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방송통신 사업자 보고서

e.tv
남아공 최대의 민영 방송국
Company Profile

e.tv는 남아공 최초의 민영 방송국이자 시청률 2위 방송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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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Time Warner가 Midi TV의 지분 20%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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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tv 설립

남아공의 대표적인 민영 방송사로서 파격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편성해 빠르게 시청률을 높여 나감
- 2001년부터 SABC1에 이어 남아공 시청률 2위의 위치를 유지
하고 있으며, 영어 채널 중에서는 1위를 기록 중
- 자국 제작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 수입 프로그램 등의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위주로 편성
현재 e.tv의 방송 커버리지는 남아공 인구의 80.5%로, 남아공의
모든 인종, 세대, 소득층을 타깃으로 함

TV Viewership Share(2008)

Company Data

구분

내용

커버리지

80.5%

시청자 수

11.9million

수입 프로그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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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o 남아공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방송사이자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채널이 되는 것

□ 전략
o 다채널(multichannel), 멀티 플랫폼(multi-platform), 해외 시장 진출(multi-territory) 등의
3대 멀티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주요 인사 Profile

e.tv CEO 약력
성명

직급
학력

Marcel Golding(1960년생)
e.tv CEO
HCI 회장
University of Cape Town 인문학 학사
e.tv CEO

주요 경력

1997~

Hosken Consolidated Investments Ltd 회장

1997~2000

Mineworkers Social and Benefit Investment 이사

1994~1997

Mineral and Energy Portfolio Commission 회장

출처: Who's who Africa, VeyondStrategy 재구성

- 2 -

남아공 방송통신 사업자 보고서
□ 프로그램 현황
o e.tv는 45%를 자국 제작 콘텐츠로, 나머지 55%를 미국 위주의 수입 콘텐츠로 편성
o 선정성 시비를 일으킬 정도로 파격적인 프로그램들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시청률을
향상시킴
- 프라임타임에 WWE 레슬링 프로그램과 헐리우드 영화 등의 수입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해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
- 또한 국영 방송사와는 차별화된 뉴스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
o 최근에는 자극적인 수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공
제작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프라임타임에 자국 제작 드라마를 1주일에 4시간씩 편성
- 일일 청소년 드라마 ‘Rhythm City’는 2007/8년 e.tv의 영어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드라마 ‘Sacndal’이 Rhythm City의 뒤를 이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
[ e.tv의 주요 자국 제작 프로그램 및 수입 프로그램 현황 ]
채널명

남아공 제작

제목

제작사
Coconut Cool

Scandal!

미디어 기업을 무대로 한 드라마

Rhythm City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Curious Pictures

The Showbiz Report

세계 각지의 흥미로운 뉴스

-

Biggest Loser SA

미국 Biggest Loser의 남아공 버전

-

Sistahood

10대 소녀들의 토크쇼

-

Forgive and Forget

용서를 주제로 한 리얼리티 쇼

Endemol

King of Queens

코미디 시트콤

CBS

WWE Wrestling

레슬링 경기

-

Fear Factor

경쟁 리얼리티

NBC

모델 오디션 리얼리티

CW

Friends

뉴욕을 무대로 한 시트콤

NBC

The Biggest Loser

다이어트 경쟁 리얼리틴

NBC

프로그램

수입 프로그램

개요

America’s Next Top
Model

Productions

출처: VeyondStrategy

o 어린이 콘텐츠의 경우 ‘Craz-e'라는 브랜드로 제공 중이며,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 주
14시간씩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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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년 남아공 TV 시청률에서 e.tv는 22.3%를 기록하며 SABC1에 이어 2위를 차지
- 프라임타임 역시 21.8%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며 SABC1에 이어 2위를 차지

남아공 TV 채널별 시청률 현황(2008)
일일 시청률

프라임타임(17:00~23:00) 시청률

출처: EurodataTV Worldwide, VeyondStrategy 재구성

□ 기타
o 한편, e.tv는 2008년 디지털 위성TV인 DStv에 24시간 뉴스 채널 ‘e.News'를 개시,
DStv 뉴스 채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
- 현재는 DStv뿐만 아니라 e.tv의 지상파 TV와 이동통신사 Vodacom의 3G 모바일TV를
통해서도 제공
o 2009년 8월에는 가나의 수도 Accra에서 무료 지상파 채널 ‘e.tv Ghana’를 개시
- e.tv Ghana에는 가나의 미디어 그룹 Global Media Alliance Ghana 및 남아공의
Sabido Investment가 공동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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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현황
o e.tv의 모회사인 HCI는 e.tv의 실적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SWOT 분석
[ e.tv의 SWOT 분석표 ]
Strengths

Weaknesses



남아공 시청률 2위, 영어 채널 1위



모회사 HCI의 자금력



Opportunities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방송

높은 수입 프로그램 비중

Threats



출처: Veyon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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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시장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