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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업조직론  차원에서 국내외 종합유선방송(SO)사업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로그램공 업

(PP)에 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PP의 시장 구조, 시장 행 , 시장 성과간의 계를 종합 으로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이 연구는 이블TV 시장 내에서 PP를 시장 구조, 시장 행 , 시장 성과간의 계

를 종합 이고 역동 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조직론  시각에서 국내 40개 상업 PP를 상으로 첫

째, 시장구조와 시장행 , 둘째, 시장행 와 시장성과, 셋째,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 첫째, 구조․행 와의 계에서 수평결합이 가격  규모에 향을 

미쳤다. 둘째, 행 ․성과 측면에서는 가격이 가입자당 매출액  시청율에 향을 미쳤다. 수신료 의존도

의 경우 가입자당 매출액에 부 으로 향을 미쳤다. 셋째, 구조․성과와의 계에서 수평결합은 시청율

에 향을 미쳤고, 제품 차별화는 가입자당 매출액에 부 으로 향을 미쳤다. 매출원가는 매출액 업이

익률에 부 으로 향을 미쳤다. 

 ■ 중심어 :∣프로그램 공급업∣산업조직론∣구조∣행위∣성과∣
Abstract

Most of all researchs and analyses in the field of television industry of Korea were related 

to Cable Television SO(System Operator), but few about PP(Program Provider)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Theory in Korea. However, there wasn't a comprehensive research 

analysis in terms of the co-relationship of the market structure, market conduct and market 

performance of PP. This research analyzes co-relationship and dynamics of the market 

structure of PP, its market conduct and market performance in a comprehensive way in Cable 

TV industry.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1)relationship and its influence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market conduct, 2) relationship and its influence between their 

market conducts and market performances and 3) relationship and its influence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market performance among 40 commercial PPs in terms of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in Korea. This paper is dealted and reported as follows in conlusion : 

1)the type of horizontal integration has an effect on the price and sca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and its conduct. 2)the price has effect on the revenue and viewing rate 

between the conduct and performance. And high dependency of the Cable TV license fee has 

an effect on viewing rate and revenue per subscribers(ARPU) between the conduct and 

performance. 3)The horizontal integration between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viewing rate and its product differentiation has an effect on the revenue per 

subscribers. Net cost of the produc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rate of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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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에 이블TV가 도입된 것은 1995년이지만,  다

채  유료방송이 격한 성장을 한 것은 최근 몇년간의 

일이다. 도입 기부터 1998년까지는 엄격한 3분할정

책, 외환 기 등 산업의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후 이블TV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채 티어

링제( 가복수상품구성)도입, 수평․수직결합 허용, 

계유선의 SO(System Operator) 환 등 성장정책을 통

해 이블TV 가입자가 증하 다.

최근 IPTV가 본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

내 미디어 기업들은 후방 가치사슬을 심으로 수평

․수직  결합을 강화하고 있고, 략  제휴와 

M&A를 개하고 있다. 기 삼분할구조는 

MSP(Multiple Service Provide, 수직수평결합사업자)

의 형태로 산업이 통합되고 있다. MSP로 성장한 사업

자들은 해외 로그램의 수 과 재방 유통창구를 벗어

나서 콘텐츠 제작을 통한 방 유통창구로서 기능 변화

를 모색하고 있고, 랫폼 사업까지 역을 확장하여 

고속 인터넷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로그램

공 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의 경우 도입 기

에는 허가제를 시행했지만, 등록제 이후 재 약 200여

개 이상의 PP가 등록되어 있으며, PP행 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역동 인 양상을 개하고 있다. PP

의 매출은 2008년 41,987억원이나 5 홈쇼핑(15,531억

원,37%),지상 계열PP(3,920억원,8.7%)를 제외하면 개

별PP는 사업수익이 조한 편이다. 이는 방송시장 규

모에 비하여 랫폼이 무 많고 PP들은 양질의 신규 

콘텐츠를 제작할 여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차별

화에 따른 성장이 아니라 가수신료의 경쟁심화가 발

생하는 실정이다.

국내 이블TV 산업 련 기존 연구들은 산업조직

론을 이용하여 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와 성과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장의 역

동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6]. 한 산업조직

론  시각에서 국내외 이블TV SO를 심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PP에 한 연구는 일천한 편이

다. 그 이유로 지역독 (혹은 복 )으로 승인받는 SO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 를 보이는 등 비교  단순하고 

안정 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재의 특징을 

보이는 콘텐츠를 기획,제작,편성하고 유통망을 확보하

고 다양한 업 략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창조산업 

역의 PP산업은 더욱 복잡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로그램 상품 혹은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거나 향

을 미치는 변수에 해 콘텐츠  장르요인(상품), 유통

망 요인(규모), 시청자 요인(시청률) 등을 거론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성과를 규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아울러 PP는 진입․퇴출이 용이하며 세한 PP사

업자도 많고 규제기 에서 재산상황을 수하지만 

락되는 경우도 많은 등 체계 으로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든 이 있어 면 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콘텐츠 상품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구

조(Structure), 행 (Conduct), 성과(Performance) 변수

를 망라하고 일방  선형 계 뿐만 아니라 상호순환 ·

동시  근에 한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5]. 이와 

련 기존 정책요인 심의 구조와 성과간의 계 연구 

이외의 구조와 행 간, 행 와 성과간 역동 ․통합

․순환  에서 총체 으로 PP산업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  연구에 머물 던 

기존 PP연구와 차별 으로 국내 PP 체를 아우르는 

시장 구조, 시장 행 , 시장 성과간의 계를 최 로 다

루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산업조직론은 기본조건, 구조(S), 행 (C), 성과(P)와 

정부정책을 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업

조직에 내재된 문제들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기 산업조직론은 환경의 ․기회와 산업내 경

쟁이론을 기반에 두고 거래 당사자들은 정보의 완 한 

소유와 자원의 완 한 이동  분리가 가능하다고 제

했다. 기 이론은 투입의 명확한 조합과 한계공헌을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다각화된 기업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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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하버드학  

산업조직론은 기업은 독 력과 다른 기업과 력을 통

해 인 으로 시장 가격과 비용 상승을 해 존재한다

고 보았고, 시장구조가 기업행동에 향을 미치고, 기업

성과를 결정한다는 구조-행 -성과 근방법을 정립했

다[23-26]. 하버드학 는 행 가 성과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와 성과의 계를 주로 연구했고, 기업 크

기 는 산업 집 과 이익 는 시장 유율의 계를 

살펴보았다[27][28][30]. 체로 집 화된 시장(독과  

시장)의 성과가 경쟁 인 시장에 비해 사회 으로 바람

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방  시정하기 해서는 합병 

지나 기업 분할과 같은 강력한 반독  정책의 실시와 

수직  결합의 당연 법성을 주장했다[15][18].

시카고학 는 기업은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향상을 

해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원의 합리  배분과 경

제의 효율  운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한 정부

의 개입은 가능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더 

나아가 독과 은 반 와 폐해가 있을 경우에만 규제하

는 폐해 규제주의 입장을 취하여 수직  결합은 이 마

진이 없어지고, 거래비용이 감되기 때문에 수직  결

합의 효율성 발생을 인정하여 수직  결합의 당연 법

성을 부정했다. 

산업조직론은 하버드학 의 엄격한 구조주의  

뿐만 아니라 수직  결합의 효율성과 기업의 신을 통

한 발 을 포 하는 이론으로 기업의 범  결정에도 유

용한 분석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산업조직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산업조직론의 개념은 통 인 근

방법에 불완 경쟁이론, 게임이론과 같은 미시 인 경

제이론들을 용하고 시장경쟁과정을 통해 동태 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악하려고 시도하 다[22].

이처럼 산업조직론의 SCP 분석틀이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많은 연구들에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왔으며 

여 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기존 연구
이블TV 산업에 산업조직론의 분석틀을 용한 기

존 연구들은 계유선의 종합유선 환 승인, SO의 수

평  결합 허용과 확 에 따른 성과 차이, 장르 집 도

와 다양성 변화에 한 연구 등 개별정책과 성과의 

계에 한 통계  검증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3][4][14][16][17][20]. PP 련 연구의 경우, 사업자들의 

성과결정 요인 연구[8][19] 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와 성과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1]참조).  

표 1. 국내 케이블TV 산업 관련 주요 연구 

연구자
연구
상

분석
모델

연구 결과 비고

이화진
(1999) pp 산업조

직론 pp규제:정치논리 설문 및 인터뷰 통한 
시장 평가

이상식
(2002)

SO및 
PP

신산업
조직론

구조:규제완화,행
위:법제도정비미
흡 등

정부정책따른 삼분할
구조,가입자수 등 분
석

김영주 
등(2004) pp  - 좋은성과:시장진

입,장르가영향
P P 매 출 액 , 시 청
률,SO송출수(성과자
료 이용 분석)

권호영등(2
005) SO  - 독점지역성과높고

티어수많음
독점/경쟁지역 SO의
매출성과비교

전혜선
(2005) SO 산업조

직론
복점도입:저가요
금,많은채널제공

SO의채널편성, 경영
성과로 분석

이영주
(2006) SO 산업조

직론
좋은성과:독점,규
모크고,영업비용
많이투자

규모,경쟁여부,비용,
요금,진입차수등으로
분석

오정호
(2007) pp  -

수평/혼합다각화,
제작비낮으면이익
증가

다각화여부,지상파결
합,영화장르,제작비
율분석

김선미 
등(2007)

SO및 
PP

산업조
직론

PP채널수,장르증
가/SO장르집중도
는 보통

채널수,장르유형,매
출액등분석

강명현
(2009) SO 신산업

조직론
MSO웹통한프로
모션전략구사

가입자(규모),마케팅
비용,소유형태,결합
성분석

이영미 
등(2009) SO 산업조

직론
채널티어링,SO전
환정책등으로성과
증대

가입자수,매출액으로
시계열분석

*pp(프로그램공급사업) so(종합유선방송사업)

국내 PP의 연구에서 산업조직론의 SCP 분석틀을 이

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화진[19]은 이블 네트

워크 산업의 규제가 산업구조, 행 , 성과를 어떻게 제

약하는가를 알아보고, 기존 정책을 평가했다. 이 연구에

서 외부 제작 로그램과 시청률 순 간 상 계는 유

의하며, 외국 로그램 편성과 시청률간 상 계 역시 

유의하다고 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행 차원의 

시장 조정 정책은 거의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시장성과

가 산업의 수익으로 직  반 되지 않아 시장원리가 작

동하지 않은 시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하 다.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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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아닌 사례연구를 심으로 하 기 때문에 시장

행 와 시장성과간의 계는 분석되지 않았다.

강명 [1]은 SCP 분석모델을 통하여 SO와 PP의 

로그램 거래 계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수평  결합 

 수직 으로 결합되어 있을수록, 시장에 일  진입할

수록 로그램 사업자의 상력이 커진다. 시장행  요

인으로는 시청률, 마  직원수, 마  비용을 보았

다. 시장성과 요인으로는 매출액, 로그램 매 매출

액, 고매출액 등 3가지 변인을 측정하 다. 연구결과, 

업직원수, 마  비용(시장행  요소)이 상력 

증진에 정  향을 미친다. 즉 콘텐츠의 질  경쟁

력,  랫폼 사업자에 한 마 의 요성이 입증

되었다. PP경쟁력에 가장 요하다고 상되는 시청률

보다 오히려 PP업체들이 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업

직원수를 많이 투입하거나 업비용을 많이 사용할수

록 로그램 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하 다. 지상  

MPP  MSP에서 더 많은 마  비용 지불이 상되

며, PP 상력은 고매출에도 정 으로 기여한다. 그

러나 마  비용의 감은 로그램 거래에서 상력 

약화로 이어져 SO 송출기회의 박탈, 고축소의 악순

환으로 연결된다.

김선미와 김성태[4]는 산업조직론의 SCP 모형을 토

로 이블TV의 경쟁체제 도입과 시장규제 완화에 

따라 PP  SO 시장에서의 장르 집 도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연구하 다. 방송정책에 따라 PP 시장의 경

우, 채  수와 장르가 증가했고, 소유와 매출액의 집

도, 장르 간, 장르 내 집 도 역시 증하 다. 노출 집

도 측면에서는 시청자의 세분화가 크게 이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SO시장에서도 소유와 매출액의 집 도

는 증가하 고, SO의 채 편성을 분석했을 때 장르의 

집 도는 보통의 집 도로 유지되었다.

한편 PP산업 채 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성요인이 시청률 성과에, 비용이 시청률 

성과에 시청률이 매출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한 ‘PP산업의 채  성과 분석’의 연구결과, 비용과 시청

률의 상 계는 높으며, 순환편성비율, 외국 로그램 

 자체 제작 로그램 비율 등 편성요소들과 시청률의 

상 계는 불확실하다. 시청률과 고매출은 비교  

유의미한 상 계가 있어 어느 정도는 시장원리가 

용되고 있지만, 시청률과 이익은  상 계는 보이

지 않는다고 설명하 다[3].

김 주와 권호 [8]의 연구에서, PP시장진입유형(진

입시기)과 장르가 유율이나 SO확보, 매출액 등의 성

과에 큰 향을 주며, PP운 형태(기업 결합여부)에 주

는 향은 상 으로 작다고 설명하 다. 즉 PP채

의 시청 유율에 장르(드라마), 시장진입유형(허가PP), 

채 운 형태(MSP)가 정  향을 미치며, 수평 , 

수직  결합 여부는 매출액이나 SO확보수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시장 쇄를 통해 혹은 일  진입

할수록 경제 인 효율성을 담보하거나 경험축 이 많

아 업효율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

다.    

오정호[12]의 연구결과, 다각화, 기업결합, 장르선택, 

편성행 는 수익성에 향을 미친다. 한 MPP(다채

사업자)의 진입장벽 구축효과( 상력 제고, 규모의 

경제, 잠재  경쟁자에 한), 지상 계열PP의 로그

램 수 , MSP의 목표시장 략, 장르별 평균수익률의 

균등화 상, 제작  순환편성과 다양성 계의 함의

를 도출하 다. 반면 수직  다각화가 수익성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국내PP, SO간 거래비용 감이 미

약하다는 것이며, MSP는 효율성 제고보다는 목표시장

의 확장을 추구한다. 내용의 다양성의 경우, PP수익성 

측면에서는 재방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며, 재방비

율의 증가가 내용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향력에 비

해 노출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향력은 상 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로는 기업의 수익성과 측

정, 소비자, 시청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해 분석이 

결여되었다.

기존 PP 연구는 성과에 한 채 별, 시장 진입 유형

과 방송연차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6]. 한 기존 연구는 구조가 행 에 향을 미치거나 

행 가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업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벌어지는 행 를 연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행  요인들은 구조나 성과  특성보다 측정이 어렵고 

구체 인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증 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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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이 있다[16]. 이처럼 산업조직론에 의한 

분석은 정책요인을 요시하며 구조와 성과에 한 데

이터를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합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블TV 시장 

내에서 PP를 산업조직론  분석틀에서 시장 구조, 시

장 행 , 시장 성과간의 계를 종합 이고 총체 인 

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행 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장행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성과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시장구조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성과에 

향을 미치는가? 

상기한 시장구조 요인, 시장행  요인, 시장성과 요인

을 측정하기 하여 조작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시장구조란 시장의 조직상의 특성 혹은 산업구

조를 뜻하며, 시장이 얼마나 경쟁 인가 혹은 독 인

가를 나타내는 시장집 도 등 시장의 특징을 다각 으

로 악한다. 즉 시장구조는 시장의 공 측면이 특정 

시 에서 수평 , 수직 , 각선으로 상호의존 인 

계로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29]. 시장 구

조를 규정하는데 있어 많은 변인들이 요하게 고려되

는데, 시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수 , 시장 유

율의 정도, 진입  퇴거 장벽의 정도, 다각화의 정도, 

상품 차별화 정도 등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 시장 구조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수직  

통합, 수평  통합, 제품 차별화(타겟), 진입 장벽, 운

역사, 매출원가 등이 있다. 수평  통합은 동일 기업집

단에 속한 채 의 수로, 수직  통합은 PP법인과 수직

결합된 SO의 수로, 제품차별화는 PP의 콘텐츠 형태와 

목표소구의 정도로, 사업기간은 PP등록시 을 기 (허

가PP의 경우 1995년 이후 재까지 운 한 연수)으로 

측정하 다[11].

시장행 는 특정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구체 인 

행 로 기업이 주어진 시장구조하에서 목표 달성을 

하여 가격  가격 이외의 측면에서 수행하는 시장행

로 개념화되며, 기업의 의사결정, 그러한 의사결정이 일

어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통  산업조직론 모델

에서 언 되는 시장행 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 한다. 

가격결정행동, 매 략, 고경쟁 등이 그것이다[13]. 

즉 시장 행 는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취하는 행동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 행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는 가격 정책, 고, 제품 략, 연구와 기술 신, 담

합․인수․합병 등의 경쟁 기업에 한 략  응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장 행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규모

(SO의 송출망), 가격, 수신료 수익, 고수익, 매와

리비(효율성) 등이 있다. 규모를 PP가 송출하는 SO수

를 이용하 고, 운  효율성 변수를 매출액에 한 

매 리 비용의 비율로 측정하 다.  가격(가입자당 

월간 수신료)은 PP의 수신료 수입을 송출 SO수로 나  

값을 가격의 리 변수로 사용하 고, 매출액에 한 

수신료 수입 비율(의존도)과 매출액에 한 고 수입

의 의존도로 나  값을 이용하 다.

산업조직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심은 시장성과에 

있으며, 시장성과를 나타내는 변인은 기업의 수익성, 생

산  자원 할당의 효율성, 형평, 기술 진보 등을 들 수 

있다. 한 시장성과는 개별기업의 성과와 경제 반의 

성과로 크게 분류된다. 개별기업은 이윤율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  자원 분배의 효율성, 고용과 물가수 의 

안정, 소득  부의 배분의 형평성 등을 포함한 경제활

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포 한다. 정부정책은 시장 

성과를 제 로 견인하기 한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으

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과 변수의 측정은 가입자당 매출액, 

흐름 비율, 매출액 업 이익률을 이용하 다. 즉 

 흐름 비율은 매출액에 한  흐름(EBITDA : 

이자, 세 , 감가상각 등을 공제하기 이 의 이윤)의 비

율이다. 한 본 연구에서 가입자당 매출액은 송출 SO

당 매출액을 나  것을 리 변수로 사용하 다. 추가

으로 자기자본경상이익율,시청율을 성과변수로 활용

하 다. PP의 성과 측정은 가입자당 매출액과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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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비율과 같은 수익률 척도에 덧붙여 업 이익을 사

용하 다[11]. 

4.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05년 기  SO를 통해 방송 송출되고, 시청률 순  

69 (TNS미디어코리아 : 2005년 연간시청률 자료)내

의 PP 사업자들을 상으로 재무  경 자료, SO송출

수, 등록연도 등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PP채   

상업PP 40개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표 2]참조). 이

게 하여 40개 PP채 의 구조 변수(수직결합, 수평결합, 

제품 차별화, 진입장벽, 역사, 매출원가), PP채 의 시

장행  변수(SO송출수, 가격, 수신료 수익 의존도, 고 

수익 의존도, 비), PP채 의 시장성과 변수(매출액 

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EBITDA, 가입자당 매출액, 시청율)를 선정하 다([표 

3]참조). 

표 2. 연구 대상 PP채널명
MBC드라마넷 바둑TV GTV
SBS드라마플러스 리얼TV 히스토리
YTN 어린이TV 메디TV
JEI재능방송 Q채널 Living-TV
MBC ESPN MBC게임 FS낚시
코미디TV 한국경제TV 생활건강TV
챔프 CNTV 이벤트-TV
SBS스포츠 e-channel *CJ미디어
Xports FTV *OCN
ongamenet 동아TV *KBS스카이
HOME드라마 무협TV *온미디어
CMC가족오락TV MCN *DCN
시네마TV ETN연예TV
MBN SBS골프채널

 *MPP채널군  

표 3. 구조(S),행위(C),성과(P) 변수 
구조변수 행 변수 성과변수

수직적결합 규모(SO송출수) 매출액 영업이익율
수평적결합 가격 매출액 순이익율
제품차별화
(타겟) 수신료수익비중 자기자본경상이익율

*진입장벽 광고수익비중 EBITDA
운영역사 효율성(판관비) 가입자당 매출액
매출원가 시청율

*진입장벽은 더미변수로 최종분석에서 제외

상기 자료는 방송 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9], 

방송채 사용사업자(PP) 경 분석보고서[10] 등에 제

시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수치에 한 신뢰도가 낮거

나 채 인수합병(M&A), 장르변경, PP의 통합 등 기업

변동이 있는 경우 업체에 직  확인하여 락된 데이터

가 없도록 하 다. 원칙 으로 분석의 단 를 개별 PP

채 로 상정하고 자료를 수집하 지만, 여러 채 을 통

합하여 리하는(OCN, CJ미디어, 온미디어, KBSSKY 

등) MPP 등 불가피하게 개별 채 별로 자료를 분리하

여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채 로 간주

하여 처리하 다. 방송 원회 보고서, 한국 이블TV방

송 회 등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 지만 락된 경우 업

체에 직  확인하 고, 제품 차별화 정도는 기존 연구

를 참고하여 서열화가 가능한 척도(  목표 소구 1, 

틈새 목표 소구 2, 하  틈새 목표 소구 3)로 환하여 

측정하 다. 구조, 행 , 성과 변수간의 향과 계를 

살펴보기 하여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로그램 

SPSS 12.0을 이용하 다.  

Ⅲ. 결론

1. 분석결과 
구조, 행 , 성과 각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를 정리

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 4]참조). 

표 4.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 편차 N

수직적결합 1.85 4.515 40
수평적결합 4.63 5.768 40
제품차별화(타겟) 2.00 .816 40
운영역사 7.80 3.950 40
매출원가 .6248028 .26713471 40
효율성(판관비) .44045971 .404679974 40
수신료수익비중 .1844630 .11554407 40
광고수익비중 .66281126 .163965136 40
가격 30655.23 41868.78 40
규모(SO송출수) 85.75 28.474 40
매출액영업이익율 1.660 25.6844 40
매출액순이익율 .273 24.6318 40
자기자본경상이익율 -35.495 273.4909 40
EBITDA 4.170 25.7464 40
가입자당 매출액 188557.6 218272.1 40
시청율 .29253 .413081 40

 



국내 프로그램공급업의 산업조직론적 분석 235

첫째, 시장구조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행 에 

향을 미치는지, 둘째, 시장행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셋째, 시장구조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성과에 향을 미치는지의 계를 데

이터를 통하여 인과 계를 보았다. 

본 연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

력의 크기를 측정하여 독립변인의 일정한 값에 응하

는 종속변인의 값을 측하기 한 방법이다. 구조, 행

, 성과에서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표 3]을 기반으

로 구성하 다. 다만 아래 [표 5], [표 6]에서 가격이 종

속변수  독립 변수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속변수일때와 독립변수일때 성격이 다른 을 감안

해야 한다. 즉 [표 5]의 경우 수평결합에 따라서 높은 가

격을 받는지에 한 인과 계를 찰하기 한 것이고, 

[표 6]의 경우 PP가 SO로부터 높은 가격, 즉 월간 가입

자당 높은 수신료를 받는다면 가입자당 매출액도 높을 

것이라는 의미로 변수를 해석해야 한다. 한 PP의 가

격 변수는 PP시청율 변수에도 향을 미친다. 즉 높은 

가격을 받는 PP의 경우, 높은 시청율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회귀분석 모형에서 결정

계수는 표본회귀식에 의하여 설명된 변인의 향력이 

총 향력에서 차지하는 상 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R제곱으로 표시한다. 

분석 결과 첫째, 구조와 행 간 계에서 수평결합이 

가격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회귀분석 모형에서 설명

력 즉 기여율(R제곱)은 .345이었고 이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결과 다(β=.478, P=0.016, p<.01). 즉 수평결합

이라는 변수는 가격 변수를 체 변량의 34.5% 설명하

다. 한 수평결합이 규모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회귀분석 모형에서 설명력은 45.2%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결과 다(β=.461, P=0.011, p<.01)([표 5]참조). 

표 5. 구조가 행위에 미친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제곱 유의확률

가격 수평결합 .478 2.546 .345 .016
규모 수평결합 .461 2.686 .452 .011

*p<.05, **p<.01 

둘째, 행 와 성과간 계에서 가격이 가입자당 매출

액(β=.795. P=.000, p<.01)  시청율에 강한 향을 미

쳤다(β=.702, P=.000, p<.01). 기여율(R제곱)은 각각 

.829와 .667로서 가격은 가입자당 매출액에 하여 

82.9%의 설명력을 보이며, 시청율에 하여 66.7%로 

통계 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왜냐하면 

PP의 가격(ARPU, 월간 가입자당 수신료)이 높으면 당

연히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높은 가

격을 받는 PP의 경우 높은 시청율을 보이는 PP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당 매출액은 방송

송출 SO당 매출액을 나  것을 리 변수로 사용하

기때문에, PP의 경우, 가입자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높

으며 그만큼 우수한 PP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신료 의존도는 가입자당 매출

액에 한 기여율(R제곱)이 .829로 통계 으로 유의미

하 지만 부(-)의 계를 보여 주어 수신료 의존도가 

클수록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었

다(β=-.433, P=.000, p<.01)[표 6].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미국PP의 경우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우수한 PP

라면 SO로부터 콘텐츠에 한 부로서 정당하게 높은 

수신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장구조이다. 반면 국내

의 경우, 공 자인 PP의 수(약 200여 등록PP)가 많은데 

비해 수요자인 SO의 수(약 100여개)가 더 기 때문에 

SO가 우월한 상력을 가지고 있어 PP가 양질의 콘텐

츠를 편성하더라도 SO에 방송송출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국내 실이다. 이처럼 수요자와 공 자의 비 칭

으로 인해 그동안 PP사업자는 수신료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으로 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 인 수

익구조 다. 

표 6. 행위가 성과에 미친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제곱 유의확률

가입자당매출액 가격 .795 10.239 .829 .000

가입자당매출액 수신료
의존도 -.433 -4.701 .829 .000

시청율 가격 .702 6.487 .667 .000
*p<.05, **p<.01

셋째, 구조와 성과와의 계에서 수평결합은 시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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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기여율(R제곱)이 .479(β=.487, P=.007, 

P<.01)이며,  수평결합은 가입자당매출액에 하여 

기여율(R제곱)이 .570(β=.407, P=.012, P<.01)이었다. 즉 

수평결합은 시청율  가입자당매출액에  하여 각각 

47.9%와 57%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 다. 상기 구조가 행 에 미친 결과

에서도 확인한 바, 수평결합이 많은 PP일수록 시청율

도 높고 가입자당 매출액도 높았다. 반면 타겟은 가입

자당 매출액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회귀분석에서 설

명력, 즉 기여율(R제곱)은 .570(β=-.428, P=.007, P<.01)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만 부(-)의 계를 보

다. 즉 제품 차별화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타겟은 시장

이 소할 수록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타겟의 수치를 시장이 넓은  순

서로 변경할 경우(  소구 3, 틈새 소구 2, 하  틈

새 소구 1)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매출원가가 매출액 업이익률에 향을 미칠 것이

라는 회귀분석에서 기여율(R제곱)은 .461로 46.1%의 

설명력을 보인다. 이처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이

지만 매출원가가 매출액 업이익률에 부(-)의 계를 

보여 다(β=-.412, P=.018, P<.01)([표 7]참조). 그 이유

는 편성 비용의 리 변수로 사용된  매출 원가의 경우, 

PP가 많은 편성비용을 투입할수록 매출액 업이익률

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한 수신료 의존

도가 클수록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지 않다는 내용을 미

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 그동안 많은 편성비용을 투입할 수록 PP의 경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례를 토 로 통계치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구조가 성과에 미친 결과

종속변수
독립
변수

β t R제곱 유의확률

시청율 수평
결합 .487 2.909 .479 .007

가입자당
매출액 타겟 -.428 -2.896 .570 .007
가입자당
매출액

수평
결합 .407 2.676 .570 .012

매출영업
이익율

매출
원가 -.412 -2.489 .461 .018

*p<.05, **p<.01

SPSS 12.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

로 체 으로 요약한 도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구조 측면에서 수평결합이 행  변수인 가격  규

모(SO송출수)에  성과 변수인 시청율, 가입자당 매출

액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참조). 

수평결합

제품차별화

(타겟)

매출원가

<행위>

가격

규모(SO수)

수신료의존도

<성과>

시청률

가입자당

매출액

매출액 영업
이익률

.479

.481

.702

.795
.163

-.433

.276

.301

407
407

-.307 -.429

-.412

<구조>

그림 1. PP의 구조․행위․성과간 관계 분석

2. 분석결과 해석 
본 연구에서 PP가 수평결합(MPP)이 많이 되어 있을

수록 SO에 한 PP의 상력이 커지고 높은 가격(가입

자당 월간 수신료)을 받을 수 있으며, MPP는 SO와 송

출망 계약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즉 가격

은 PP가 SO로부터 받는 PP의 로그램 사용료 수입을 

송출 SO수로 나  값이기에 논리 인 귀결이다. 한 

가격  수신료 수입이 많으면 가입자당 매출액도 높고 

가격을 높게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있고 좋은 채

이라는 반증이기에 시청율도 높을 개연성이 있다. 이처

럼 수평결합의 효과는 시청률 상승과 가입자당 매출액

이 증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평  결합은 단일 사업자가 복수의 채 을 소유하

는 것이다. 수평  통합은 회사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

하면서 생기는 비용 감, 고주에 한 신  고 

패키지의 제공, 틈새 시장 선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평결합PP의 경우, 제작  편성 노하우

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내부 인 매 리비용을 

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의 강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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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조직론은 산업내 사업자간 경쟁 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PP의 수평  결합 략은 시장지배력 강

화와 경쟁 략차원에서  개된다. 가령, CJ미디어는 

변화된 시장구조 하에서 방 불확실성 감소를 한 시

장지배력 강화  온미디어와 경쟁 차원에서 수평결합

을 강화하 다. 즉 CJ미디어의 수평  결합 략은 단기

간에 몸집 부풀리기를 추진하는 거  후발사업자의 

표 인 시장진입 유형이었기에 PP의 수평  결합의 최

화와 효율화에 한 시사 을 던져주었다[6]. 

반면 온미디어는 기에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PP를 

인수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MPP가 되었고, 이후 정부

의 규제정책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발 과 효율성 향상

을 해서 수평 ․수직  결합을 강화한 형태를 취했

다. 즉 온미디어는 SO망 확보와 유지를 해서 상

으로 쉬운 몸집 불리기의 시장지배력 강화 략보다 장

기 이고 지속 인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우선

시했다. 이와 같은 온미디어의 략은 다른 PP와 달리 

고 우선 & 비용 감 략을 채택하지 않고 나름

로 차별화 략을 통해 시장 성장을 도모했다[7].

기존 연구는 체로 수평결합이 규모의 경제를 실

하고 우수한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만 수직

결합이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아직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상

계를 얻지는 못했다.

구조 변수인 제품 차별화는 성과 변수인 가입자당 매

출액에 부 으로 향을 끼쳤다. 제품 차별화는 PP시

장의 요한 략  하나이다. 이블TV가 송

(narrowcasting) 매체로 발달해 감에 따라, 제품 차별화

는 PP업체의 성공에 가장 요한 요소가 되었다. 

(1), 틈새(2), 하 틈새(3)로 분류한 목표시장의 크기를 

제품차별화의 한 요소로 이용하 다. 이처럼 목표 시장

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가입자당 매출액과 시청률에

는 부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역으로 설명하면 목

표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가입자당 매출액과 시청률이 

커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처럼 이고 규모가 큰 장르는 아니

지만 골 채 , 게임채  등 확실한 목표시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타겟 시장의 규모가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상정이 가능한데 이런 이 바로 콘텐츠 

사업의 독특한 특징일 수 있다. 이처럼 콘텐츠 기업을 

연구함에 있어 단정 으로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어려운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경우 PP채 의 시청 유율에 드라마  

화 등 소  인기있는 장르가 정  향을 미치며,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를 들면, MPP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는 화장르(CGV, OCN, 등) 만화, 음악 등 경

쟁력이 높은 장르에 진출해 있으면 콘텐츠 제작 략을 

구사하고있다. 그러나 어떤 장르와 타겟을 선정하느냐

에 따라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로그램 개발은 편성 비용의 크기 그 자체로서 PP

에게 요한 략이다. 그러나 PP의 편성 비용 자료를 

입수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PP의 매출 원가를 편성 

비용의 리 변수로 사용하 다. 상기한 것처럼 편성비

용의 리 변수인 매출원가를 많이 투입하면 정상 인 

시장 구조라면 정 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출원가 변수는 매출액 

업 이익률에 부 으로 향을 미쳤다. 이와 련하여 

제작비율이 낮을수록,  재방송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

성 높다는 선험 연구 결과가 있다[12].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제작비용 혹은 편성비용에 투입되는 매출

원가가 높을 수록 매출액 업이익률이 낮은 등 경 성

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CJ미디어의 경우, 

2006년 매출액은 1,263.1억원으로 2002년 비 3.79배 

증가한 반면 매출원가는 665.0억원으로 3.54배 증가했

다. 매출원가에서 제작비 련 기타원가는 2002년 96.5

억원에서 253.7억원으로 2.62배 증가했다. 매출원가의  

제작비의 증가세를 볼 때 수평  결합에 따른 비용 

감 효과가 있었지만, 체 으로는 비용 효율성이 그

게 높지 않았다[6]. 

물론 거  MPP의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최근 연

구 결과처럼 PP사업자의 콘텐츠 략도 변경되고 있음

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비슷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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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략을 가진 기업은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 략도 산업조직론에서 요

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7]. 

PP산업의 채 의 성과에 한 연구는 시청률과 고

매출은 비교  유의미한 상 계가 있어 어느 정도는 

시장원리가 용되고 있지만, 시청률과 이익은  상

계를 보이지 않는다[3]. 혹은 다각화, 기업결합, 장

르선택, 편성행 는 수익성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는 연구[12] 등 성과 측면을 조명한 연구결과가 있다.  

3. 연구의의
본 연구는 산업조직론  에서 국내 40개 상업 

PP채 을 상으로 시장구조, 시장행 , 시장성과의 

계를 체 인 시각에서 최 로 통계 분석하 다. 따라

서 기존 PP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혹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성과에 한 채 별, 시장 진입 유

형과 방송연차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등 부분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표 1]참조). 그러나 본 연구는 로

그램공 업에 산업조직론을 용하는 등 체 인 분

석을 통하여 상호 순환 이고 역동 인 측면을 찰하

고자 한 최 의 분석이다([그림 1]참조). 

둘째, 산업조직론 분석과 련하여 개별정책과 성과

의 계에 한 통계  검증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CJ미디어와 온미디어 등 MPP 사례를 통해 산업조직론

의 규제 완화, 시장 지배력 강화, 시장 매력도와 경쟁

략이 총체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을 검토하 다.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2005년 시 이기에 통계데

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최근의 미디어 산업 연

구  황분석을 제시함으로서 그 함의를 찾고자 하

다.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 상의 샘 수가 40여개로 

한정되는 통계분석상 한계가 있었다. 즉 PP의 시청율

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 69개(2005년 TNS 미디어 시

청률 자료 근거)  연구목 에 맞는 40개(상업PP)로 제

한됨에 따라 PP산업 체를 조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

다. 한 통계분석 기법 사용시, 샘 수가 어 구조방

정식에 의한 경로분석을 하기 어려웠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를 축약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미디어 시장에서 활동하는 약 100여개의 

사업자에 한 데이터(시청률 순  자료에 없는 PP채

 포함)와 추가로 등록된 사업자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를 상으로 확 하여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PP 성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PP가 SO로부터 

받는 수신료 수익, 고수익, 로그램 사용료, 가입자

수(규모) 등 구체 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

의 업비 에 해당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

게 규모(SO의 송출망), 운  효율성(매출액에 한 

매 리비의 비율)등 리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밖

에 없었다. 향후에는 보다 구체 인 기업의 데이터에 

근거한 정교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미디어 기업들은 다각화 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MPP사업자들은 로그램을 수 하여 편성하

는 재방 유통창구에서 벗어나 오리지  콘텐츠 제작을 

통한 방 유통창구로서 기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성․ 지상  DMB와 IPTV 등 융합형 서비스 사업자

와 경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산업환경이 변한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

가 2005년 기  PP데이터에 기 하 기 때문에, 최근의 

변한 환경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최근의 흐름을 반 한 PP의 체  연구 혹은 PP

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PP의 

종단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PP산업은 이질  수요와 이질  공 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SO산업의 시장구조에 비하여 단히 복잡하

며, 략  행 도 다양하다. 이처럼 PP산업의 복잡하

고 다양한 특성을 반 하는 변수와 그러한 변수를 체계

으로 통제하기 힘든 근원 인 어려움이 있어 많은 연

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PP산

업은 역동 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으로 

다수 등록PP를 상으로 한, PP콘텐츠 산업의 구조․

행 ․성과에 한 보다 정교하고 과학 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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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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