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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의 시·공간적 제약이 무

너지고 전 지구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가 간 콘텐츠 거

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원 저작물 콘텐츠

를 기반으로 현지에서 재제작(re-production)하는 현상이 

방송영상 관계자들에게 좋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1]. 

국제적인 포맷 거래환경에 활발한 교역이 가능한 이유로

는 단연코 국‧내외 다양한 영상견본시(MIPCOM, MIPTV 

등)의 행사들이 거래환경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관련사업자들의 영상물 거래를 위해 이러한 영상견

본시의 참여를 통해 영상콘텐츠 거래 활성화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포맷(format)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 하나의 거래형태

로 등장하기까지 20여년의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포

맷은 각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프로그램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2]. 이러한 포맷은 국제영상견본시를 통해서 방송산업관

련사업자들이 방송영상콘텐츠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종

의 콘텐츠 거래로 포맷 교역 시장을 형성한다. 또한 이러

한 국제영상견본시는 거래의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과 거래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행사 단위와 종

류들에 따라 다양한 관계자들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포맷 거래를 수출입 현황에 대한 

광의적 의미의 제작 제도, PPL 활성화 등의 진출 전략 

방안연구들[3], [4], [5]는 전통적인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자료를 통한 분석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글

로벌 단위의 영상견본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포맷 거래

요인과 담당자들의 인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TV포맷 거래요인은 포맷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TV포맷 거래요인은 현지화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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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국제영상견본시에 콘텐츠 거래담당자들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 포맷 거래에 필요한 요인들을 통해 해

당 콘텐츠 거래담당자의 인식이 중요한 콘텐츠 거래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프로그램포맷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방송프로그램 포맷 거래요인에 따라 콘텐츠 담당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내 방

송사들과 방송사업자들 그리고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글로벌 범위의 방송프로그램 포맷 거래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송영상 콘텐

츠 거래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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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5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TF(Asia Television Forum) 영상

견본시에 참가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

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500명 중 불성실한 답변 76명을 제외한 424명의 응답을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WIN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각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방송프로그램 포맷 거래

요인이 콘텐츠 거래담당자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을 미치

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먼저 본 연구의 TV포맷 거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포맷 브랜드 신뢰성(reliability)’, 

‘포맷 확신성(confidence)’, ‘포맷 유사성(similarity)’, ‘시

청자 포맷 공감성(sympathy)’, ‘시청자 포맷 반응성

(reactivity)’이 추출되었다. 이들 중 ‘포맷 안정성(viewers’ 

format stability)’과 ‘현지화 성공 가능성(success 

poss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시청자 포맷 공감

성’과 ‘포맷 반응성’이 ‘포맷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지화 성공 가능성’에는 ‘포맷 브랜드 신뢰성’이 영향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송프로그램 거래요인의 상대적 영

향력과 그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포맷거

래에 있어서 향후 방송영상 콘텐츠의 전략적 비즈니스 

방법으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프

로그램 포맷 요소들을 통한 거래 전략에 한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내·외영상견

본시와 방송영상콘텐츠 마켓 등 다양한 행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재정

별, 주력분야별 결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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