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콘텐츠 수출액은 67억4
천만 달러(잠정치)로 2016년(62억1천만 달러)보다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콘텐츠 수출은 5년간 연평균 8.0%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사드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모바
일게임의 성장 등에 힘입어 게임 수출이 선전한 데 따른 것으
로 분석됐다. 2017년 게임 수출은 2016년보다 9.3% 증가한 37
억7천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55.9%를 차지했다. 캐릭
터와 지식정보(인터넷포털·인공지능) 수출도 7.4%와 9.5% 증
가해 기여도가 컸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2017년 전체 매출액은 110조5천억원
(잠정치)으로 2016년(105조7천억원)보다 4.5% 증가했다. 부문별
로는 지식정보(9.2%), 음악(8.1%), 캐릭터(7.8%), 게임(6.7%)의 매
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중매체
신문
■ 우
 리나라

뉴스 신뢰도 세계 36개국 중 ‘꼴찌’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 신뢰도가 세계 36개국 가운데 최하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11월 23일
공개한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36개국 7
만1천805명(국내 2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
됐다.
‘국내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36
개국 전체 조사 대상자의 43%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6%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은 그리스와 함께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검열제도 때문에 언론 자유가 취약한
말레이시아(29%), 정부와 언론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슬
로바키아(27%)보다도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 ‘주로 의존하는 뉴스 출처가 어디인지’ 선택
하게 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를 꼽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진
보층이 47%, 보수층이 43%로 비슷했다.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2%)였으며 브라
질(60%), 포르투갈(58%)도 높은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와 보수 간 디지털 미디어 뉴스 의존도 격차는 각각 52%
와 39%로 세계 평균보다 컸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뉴스 의
존도는 진보가 57%로, 보수 32%보다 25%포인트나 높았다.

10%대로 하락했으며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은 소폭
늘어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17년 뉴스 미디어 신뢰도는 메시징 서비스와
SNS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2016년보다 높아졌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의 신뢰도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편성채널(4.02점), 보도전문채널(3.94점), 뉴
스통신(3.75점), 경제 및 전문신문(3.67점), 라디오방송(3.64점),
포털(3.59점), 전국종합신문(3.57점) 순으로 조사됐다. SNS 뉴
스의 신뢰도는 2.9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메시징 서비스(3.03
점)와 인터넷신문(3.27점)의 신뢰도도 낮은 편에 속했다. 언론
인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11점으로 2016년보다 0.41점
상승했다.
2017년 신문 열독률은 2016년의 20.9%보다 4.2%포인트 하
락한 16.7%로 집계됐다. 신문 열독률의 감소로 결합 열독률(일
주일간 신문기사를 종이신문, PC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일
반 휴대전화, IPTV 등 다섯 가지 경로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이
용했다고 답한 비율)도 2016년 81.8%에서 2.8%포인트 하락한
79.0%로 나타났다.
미디어별 이용률은 TV가 93.2%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과 메
시징 서비스가 각각 82.3%와 66.2%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
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16년의 70.9%보다 소폭 증가한
73.2%였으며 20∼40대의 모바일 뉴스 이용률은 20대 94.2%,
30대 93.1%, 40대 88.1%로 평균 90%에 달했다.
■ 홍
 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사임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이 2017년 3월 19일 사임했다.
홍 회장은 사임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내고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고 사임 사유를 밝혔다.
중앙미디어그룹에서 홍 회장의 아들인 홍정도 사장이 2015년
12월부터 중앙일보와 JTBC의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홍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세계은행(IBRD) 경
제개발연구소 경제조사역, 재무부 장관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삼성코닝 부사장 등을 거쳐 1994년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다.
1999년부터 중앙일보 회장을 맡아오다 2011년부터 JTBC 회
장을 겸임했다. 세계신문협회(WAN)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주미 대사 등도 지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 2
 016년

■ 뉴
 스

신뢰도 소폭 상승…종이신문 읽는 비율 10%
대로 하락

2017년 우리나라 뉴스 매체와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도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신문 열독률)은 매년 꾸준히 줄어 2017년 처음으로

종이 · 인터넷 매출 0.3% 줄고 종사자는
0.5% 증가

2016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매출액을 합산한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6천514억원으로 2015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일간신문의 매출액은 2조7천993억원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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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 매출액의 76.7%를 차지했다. 일간신문 중 가장 큰 매
출액을 기록한 사업체군은 전국종합일간신문으로 38.6%였다.
다음으로 경제일간신문 19.3%, 지역종합일간신문 13.4%, 인터
넷신문 12.4%, 주간신문 10.9% 순이었다.
전체 신문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54.9%가 광고 수입이
었으며 부가사업 및 기타 수입은 24.1%, 종이신문 판매 수입
12.9%, 인터넷 상 콘텐츠 판매 수입은 8.1%로 조사됐다.
신문산업 전체 종사자는 2015년보다 0.5% 증가한 4만1천
277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만5천867명은 기자직 종
사자였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만5천875명(38.5%), 주간
신문이 9천437명(22.9%), 인터넷신문이 1만5천965명(38.7%)으
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간신문 기자직 종사자는 9천351명
(36.2%), 주간신문 기자직 종사자는 5천764명(22.3%), 인터넷
신문 기자직 종사자는 1만752명(41.6%)이었다.
신문산업 매출 조사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정상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
문과 전국종합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 전문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4천459개 매체(4천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국
 내

일간지 유료부수 소폭 감소

전국 일간지 163개사의 2016년 총 발행 부수와 총 유료부
수가 전년 대비 각각 0.78%, 0.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ABC협회에서 내놓은 ‘2017년도 일간신문 발행 부
수, 유료부수 인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의 총 발행 부수와
총 유료부수는 각각 967만3천885부, 713만5천778부로 집계
됐다. 유료부수는 지국 혹은 가판업자가 구독자에게 판매한
부수를 의미하며 정기구독자, 가판, 기타 구독 등을 포함한
수치다.
전국 종합일간지 11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476만7천648부
(49.3%), 총 유료부수는 376만2천730부(52.7%)였다. 지역일간
지 104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163만6천788부(16.9%), 총 유료부
수는 101만9천855부(14.3%)였다. 경제지 15개사의 총 발행 부수
는 171만5천979부(17.7%), 총 유료부수는 122만7천331부(17.2%)
로 집계됐다.
스포츠지 7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68만2천120부(7.1%), 총
유료부수는 50만3천87부(7.1%)로 조사됐고, 영자지 3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7만735부(0.7%), 총 유료부수는 5만5천614부
(0.8%)였다.
발행 부수 하락세의 진정에 대해 한국ABC협회는 대부분 신
문사가 지속적으로 발행 부수를 줄이면서 유료부수 위주의 효
율적인 판매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간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의 유료부수가 125만4천297부
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일보(72만9천414부), 중앙일보(71만9천
931부), 매일경제(55만536부), 한국경제(35만2천999), 한겨레
(20만2천484부), 경향신문(16만5천133부), 문화일보(16만3천
90부), 한국일보(15만9천859부) 순으로 많았다. 2015년과 비
교하면 조선일보는 1만2천466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각
각 2천374부, 3만383부 줄었으며 매일경제신문도 1천827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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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개


요

2017년 방송가는 드라마 ‘도깨비’가 시청률 20%를 돌파하
고, 아이돌그룹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는 등 케이블채널에서 화제작이 많이 나왔다.
지상파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9~11월에는 KBS와
MBC가 파업을 하면서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
되기도 했다.
한류스타 송중기-송혜교가 깜짝 결혼발표 후 부부가 되고,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등 연예계에서
도 많은 소식이 나왔다.
■ 케
 이블은

20% 뚫고, 지상파는 40% 넘어

케이블TV가 1995년 국내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청률
20%를 넘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16년 12월 2일
시작해 2017년 1월 21일 끝난 tvN ‘도깨비’가 마지막 회에서 시
청률 20.5%를 기록하며 22년의 케이블TV 역사를 다시 쓴 것
이다. 김은숙 작가는 2016년 ‘태양의 후예’로 국내외를 들었다
놨다 한 뒤 ‘도깨비’로 2년 연속 초대박을 치며 한국 최고의 드
라마 작가임을 증명했다.
지상파의 자존심은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이 지
켰다. 12월 10일 시청률 41.2%를 기록하며 40%를 넘어섰다.
시청률 40%가 넘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2015년 2월 KBS
2TV ‘가족끼리 왜이래’ 이후 근 2년 만이다. ‘찬란한 유산’, ‘내
딸 서영이’를 집필한 소현경 작가는 ‘황금빛 내 인생’에서도 꽉
찬 이야기로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필력을 과시했다. 그
뒤를 이어 SBS TV ‘피고인’이 28.3%, SBS TV ‘낭만닥터 김사
부’가 27.6%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았고, KBS 2TV ‘김과장’과
‘마녀의 법정’, ‘고백부부’, ‘쌈, 마이웨이’ 등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JTBC는 ‘힘쎈여자 도봉순’과 ‘품위있는 그녀’가 잇따라 히트
하며 드라마 브랜드를 강화했고, tvN은 ‘비밀의 숲’과 ‘명불허
전’, OCN은 ‘터널’과 ‘보이스’, ‘블랙’ 등으로 선전했다.
반면, 큰 기대 속에 출발한 전지현-이민호 주연의 SBS TV
‘푸른 바다의 전설’,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SBS TV ‘사임당 빛의 일기’, 유아인-임수정 주연의 tvN ‘시카고 타자기’ 등은 참
패했다. 또 KBS 2TV ‘맨홀’은 시청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지상
파 드라마 최저 시청률인 1.4%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
다. 한편, SBS TV ‘언니는 살아있다’, MBC TV ‘불어라 미풍아’,
MBC TV ‘당신은 너무합니다’ 등은 한국형 막장 드라마의 계보
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tvN ‘화유기’가 방송 도중 중단되는 최
악의 방송사고를 냈다. 단 2회 만에 벌어진 일로, CG 후반작업
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방송사고 전날에는 한 스태프가 작업 중 추락해 크게 부상하
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한국형 생방송 드라마’의 제작방식과
드라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
복으로 중국이 금한령을 내리면서 ‘중국 특수’가 사라진 한 해
였다. 중국은 한류 콘텐츠를 막으면서도 자국 내 한류 콘텐츠
의 불법 시청과 무단 표절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도깨비’ 등이 중국에서 불법 시청을 통해 화제를 모았지만, 국
내 제작자는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했다.
반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미국에서 한류 드라마 리
메이크작이 잇따라 데뷔하며 한류 드라마의 새로운 판로를
뚫었다. SBS TV ‘신의 선물’을 리메이크한 ‘썸웨어 비트윈’
(Somewhere Between)이 7~9월 지상파인 ABC에서 10부작
으로 방송된 데 이어, 9월 25일부터는 KBS 2TV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더 굿 닥터’(The Good Doctor)가 ABC에서 18부
작으로 방송됐다.
■ 관
 찰예능

인기는 계속…‘프로듀스 101’ 신드롬

SBS TV ‘미운 우리 새끼’가 시청률 20%를 넘어서며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를 굳건히 견인했다. MBC TV ‘나혼자 산
다’ 역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전현무를 ‘2017 MBC 연
예대상’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SBS TV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도 ‘한중 커플’ 추자현-위샤오광(于曉光) 부부의 인기를
바탕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렸다.
이들 외에 SBS TV ‘싱글와이프’, ‘내 방 안내서’, E채널 ‘별거
가 별거냐’와 ‘아빠가 보고 있다 - 내 딸의 남자들’,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 MBC TV ‘발칙한 동거’와 ‘이불 밖은 위험
해’, 올리브 ‘서울메이트’, tvN ‘신혼일기’ 등 수많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다.
케이블에서는 tvN ‘윤식당’과 JTBC ‘효리네 민박’, MBC에브
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홈런을 쳤다. 유명 배우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의 한 작은 섬에서 일주일간 한식당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인 ‘윤식당’은 낭만을 자극하고 힐링을 선
사하며 시청률이 14.1%까지 올랐다. 또 톱스타 이효리가 제주
도 자신의 집에 민박을 치고 손님을 맞는 ‘효리네 민박’은 역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고인 9.995%를 기록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인기에 힘입어 시즌2가 제작에 들어갔다.
MBC에브리원은 개국 10년 이래 시청률이 2%를 넘어서지

못하다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 단숨에 4.805%까
지 치솟았다. 스타가 해외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속
에서 그와 정반대로 일반인 외국인들의 한국 첫 여행기를 조
명한 ‘역발상’ 콘셉트가 성공한 것이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는 시청률
로 재단할 수 없을 만큼 신드롬을 일으키며 2017년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새벽 2시 30분에 끝난 심야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5.2%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데다, 방송 클립
영상이 3억 뷰를 넘어서고 대부분의 출연자가 커다란 팬덤을
형성하는 등 그 뜨거운 반응은 시청률 50%가 부럽지 않았다.
‘프로듀스 101’ 시즌2가 대박을 치자 KBS 2TV가 ‘아이돌 리
부팅 프로젝트-더 유닛’, 엠넷이 ‘스트레이 키즈’, JTBC가 ‘믹
스나인’을 제작해 바통을 이었다.
이 밖에 지적 수다 예능을 표방한 tvN ‘알쓸신잡’이 예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동명의 팟캐스트에서 지상파로 진출
한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이 화제를 모았다.
그런가 하면 SBS TV ‘웃찾사’가 시청률 부진 끝에 5월 종영
하면서 지상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KBS 2TV ‘개그콘서트’
만 남게 됐다.
KBS와 MBC 노조가 두 달여 파업을 하면서 양사 예능과 시
사교양, 뉴스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 예능’인 MBC ‘무한도전’과 KBS ‘1박2일’ 등의 결방
이 시청자들에게 크게 다가왔다. MBC는 특히 라디오 프로그
램이 전면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송
 중기-송혜교

결혼부터 김주혁 사망까지

톱스타 비-김태희가 5년 열애 끝에 2017년 1월 결혼에 골인
했고, ‘태양의 후예’가 낳은 커플 송중기-송혜교가 10월 31일
국내외 엄청난 관심과 화제 속에 부부가 됐다. 또 류수영-박하
선, 이동건-조윤희, 이상우-김소연, 주상욱-차예련 등의 배우
부부가 탄생했다.
그런가 하면 연기 경력 20년의 인기 배우이자 ‘1박2일’을 통
해 ‘구탱이 형’이라는 애칭을 얻은 김주혁이 2017년 10월 30일
대낮 차 사고로 사망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5년간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국민 배우’ 김영애를 비롯해 ‘포크계 대부’ 조동진,
‘사투리 연기의 대가’ 김지영도 하늘로 떠났다.
톱스타 유아인은 2017년 내내 병역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는 어깨 근육 파열과 골종양(뼈에 생긴 악성 종양) 진단으로
5차례 신체검사 끝에 6월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
서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게 일어 몸살을 앓았다.

뉴미디어
■ 이
 제는

▲ 3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tvN 새 예능 프로
그램 ‘윤식당’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서진(왼쪽부터), 윤여정, 정유미,
신구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미디어의 시대…안방까지 찾아온 AI 붐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등 스마트 시대의 뉴미디어가 점점 보편화하면서 주류
매체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진 한 해였다. 반면 신문과 방송 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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