到 11500集左右。

’ 면뺏몹U市物化j핀作 j폴一步成熟， 副 目 精品化成力超勢

地方台 : 主要}λ81段、 x~ fJ\ 햄↑方面 j흐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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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1段末파-是在硬 l돼黃金 81段“先下手力彈" 二是 lf많되행 B1段 F묘 

땐創; 

사 x~ik 宋팽， 왜化 x~ik群， ÿ;~分力不同댐껴。 

中央면땐台:推出精品副目的同며加짧市@化 

’ 「 변힘、局也加彈了져 면땐댐U的宏 x~ ì，댐控 변~멤得到政府的空前重땐 

r~ 1{I， 17뭉令 : 限制「告 B1 κ ， 規패효 r~ 告 f젊播， 控制特珠品쫓的「告播 

出。 黃金 B1段(1 9 : 00-22 : 00)禁播海外돼 
2004年 3月 成立 면%힘U管理 司

4月 友布”涉案멤 11 <通知》

5月 표色쯤典改編 랴j쐐댐~'E늄좁管理的通知 

6月 , 授予T 18家民홈企.'lt < 면뺑副制作파可 i正} (甲햄) 

12月 , <中外合윗、 合作「播면뺏휩 텀 制作쯤홈企.'lt管理哲行規定》 

三、媒망램目的起웰落落 

90年代中尼期以束， 中 E힘양뿜的友展 j캘入了一↑穩步增-K期， 隨之以

宋的是中固媒介市혀化步代加快 F .'lt 性原 ð 옮， 特別是媒介大슛化、 

市場化浪漸的動치， 都使得변뺑럼 텀 中的娘앙 f뱃向淸BtJí可兄。 

~ ~웅 *11 目 的友展跳述

具i*~편其分처四끼、I)ff段 : 70年代末至80年代末的 i式探期 ; 90年代初的

起步期 ; 90年代中尼的峰抽友展期 ; 2000年以宋的뼈整規混期， j析超升

放的 f졸媒헤;境下 변째娘示正쯤JJj시量쭉到댄포的옷鍵I)ff段， 껏뭉 *11 目 更

成 :h 民 l대及境外資本介入的突破 口 。

’ 各헛型혐 텀 中娘앙元素的慘透 
#롯*元素的慘透是一↑全球的勢志 就中固而言 社슴市物쯤뽑쯤짝初 

始化Ilfì'段有了較大的友展 但尙未 j폴入成熟期。 媒介商.'lt化的종件途步 

完善， 현也:h ßfrf1~롯示化 f뱃向提供了종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