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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TV영상콘텐츠정책 및 유통시장 현황
중국이 어느 면에서나 세계 최대시장이거나 부문별로는 세계 최대 잠재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가 없다. TV 영상콘텐츠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이 발달하면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
다. 본지에서는 일차적으로 현재의 TV영상콘텐츠시장에 대한 정책과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현황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중국의 TV방송부문 개황
1. 중국 TV방송 현황
중국은 1992년의 중국 공산당 제14회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정식으로 결정
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사업조직인 중국의
TV국(局)에도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상대적 독립 운영체제가 구축되어 세계에서 그 예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1997년 6월까지 중국의 TV수신기수는 3억 1,700만대였으며 이는 20년 전인 1978년에 집
계된 3백만대보다 100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세계 인구의 1/ 5을 차지하는 중국은 1997년
의 조사에 의하면 TV시청자수가 10억 9,400만까지 증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TV 시청자대
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TV보급율이 약 100%에 근접하여 1979년의 49%와 비교
해 보면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4월까지 지상파, 케이블, 교육방송을 합쳐 중국의 TV국수는 3,827국으로 32개였던
1978년과 비교해 보면 약 2,000개국이 증가하였다.
TV국수의 증가와 함께 각 지역의 시청가능 채널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1997년에 실시한
전국 시청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의 시청가능 채널은 CCTV나 지역TV국 등 3～4개 채널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의 도시와 농촌 수신채널 수가 평균 15개 채널로 증가하였다. 현재, 도
시의 경우, 20개 채널 이상이 시청 가능한 상황이다. 양적인 변화 이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TV방송의 성격 자체의 변화이다. 이 변화의 요점으로는 무엇보다 TV국의 상대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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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리체제의 확립이라 하겠다. TV국의 관리체제란 광범위하게는 방송규제나 전국 방
송국의 설치 등 정부 수준의 통제방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局) 내부의 문제로 볼때 주
로 자금조달, 인사배치, 프로그램 편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말한다. 경제개발 발달과 함께
중국의 TV국은 정부에 의한 투자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1979년에 TV광고 도입
을 허가하였다. 종래 경영관념이 결여되어 있던 TV국이었으나 시장경제로 이행하게 되면서
부터 광고에 의한 운영자금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의 중국
TV광고 수입은 약 230배 증가하였다. 또한 자금부분을 시작으로 제작, 인사,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TV국 내부의 관리체제에 다양한 변동이 일어났다. 이로써 단순히 공산당의 대변
자였던 중국의 TV방송은 탈이데올로기화, 상업화, 기존체제 탈피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 1> 중국 TV 발전 개관
년 도

보급률(%)

수신기 총대수(억)

개인 수신기(백)

1981

49.5

0.16

1.6

1990

77.4

1.85

16.2

1996

86.2

3.17

26

1997

87.6

-

1998

89

-

자료: 중국전시관상현상보고(中國電視觀象現狀報告)

2. 위성방송과 해외 프로그램의 규제정책
중국은 약 80%가 산악·사막지대이며 지상파에 의한 방송으로는 중국의 전 지역을 커버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위성방송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1983년
제11회 전국 라디오·TV회의에서 4단계방송체제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전국 방송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성방송사업추진 방침을 책정하였다.
1984년 4월 8일, 중국은 최초 실험용 중국 내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티벳 등 중국서부, 서
남부지역에도 CCTV전파가 미치게 되었다. 1986년 2월 1일에는 실용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위성방송사업이 중국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위성기술에 박차
를 가하여 통신위성을 계속적으로 발사하는 한편 외국 위성을 임차하여 위성방송사업을 급속
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통신위성사업 전개에 따라 TV전파 커버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 4월 7
일, 아시아1호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CCTV의 1채널 종합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전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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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용 4개 채널을 설치하여 1992년 10월부터 해외에
있는 화교를 위한 위성방송사업을 개시하였다. 1995년 11월 28일, 아시아 2호 발사 직후,
CCTV는 영화, 오락, 스포츠, 군사 등 4개의 전문채널을 설치하여 모두 위성을 통해 유료로
중국 전국에 송신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교육TV (CETV)의 3개 채널도 위성을 이
용하여 전국 각 지역에 방송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TV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중국
의 위성방송사업은 1990년대의 시장경제발전에 따라 큰 전환기를 맞이한다. 중국 방송은 행
정구분과 함께 중앙성, 시, 현 등 4개의 구역에서 실시되어 시청자는 CCTV의 방송프로그램
이외에 적어도 2개의 로컬 채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CATV제외). 단, 사천
(四川)이나 귀주(貴州), 운남(雲南) 등의 서남부변비성(西南部鄙省)은 지상파에 의한 전
송 범위의 TV수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1990년대 초, 농촌지역의 시청곤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운남, 귀주성과 같은 지방TV국은 정부자금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종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이 위성을 통하여 모든 성(省)과 전국에
서 반영되었으며 로컬 채널은 전국채널로, 지역규모였던 광고 효과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
었다. 이로써 중국의 TV국은 정부자금에 의하여 방송사업을 운영하였던 체제에서 광고이익
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각 지방TV국은 무엇보다도 광고매출을 높이는 것이 운
영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광동이나 절강(浙江) 등 유복한 성(省)은 영리목적의 위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7년까지 22개 성(省), 시(市)TV국에서 위성방송을 시작하였으며 1998
년에는 모든 성의 TV국이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현재, CCTV 9채널, CETV3개 채널을
포함하여 29개 성(省), 시TV국의 방송프로그램을 합쳐 40개 채널이상의 전파가 위성을 경
유하여 송신되며 이를 지역 CATV가 수신하여 유선으로 지역 시청자에게 방영한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CATV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위성수신사업 전개야말로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많아진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여 1999년
에는 약 8,000만세대 3.2억명이 CATV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위성방
송의 프로그램을 CATV국에서 재송신하는 방법을 중국에서는 성망결합(星網結合) 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國家)·라디오·영화·TV총국은 중서부의 빈곤지역과 주변 소수민족지
역의 수신 불가능 현상과 수신상황이 나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부터 2년간 전국 모
든 마을에서 라디오·TV수신 가능이라는 일명 촌촌통(村村通)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위성방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외국의 위성방송 수신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TV방송이 당정부의
선전기관이나 민중에의 교육기능, 국가의 안정 유지 등의 역할을 긴밀하게 담당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방송미디어는 공산당과 정부의 방침을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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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지도해 나아가는 선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
국의 국무원은 1997년 8월에 방송사업 전반에 대해 규범이 되는 법규인 라디오·TV관리조
례를 공표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실시하였다. 이 조례의 제3조에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견지하고 올바른 여론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명
기하고 있으며 여론을 지도하는 것이 TV의 중요한 사명임을 법적인 형태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일되고 동일한 의견이
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인간의 사상을 조정하기에 효
과적인 방법이란 무엇보다도 다원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안
테나하나로세계와동시에다양한정보를간단하게얻을수있는위성방송시스템은유효한정보
원이며이러한위성방송 시스템의강점을중국정부는무시할 수가없다고 판단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해외의위성방송 수신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설정하고, 특히개인적인 수신을 엄격하게금
지하고 있는 방침이야 말로 중국 정부의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 정책이나 방침 등을 국민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침
투시키거나 중화민족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문화 등을 유지, 새로운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대중교육의 역할은 중국 방송미디어의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나 자본주의의 가치관, 문화의식 등 해외위성을 통한 문화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부터 해외 위성수신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설정하였으며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제한조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라디오·TV관리조례의 제41조에는 위
성을 이용한 전송을 통해 해외프로그램을 중계하거나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의 라디오·TV부분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 프로그램의 중국 내
유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해외 위성방송에 관한 규제조례가 공표되
었으며 천안문사건 이후인 1990년 5월, 정령을 통해 해외 위성방송수신이 가능한 것은 외국
인용 맨션이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과 일부 정부기관, 미디어, 교육, 연구, 금융, 무
역 부문 등으로 한정하고 수신 허가제를 의무화하여 개인의 해외 프로그램 수신행위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1년에 홍콩의 스타TV의 중국어 채널이 개국되면서 위법수신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3년 10월, 국무원은 위성TV방송 지상수신설비관리
규정을 공표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의한 수신(기관수신) 허가제나 개인수신금지 규정 이외
에도 위성TV의 안테나, 튜너 등의 수신설비 전반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설치를 허가제로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1994년 2월에 실시세무항목을 공표하여 위반자에 대
한 벌금이나 TV국의 해외 위성프로그램 중계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 해외 위성방송 수신금지
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후, 1995년, 1997년, 1999년에는 해외 위성방송 수신에 대해 더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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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규정하고, 튜너구입, 설치, 수신프로그램 선택 등 이전과 다르지 않은 엄격한 규제정
책을 규정하였다.
<표 2> 중국 정부의 해외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 조례
실시년도

조례명칭

주 요 내 용
해외 위성방송이 수신가능한 것은 외국인용 맨션이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과 일부 정부기관, 미디
어, 교육, 연구, 금융, 무역부문 등으로 한정, 수신 허가
제를 의무화하고 개인의 해외프로그램 수신행위는 일
절 인정하지 않음

1990. 5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 관리방법

1993. 10

기관수신 허가제나 개인수신금지 규정 이외에 위성TV
위성TV방송 지상수신설비관리규정 의 안테나, 튜너 등의 수신설비 전반에 대해 제조, 수
입, 판매, 설치를 허가제로 하여 엄격하게 관리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나 TV국의 해외 위성프로그램의
위성TV방송 지상수신설비관리규정
1994. 2
중계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 해외의 위성방송수신 금지
실시 항목
강화를 더욱 철저히 함
해외 유료위성방송 수신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 관리문제에
고 튜너 구입, 설치, 수신프로그램 선택 등 이전과 변함
1995. 11
대한 규정(유료위성)
없는 엄격한 규제 정책 규정

1997. 9

라디오·TV관리조례

위성을 이용한 전송을 통해 해외 프로그램을 중계하거
나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의 라디오·
TV행정부문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기재되
어 있으며 외국 프로그램의 중국 내 유입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음

1997

외국인용 호텔 해외위성 유료방송
수신 설치 관련 규정

해외 유료위성방송의 수신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규정
하고 튜너 구입, 설치, 수신프로그램 선택 등 이전과 변
함없는 엄격한 규제정책 규정

1999. 8

외국인용 호텔 해외위성 유료방송
수신 설치 관련 규정(2000)

해외 유료위성방송 수신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
고 튜너 구입, 설치, 수신프로그램 선택 등 이전과 변함
없는 엄격한 규제 정책 규정

자료: 중국전시산업발전전략(中國電視産業發展戰略) , 중국전시관상현상보고(中國電視觀象現狀報告)

3. 영화·애니메이션, 인터넷 관련 해외 프로그램 규제
사회주의 사상이나 중국 전통문화 등의 이데올로기를 보호하는 것이 전 중국 매스컴의 근본
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정보가 중국 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엄격하게 규제한
다. 그러나, 경제 대외개방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량의 정보가 유입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것이며 중국 내에서도 대량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채널 급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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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시간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소프트를 보충하기 위해 최근에는 해외 영화·애니메이션
수입이 증가하고있으나이 중에는저작권을 침해한 작품 등의불법작품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구입 허가와 내용 선택을 중심으로 한 세세한 규제조례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 2월 24일, 국가행정부문인 라디오·영화·TV총국은 외국TV프로그
램과 영화 수입 관리에 관한 통지, 해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구입과 방송에 관한 통지
를 중국 전국에 공표하였다. 외국영화·애니메이션(필름, 비디오, CD 등 포함)의 수입은 통
지가 도착한 당일부터 모두 라디오·영화·TV총국이 통괄 관리하며 내용을 심사한 후에 구
입 여부 허가를 결정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이나 회사 등에 의한 구
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구입한 또는 방영하지 않은 소프트는 신속하게 라디오·영화·TV
총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방송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1999년 10월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뉴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외국의 영상이나 음성 등을 방영하려는 경
우, 라디오·영화·TV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규정공표 전에 인터넷방송을 시작한 개인이
나 회사는 1999년 12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000년 4월 7일, 인터넷 방송에 관한 감독관
리방법이 공표하여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규칙을 부가하고, 해외 뉴스 금지 이외에 해
외 영상·음성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3> 해외프로그램의 규제 개요
규칙항목

규칙조례·내용

인터넷 방송

1999년 10월의 규정에 의해 해외 뉴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외국의 영상이나
음성 등을 방영할 경우 반드시 라디오·영화·TV총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됨
또한, 2000년 4월 7일, 인터넷방송 관련 감독관리방법을 공표하여 허가유효기간
을 3년으로 하는 규칙을 첨부하고 해외 뉴스 금지 이외에 해외 영상·음성도 금지
하도록 규제

외국사업자

1993년, 외국과의 TV국 합병 금지 관련 통지를 공표. 외국사업자 참여는 일절 인
정하지 않음

외국프로그램
비율

1994년, 중국 외 TV프로그램수입과 방송 관리규정을 공표. 1일 외국프로그램 방
송시간을 25%로 규제

영 화

2000년 2월, 외국TV프로그램과 영화수입 관리에 관한 통지를 공표. 외국영화(필
름, 비디오, CD 등 포함) 수입은 라디오·영화·TV총국이 일괄 관리하며 내용을
심사한 후 구입여부 결정

애니메이션

2000년 2월, 해외 애니메이션프로그램 구입과 방송 관련 통지를 공표. 외국 애니
메이션(필름, 비디오, CD 등 포함) 수입은 라디오·영화·TV총국이 일괄 관리하
며 내용을 심사한 후에 구입여부 결정. 또한, 개인이나 회사 등의 구입 행위 금지

자료: 각 규칙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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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TV방송산업 발달
1. 중국의 TV 광고시장의 급성장
국가계획 경제의 체제하에 있던 중국 TV방송국에는 이익에 의한 경영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당과 정부의 선전도구로서 사용된 TV에 정부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이익을 고려
하지 않고도 경영이 가능하였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개발이 진
전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경제 성장과 함께 TV의 규모와 영
향이 급속하게 상승하여 정부 투자 자금만으로는 TV국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1981
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 정부의 TV투자총액은 540억원으로 지상파가 799국으로 증설되었
다. 1국 개국 비용을 평균 5,000만원으로 추정한다면 399.75억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조달, 기
재관계 등을 포함하면 더욱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 TV광고의 경
쟁과 프로그램 제작체제 정비를 통해 중국 TV는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되었다. 1979년 1월 28
일, 상해TV국이 1분 30초 정도의 삼계보주(參桂補酒) 광고를 방영하면서 중국의 TV광고
가 시작되었다. 년 평균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TV광고수입은 중앙, 각 성TV국의 주
요 재원이 되며 500만원 정도의 국가 재정투자에 대해 세금 등의 형태로 투자금액의 10배 이
상을 국가에 상납하고 있다. 1998년, TV광고는 135.63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7년보
다 18.4% 증가한 것으로 500억원의 전국 총 광고수입의 25.2%를 차지하였다.
TV광고의 급증은 중국 광고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기업 성장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광동태양신회사(廣東太陽神會社)의 영양음료수 태양신(太陽神) 의 발매 당시에는
매월 10수만원의 매출 밖에 올리지 못했으나 1990년 7월에 TV광고를 방영하고부터 그 달에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1993년에는 1.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광고산업이 계속 성장하여 1997년에는 광고경영회사가 5만 7,024개사에 달했으며 평균적으
로 매일 30개사가 증가하며 TV광고가 확대되면 될수록 TV국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 TV광고는 지역, 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최대의 시청률 조사회사 인 CVSC SOFRES MEDIA는 300개 TV국의 광고규모를
조사한 결과, 동연해(東沿海)지역의 시(市) TV국은 평균 1국당 1,400만원, 중서지역의 경
우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 국을 비교해 보면 광고규모의 차는 더욱 현저하다.
1997년 중앙TV는 41억 7,00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전국 TV광고 비율의 36.6%
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편 성(省) 수준의 32개국의 38.8%의 광고수입과 시(市) 수준의 60개
70 정보통신정책

중국의 TV영상콘텐츠정책 및 유통시장 현황

국의 12.3%를 제외한 나머지 12.3%의 광고수입은 시, 현 케이블이나 교육 등 3,000개국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평균적으로 1국 당 46만 7,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청률 경쟁과 국내 (局內) 구입체제 도입
중국 TV국의 자체제작프로그램은 정치와 법률규칙에 문제가 없는 한 반드시 자국에서만
방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투자, 자국소비의 프로그램 운영체제는 시장경제의 흐름
과 맞지 않고 물리적인 자원도 소용 없음을 인식하고 최근, 중국 TV국에서는 프로그램 제작
경비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경TV국에서는 예를 들어 자국제작 프로그램이더라도 질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판매
하는 국내구입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제작비를 국에서 지출하며 각 제작부문은 국 제작비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구입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로 정한다.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다. 제일 비싼 가격의 경우 국 투자의
115%정도의 수준이지만 최저 금액의 경우에는 85%정도에 그치기도 한다. 또한, 기준 이하
의 프로그램일 경우, 국에서 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의 책임을 물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질과 제작자의 개인 이익을 관련시키는 운영방법이 대부분의 성, 시 수준의
TV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일 행정관리하에 실시되던 프로그램제작 체제가 경제
행위로 이행되어 중국의 TV사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 유통 체제
1980년대 이전에는 TV국의 자금이나 인재, 특히 자주재량의 폭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자주제작 양이 매우 적고,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정치선전이 차지했었다. 또한, 정부 투자로
TV운영을 지원하던 시대에는 자주 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자국 1회 방송에 그
쳤으며 프로그램 유통 등의 상업행위는 절대 인정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TV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량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7년, 지상파 923개국의 자주 제작 프로그램은 61만 6,437시
간으로 1990년보다 50만시간 이상 증가하였다. 시장경제 추진과 함께 프로그램의 양이 증가
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풍부해 졌으며 자주제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 부족
한 부분을 타 국이나 해외로부터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이 서서히 시장경제
로 전환된 결과, 몇 개의 프로그램 시장이 형성되었다. 견본(見本)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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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국을 시작으로 한 각 지방 TV국의 프로그램 경영에 관한 경쟁 의식이 높아지고, 좋은 작
품 등을 통해 중국의 TV프로그램 시장이 양성순환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
재, 프로그램 판매 범위를 중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프
로그램 매출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중앙 TV국의 자주제작 프로그램의 해
외 매출이 1,024만원으로 동국의 역사상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예를 들어 2, 3년 전까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호남성(湖南省) TV국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완전히 시장
화되어 입찰모집이나 원가계산, 독립제작인 도입 등의 경영방침을 실행하여 인기 프로그램이
계속 등장, 매출이 각 성TV국의 선두에 진입하였으며 중앙, 상해, 북경 등 대기업 TV국과
함께 전국 6위의 TV국으로 성장하였다.
<표 4> 주요 중국내 프로그램 견본시장
명 칭

형

식

개시년도

주 기

장 소

1983

상설

미정

주로 국 간 프로그램 교류, 무상

1985

상설

광주

프로그램에 의한 가격교섭,
현금구입

1986

2년 1회

상해

전국성 TV국 프로그램
주로 국 간 프로그램교류, 무상
교류네트워크
전국시 TV국 프로그램
교류네트워크
상해TV제
북경TV제
사천TV제

프로그램에 의한 가격교섭,
현금구입
프로그램에 의한 가격교섭,
현금구입

전국 CATV국 네트워크 공공구입, 공동사용
전국 국산TV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의한 가격교섭,
견본시장
중국오락네트워크

현금구입
네트워크 판매

1989

기본적으로
1년 1회

북경

1991

2년 1회

성도(成都)

1992

상설

미정

1996

매년

미정

1998

상설

인터넷

4. TV산업의 경영 문제
사회주의 시장의 발달에 의하여 TV국의 경영의식이 국가계획 경제체제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높아지긴 하였으나 전국 규모를 보면, 비용 계산 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인기 프로그램의 복제제작현상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인기프로그램 쾌락대본영 방영 후,
비슷한 프로그램 수 10개 TV국에서 제작하여 결국 시청률이 떨어져 귀중한 자금이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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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었다. 드라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인기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제작된 드라
마일 경우 거의 60%이상의 투자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같은 국에서 비슷한 프로그
램 구조가 설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통상보다 몇 배 이상인 경우도 있다.
경제의식이 아직 깊게 인식되지 못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존 설비
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7년, 지상파 983개
국 1,032채널에서는 1일 평균 8.29시간의 프로그램 밖에 방영하지 못했으며 1일 2/ 3 정도
의 채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어떤 성의 TV국에서는 매일 자주제작 프로그램 방영시
간을 5시간으로 한정하여 TV국이 보유한 3개의 채널이 대부분의 시간에 엉성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으로는 아직까지 TV가 여론지도·선전기능을 하는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TV의 산업기능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경제발전 지역의 TV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 특히, 시, 현수준의 TV국은 경영인재
가 부족하고 정식 경영부분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장경제에서의 중국 TV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의식, 정책 등의 과제가 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당과 정부의 선전교육이라는 사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중국의 TV국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의 기능과 경영행위를 어떻
게 타협하는지가 향후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대 중국 프로그램 수출 현황
1. 개 황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은 중국 및 동남아시장의 수출 호조에 힙입어 1996년부터
매년 평균 19%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중
국·베트남 등이 수입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비율과 방송시간대를 통제하는 견제정책을 쓰고
있어 2000년에는 2.9%의 수출증가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수출액 중 72%가 여전히 아시아권에 집중
( 99년 대비 2000년 성과: 일본 23.6%→41%, 중국 23.4%→13%, 대만 17.1%→8.4%)
따라서 동남아시장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중앙아시아·유럽·남미시장 등으로 시장다각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출장르 중 드라마의 수출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 98년 53%→'99년 48%→2000
년 37%)한 반면, 다큐·만화 등이 새로운 수출장르로 부상되는 등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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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국내 방송사들의 드라마 외 다큐·오락 등 타 장르 프로그램 개발
과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성공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산 드라마를 경험하여 호감을
가진 아시아권 국가들이 타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 계

7,185

100 28,732

100

5,738

100 26,743

100

수출
1,447

100

수입
2,350

100

일 본

2,952

41.1

2,353

8.0

2,433

42.4

1,803

6.6

509

35.2

550

23.4

중 국

973

13.5

-

-

956

16.7

-

-

17

1.2

-

-

홍 콩

352

4.9

1,053

3.5

247

4.3

953

3.6

105

7.3

100

4.3

싱가폴

284

4.0

159

0.6

125

2.2

-

-

159

11

-

-

대 만

602

8.4

3

-

570

9.9

3

-

32

2.2

-

-

미 국

359

5.0 21,867

75

54

0.9 20,504

76.7

305

21.1

1,363

58

프랑스

18

0.3

911

3.0

10

0.2

871

3.3

8

0.5

40

1.7

영 국

78

1.0

1,601

5.4

44

0.8

1,462

5.5

34

2.3

139

5.9

독 일

14

0.1

94

0.3

9

0.2

75

0.2

5

0.3

19

0.8

호 주

2

-

220

0.8

2

0.03

220

0.8

-

-

-

-

기 타

1,561

21.7

991

3.4

1,288

22.4

852

3.3

273

18.9

139

5.9

※ 해외교포방송 및 비디오판매분 5,926천달러 제외

가. 전체 수출 추이
우리 나라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평균 19%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 등 아시아시장의 수출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96년 8.3%, 97년 38.7%, 98년 20.4%, 99년 27%의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베트남 등 외국정부의 견제정책을 펴게 되어
2000년에는 2.9%의 수출증가 둔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수입드라마의 방송비율과 방송시간대 통제
·수입드라마의 황금시간대(18 :00～22 :00) 방송비율 15%이내 제한
·동일한 드라마를 3개이상의 성급에서 방영 금지
(드라마 수입이 동일 국가 및 동일 소재 편중 방지)
·궁중드라마 및 무술소재 드라마는 총 수입량의 25%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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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르별
우리 나라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장르 중 최고의 비중은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는데 드라마의
수출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 98년 53%→ 99년 48%→2000년 37%)하고, 다큐멘터리·애
니메이션 등 수출장르가 다양화되고 있다. 케이블TV·독립제작사의 경우는 음악(36.5%), 뉴
스(16.9%), 다큐(13.9%) 순으로 수출하였고, 특히 다큐멘터리의 수출단가가 편당 1,500달러
로 전년 600달러에 비해 크게 올라가 이들 분야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략 분야임을 재확
인하였다.
다. 국가별
국가별로 나타나는 수출의 특징은 전체 수출액 중 72%가 여전히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일본(41%), 중국(13.5%), 대만(8.4%) 등의 순으로 동 아시아권에 대한 우리
의 방송프로그램 수출비중이 크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우리방송물에 대한 견제정책
을 펴고 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등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이 드라마 등 우리
방송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적·경제적 파
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 정부는 이러한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높은 인기
도를 견제하고 자국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외화방영 제
한조치 등을 폄에 따라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수출 위축으로 해외배급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TV프로그램 시장다변화를 위해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는
프로그램 수출을 중앙아시아, 남미, 동유럽 등으로의 확대하고, 수출장르에 있어 드라마 위주
에서 탈피하여 다큐,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다양화하며, 제값 받는 수출을 위해 국제
규격에 맞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규제정책을 감안한 수출을 사전에
고려한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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