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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문제는 기준요금이 시급을 기반으로 책
TV 광고요금구조와
정되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지상
파 3사의 광고요금, 시청률을 활용하여 현재 TV 광고요금구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광고요금에 대해 시청률이 갖는 설명력은 43%로 나타났으며,
시급 및 채널 간 광고요금 구조와 시청률 구조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 시급 간 광고요금 차이가
시청률에 의해 설명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전체 지상파 프로그램의 55%만이 시급에 맞
는 적정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사는 시청률 수준을 방송 광고요
금보다 높게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TV 광고 요금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광고주는 광고비 효율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매체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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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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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Kim, 2002)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광고매체로서

한편 학술적으로 TV 광고요금구조에 대해 문

TV의 영향력은 온라인 미디어의 성장과 비교할

제를 제기한 연구들은 있었지만(Cho & Lee,

때 더딘 행보를 보인다. 방송 광고시장 중에서

2011; Lee, 1995; 1998; 2003; 2004; Park,

도 지상파 방송광고비는 케이블 광고시장이 성

2003 etc.), 최근 10여 년 사이 TV 광고요금구

장세를 보이는 상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

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락세를 보인다. 케이블 방송사의 매출액 중 광

특히 지상파TV 광고요금구조는 객관적이고

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46.9%, 2019년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

49.1%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에도 53.6%

제 하에 묶여 있다가 갑자기 요금인상을 하거나,

로 지속적 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면, 지상파 방

시급 내 시간 조정 또는 광고 판매방식의 변화

송사의 매출액 중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등 광고 매출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목적에만 초

2018년과 2019년 모두 38.9%로 정체되는 행태

점을 맞추어 왔다. 즉 TV 광고요금구조는 과학

를 보이며, 2020년도에는 30.6%로 급격한 감소

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기보다는 상황에 따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MSIT, 2019). 이에

라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온 경향이 있다(Yoon,

지상파 방송사 광고판매를 늘리기 위해 최근 패

2007).

키지 판매, 할인·할증 등의 판매방식을 적극적

2000년에 TV 광고요금구조는 시청률을 반영

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광고판매 영업상의

한 탄력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시급을 바

수급을 위한 조절일 뿐, 실제 광고요금www.earticle.net
구조가
탕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갖는 기본 구조와 광고요금 구성 차원에서의 결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다매체 다채널시대가

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Lee, 2004).

도래하기 이전에는 TV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이

방송광고비는 다른 매체 광고비와 비교했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급이 광고거래 기

때에도 방송사 재원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준점이 될 수 있었으며, 시청자 집객 능력 면에

안정적인 방송사의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서 시간대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또한 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곧 시청자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급제 기반의 지상파 광

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quality)로 연결

고요금구조에 대한 선행연구(Cho & Lee, 2011;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고요금은 시청자의

Lee, 2004 etc.)에서 제기되었던 핵심문제는 광

시청권 확보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Lee,

고주가 선택하는 광고 비히클(프로그램)의 개별

2013). 또한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생산

적인 가치, 곧 시청률이 광고요금에 제대로 반

유발효과, 수입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 유발효과, 가격 파급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송시장환경에

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광고비는 방송 광고산

서 TV 광고요금구조가 프로그램 시청률을 얼마

70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21.167.217.71 at Friday, February 19, 2021 11:28 AM

TV 광고 요금구조에 관한 연구

나 반영하고 있는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면 크게 ‘단일요금제’와 ‘탄력요금제’의 두 가지로

시청률과 광고요금에 관한 실증자료들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90년대 도입된 단일요금제

검증하고자 한다. 만일 실제 지상파TV 광고요

는 시간대별 총 시청자의 크기(HUT: Households

금이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할 때 기대하는 수

Using TVs), 즉 시간대의 가치(시급)에 따라 광

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광고주 입장

고요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에서 비효율적인 지상파 광고거래 환경이 조성

여기서 시급이란 시청자들이 어느 시간대에 TV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광고주가 광고를

를 많이 보고, 어느 시간대에 적게 보는지를 구

실을 비히클을 선택할 때, 시청률이 가장 직관적

분해 놓은 것으로 SA급이 가장 시청률이 높고,

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고요금이 프로그

A, B급 순으로 낮아지며, C급이 가장 시청률이

램 시급에 맞는 적정 수준의 시청률을 반영하지

낮은 방식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평일에 방영하

못한다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비 낭비를 초래하

는지 또는 주말에 방영하는지에 따라 시급도 달

게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광고요금에 대해 광고

라진다. 단일요금제는 도입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가 기대하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방

꾸준히 개별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및 방송광

송사 입장에서는 광고요금 책정의 타당성을 저

고 시장의 수급 상황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못

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검증하게 되는 것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Lee, 1995, 1998,

이다. 물론 지상파 광고요금 결정에 100% 시청

2003, 2004).

률이 반영되어야 효율성이 높고 타당도가 높아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0년 4월 새롭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광고

게 도입된 요금방식이 탄력요금제이다. 탄력요

요금의 시청률 반영에 대한 학술적 검증이
필요
금제는 자유시장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프로그
www.earticle.net
함은 방송사의 공공적 가치 실현 및 광고주의 효

램 예상지수’와 방송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영

율적인 광고비 집행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

업환경지수’를 주요 요금산정의 틀로 설정하고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광고

(Kang & Kim, 2006) 각각에 시청률과 방송광

요금구조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시급에 초점을

고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단일요금제보

맞추어 최근 10여 년 동안 검증되지 못한 광고요

다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입한

금구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방식이다. 그러나 탄력요금제 도입 후에도 크게
광고요금의 구조적 차원과 탄력요금의 구성 차
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Chang, 2014;

2. 문헌연구

Kang & Kim, 2006; Lee, 2004; Park, 2003).
먼저 TV 광고요금의 구조적 차원에서 갖는

1) TV 광고요금구조

결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요금제
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시청률 및 시장의 수급

일반적으로 지상파 TV 광고요금제를 살펴보

상황은 탄력요금제 하의 기준요금에 반영될 뿐,
31권 6호(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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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시급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고정요금은

주하게 된다.

유지된다는 점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즉 전체

먼저 프로그램 예상지수의 경우, 시청률 예상

적인 요금구조를 보면 시청률 및 시장의 수급

지수와 장르지수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시청률

상황은 기존의 고정요금 위에서 가감되는 방식

예상지수는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

으로 작용할 뿐, 탄력요금제가 적용되어도 여전

램이 방영되는 시간대의 평균 시청률에 의해 계

히 시청률은 광고요금을 결정하는 매우 작은 요

산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프로그램 방영 2년

소로밖에 작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전 평균 시청률과 최근 3개월의 평균 시청률을

한편 탄력요금제의 구성 차원에서 갖는 문제

다시 평균한 값을 통해 산출한다. 장르지수는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래 <Figure 1>의 탄

KOBACO의 9개 장르 대분류에 따른 장르별 평

력요금제 산술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균 시청률을 토대로 0.8점부터 1.2점까지 범위
내에서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시청률
예상지수와 장르지수가 결정되면, 이 두 가지를
곱하여 프로그램 예상지수가 산출되는데, 이는

Figure 1. Arithmetic Formula of Flexible Rate System

시청률 예상지수를 장르별 등급을 통해 조정한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프로그램 예상

여기서   는 매체 , 시간대 , 요금적용연도

지수는 다시 3.20점에서 0.20점까지의 범주 내

의 기준요금을 뜻하며,  은 범위 의 프로그

에서 총 7단계(A~G)로 환산된다(Chang, 2014).

램 예상지수를,  은 등급 의 영업환경지수

즉 프로그램 예상지수는 결정요인인 시청률 예

상지수, 장르지수의 구성이 시간대 및 장르별
매체 의
를,   는 매체 의 프로그램 총 재원,   는www.earticle.net
프로그램 총 광고 허용량을, 그리고  는 광고 초

평균 시청률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개별 프로그

수를 의미한다(Cho & Lee, 2011). 즉 KOBACO

램의 시청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탄력요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 광고 요금산정

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서

방식은 크게 3부분으로, 한 부분은 방송사별 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당 요금과 광고 초수로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

한편 영업환경지수는 KOBACO의 영업국에

부분은 기준지수에 속하는 프로그램 예상지수

서 프로그램별로 부여하는 점수로, 고려요인은

와 영업환경지수이다. 요컨대 시급이 요금산정

예상판매율, 광고주의 선호도, 현재까지의 요금

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기존 요금제와 달리 탄력

수준, 경쟁방송사의 편성이 있으며, 0.4점에서

요금제로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프로

1.6점까지 13등급으로 구분되는 방식이다. 그러

그램 예상지수’와 ‘영업환경지수’와 같이 다양한

나 영업환경지수는 방송사나 광고주의 의견이

지수가 요금산정에 고려된다는 점이지만, 실제

배제된 채 KOBACO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

개별 프로그램 광고요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단하에 집행되어 시장 상황을 공정하게 반영하

요금산정에 세부 구성요인이 갖는 문제점을 마

지 못한다. 또한 KOBACO의 결정에 의존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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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간 경쟁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이상에서 1년까지 한정하여 판매하는 장기판매

한다는 비판이 있다(Cho, 2007; Yoon, 2007).

가 있는 한편 수시로 판매하는 단기 판매와 특

요컨대 현재 TV 광고요금 결정요인의 구성 차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판매하는 특집판매의 3가

원에서 갖는 문제점은 2000년에 도입된 탄력요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

금 산정의 주요 틀인 프로그램 예상지수와 영업

사는 프로그램 단위로 광고를 판매하는 반면,

환경지수가 각각 다차원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케이블 방송사의 광고판매방식은 프로그램 단

있지만 본래 각각의 도입 취지와 적합성이 떨어

위로 판매하기보다 채널별 비용 단위로 판매하

지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TV 광고요

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목표 총 노출

금구조에서는 시청률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광

량(GRP: Gross Rating Point)을 정하고 이를

고요금 책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달성할 때까지 해당 채널의 여러 프로그램에 계

한편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시청률을 반

속해서 광고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영하는 표준화된 광고요금 측정 척도로 시청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면 한 달에 약 20

자 1,000명에 도달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CPM

회 수준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Cost Per Millemium)과 시청률 1%를 달성하

다. 또한 지상파와 달리 유료 방송 채널에서만

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CPP(Cost Per

허용되는 광고유형으로는 프로그램 사이에 삽

Point)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청률 반영이 제

입되는 중간광고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프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내 광고요금체계와

그램 광고의 1.5배(150%)의 비용으로 일괄 산정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광고요금 책정에 있어서

되고 있음에도 시청자 몰입도가 높다는 장점으

로 인해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Moon,
TV 프로그램 시청률의 반영은 체계적인
TV 방
www.earticle.net
송 광고요금구조의 정비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2016).
한편 유료방송 채널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시급별 광고요금 산정의 기본 틀을 보유하고 있

2) TV 광고판매방식

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급은 일정한 형태가 아
닌 채널에 따라서 SA, A의 2등급부터 SSA, SA,

방송광고 요금 책정 및 판매는 각 방송사를

A, B, C의 5등급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또

담당하는 미디어렙에서 담당한다. 미디어렙은

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시급제를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고수하지만 보너스 제도를 활용한 광고 프로모

을 한다(Rhee, 2011). 지상파 3사 중 KBS1은 광

션이 활발한 편이며 보너스율은 약 1,000%에

고를 판매하지 않으며, KBS2, MBC는 KOBACO,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6). 또한

SBS는 SBS M&C(前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담당

프로그램 제작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며 이

하고 있다.

에 대한 혜택으로 광고주에게 간접광고(PPL:

지상파 광고판매유형은 광고 기간을 6개월

Program placement)의 혜택을 주는 스폰서십
31권 6호(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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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업방식도 많다. 가장 판매가 높은 패키

이처럼 변화하는 TV 시청환경에 따라 방송사

지 판매의 경우, 일정한 단가 기준 없이 방송사

는 다양한 요금판매방식을 개발하고 표준화시

의 상황별로 자체적 패키지상품을 다양하게 구

켜 광고거래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케이

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블과 온라인 광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지상파

한편 방송시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바

미디어렙도 다양한 보너스 상품, 패키지 상품을

일 플랫폼을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

마련하면서 방송 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에 대

청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TV 광고요금 책정방

비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성 양측의 조화를

식과는 다른 온라인 VOD용 광고요금 책정방식

도모하며, 조직역량의 전문화를 강화하고자 탄

도 새롭게 나타났다. 2014년 등장한 스마트미디

력적 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렙(SMR: Smart Media Representative)은

는 광고요금 결정에 있어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MBC와 SBS가 공동출자한 사업체로서 지상파

자 한 제도에 불과할 뿐, 개별 프로그램의 광고

방송사를 비롯한 CJ E&M, 종합편성채널을 포

요금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함한 10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온라인 동영상 플

는 점에서 여전히 TV 광고요금제의 본질적인

랫폼에 실어 광고주,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사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Lee,

업자 사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광고사

2004).

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MR의 광고요

한편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광고주 입장에서

금 결정은 CPM(Cost Per Millemium)에 근거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기

하여 결정되며, SMR의 광고상품은 크게 3가지

본적인 광고요금 외 보너스와 같은 광고판매방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로 ‘콘텐츠 타겟팅’, ‘킬러콘텐츠’, ‘프리롤
서비
www.earticle.net
스’로 구분된다. 먼저 ‘콘텐츠 타겟팅’은 광고주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구매한 지상파 비히클의

가 선택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영상클

시청률이 하락하는 만큼 그 수준 이상의 추가

립에 광고주가 영상을 구매한 총노출량(Gross

보너스를 받음으로써 일정 수준의 비용효율성

rating points: GRPs)만큼 보장하여 시청자에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HS Ad, 2018).

게 노출하는 상품이다. ‘킬러 콘텐츠’는 SMR에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판매방식은 지상파TV 방

서 제공하는 매월 자료에서 지정된 인기 프로그

송시장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

램들에 광고를 선택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롤 서비스’의 경우, 8개 방송 채널들 사이

지상파TV 광고요금 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진

에 무작위로 배포되는 방식이다. 즉 SMR의 광

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요금 책정 및 판매방식은 프로그램과 방송 채
널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을 중

3) TV 광고요금구조 관련 선행연구

심으로 하는 지상파 TV 광고요금 책정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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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Chang, 2014; Kang & Kim, 2006;

수준의 광고요금으로 책정되는 것이 문제가 되

Lee, 1995; 1998; 2004 etc.)은 90년대 후반부

는 것이다.

터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TV 광고요금구조에

이에 단일요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 문제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

2000년 탄력요금제가 도입되었으나 Lee(2004)

송 광고산업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

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광고요금이 개별 프로그

다. 이처럼 지상파 현행 광고요금제도의 효율성

램의 시청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요한 과제임이

다. 이전의 1995년 연구와 2004년 연구를 비교

분명하다. 그러나 TV 광고요금구조에 관해 구

하여 살펴보면, 비용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국

각각 표적 수용자 1,000명에게 도달하는데 드

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외의 경우

는 비용 CPM과 표적 수용자 1%를 도달하는데

대부분 광고요금이 광고주와 매체사 간 협상에

드는 비용인 CPP(Cost Per Point)를 활용했다

의해 개별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정해지기 때문

는 차이가 있으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ee

에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1995) 연구에서는 분석 프로그램 중 35%만이

다(Takada & Henry, 1993). 한편 국내의 경우

시급에 맞는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데이터의 확보와 방대한 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타났으며, Lee(2004) 연구의 경우 57%만이 적정

것에 대한 어려움이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높은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절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적인 수치만 비교해 보았을 때는 탄력요금제 도

현재까지 진행된 지상파의 TV 광고요금구조

입 이후, 광고요금구조의 프로그램 시청률 반영

이 이전보다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본 데
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단일요
www.earticle.net
금제가 처음 도입된 90년대 후반과 탄력요금제

이터의 크기와 활용한 비용효율성 척도가 다르

가 도입된 2000년대, 모바일 및 인터넷 광고시

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에 한계가 있다.

장이 성장한 2010년 후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Lee(1995; 1998; 2004) 연구 외에도 KOBACO
내부적으로 광고요금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식

국내에서 TV 광고요금구조의 문제를 제기하

하고 매체 가치를 반영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기 시작한 Lee(1995)의 연구는 단일요금제의 시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Chang, 2014; Lee,

급에 따른 기본요금 구조가 프로그램 시청률을

2000; Park, 2003).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시급제

은 KOBACO 자체의 일방적인 결정과 편의적인

에 의한 광고요금 결정방식은 시간대의 총 시청

기준으로 광고요금 결정요인들이 지수화된다는

자 크기(HUT)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시간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요금 결정요인에

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의 점유율이 다르다는

대한 광고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문조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동일 시급

사, FGI(Focus Group Interview), 델파이 조사

에 속해 있지만 시청률이 다른 프로그램이 같은

의 방법을 활용해왔다. 이는 합리적인 광고요금
31권 6호(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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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정은 광고주의 매체 비히클에 대한 인식과

살펴보았다.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는 소비

기대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여겨

자가 클릭하는 수에 따라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지기 때문이다(Park, 2003).

CPC(Cost per click)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한편, 탄력요금제의 주요 틀에 대해 비판을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요금의 결정 과정이

가한 연구도 있었다. Kang & Kim(2006)은 광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클

고요금 결정에 주요한 지수로 활용되나, 자의적

릭 후의 소비자 행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으로 지수산출이 된다고 지적받아온 영업환경

단순히 클릭 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이어서 광

지수를 중심으로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

고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였다. 연구결과 광고요금 산정방식이 개선되기

CPC 방식은 무엇보다도 부정클릭에 매우 취약

위해서는 영업환경지수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

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검색어 판매방식의 개선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업환경지수는 전통

및 요금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

적 공공론 관점에서 공익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였다. Lee et al.(2007)은 모바일 광고요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프로그램 예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

상지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론 관점에서 광고

과 전문가들은 요금체계 정비와 광고유형, 명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요금산정시장의 효

칭, 규격 등의 표준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

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념화하여 주장을 뒷

고 있었다. Chang(2014)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받침하였다. 이는 광고요금산정에 있어서 시장

에서 매체별 신유형 광고의 단가체계 표준화 방

의 효율성과 방송의 공익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안을 논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지상파, 케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 Chung(2001)의
www.earticle.net
연구와 비슷하다. Chung(2001)의 연구에서는

이블 같은 방송 매체는 광고요금 결정요인에 대

결론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를 막고 공익

해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

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송

는 응답이 1순위였으며, 인터넷, 모바일의 경우

광고제도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원리에 맡

광고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요금 결정요인이 되

겨야 할 영역과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an & Lee(2019)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의 필

는 방송광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요성을 강조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대한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접어들어 인터넷, 모바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일 등의 광고가 증가하면서 뉴미디어를 중심으

반영하여 방송광고 판매 제도가 새롭게 구축되

로 광고요금 구조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

어야 하며, 방송 광고가 매력적인 미디어로 발

장하였다(Chang, 2014; Chung & Yu, 2018;

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방송광고 요금체계가 수

Han & Lee, 2019; Lee et al, 2007; Oh, 2008).

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상파TV, 케

Oh(2008)는 인터넷 검색 광고 요금체계 특징을

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간 경쟁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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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Chung & Yu(2018) 연구결과, 집행 규

한 프로그램들 간 시청률의 편차가 클 수 있다.

모별 광고비 자원에 대해 세 매체가 어느 하나

따라서, 같은 시급에 속한 프로그램들의 광고요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는

금 편차와 시청률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고매체 간 과도한

같은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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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의 성격에 맞추
어 합리적인 광고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

연구문제 3. 각 시급의 광고요금 편차와 시청률 편차는 얼마나

로 판단된다.

다른가?

마지막으로 시급에 근거한 지상파 광고요금

3. 연구문제

구조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
중 시급 및 채널별 적정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

본 연구는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나
최근 10개년 간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오지 못했

그램의 비율을 살피는 연구문제 4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던 TV 방송 광고요금구조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현재 지

연구문제 4. 시급 및 채널별 적정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그램의

상파 광고요금의 기본요금이 구조적으로 여전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히 시간대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
시급에 속한 프로그램들의 개별 시청률의 차이
가 광고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www.earticle.net
4. 연구방법
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1을 설정하
였다.

1) 자료수집

연구문제 1. TV 광고요금은 시청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 활용될 지상파(KBS2, MBC, SBS)
TV 프로그램 시청률 자료는 리서치 기관인 TNS

또한 현재 TV 방송 광고요금 구조가 시청률

Korea로부터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TNS

구조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orea는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와 함께 국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시청률 조사기관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전국
3,200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피플미터 방식을

연구문제 2. 시급 및 채널별 TV 광고요금 구조는 시청률 구조

통해 조사한 시청률 자료이다. 피플미터식 시청

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률 조사는 기초 조사, 패널 모집, 피플미터기 설
치와 관리, 시청률 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채널 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같은 시급에 속

기초 조사는 시청률 데이터 산출을 위한 모집
31권 6호(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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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보를 확인하고 패널 모집을 위한 명부를

되었다.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다. 모집된 패널은 정확한

조사시간은 계절로 인한 자료의 편향성을 극

시청률 측정을 위해 패널 구성원들의 정보를 입

복하기 위해 계절별 2개월 간격으로 월별 데이터

력하는 핸드셋(handset)이 구성되어 있어 누

를 수집하였다. 분석에는 2016년 11월, 2017년

가, 언제 무엇을 시청하였는지가 자동으로 측정

1월, 3월, 5월 특별휴일이 없는 주차를 무작위로

된다. 기기가 가정에 설치되면 매분 또는 매초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2016년 11월은 4주

단위로 24시간 지속적인 시청행태 조사가 가능

차, 2017년 1월은 1주차, 2017년 3월은 2주차,

하므로 오차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Lee,

2017년 5월은 4주차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016). 일반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조사

이에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프로그램 자료

기관에서도 피플미터 방식을 통해 시청률을 조

는 1,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시급 및 채널별 프로

사하고 있어 자료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그램 표본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확보된다.
광고요금자료는 각 방송사에서 월마다 제시

2) 자료분석방법

하는 광고요금자료를 활용하였다. MBC와 KBS
는 KOBACO 홈페이지에 공시된 광고요금 자료

<연구문제 1>은 지상파 TV 광고요금구조가

를 활용하였으며, SBS는 민영 미디어렙인 SBS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얼마나 반영하

M&C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실린 광고요금 자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 광고요금구조의 타

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광고요금구조에 대한

당성을 검증하고자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

일괄적인 분석을 위해 표본 프로그램www.earticle.net
중 재방
구방법으로는 첫째, TV 광고요금은 시청률을
송, 특별기획 프로그램, 광고 비매 프로그램, 광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고단가 미기재 프로그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광고요금에 대

Table 1. Sample Programs
Category
Channel

Monthly

Frequency
409

Percentage
31.8

MBC

536

41.6

KBS2

343

26.6

November 2016

316

24.5

January 2017

305

23.7

March 2017

342

26.6

May 2017

325

25.2

Time clas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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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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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361

28.0

A

152

11.8

B

341

26.5

C

434

33.7

1,2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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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청률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선형모형

전 지상파 광고요금 구조를 살펴본 Lee(2004)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급별 광고요금의

연구에서 전체 프로그램의 57%만이 시급에 해

구조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시청률

당하는 적정 시청률을 보였으며, 시청률과 광고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시청률지

요금 간 상관관계가 0.738로 나타난 것을 감안

수, 광고요금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셋

할 때, 시청률과 광고요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

째, 각 시급의 시청률 편차는 어느 정도이며 이

으로 더 감소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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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편차는 광고요금 편차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연구문제 2. 시급 및 채널별 광고요금의 구조는 시청률 구조를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프로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램 중 시급의 적정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그램의
비율은 채널 및 시급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TV 광고요금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지상파 3사의 시급별 채널별 광고요금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분석 프로그램의 평균 광고요금은 약 611만
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2

5. 연구결과

의 광고요금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문제1. TV 광고요금은 시청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SBS의 광고요금이 608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각 채널별 광고요금을 평균

광고요금으로 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KBS가
TV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광고요금의
상관관
www.earticle.net
계와 광고요금에 대한 시청률의 설명력을 살펴

104, MBC는 101, SBS는 100으로 세 방송사 모

보기 위해 두 변인 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두 광고요금 지수의 편차가 작아 전체적으로 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슷한 수준의 평균 광고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시청률과 광고요금의 상관관계는 0.655로

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러나 시청률 변인의 설명력을 알아

시급별 광고요금을 살펴보면 SA급 1,173만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  )

원, A급 830만 원, B급 310만 원, C급 170만 원

은 0.428로 시청률이 광고요금을 43% 정도만

으로 SA급 요금이 C급 요금에 비해 6.9배 높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2년

다. 시급별 광고요금을 지수화한 결과를 살펴보

Table 2. Program Ratings and Advertising Rates of Sample Programs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Program Ratings

0.1

34.6

4.8

4.55

1,288

Advertising Rates

450

16,200

6,113

4,567

1,288

Note. Unit of Advertising Rates: Thousand Won, Pearson Correlation=0.655, p<0.00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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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ructure of Advertising Rates by Channel and Time class
Channel
SB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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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Total

Time class

SA

A

B

C

Average

Rates

12,143

8,305

2,174

1,714

6,084

Index

200

137

36

28

100

Rates

11,759

7,883

3,776

1,360

6,195

Index

190

127

61

22

101

Rates

11,297

8,705

3,348

2,025

6,344

Index

178

137

53

32

104

Rates

11,733

8,298

3,099

1,700

6,113

Index

189

134

50

27

100

Note. Unit of Advertising Rates: Thousand Won, Index = (Program Advertising Rates by Time Class/ Average Advertising Rates) × 100

Table 4. Structure of Ratings by Channel and Time class
SA
SBS
MBC
KBS2
Total

A

B

C

Average
4.8

Ratings

8.6

6.8

2.0

1.6

Index

181

143

42

34

99

Ratings

6.8

5.0

4.6

1.0

4.4

Index

156

115

106

23

91

Ratings

9.1

12.6

2.8

1.2

6.4

Index

142

196

44

19

134

Ratings

8.2

8.1

3.1

1.3

4.8

Index

160

151

64

25

100

Note. Unit: Percentage(%), Index = (Program Ratings by Time Class/ Average Ratings) × 100

www.earticle.net
시청률을 지수화해서 살펴본 결과, KBS2 평균
면 SA급이 평균 요금에 비해 1.8배, A급은
1.3
배 높은데 비해 B급과 C급은 평균 요금의 50%,

시청률지수 134, SBS는 99, MBC는 91로 나타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

나 KBS2만이 평균 이상의 시청률을 확보하고

으로 세 방송사가 비슷한 요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SBS와 MBC는 평균 이하의 시청률을

있지만 SA급에서는 SBS의 요금이 높은데 비해,

확보하고 있었다.

A급, C급에서는 KBS2의 요금이 높고, B급에서
는 MBC의 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급별로 시청률을 살펴볼 때, SA급 시
청률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C급 시청률

한편 TV 시청률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채널

1.3%에 비해 약 6배에 달했다. 한편, SA급 다음

간 시급별 프로그램 시청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으로 A급 시청률이 8.1%로 뒤를 이었으며, B급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시청률은 3.1%로 상위 시급인 SA 및 A급과 편

1,288개의 분석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비교를

4.8%였다. 방송사별로 살펴볼 때, KBS2의 시

위해 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률이 6.4%로 가장 높고, MBC 시청률이 4.4%

적으로 SA급 160, A급 151로 전체 평균 시청률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송사 간 비교를 위해

에 비해 SA급 1.6배, A급 1.5배 높은 데 비해

80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21.167.217.71 at Friday, February 19, 2021 11:28 AM

TV 광고 요금구조에 관한 연구

B급과 C급은 평균 시청률 64%, 25% 수준에 불

는 6.2에 이르렀다. A급에 속한 프로그램 시청

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률도 최소값 3.4에서 최대값 16.0으로 그 범위

평균적으로는 KBS2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

가 12.6으로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 B, C급 시

이고 있지만 각 시급별로 비교해보면 SA급과 C

청률의 범위가 각각 5.9, 5.1로 넓었으며 표준

급의 경우, SBS의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

편차는 각각 2.0, 1.1로 나타났다.

다. A급의 경우 KBS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

한편, 각 시급에 속한 프로그램들의 광고요금

고, B급의 경우 MBC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차 수준에 비해 시청률의 편차 수준이 얼마나

C급에서는 SB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6>에서 시청률과
광고요금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간 범위를 표준

연구문제 3. 각 시급의 광고 요금 편차와 시청률 편차는 얼마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 점수(Z)로 산출하였다.

나 다른가?

그 결과 평균적으로 광고요금 범위의 표준화 점
수가 4.4인데 비해 시청률의 표준화 범위가 6.0

각 시급에 속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분포 범
위를 알아보기 위해 시급별로 각 채널 시청률의

으로 시청률 범위가 광고요금의 범위에 비해 약
1.4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급별로 SA급에 속한

연구문제 4. 전체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이 속한 시급의 적정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최소값 2.2에서 최대값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그램의 비율은 시급별로 얼마나 되는가?

28.8로 그 범위가 26.6에 달하였으며 표준편차

www.earticle.net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Ratings by Time Class
Time Class

SA

A

B

C

Channel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Range

N

SBS

8.6

4.4

2.9

19.5

16.6

120

MBC

6.8

3.6

1.4

14.9

13.5

134

KBS2

9.1

10.6

2.4

52.0

49.6

107

Total

8.1

6.2

2.2

28.8

26.6

361

SBS

6.8

3.9

1.5

15.0

13.5

39

MBC

5.0

0.7

1.4

10.3

8.9

80

KBS2

12.6

6.0

7.4

22.8

15.4

33

Total

8.1

4.3

3.4

16.0

12.6

152

SBS

1.9

1.5

0.5

4.5

4.0

109
107

MBC

4.6

3.3

1.7

10.9

9.2

KBS2

2.8

1.3

1.2

5.8

4.6

125

Total

3.1

2.0

1.1

7.1

5.9

341

SBS

1.6

2,0

0.1

10.3

10.2

141
215

MBC

1.0

0.7

0.3

3.6

3.3

KBS2

1.2

0.7

0.4

2.2

1.8

78

Total

1.3

1.1

0.3

5.4

5.1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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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ange of Ratings and Advertising Rates by Time Class
Time class
S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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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Total

Category

Standard
Deviation

Average

Minimum

Maximum

Range

Z

Ratings

8.2

7.0

1.4

52

50.6

7.2

Rates

11719

1633.1

8130

16200

8070

4.9

Ratings

6.8

4.5

1.4

22.8

21.4

4.7

Rates

8176

2954.8

2430

12105

9675

3.3

Ratings

2.9

2.3

0.5

10.9

10.4

4.6

Rates

2978

1654.3

600

6600

6000

3.6

Ratings

1.3

1.4

0.1

10.3

10.2

7.5

Rates

1580

1089.1

600

6885

6285

5.8

Ratings

4.8

3.8

0.9

24

23

6.0

Rates

6113

1832.8

2940

10448

7508

4.4

N
361
152
341
434
1288

Note. Z = Range/Standard Deviations

Table 7. Discriminant Analysis of Overall Programs
Time Class

Original
Group

Prediction Group

N

SA

A

B

C

SA

135
(37.4)

90
(24.9)

125
(34.6)

11
(3.0)

361

A

75
(49.3)

14
(9.2)

21
(13.8)

42
(27.6)

152

B

35
(10.3)

13
(3.8)

180
(52.8)

113
(33.1)

341

C

1
(0.2)

0
(0.0)

48
(11.1)

385
(88.7)

434

www.earticle.net

Note. Unit: Frequency (%), Discrimination Power: 55.4%, Lambda: 0.646, Chi-Square=560.449, df=3, p=0.000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에 속한 프로그램들

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C급 수준의 시청

의 시청률이 각 시급의 적정 시청률 수준에 어

률을 보유한 프로그램도 3%인 것으로 나타났

느 정도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프로그램

다. A급의 경우에는 적정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

의 시청률과 시급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램이 9.2%에 불과했다. 무려 49.3%에 해당하

로 사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프로그램이 A급보다 높은 SA급의 시청률을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프로그램

가지고 있었으며, A급보다 낮은 B급의 시청률

중 현재 속해 있는 시급의 적정 시청률을 보유한

을 가진 프로그램이 13.8%, C급의 시청률을 가

프로그램은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프로그램이 27.6%나 되었다. 한편, B급의 경

각 시급별로 살펴보면, 총 360개의 SA시급

우, 프로그램의 본래 시급에 맞는 시청률을 보

프로그램 중 SA급에 적절한 시청률을 가진 프

유한 프로그램이 52.8%로 다른 시급에 비해 상

로그램은 37.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2.6%의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33.1%

프로그램은 A급(24.9%), B급(34.6%)의 시청률

는 B급보다 낮은 C급의 시청률을 가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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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급의 경우에는 다른 시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급에 비해 적정 시청률을 가진 프로그램이

시급별로 살펴보면, SA급의 경우 MBC가 적

88.7%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정 시청률 프로그램을 보유한 비율이 55.2%로

나머지 11.1%는 대부분 B급 수준의 시청률을 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SBS는 37.5%, KBS2는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SA급 프로

한편 프로그램 시청률의 시급 적정성을 방송

그램 중 SBS의 경우 SA급 수준 이하의 시청률

사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이 KBS2,

을 나타낸 프로그램들이 A급(33.3%) B급

MBC 프로그램 시급 판별력이 각각 58.9%,

(26.7%)으로 분산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

58.8%로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타났으며, MBC의 경우에는 A급(15.7%), B급

SBS 프로그램 시급 판별력은 53.5%로 지상파

(24.6%)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KBS는 SA

Table 8.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by Channel
Time class

SA

A

Original
Group

B

C

Channel

Prediction Group

N

SA

A

B

C

SBS

45
(37.5)

40
(33.3)

32
(26.7)

3
(2.5)

120

MBC

74
(55.2)

21
(15.7)

33
(24.6)

6
(4.5)

134

KBS2

15
(14.0)

26
(24.3)

66
(61.7)

0
(0.0)

107

SBS

16
(41.0)

12
(30.8)

8
(20.5)

3
(7.7)

39

(35.0)

(5.0)

7
(8.8)

41
(51.3)

80

KBS2

14
(42.4)

19
(57.6)

0
(0.0)

0
(0.0)

33

SBS

14
(12.8)

0
(0.0)

42
(38.5)

53
(48.6)

109

MBC

22
(20.6)

2
(1.9)

45
(42.1)

38
(35.5)

107

KBS2

9
(7.2)

0
(0.0)

93
(74.4)

23
(18.4)

125

SBS

1
(0.7)

0
(0.0)

20
(14.2)

120
(85.1)

141

MBC

0
(0.0)

3
(1.4)

20
(9.3)

192
(89.3)

215

KBS2

0
(0.0)

0
(0.0)

3
(3.8)

75
(96.2)

78

MBC

www.earticle.net
28
4

Note. Frequency (%)
Discrimination power of SBS : 53.5%, Lambda: 0.573, Chi-Square=222.601, df=3, p=0.000
Discrimination power of MBC: 58.8%, Lambda: 0.572, Chi-Square=297.026, df=3, p=0.000
Discrimination power of KBS2: 58.9%, Lambda: 0.617, Chi-Square=164.050, df=3,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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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급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BS의 경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대부분이 B급(61.7%)으로

우 B급보다 상위 시급인 SA급의 시청률을 보유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한 비율이 1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급의 경우에는 KBS가 57.6%로 적정한 시청

마지막으로 C급의 경우, 대다수의 프로그램

률을 가진 프로그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들이 적정 시청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SBS 프로그램의 A급 판별력은 30.8%

KBS2가 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MBC

로 나타났으며, MBC 프로그램의 A급 판별력은

89.3%, SBS 85.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

5%로 가장 낮았다. KBS2는 A급에 적정한 시청

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인접한 상위 시급인 B

률을 가진 프로그램 외 모든 프로그램(42.4%)

급의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MBC의 경우

이 SA급 수준의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A급의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그램도 소수(1.4%)

로 나타났다. SBS 프로그램 또한 A급에 맞는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시청률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다수
의 프로그램(41.0%)이 SA급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B급(20.5%), C급(7.7%)에도

6. 결론 및 논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MBC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인 51.3%가 A급 보

TV 광고요금구조는 2000년에 시청률을 반영

다 훨씬 낮은 C급의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

한 탄력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시급을 바

으로 판별되었으며, A급보다 높은 SA급에도

탕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35%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다매체 다채널시대가
www.earticle.net
B급의 경우 KBS가 74.4%로 적정한 시청률을

도래하기 이전에는 TV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이

가진 프로그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급이 광고거래 기

MBC도 KBS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시급

준점이 될 수 있었으며, 시청자 집객 능력 면에

대비 42.1%의 높은 시급 판별력을 갖는 것으로

서 시간대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SBS의 경우, 적정 시급의 시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의 성장으로

청률을 보유한 비율이 38.5%로 B급보다 하위

다매체 다채널시대가 도래한 이후 시급제 기반

시급인 C급의 시청률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의 TV 광고요금구조에 대한 선행연구(Cho &

48.6%로 더 많게 나타났다. MBC의 경우 적정

Lee, 2011; Lee, 2004 etc.)에서 제기되었던 핵

시급을 보유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B급보다

심문제는 광고주가 선택하는 광고 비히클의 개

하위 시급인 C급이 35.5%, 상위 시급인 A급

별적인 가치가 광고요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

2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루 분포되어

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

있는 편이었으며, KBS의 경우에는 하위 시급인

행연구의 논의를 반영하여 현시점에서 지상파

C급이 18.4%, 상위 시급인 SA급에 7.2% 정도

광고요금구조를 크게 시청률과 시급별 광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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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관계, 시청률과 시급별 광고판매율의 관계

였다. 특히 시청률 대비 광고요금 지수가 시급

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KBS2,

순서를 따르지 못하고 SA급이 가장 높고, C급,

SBS, MBC 방송사의 2016년 11월, 2017년 1월,

A급, B급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A급과

3월, 5월 시청률 자료, 광고요금 자료, 광고판

C급 프로그램은 시청률 수준에 비해 광고요금

매율 자료가 활용하였으며 총 1,288개 프로그램

수준이 높게 책정된 데 비해, A급과 B급 프로그

의 데이터 자료를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램은 광고요금이 시청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

먼저 시청률과 TV 광고요금과의 관계를 살펴

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

본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 프

널별로 살펴보면 KBS2의 경우 광고요금이 시청

로그램의 광고요금에 대해 시청률이 갖는 설명

률 수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으며,

력(  )은 43%로 나타나 2004년 55% 대비(Lee,

MBC와 SBS의 경우 광고요금이 시청률 수준에

2004) 12%가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 같은 결과는 2000년 지상파 탄력요금제가

이처럼 시급 간 광고요금 수준과 시청률 수준의

도입된 후와 현재 동일한 광고요금구조 환경에

비율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지상파 광고요금

서 비교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책정을 위한 시급 구조의 틀이 제대로 설정되어

나 약 20년의 시간동안 방송환경이 다매체 다채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광고주 입장에서는

널 환경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

매체 비히클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시청률이

고요금이 2004년보다도 시청률을 더 반영하지

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지상파 TV 광고요금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시급을 기준으로 요금이

구조에서는 광고주가 기대하는 시청률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책정되는 비율이 높아 개별 프로그램의www.earticle.net
노출 차
이가 광고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

한편 각 시급에 속한 프로그램들의 광고요금

로 해석된다. 즉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방송 매

편차 수준과 시청률의 편차 수준의 변량 차이를

체 환경이 파편화되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살펴본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시청률

TV를 시청하는 수용자의 라이프스타일 환경이

의 변량 범위가 광고요금의 변량 범위에 비해

변화된 상황에서는 시급보다 개별 프로그램의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나 광고요금이 개별 프로

시청률을 더 반영하는 것이 실제 광고주가 선택

그램의 시청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 비히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

것으로 보인다.

리적인 광고요금구조 개선 방향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시급에 맞는 적정 시청률을 보유
한 프로그램 비율을 살펴본 <연구문제 4>의 분

또한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시급

석 결과, 전체 프로그램의 55%만이 시급에 맞는

및 채널 간 광고요금 구조와 시청률의 구조도

적정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 시급 간 광고요금의 차이가

이는 절반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현재 분류된 시

시청률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

급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의 시청률을 보유하고
31권 6호(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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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시급별로 적정 수준의 시청률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

을 보이는 프로그램 비율을 살펴보면 SA급 프

인하여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실제 데이터를 활

로그램 중 37%, A급 프로그램 중 9%, B급 프로

용해 현재 지상파 광고 요금구조가 실제 시청률

그램 중 53%, C급 프로그램 중 89%만이 시급에

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는 의의

적정한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를 갖는다. 현재까지 지상파 광고요금구조는 약

었다. 즉 시급이 낮은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

급이 높은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수준을 적절히

나 그사이 다매체 다채널로 미디어 환경이 파편

반영하지 못해 결론적으로 광고요금이 비합리

화되면서 방송 광고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

적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채널

다. 따라서 현재 TV 광고요금구조에서 프로그

별 시급 판별력을 살펴본 결과, KBS2, MBC가

램 시청률 반영이 과거보다도 더 안 되고 있다

약 5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SBS의 경우

는 사실은 약 15년 전에 수행된 Lee(2004) 연구

53.5%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의 시점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영업에

의 상당수가 현재 속해 있는 시급의 적정 시청

있어서 더 불리한 광고요금구조 형태를 띄고 있

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상파 광고요금구조가

한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도 다매체

여전히 시급을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

구조가 시청률 구조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이기

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가 늘

때문에 광고주의 합리적인 광고구매를 어렵게

어나고 있다(Chung, Choi & Kim, 2019). 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온라인 플랫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www.earticle.net
광고구매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광

폼으로는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이 있

고구매 시 기대하는 노출 효과, 곧 시청률의 설

는데, 이 경우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용이한 형

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TV 광고요금구조의 정

태의 길이로 편집하여 재송출하며 프로그램 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TV 광고요금구조의 정

청 전 광고를 싣는 형태로 방영된다. 이때의 광

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요금은 스마트미디어렙(SMR)에서 담당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광고요금체계가 마련되기

주로 CPM에 근거하여 광고요금이 결정된다는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현상을 검증하고 해석하

점에서 지상파의 광고요금구조와는 차이가 있

는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 즉 체계적인 광고요

다. 흔히 표준화된 광고요금 측정 척도인 CPM

금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광고요금 관련

은 시청자 1,000명에 도달하는 비용을 뜻하며,

실증자료 축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작

광고요금을 시청률과 전체인구수의 곱으로 나

업이 수반되어야만 한다(Chang, 2014; Park,

눈 후, 1,000을 곱하여 계산된다. 즉 지상파 프

2003; Yoon,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로그램의 온라인 재송출 시 광고요금 책정은 방

는 최근 10여 년간 학술적 연구로 TV 광고요금

송 프로그램의 온라인 시청률을 고려하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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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을 중심으

금을 산출하는 방식, 즉 CPM에 근거하여 광고

로 하는 지상파 TV 광고요금 책정방식보다 더

요금을 책정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아가, 분기별로 광고요금이 개별 시청률을 제대

에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TV 광고시장을

로 반영하고 있는지 광고요금에 대한 체계적 점

활성화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면, 방송사는

검과 재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 반영 비율을 높여 광고

본 연구가 갖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요금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광고주 입장에

이 한계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는 광고주가 기대한 광고요금 효율성을 확보

데이터수집 시 분기별 무작위로 휴일 없는 주차

할 수 있는 광고요금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의 시청률 데이터를 선택하여 특정 기간으로 인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료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상파TV 광고요금구조

나, 자료수집 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

에 관해 시사할 만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

일반적으로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할 때, 개별

에 정확한 계절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

프로그램의 가치를 광고비로 지불하고 그에 상

쉬움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총 1,288개 프

응하는 광고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로그램을 각각 해당 시급별로 분류를 한 뒤, 데

에 따르면 현재 TV 광고요금구조에 따르면 광

이터의 출처가 모두 다른 광고요금, 일별 시청

고주가 기대하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는

률 및 판매율을 프로그램별로 매칭하여 하나의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지
주가 기대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가치를
반영하
www.earticle.net
기 위해서는 TV 광고요금에 개별 프로그램 시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록 2016, 2017년 데

청률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

이터와 현재 데이터는 동일하게 시급에 근거한

요하다. 기본적으로 광고요금은 미국, 영국 등

광고요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급을 기반으

해외의 TV 광고요금구조와 같이 CPM에 근거하

로 책정되는 기준요금에 대한 이론적 함의는 동

여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산술방식으로는

일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개별 프로그램의 30분 평균 시청률에 기반하여,

를 위해 장기적인 데이터와 다수의 코더를 확보

전 시즌 CPM을 산출하고, 전 시즌의 CPM에 해

할 필요가 있다.

당 시즌 목표 매출 증가율을 곱하여, 판매개시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청률 데이

시기 CPM을 산출할 수 있다(전 시즌CPM * 해

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당시즌 목표 매출 증가율 = 판매개시 시기

(Cho & Lee, 2011)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청률

CPM). 여기에 광고주 선호도, 신설/기존 프로

과 광고시청률 간 상관계수가 0.923으로 매우

그램 구분, 장르별 시청자 선호도 등을 반영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문제가 되지

프로그램의 지수와 시청자 수를 곱하여 기본요

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광고시청률 데이터를 분
31권 6호(2020년 8월 31일)

87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21.167.217.71 at Friday, February 19, 2021 11:28 AM

석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관련 국내외 웹 사이트의 버즈(buzz)량을 집계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청률 외에

한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온라인 화제성을 지

도 점유율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

수로 산출한 지표이다. CPI, RACOI 모두 방송

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시청환경 변화에 따라 수동적인 단순 시청정보

것이다.

수집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온라인 반응정보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PCM(Premium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평가

Commercial)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한 방송사

지표이다. 따라서 새로운 광고요금 결정요인으

내 10개 이내의 소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PCM

로서 이러한 평가 지표들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적용된 프로그램만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수

논의된다면, 실제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지

행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방송광고시장의 가

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전후CM에 집중하여

치를 반영하는 광고요금구조의 구축이 가능할

광고요금체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최근 점점

것이다.

더 다양해지는 TV 광고유형을 반영하여 추후

둘째, 후속 연구에서 연구방법도 정량적 분석

연구에서는 PCM 광고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분

외 방송사와 광고주, 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TV 광고요금구조에 관한 견해를 묻는 심층 인

본 연구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지상

터뷰 또는 FGI(Focus Group Interview)와 같

파 광고요금구조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

은 정성적 방법 등이 보완된다면 더욱 균형 잡

기 위해서 다음의 후속 연구들을 제안해본다.

힌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심

층 인터뷰 또는 FGI를 진행하여 전문가들의 광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시급을 중심으로www.earticle.net
지상파
광고요금구조가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반

고요금구조에 관한 견해가 정리된다면, 추후 구

영하지 못하는 문제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체적인 광고요금구조 제안을 위해 전문가 집단

였다. 그러나 현재 TV 광고요금구조가 갖는 문

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인 델파

제는 시급 외 방송요금 지표의 공공성, 다양성

이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Chung,

은 방법의 적용은 새로운 TV 광고요금 제안을

2001; Kang & Kim, 2006). 특히 광고요금 지

위해 집단 간 합일된 방향을 모색하는데 용이할

표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시청률의 보완지표인

것이다.

콘텐츠 파워지수(CPI: Contents Power Index)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를 중심으

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을

로 광고요금구조를 살펴보았으나 유료방송사업

광고요금 결정요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자의 경우에는 자사 미디어렙에서 광고요금을

CPI는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관련 뉴스 구독자

결정하기 때문에 광고요금 책정 시 지상파 광고

수, 검색자 수, 소셜 미디어 공유 건수들을 지수

요금에 준하는 수준에서 자의적으로 요금을 산

로 산출한 지표이며, RACOI는 방송 프로그램

정하고, 광고판매 시 마케팅 차원에서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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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
여 광고시장 질서 확립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Chang, 2014; Yoon, 2007). 따라서 향후
에는 지상파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TV 광고요금
구조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광고요금구조의 개편 노력은 광고매체 기획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21.167.217.71 at Friday, February 19, 2021 11:28 AM

자들에게 광고비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과학적
이고 효율적인 광고매체 기획의 틀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에는
다매체 광고 경쟁 시대에 지상파 광고시장이 경
쟁력을 갖기 위해 타당성 있는 광고요금구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
다. 더 나아가 합리적으로 광고요금이 책정된다
는 것은 궁극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디
어 플래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고산업 전반
에 투명화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
우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www.eartic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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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TV advertising rates have been determined mostly on the basis of
broadcast time class to which a program belongs, so that they do not reflect
the actual audience sizes of each TV program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verify the current TV advertising rates structures using the data of advertising rates and
the audience sizes among the broadcast time clas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TV advertising rates structure do not properly reflect those of the actual audience
sizes among the broadcast time class. Only 43% of TV advertising rates is explained by
the basis of broadcast time class to which a program belongs. In addition to, 55% of the
programs in this study have the appropriate levels of audience sizes for the broadcast
time zon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broadcast should more reflect the appropriate
levels of audience sizes on the advertising rates structures so that advertisers could
properly predict the efficiency of advertising spending for the systematic media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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