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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프로그램 유형과 VOD 시청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1)
*

전 범 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 연구는 오락 프로그램 유형 및 이와 같은 유형이 VOD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락 프로그램들의
시청 빈도에 따라 24개 프로그램들을 요인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5개의 오락 프로
그램 유형이 나타났다. 이들 오락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프로그램 특성들에 따라
지상파 장수 오락, 종편 오락, 최신 흥행 오락, 토크 및 공개 오락, 리얼 버라이어
티 오락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5개의 오락 프로
그램들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의 특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량이나 플랫폼 이용 특성
들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개 오락 프로그램 유형
별 특성이 지상파 및 유료방송 VOD 시청 빈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
신 흥행 오락, 토크 및 공개 오락,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등 3개 유형은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 VOD 시청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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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대중성 및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리얼리티
를 기반으로 구성된 오락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남일,
2008; 윤태진, 2011).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비해 제작비 투입 대비 효율성
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후속 시장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다. 지상파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은 주중 토크쇼 프로그램을 포함해 주말 시간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평일에는 심야 시간대, 주말 및 일요일에는 저녁 시간대가
오락 프로그램의 주시청 시간대이다. 이들 오락 프로그램은 유행 선도와 유익
성 등 2개의 시청자 유인 속성을 갖고 있다(김창숙․홍원식․한주리, 2007). 게
다가 주말 오락 프로그램들은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 이외에 전체 채널의 시
청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범수․이정기, 2014).
그러나 신규 종편 채널들이 도입되면서 오락 프로그램의 경쟁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지상파 방송 채널과 종편 채널들 간에 프
로그램 경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편 채널들이 기존 지상파 방송
채널과는 차별화된 오락 포맷 등을 개발했던 이유이다(임정수, 2013). 지상파
방송 채널들이 오랫동안 편성했던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프로
그램, 토크쇼 등의 포맷 이외에 종편 채널들이 새롭게 기획한 다양한 오락 장
르 프로그램들이 편성되는 것이다. 드라마와 함께 지상파와 유료방송 시장에
서 시청률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장르인 오락 프로그램은 공급량 증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부터 버라이어티, 토
크쇼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주요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오락 장르 프로그램들은 실시간 방송 이외에 VOD 시장에서도 비교적 높
은 흥행성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오락 장르에 포함된 다
양한 프로그램의 속성에 따른 유형 및 이들 유형에 따른 VOD 시청과의 관계
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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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청자들의 오락 프로그램 시청 빈도를 중심으로 오락 프로그램
이 어떻게 다양한 요인들로 유형화되는지를 탐색한 다음에 이와 같은 유형화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시청 빈도에 따라 오락 장르 프로그램의 세부 유
형을 살펴보는 것은 탐색적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들 오락 프로그램 유
형들이 VOD 시청과는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오락 프로그램의 속성이 VOD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오락 프로그램 장르 속성 및 이용 동기
오락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 장르이다. 장르는 특정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높은 집합적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도 장르 구분은 연구자나 연구마다 다르
다. 장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창윤(2004)은 TV 프로
그램 장르를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오락 장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도 필요한 일
도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유사하게 평가되거나 소비되는
방송 프로그램들은 장르라는 틀 내에서 경쟁하고 공존한다. 따라서 오락 장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다차원적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하위 장르들을 검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위 장르로 통합되고 구분되는 오락 장르의 다양성
및 경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 장르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오락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즐거움
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된다(Nabi et al., 2003). 따라서 오락 프로그램들은 드라
마나 스포츠, 뉴스 장르 프로그램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락 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드라마와 같이 내러티브 방식에 의존하는 프
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즐거움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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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오락 프로그램에는 토크쇼와 리얼리티, 쇼 음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다. 특히, 대중성이 높아지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습관적인 시간 보내기
와 현실 관찰을 통한 즐거움의 동기가 있다(Papacharissi & Mendelson, 2007)는 점
에서 또 다른 오락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를 구성한다.
오락 프로그램 시청 동기는 TV 시청의 본질적 동기 중의 하나이다. 심미선,
김은미, 이준웅(2004)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이용을 오락 추구, 드라마 추구, 뉴
스 추구, 교양 추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중 TV를 이용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오락 동기의 충족이다. 심미선(2007)의 연구에 따르면, 오락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락 장르만을 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오락 프로그램 시청동기가 다른 동기와 구분되는 독특성이 있다
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장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음악 쇼,
토크 쇼, 코미디 이외에도 리얼리티 TV와 버라이어티 쇼를 접목시킨 오락 프
로그램도 있다(조준상․은혜정, 2013). 그러나 오락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
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장르 간의 융합이나 새로운 장르 창출이 가능하기 때
문에 특정 장르로 오락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리얼
리티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다큐적인 속성을 갖는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오락적
속성을 갖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옥민혜․박동숙, 2010). 이
를 일반 예능과 리얼 예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장용호․노동렬, 2010).
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장르 유형이 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전통
적인 오락 프로그램 포맷을 바탕으로 리얼리티 요소가 포함된 융합 장르 특
성을 갖는다. 그러나 형태적 요소보다는 시청자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
청하는 과정에서 리얼리티를 스스로 만들고 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즐
거움을 느낀다는 의견(윤태진, 2011)은 참조할 만하다. 이는 TV 프로그램의
구분이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기 때문이다.
오락 프로그램에는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음악 쇼, 퀴즈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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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쇼, 코미디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확하게
오락 프로그램의 경계를 규정하는 기준은 없다. 분명한 것은 오락 프로그램이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과는 구별되는 TV 장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락 프로
그램은 형식 요인보다 시청 동기 측면에서 다른 TV 장르와 구분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해 보인다. 가령, 즐거움을 목적으로 편성 및 방송되는 프로그램 측면
에서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토크
쇼, 음악 쇼, 퀴즈와 게임쇼, 코미디, 스포츠,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주창윤․황성연․유승현 2012).
최근에는 리얼리티 포맷의 오락 프로그램 제작이 증가하는 등 오락 프로그
램의 세부 장르들은 형식적으로는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
서는 프로그램들마다 차이가 있다. 게다가 오락 프로그램 장르도 시간적 흐름
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다. 차찬영, 박주연(2012)은 2000년대 국내 지상파 오
락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기 연예인 중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시간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의 인기 추세가 달라진
다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른 TV 장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오락 프로그램들도 시청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또는 시청 환경과 연계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선호도 또
는 시청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우선, 오락 장르 프로그램은 다른 텔레비전 프
로그램 시청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선호도나 시청
정도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는 성별이나 연령, 소득,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
인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해진, 문성철
(2010)은 남성이나 낮은 연령대, 고학력, 저소득 응답자들일수록 오락 프로그램
선호도와 시청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Greppi (2006)에 따르면, 연
령이 낮고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리얼리티 오락 프로그램 시청 정도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오락 프로그램 시청 정도는 시청 환경과 연계되는 구조적 요인들
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은 플랫폼 이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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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소비를 위해 이용
하는 디바이스나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콘텐츠가 차별화된다(김가
영․김성민, 2014).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VOD 이용
이 많은 것 등이 대표적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플
랫폼에 대한 접근 및 소유 정도, 이용 정도 등에 따라 특정 장르 프로그램 소
비는 구별될 수 있다. 김윤화(2013)에 따르면, 실시간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 수
단으로는 TV 수상기가 지배적인 반면, VOD 시청 수단으로는 TV 이외에도 PC,
휴대폰 등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TV 플랫폼 차이에 따라
콘텐츠 접근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VOD 시청 특성
VOD 시장의 성장은 기존 지상파 방송 및 프로그램 판권을 기획, 투자했던
채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다.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이나 IPTV와 같은 플랫폼
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프로그램 소비보다 VOD 콘텐츠 소비가 일반화되는 추
세이다.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시간적으로 흐름을 갖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전통 소비보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방송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는 VOD
소비가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VOD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VOD 서비스 선택 요인이나 선호 장르 등에 대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KISDI 자료를 분석한 김윤화(2013)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VOD 이용률은 낮아지지만 평균 시청 시간은 점점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이용률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하루 평
균 시청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영국 OFCOM 자료(2012)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연령을 포함해 테크놀로지 이용 능력, 소유 미디어 디바이스 특성
등이 VOD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OD 시청 이유는 지상파 방송을 다시 보기 위한 것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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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문행(2009)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VOD를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을 가장 많이 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황준호 등(2013)은 VOD 서비스 이용이 정보 등의 동기충족
보다는 즐거움을 찾기 위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추가 비
용을 지불하고 특정 콘텐츠를 VOD로 소비하겠다는 것은 이용자 개인의 즐거
움 동기를 충족하려는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
국내에서의 VOD 시청과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영화 또는 드라마에 대한 선
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Nielsen 연구(2013)에 따르면 VOD에서 가장 선호되는
장르는 영화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등의 장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OD 장르별 선호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
났다. 영국 시청률 조사기업인 Barb가 발표한 자료(2014)에 따르면, 실시간 시
청 대비 VOD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장르는 드라마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VOD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와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에서 대중성이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바로 VOD 소비로 직접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최성진, 이영주, 조성수(2009)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높은 시청
률을 기록했던 드라마는 VOD 이용률도 같이 높았다. 김숙, 유세경(2012) 연구
에서도 지상파 방송 창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을수록 VOD 창구
에서의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오락 장르 프로그램의 VOD 시청은 초방 플랫폼에서의 시청률이나 선호도
와 밀접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또는 유료방송 채널에서 대중적으
로 인기가 많은 오락 방송 프로그램들이 후속 시장인 VOD 시청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락 장르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하위 장
르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같은 오락 프로그램들이라 하더라
도 VOD에서의 시청 의도가 높아지는 프로그램들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락 프로그램 하위 장르별 VOD 시청 정도 간
연계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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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들을 구성했다.
연구문제 1: 오락 프로그램들은 시청 선호도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1은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 빈도에 따라 프로그램들 간의 공통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같은 오락 장르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오락
프로그램마다 공통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 장르 프로그램
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시청정도
및 시청률 등의 요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동안 기존
연구들이 오락 프로그램 장르의 세분화를 통해 프로그램 특성을 검토한 연구
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요인 분석을 통해 오락 장르의 세분화된 속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 오락 프로그램들의 유형별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
엇인가?

연구문제 2는 오락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요인들을 차별화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요인 분석에 따라 나타난 요인들을 종
속 변수로 투입했으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TV 시청
량, 플랫폼 특성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투입했다. 오락 프로그램을 세부 장르
로 구분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TV 시청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규정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해 TV 시청량, 기
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 특성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
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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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오락 프로그램 유형별 속성이 VOD 시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3은 오락 프로그램들의 특성들이 지상파 및 유료방송 오락 프로
그램의 VOD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VOD 또는 유료
방송 VOD 시청으로 연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락이라는 장르에 포함된 세
분화된 장르들이 후속시장인 VOD 시청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특정 오락 프로그램 요인을 선호하는 응답자
들이 지상파 또는 유료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VOD 시청에 연계될 수 있는 가
를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응답자
조사는 인터넷 서베이 전문 조사 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수행했
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감안
하여 총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별로 응답자 특성을 살펴
보면 남자는 312명으로 전체의 50.22%를, 여자는 309명으로 4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47명으로 전체의 23.7%를, 30대는 153
명으로 24.6%,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60명(25.8%) 및 161명(25.9%) 등으로
각 연령별대로 25% 내외로 할당 표집되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64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99만원 사이에 포함된 응답자는 99
명으로 15.9%를 점유했다. 300-399만원 사이는 150명으로 24.2%, 400-499만원
사이는 132명으로 21.3%,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176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월소득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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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4%,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별로는 고졸 이하가 114명으로 18.4%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대학 재학 이상
은 507명으로 81.6%로 나타나 고학력 응답자가 많이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제외할 때 응답자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20대부터 50대 이상, 소
득별로 다양한 집단들이 균형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 분

성별
연령
소득
학력별

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이상

빈도
312
309
147
153
160
161
64

비율
50.2%
49.8%
23.7%
24.6%
25.8%
25.9%
10.3%

99

15.9%

150
132
176
114
507
621

24.2%
21.3%
28.3%
18.4%
81.6%
100.0%

2)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핵심 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오락 프로그
램들의 시청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상파 및 유료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
되는 시청률 1% 이상의 프로그램 24개를 표집한 다음에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시청하는 빈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분석 대상 오
락 프로그램으로는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
램들을 포함해 유료방송 채널들이 편성, 방송하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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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프로그램을 군집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적용했다.
TV 시청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각각 구분해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소득 등을 측정했다. 성
별은 남녀로, 연령은 실제 나이를 측정했으며 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측정한
뒤 평균값에 가까운 월평균 300만 원 이하와 이상인 집단을 구분한 뒤 이를
이항 변수로 변환했다. 다만, 학력 변수는 고졸 이하 학력에 포함된 응답자가
18.4%로 매우 적어 실제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플랫폼 규모는 개인별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플랫폼 9개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개수로 측정했다. 응답자들은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인터넷 다시 보기, 웹 하드 다운로드,
DMB, 스마트폰 어플 등 9개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측정했다. 유료방송 서비
스 가입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3개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
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측정했다. VOD 서비스 이용은 두 가지로 구분했다.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을 VOD 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것과 유료방송 오락 프로
그램을 이용한 것 등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VOD 이용은 IPTV와 케이블TV, 위
성방송 등 3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VOD 서비스 이용 정도로 측정
했다.
4.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총 24개의 오락 프로그램 시청 빈도 측정값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5개 요인이 차지하는 총 변량은
57.739%로 나타났다. 24개의 오락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 속성(제작년도,
장르, 출연자, 편성시간대, 시청률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최
적의 해결이지만 본 연구는 탐색적 의미에서 시청 선호도를 중심으로 편의적
으로 5개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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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락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세바퀴, 스타
킹, 붕어빵, 정글의 법칙, 전국노래자랑, 해피선데이, 불후의 명곡, 연예가 중계
등 8개의 오락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가 지상파 방송에
서 오랫동안 편성되어 왔던 장수 오락 프로그램들이다. 시청자들이 익숙해 있
는 오락 프로그램 유형으로 판단되었다. 첫 번째 오락 유형이 차지하는 변량
은 29.10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웰컴투시월드, 동치미, 유자식상팔자, 대찬인생, 히든싱어
등 5개의 오락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 종편 채널에서 편
성된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는 다르
게 종편 프로그램들에서 편성되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별도 유형으로 구분된다
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오락 프로그램 유형이 차지하는 변량은 12.279%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아빠 어디가, 꽃보다 할배, 진짜사나이, 해피투게더, 힐링 캠
프, 나 혼자 산다 등 6개의 오락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들 오락 프로그램
대부분 최근에 기획, 편성된 프로그램들로 인기가 높은 흥행 오락 프로그램들
이다. 첫 번째 유형의 장수 오락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비교적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세 번째 요인이 차지하는 변량은 6.993%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라디오 스타와 SNL, 개그콘서트 등 3개 프로그램이 포함되
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토크 쇼 또는 공개 개그쇼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토크 쇼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는 하
지만 라디오 스타 등의 일부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그콘서트에 대한 시청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네 번
째 요인이 차지하는 변량은 5.104%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유형은 런닝맨, 무한도전 등 유재석이 진행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 본격적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포맷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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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에 따른 오락 프로그램 유형
유 형
개별 프로그램

세바퀴
스타킹
붕어빵
전국노래자랑
해피선데이
불후의 명곡
연예가 중계
정글의 법칙
웰컴투시월드
동치미
유자식상팔자
대찬인생
히든싱어
아빠 어디가
꽃보다할배
진짜 사나이
해피투게더
힐링캠프
나혼자산다
라디오스타
SNL
개그콘서트
런닝맨
무한도전
아이겐값
통계값 변량
계

1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

2
종편 오락
프로그램

3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

4
토크+공개
오락
프로그램

5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759
.751
.711
.673
.582
.581
.563
.498
.374
.369
.337
.505
.042
.089
-.069
.150
.228
.408
.164
.047
-.143
.316
.098
-.363

.228
.239
.248
.290
.099
.118
.164
.027
.780
.766
.737
.699
.598
.084
.303
.043
-.085
.174
.209
.027
.426
-.121
.042
-.055

.091
-.047
.153
-.051
.238
.134
.163
.088
.168
.113
.191
.089
.067
.719
.642
.627
.528
.492
.488
.351
.004
-.099
.199
.405

.048
-.019
-.106
-.056
.177
.117
.300
.110
-.030
-.001
-.018
.046
.334
-.074
.116
-.007
.396
.264
.385
.699
.657
.506
.078
.334

.008
.096
.120
.017
.095
-.085
-.092
.417
.001
-.070
-.015
-.053
.179
.243
-.134
.179
.243
-.093
.073
-.022
.185
.094
.829
.508

6.986

2.947

1.678

1.225

1.021

29.109

12.279

6.993

5.104

4.254

5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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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별도의 오락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번째 유형이 차지하는 변량은 4.254%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 오락 프로그램 유형들을 결정하는 변수를 살
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했다. 종속변수는 5개 오락 프로그램 요인들을
투입했으며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TV 평일 및
주말, 일요일 시청시간들, 플랫폼 이용 규모와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 유무 등
을 포함했다. 회귀분석은 5개로 구분되는 오락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 요인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은
연령을 포함해 성별, 일요일 TV 시청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은 가장
큰 설명력이 있었다. 연령이 높으면서 남성인 응답자들은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응답자들은 기존에 선호하는 오래
된 오락 프로그램들을 반복 소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편 오락 프로그램 속성은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이면서 연령
이 높은 응답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채널을 시청하기 위
해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필
수적이며 이에 따라 이들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종편 오락 프로그램 이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편 채널들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
은 만큼 높은 연령대의 남성 시청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응답자들이 뉴스 등의 프로그램 이외에 오락 프로그램까지도 종편 채널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은 여성 응답자이면서 플랫폼 이용 규모가 많은 응
답자들이수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채널에
비교적 편성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여성 시청자들의 시청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응답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오락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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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오락 프로그램 유형 결정 요인
오락 프로그램 유형
독립 변수

인구사회 성별
학적 연령
요인 소득
평일
TV
토요일
시청시간
일요일
플랫폼
플랫폼 규모
특성 유료 방송
가입
통계값 R2F

1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
Beta
.095

t

2
종편 오락
프로그램
Beta

t

3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

4
5
토크+공개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Beta

Beta

t

2.659** -.064 -1.573 -.194 -4.940** .190

.500 13.778** .094
.009

2.282* -.033

t

Beta

t

4.997**

.160

4.015**

-.823

-.266 -6.845** -.198 -4.869**

.242

-.047 -1.148

.015

.368

.079

2.039*

-.061

-1.503

.088

1.676

.095

1.598

.074

1.279

.033

.585

-.020

-.333

-.136

-1.907

.027

.330

.115

1.462

.063

.828

-.013

-.161

.164

2.551*

-.008

-.109

.040

.569

.073

1.065

.132

1.824

.080

1.953

-.028

-.605

.115

2.525*

.181

4.157**

.069

1.498

-.068

-1.681

.185 4.003** .041

.915

.001

.029

-.046

-1.003

0.277

0.059

0.115

0.172

0.089

28.601**

4.703**

9.711**

15.553**

7.278**

* p < .05 ** p < .01

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은 연령이 낮으면서 남성인 응답자, 플랫폼 이
용 규모가 많고 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일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스타 또는 개그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젊은 남성 시청자들이 선
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을 다양하게 이용하면
서 소득이 높은 만큼 VOD와 같은 새로운 비선형 콘텐츠 소비가 높을 수 있는
시청자들로 보인다.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은 남성이면서 연령이 낮은 응답자들이 선
호하는 오락 프로그램 장르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프로그램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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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출연하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프로그램들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오
락 프로그램은 젊은 남성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오락 프로그램 장르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들은 성별이나 연령 등의 인구사
회학적 요인에 따라 시청이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이용 시간이나
플랫폼 이용 규모는 오락 프로그램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락 프
로그램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이다. 특히 남성 응답
자들은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 및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유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
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
많은 응답자들은 지상파 장수 오락 및 종편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젊은 응답자들은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이나 리얼 버라이
어티 오락 프로그램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
다음으로 오락 프로그램 유형들이 지상파 및 유료방송 오락 프로그램 VOD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
및 종편 오락 프로그램 유형은 지상파 VOD 시청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지상파 방송 채널에 편성되었던 간판 오락 프로그램
들은 초방일 경우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신선감이 높지 않아 VOD 시청 정
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편 프로그램 역시 초기라는 점을 감
안한다면 제작 완성도나 흥미성 측면에서 VOD 시청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해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등은 지상파 VOD 시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시점이 1-2년이 되지 않은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들
이나 라디오 스타와 개그콘서트와 같은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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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연하는 대표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들은 응답자들이 VOD
를 통해서도 소비 가능성이 높은 오락 프로그램 포맷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은 간판 프로그램으로서 초방 시
청률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VOD 시청 정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이 VOD 시장에서는 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은 제작비 투입이 높은 만큼 안정적 시청률과 VOD
시청 정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오락 프로그램 유형별 속성이 VOD 오락 프로그램 시청에 미치는 영향
VOD 시청
오락 프로그램 유형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
종편 오락
프로그램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
토크+공개 오락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R
통계값
2

F

* p < .05 ** p < .01

지상파

유료방송

Beta

t

Beta

t

-.154

-3.207**

.054

1.068

-.079

-1.652

.071

1.397

.178

3.707**

.185

3.681**

.268

5.565**

.218

4.318**

.251

5.225**

.118

2.360*

0.190

0.106

16.593**

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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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오락 프로그램 유형 및 이들 유형이 VOD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락 프
로그램들의 시청 빈도에 따라 24개 프로그램들을 요인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5
개의 오락 프로그램 유형들이 나타났다. 이들 오락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프로
그램 특성들에 따라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 종편 오락 프로그램, 최신 흥
행 오락 프로그램,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
램 등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5개 오락 프로그램들 유형별 특성을 결정하는 요
인들을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량이나 플랫폼 이용 특성들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5개 오락 프로그램 유형별 속성이 지상파 및 유료방송 VOD 시청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
램,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등 3개 유형
은 VOD 시청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오락 장르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세부적으로 분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같은 오락적 장르의 구조적 특성을 공
유하고 있지만 내용 측면에서 다른 속성을 갖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상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바퀴, 스타킹, 붕어빵, 정글의
법칙, 전국노래자랑, 해피선데이, 불후의 명곡, 연예가 중계 등의 프로그램들은
소구 대상이 일반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성 응답자들의 시청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은 마니아 계층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보
다는 제작된 지 오래된 오락 장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웰컴투시월드, 동치미, 유자식상팔자, 대찬인생, 히든싱어 등의 종
편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은 비교적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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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에게 소구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는 썰전이나 마녀사냥, 비정상회담 등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시청 계층을 확보
한 종편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종편 프로그램들만을 시청하는 틈새 시청자 계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들로는 아빠 어디가, 꽃보다 할배, 진짜 사나이, 해
피투게더, 힐링 캠프, 나 혼자 산다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들 오락 프
로그램들은 최근 흥행성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스타와 SNL,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은 토크 및 공개 개그쇼 오락 프로
그램들이다. 특히 SNL이나 개그콘서트는 일반 청중과 같이 개그 프로그램을
코너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다른 오락 프로그램 포맷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독립적인 오락 프로그램 하위 장르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재석이 출연하면서 주말 야외 리얼리티 프로그램 속성을 갖는 런닝맨이
나 무한도전은 다른 오락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된 속성을 갖는 리얼 버라이
어티 프로그램들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다른 오락 프로그램들에 비해 야외
를 배경으로 유재석이 팀을 이끄는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은 프로그램들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오락 프로그램들의 유형이 성별이나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
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
와 남녀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채널
들의 증가로 인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는 과
정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편성되는 오락 프로그램들도 속성별로 다른 소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이나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은 서로 다른
오락 프로그램 특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락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
작 방식도 시청자들의 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유형별 속성은 VOD 성과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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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장수 오락 프로그램이나 종편 오락 프로그램들은 VOD 시청과 큰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최신 흥행 오락 프로그램이나 토크 및 공개 오락 프로
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들은 VOD 시청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같은 오락 프로그램 장르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도 그 속성에 따라 VOD 시장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속성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
변적일 수도 있다.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드라마와 함께 국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오
락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 및 이에 따른 VOD 시청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다시 말해, 기존 장르 연구와는 다르게 오락 장르 내의 세분화된 장르
속성을 탐색했다. 오락 장르 내에서 5가지 속성을 검토했으며 이들 유형별 속
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 정도 요인
에 따라 요인분석을 행한 만큼 다른 요인의 속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오
락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이나 출연자, 스토리 등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해 오
락 장르의 세분화를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오락 프
로그램 속성 및 시청률 자료 등을 확보해 요인분석 이외에 다양한 분석 방식
을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종편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되지 못하면
서 종편 오락 프로그램들은 독립적인 세부 장르로 고정된 느낌이 있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인기 있는 종편 오락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 오락
프로그램의 장르별 구분을 시계열적으로 변화 추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에서부터 VOD 이용 정도에 이르는 연계성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오락의 세부 장르가 후속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령 등의 속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오락 프로그램 주력 소비 대상 계층이 젊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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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에 있는 만큼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타,
오락 프로그램들의 편성 등에 따른 경쟁 구조, 오락 프로그램들과 드라마 간
의 프로그램 인접 효과 등이 후속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등을 탐색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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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Entertainment Programs
and Viewing Behaviors of VOD Programs

Bum Soo 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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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entertainment programs and viewing behaviors of VOD programs.
The major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24 TV programs showed that there are five types of entertainment programs. They are old terrestrial TV programs, comprehensive channel programs, new top rated programs, talk and
open comedy programs and real variety programs. Secondly, major
determinants of classifying entertainment programs are demographic factors. In addition, other factors including TV viewing
time and pattern of using platforms are explaining types of entertainment programs. Also three types of entertainment programs
such as new top rated programs, talk and open comedy programs
and real variety programs are closely related to viewing behavior
of both terrestrial and pay TV VOD.
Key Words: Entertainment Program, VOD, Viewing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