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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국 로야구의

TV콘텐츠 가치에 한 연구

-시청률과 시청결정요인을 심으로-

정 지 규

서울 학교 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이블TV 콘텐츠로서 로야구의 상을 알아보고, 로야구

시청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시청률간의 계를 설명모델과 측모델,각

각의 수 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해 <연구 1>에서는 다른 장

르의 TV콘텐츠에 한 한국 로야구의 상 인 상을 시청률을 통해

알아보았다.<연구 2>에서는 시청자들이 로야구 TV 계를 시청함에 있

어서 시청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시청만족 재시청 의사와의

계를 규명해 보았다.<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악한 로야구

시청결정요인들을 토 로,개별 로야구 경기들의 시청률을 설명하는 설

명모델을 구성해 보았으며,사 결정요인들만을 활용해 시청률 측모델

을 개발하 다.아울러 조사기간이 아닌 다른 해 로야구시즌의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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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측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본 연구를 해 2010년도

이블TV채 체의 시청률에 해 분당시청률을 확보해 분석하 으며,

500명의 한국 로야구 시청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경기기록을 포함한 2010년도 한국 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에 한

자료를 참조하 다.

이블TV의 장르별,채 별 시청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총 11개 장르에서 상 3개 채 의 시청률 합을 비교한

결과,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르는 드라마 으며, 능, 화,어린

이,뉴스/보도,스포츠,음악,오락/취미,패션/여성,종교,교육/공공 순이었

다.장르별 시청률의 편차는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유

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다.둘째, 이블TV채 총

108개의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채 은 MBC드

라마,SBS 러스,KBS드라마,YTN,tvN,투니버스,OCN,CGV,MBC에

리원,KBSJOY 순이었다.드라마와 능 채 이 체 이블TV채

가장 인기 있는 채 들이었으며,각 채 별 시청률 차는 상 20개 채 에

서 모두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다.셋째,평일 녁과 휴일 오후 등 주로 라임

시간 인 한국 로야구 계 때만을 별도로 나 어 분석한 결과,해당 시

간 에서 장르와 채 수 모두에서 한국 로야구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으며,유의확률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즉,조사기간

해당 시간 에서는 한국 로야구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넷째,한국 로야구를 계하는 스포츠 문 이블채 내에서 한

국 로야구 계시간 와 그 밖의 시간 그리고 로야구시즌과 비시즌으

로 나 어 독립 t-검정(independentsamplest-test)테스트를 통해 비교 분

석한 결과,시청률 측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콘텐츠는 한국 로야구

로 명되었다.

한국 로야구 시청자를 상으로 시청요인과 시청만족도 재시청의사

와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 2>에서는 각각의 가설에 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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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알 수 있었다.첫째,시청자들이 응원하는 과 련된 요인들은 시

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둘째,시청자들이 응원하는

의 상 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

다.셋째,한국 로야구의 실제경기 내용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넷째,채 해설자 등 미디어와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다섯째,스타선수나

스타감독의 경기출 여부와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여섯째,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시청만족도는 재

시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연구 3>에서는 한국 로야구 계방송의 시청률 측 설명모델을

회귀분석을 통해 만들어 보았으며,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2010년

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 체의 시청률 결정에는 매치업을 비롯한 다

양한 독립변인들이 작용하 으며,3개의 매치업 모델에 해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수정된 R2값은 최 값은 0.782,최 값은 0.713으로 모

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명되었다.독립변인들 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는 매치업으로 확인되었다.둘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개

별 경기의 경기 반부 시청률만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측모델을

만들어 본 결과,수정된 R2값의 최 값은 0.766,최 값은 0.726이 으며,

상 으로 우수한 측모형을 확인할 수 있는 AIC값은 -995.954에서

-1032.378로 모두 유의미한 측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셋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시청률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측모델을 활용하여,2011년

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반부 시청률 자료를 검증한 결과,샘 의

평균 정확도는 77.37%이었다.샘 의 측시청률 값들은 모두 신뢰구간 안

에 있었다.즉,본 연구의 측모델은 정확도 77.37%인 시청률 측모델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주요어:한국 로야구,TV콘텐츠,시청률,시청결정요인

학 번:2008-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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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국 로야구의

TV콘텐츠 가치에 한 연구

-시청률과 시청결정요인을 심으로-

정 지 규

서울 학교 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이블TV 콘텐츠로서 로야구의 상을 알아보고, 로야구

시청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시청률간의 계를 설명모델과 측모델,각

각의 수 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해 <연구 1>에서는 다른 장

르의 TV콘텐츠에 한 한국 로야구의 상 인 상을 시청률을 통해

알아보았다.<연구 2>에서는 시청자들이 로야구 TV 계를 시청함에 있

어서 시청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시청만족 재시청 의사와의

계를 규명해 보았다.<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악한 로야구

시청결정요인들을 토 로,개별 로야구 경기들의 시청률을 설명하는 설

명모델을 구성해 보았으며,사 결정요인들만을 활용해 시청률 측모델

을 개발하 다.아울러 조사기간이 아닌 다른 해 로야구시즌의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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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측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본 연구를 해 2010년도

이블TV채 체의 시청률에 해 분당시청률을 확보해 분석하 으며,

500명의 한국 로야구 시청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경기기록을 포함한 2010년도 한국 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에 한

자료를 참조하 다.

이블TV의 장르별,채 별 시청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총 11개 장르에서 상 3개 채 의 시청률 합을 비교한

결과,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르는 드라마 으며, 능, 화,어린

이,뉴스/보도,스포츠,음악,오락/취미,패션/여성,종교,교육/공공 순이었

다.장르별 시청률의 편차는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유

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다.둘째, 이블TV채 총

108개의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채 은 MBC드

라마,SBS 러스,KBS드라마,YTN,tvN,투니버스,OCN,CGV,MBC에

리원,KBSJOY 순이었다.드라마와 능 채 이 체 이블TV채

가장 인기 있는 채 들이었으며,각 채 별 시청률 차는 상 20개 채 에

서 모두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다.셋째,평일 녁과 휴일 오후 등 주로 라임

시간 인 한국 로야구 계 때만을 별도로 나 어 분석한 결과,해당 시

간 에서 장르와 채 수 모두에서 한국 로야구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으며,유의확률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즉,조사기간

해당 시간 에서는 한국 로야구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넷째,한국 로야구를 계하는 스포츠 문 이블채 내에서 한

국 로야구 계시간 와 그 밖의 시간 그리고 로야구시즌과 비시즌으

로 나 어 독립 t-검정(independentsamplest-test)테스트를 통해 비교 분

석한 결과,시청률 측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콘텐츠는 한국 로야구

로 명되었다.

한국 로야구 시청자를 상으로 시청요인과 시청만족도 재시청의사

와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 2>에서는 각각의 가설에 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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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알 수 있었다.첫째,시청자들이 응원하는 과 련된 요인들은 시

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둘째,시청자들이 응원하는

의 상 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

다.셋째,한국 로야구의 실제경기 내용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넷째,채 해설자 등 미디어와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다섯째,스타선수나

스타감독의 경기출 여부와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여섯째,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시청만족도는 재

시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연구 3>에서는 한국 로야구 계방송의 시청률 측 설명모델을

회귀분석을 통해 만들어 보았으며,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2010년

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 체의 시청률 결정에는 매치업을 비롯한 다

양한 독립변인들이 작용하 으며,3개의 매치업 모델에 해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수정된 R2값은 최 값은 0.782,최 값은 0.713으로 모

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명되었다.독립변인들 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는 매치업으로 확인되었다.둘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개

별 경기의 경기 반부 시청률만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측모델을

만들어 본 결과,수정된 R2값의 최 값은 0.766,최 값은 0.726이 으며,

상 으로 우수한 측모형을 확인할 수 있는 AIC값은 -995.954에서

-1032.378로 모두 유의미한 측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셋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시청률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측모델을 활용하여,2011년

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반부 시청률 자료를 검증한 결과,샘 의

평균 정확도는 77.37%이었다.샘 의 측시청률 값들은 모두 신뢰구간 안

에 있었다.즉,본 연구의 측모델은 정확도 77.37%인 시청률 측모델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주요어:한국 로야구,TV콘텐츠,시청률,시청결정요인

학 번:2008-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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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한국 로야구는 1982년 출범 이후 꾸 한 증가를 기록하며 국내

로스포츠 시장을 선도해왔다.2000년 반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메이

리그야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콘텐츠의 유입으로 일시 인 하향세를 기

록하기도 하 으나,경기력 향상을 해 집 한 결과, 로야구 반의 수

이 향상되면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우승 등 각종 국제 회에서 우수한 성 을 거두었다.이로 인해 2011년

에는 690만명의 입장 을 기록하며,국내 로스포츠 입장 최고기

록을 갱신하 다(한국 로야구연감,2012).한국 로야구의 상은 입장

뿐 만 아니라,다른 분야에서도 국내 로스포츠 가장 우 에 있는

것으로 밝 졌는데,여론조사 문기 의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로스

포츠 종목 1 를 차지했으며, 체 로스포츠 구단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로야구 8개 구단 모두가 상 10 권 내에 포함되었다(한국갤럽 2010).

한,국내언론에 노출된 방송 신문 빈도에서도 한국 로야구는 1 를

차지하 으며, 이블TV 스포츠 문채 편성에서도 1995년 이블TV 출

범이후 계속 1 를 차지하 다(김민철,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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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한국 로야구는 인기 스포츠 콘텐츠로서 오랜 세월 동안 주목받

아왔고, 로야구와 련된 다양한 연구 한 진행되어왔다.한국 로야구

에 한 표 인 연구들은 마 ,특히 스폰서십 효과와 련된 연구들

로 주로 기업PR 에 이 맞추어져 있었으며(김용만,2001;홍진배,

2008; 종우,2010;이석우,2010),이와 함께 람요인과 만족도 그리고

소비자 에서의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백승태외,2005,신충식

외,2006;김용만,2010;홍석표 2010;백우열,2011).이 밖에도 다른 사회

과학 분야들과 통섭되어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선수권리(장진

수,2006;장재옥,2007),기록(최경호,2009),사회 상 목(임수원외 2003;

김지선,2011)등의 연구들이 있어 왔다.하지만,한국 로야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학문 연구에도 불구하고,미디어 에서 한국 로야구의 가치

를 총 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상 으로 부족했다.시청결정요인이나,

시청만족에 한 연구가 일부 있긴 하 으나, 부분 인구통계학 변인들

만을 설명변인으로 사용한다던가,특정 시청계측만을 조사 상으로 하

다(최 환,2010;조혜리 외 2010).

그러나 미디어 에서 한국 로야구를 총 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매

우 요하며, 한 필요한 역이다.왜냐하면,한국 로야구를 비롯해

로스포츠가 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미디어를 통한 변 확

가 큰 역할을 하 고,미디어를 통한 매출은 로스포츠에 있어서 매우

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Solberg,2006).한국 로야구

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일차 수입원인 지

상 이블 TV 계권은 2011년 기 ,총 16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

하 으며,인터넷이나 IP-TV 등 이차 인 계수익을 포함하면,총 계

권료 수익은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상인,2011). 계권

을 통한 매출이 아직은 로스포츠의 통 수입원인 경기 람을 통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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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 이나,경기 람에 다양한 제경비가 발생한다는

을 고려할 때,구단입장에서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계권 수익

의 가치는 더 크다고 평가 할 수 있다(김 운,2010).게다가 한국 로야구

계권료는 인 인기 상승과 더불어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

권료 상승 상은 비단 한국 로야구 계권에만 해당되는 상은 아닌데,

축구월드컵의 경우,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TV 계권료는 27억 달러로

2006년 독일 월드컵의 TV 계권료인 20억 달러보다 30% 증가하 으며,

특히 FIFA와 미국은 2010년과 2014년 2개 회를 묶어 계권료로 4억

2500만 달러에 계약하여,단일 계권료 최고 계약액을 갱신하 다.올림픽

역시 마찬가지인데,올림픽을 주 하는 IOC의 수입 가운데 TV 계권이

차지하는 비 은 80% 이상이며,월드컵과 마찬가지로 하계 회 기 으로

한 TV 계권료는 25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IOC Marketing Media

Guide,2009).TV 계권료의 가치 상승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국한된 게 아닌데,미국 FOXTV는 미식축구 계를 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57억60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메이

리그야구를 방송하기 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18억달러,

NASCAR(북미자동차경주)의 경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17억6000

만 달러를 지불하 다(홍유표,2009).즉, 로스포츠를 시한 스포츠

에서 계권 수입은 해당 스포츠콘텐츠 공 자에게 매우 요한 수입원이

되었다(Fort,2006).게다가 IT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TV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 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고,이에

따른 계권 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계권의

요성을 감안할 때,각종 스포츠이벤트들의 미디어 가치를 밝히기 한

연구가 심층 이고,총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이는 국내 표 인 스포

츠콘텐츠인 한국 로야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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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콘텐츠의 미디어 가치를 밝히기 한 연구는 수용자인 시청자

에서 행동 변화와 반응에 한 연구에서부터 로그램 편성 그리고 시청률

에 한 측정까지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김동훈,2008;김

종환,2003;이성민외,2004;윤 성,2011).하지만, 로스포츠에서 가장

요한 수익모델로서의 미디어 가치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었다.

미디어의 수익창출과 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보느냐가 요하고 한 어떠한 설명 요인들이 해당 시청자로 하여 해당

콘텐츠를 보게 만드느냐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이것을 설명하는 지표가

시청률이며,시청률에 한 설명변수가 시청결정 요인이다.시청률은 스포

츠콘텐츠를 계하는 방송사 입장에서 볼 때, 고 수익과 직결되는 요소

인데, 재 KBS,MBC,SBS 등 지상 채 들은 한국방송 고공사

(KOBACO)를 통해 고를 수주하고 있으며,한국방송 고공사는 2000년부

터 GS 매방식(globalstandardsalessystem)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김수 ,2001).GS 매방식은 그 이 의 단방향 이고,고정 이었던 고

단가 책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청률과 시장의 수 사항을 극 반 하는

방식이다. 이블TV채 의 경우,방송 고의 수주가 고주와 방송사간에

직 인 거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이 로그램이나 시간 의 시

청률이 기 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동연,2006).즉 시청률은 로그

램의 고 수익과 매우 한 련이 있는 기 이다.시청결정요인의 경

우,시청률 혹은 시청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시청결정요인은 시청자들이 해당 로그램을 왜 보는지 설명하고,얼마나

볼지를 측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특

히,스포츠콘텐츠의 경우,방송되기 이 에 여러 가지 정보가 사 에 시청

자들에게 쉽게 공유 되는 특징이 있다.즉,어느 이 경기를 하는지,어떤

선수가 출 하는 지를 사 에 알 수 있다.따라서 콘텐츠에 한 기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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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른 장르에 비해 상 으로 많은 편이다.특히,

로야구의 경우,경기의 사 정보가 다른 스포츠콘텐츠들에 비해 매우 풍

부하며,정규경기 532경기 ,연간 95%이상 경기가 계된다는 에서 연

구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이기호,2007).뿐만 아니라 경기 에 벌어지

는 다양한 상황에 한 정보를 계량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시청률과 시청

결정요인을 심으로 한 미디어가치를 밝히는 데 합하다.한국 로야구

에 한 미디어 가치 분석은 체 시즌 계권 경기 의 방송 고에

한 가치를 측정하는 요한 논거가 될 수 있으며,나아가 다른 스포츠콘텐

츠와 장르들의 미디어 연구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는 에

서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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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TV콘텐츠로서 한국 로야구의 가치를 시청률과 시청

결정요인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스포츠콘텐츠의 미디어 노출과 이를 통

한 방송권 시장규모가 지속 으로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시청률과

시청결정요인을 활용한 설명 측 모델 개발은 한국 로야구의 TV콘

텐츠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 으로서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세 가지 세부 연구를 실시하 으

며,각각의 세부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시청률 측면에서 각 장르별,채 별로 경쟁력 있은 TV콘텐츠는 무

엇이며,TV콘텐츠로서 한국 로야구의 상이 어떠한지를 탐색한다.

둘째,한국 로야구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주요 시청동기는 무엇이며,

시청동기에 따른 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는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다.

셋째,한국 로야구 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무엇인지를

경기 과 경기후로 나 어 측모형과 설명모형으로 구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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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시청률,스포츠방송권,스포츠미디어,

콘텐츠 등이며,각 개념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미디어스포츠(MediaSport)

미디어스포츠는 미디어에 의해 재된 스포츠 상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로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시장의 산업화에 따라 생되는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들이 TV,인터넷 등을 통해 활성화됨에 따라 정립된 개념이다.

2)스포츠방송권(SportsMediaRights)

스포츠방송권(SportsMediaRights)은 미디어를 통해 특정 스포츠콘텐츠

를 제작, 계,유통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생 계와 녹화 계 등

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외에도,하이라이트 편집화면을 이용해 방송

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 으로 지칭한다.

3)시청률(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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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Ratings)은 텔 비 의 특정 로그램 는 특정 시간 를 시청

한 개인 는 세 (世帶)가,그 당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개인 는 세 의 총수에 한 비율을 말한다. 로그램 시청률과 시간별

시청률로 구분될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시청률의 경우,1분을

기 으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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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미디어스포츠

1)미디어스포츠의 개념

사회에서의 소비욕구는 ‘볼거리 가치’로 진화하고 있는데,여기에는

미디어의 보 과 확 가 결정 인 기여를 하고 있다(김 호,2002).스포츠

한 마찬가지여서,TV,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범 하게 노출되

고 있다.결국 스포츠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볼거리로서 사람들의 주

된 소비 상으로 자리하게 되었고,이는 스포츠의 산업화 특히,미디어스포

츠의 산업화를 동반하 다(최한수 외,2002).

신문의 스포츠면 증 ,스포츠신문의 속한 성장,라디오와 TV의 즉시

인 스포츠 계방송,스포츠 문잡지의 다양화, 이블TV의 스포츠 문

채 등장 등은 스포츠와 미디어의 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김성국 외,

2004).이러한 계 상들을 지칭하는 서술어로써 ‘미디어스포츠

(MediaSport)'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미디어스포츠란 미디어에 의한 스

포츠 매개(mediationofsport),즉 미디어에 의해 재된 스포츠(mediated

sport) 상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스포츠와 커뮤니 이션간의 문화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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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립된 개념이다(Wenner,1998).

그림 1.미디어스포츠의 개념

*출처:김화섭(1999).스포츠경제학

일반 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가 메시지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미디어와의 계를 유지함으로써 스포츠

팬에게 간 으로 달된다.미디어스포츠는 장 경기활동이 아닌 TV,

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DMB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간 으로 스

포츠팬에게 달되는 스포츠에 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기진행 모습 등

을 의미한다(김성길,2008).미디어스포츠는 장에서 직 스포츠경기를

람할 수 없는 다수의 스포츠팬들에게 간 인 스포츠 향유 공간을 제공

해 주며,스포츠미디어의 구독·시청량을 진시켜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정천규,2005).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간 으로 스포츠팬에게 달

되는 스포츠에 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게임실황 등의 모든 메시지 측

면을 미디어스포츠라 정의할 수 있다.결국 미디어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

간 으로 스포츠팬에게 달되는 스포츠에 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경기장면 등의 모든 메시지에 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미디어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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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물로써 생겨난 개념이다.즉 미디어스포츠라는 용어는 사회의 지배

인 가치와 문화를 일반 에게 달하는 매스미디어가 스포츠를 요

한 콘텐츠로 다루면서 출 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익주,2009).

스포츠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유물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건강과 삶

의 요한 부분으로 치하는 스포츠의 특징을 갖게 되면서 매스미디

어와 불가분의 계를 맺게 되었으며,그 결과 미디어스포츠가 등장하게

되었다.미디어스포츠의 발달은 미디어와 스포츠의 공생 계에 의해 이루

어진 것이다.이러한 개념 인식이 요한 이유는 미디어스포츠가 구성해낸

메시지는 일반 의 실 속에 투 되어 실천됨으로써 스포츠의 사회화

와 스포츠 담론을 형성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도 많은 향

을 끼치기 때문이다(김성길,2008).

2)미디어스포츠의 진화

미디어와 스포츠가 결합하게 된 시기는 규모 객을 동원하는 기업

스포츠와 개인의 여가를 한 스포츠가 본격 으로 발 하기 시작했던 19

세기 반이다.신문은 매부수 확 를 해,스포츠 단체들은 화를

해 서로를 필요로 했다.신문은 독자를 유인하기 해 직 스포츠행사

를 조직하기도 하 으며 경기 룰을 조정해 리그를 만들기도 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장려했다(Wenner,1998).

미디어 특히,라디오와 TV가 스포츠를 달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는

로벌한 쇼 비즈니스로 작동하면서 거 한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되었다.

신문과 마찬가지로 라디오 역시 복싱,야구 등 스포츠를 보도· 계함으로

써 라디오 수상기를 매하고 청취율을 높일 수 있었다.스포츠 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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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송이 오히려 객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한 후,라디오와 력

계를 맺고자 했다.그러나 신문은 시합을 다룬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

지는 않았는데 이는 신문이 향력 있는 고 매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

다.이에 비해 라디오의 효과는 복잡한 것으로 여겨졌다.실제로 라디오가

스포츠에 한 심을 고양할 수도 있지만 객이 오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Wenner,1998).따라서 라디오에는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

하게 된 것이며 이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 다.

라디오 시 에 이은 TV의 등장은 미디어와 스포츠의 계를 긴 한 공

생 계로 이끌었다.1930년 후반까지도 TV의 보 은 그다지 크지 않았

지만,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TV를 통한 스포츠 방송이 시작

되면서 공생 계가 시작되었다.축구와 권투 등 주요 시합의 TV방 은

TV산업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1940년 TV 테크놀로지

가 발 하면서 스포츠 로그램은 다양화하기 시작하 다(최 환,2008).

한 월드컵과 올림픽의 성 계 시청은 스포츠를 방송 로그램의 한 장

르로 자리하게 했다.이후 스포츠 방송권은 요한 거래의 상이 되었고,

올림픽 장에서 아마추어리즘 조항이 삭제되기에 이르 다.

이 게 공생 계를 통해 미디어와 스포츠는 거 한 이익을 창출해왔는

데,이해 계자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수반되

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의 스포츠 회들은 생존을 해

방송이 요구하는 로 스포츠 룰을 개정하거나 야간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등 방송의 요구에 따라야만 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포츠 문 매

체(특히 이블TV)들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매체간의 방송권 획득 경쟁

시 가 열렸고,스포츠 회들은 보다 높은 방송권료를 제시하는 매체에 방

송권을 독 제공하는 상황이 되었다(Fort,2006).이러한 미묘한 역학 계

가 미디어와 스포츠간의 갈등을 결과하 다.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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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은 국민의 보편 권리를 해 무료로 제공하던 계방송도 포

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 다(김정 외,2010).

이러한 갈등과정을 겪으면서 미디어와 스포츠는 서로의 공생 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동시에 상호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을 포함하는

략을 취하고 있다.치솟는 방송권료에 응해 최근 뉴스코퍼 이션

(NewsCorporation),타임워 (TimeWarner)등 로벌미디어기업 등 다

국 미디어재벌들은 로구단,경기장 등을 함께 운 함으로서 스포츠에

직 투자하는 략을 취하고 있다.이는 스포츠자체가 수익을 창출할뿐더

러,시청자에게 높은 인기를 리고 있는 로구단을 확보해 이들의 경기

를 독 계함으로써 시청률과 고효과를 동시에 높여 매출을 극 화하

고자 하는 의도이다.미디어기업이 직 스포츠단체에 참여하거나 직 운

하는 것처럼,반 로 이제는 스포츠조직도 미디어를 직 설립하는 단계

에 이르고 있다. 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미국의 로농구(NBA), 로풋볼(NFL),메이 리그(MLB)등은 이미 자체

TV채 을 보유하고 있다(Fort,2006).

,디지털시 의 도래로 인한 스포츠의 모습은 디지털스포츠로 정의될

수 있는데,이는 스포츠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목되어 시간 ·공간

제약을 탈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스포츠에 한 다양한 정보가 인

터넷에서 정리,가공,보 되어 가상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형태

를 지니게 되었다.실제로 디지털스포츠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새로운 가

능성을 열어주고 있다.우선 시청자들은 가상 실 기술에 의해,경기장의

객으로 몰입되기도 하고,사이버 선수가 되기도 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

른 능동 연출을 하면서 즐기게 되면서 새로운 스포츠 소비자가 된다.3

차원 상정보와 입체음향 그리고 냄새까지 제공해 소규모 이 마치 실

지 경기장에서 경기를 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가상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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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stadium),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실제로 스포츠를 하는 것 같은 느

낌을 제공하는 사이버 스포츠게임,체력진단,평가,처방을 가상공간에서

제공받아 거주공간에서 수행하는 사이버 피트니스,사이버 캐릭터에 의해

필요한 기술을 지도받는 사이버 스포츠 슨 등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김진

희 외,2010;안지형,2012).

3)미디어콘텐츠로서의 스포츠의 속성

스포츠는 ‘경기규칙’과 ‘움직임’등 ‘볼거리’가 많은 새로운 공간세계이다.

시청자들은 그 공간세계 속에서 결과를 측할 수 없는 드라마 인 요소를

경험하며 극 인 반 을 즐길 수 있다(Fort,2006).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

츠가 갖는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리얼리티,시인성(是

認性),그리고 소구 상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넓다 이다(송해룡,2001).

첫째,리얼리티란 스포츠가 뉴스와 함께 진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임을

의미한다.스포츠는 뉴스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어 TV뉴스,신문기사의 하

나로 취 된다.따라서 리얼리티는 콘텐츠의 질은 물론 각 매체에서의 노

출이라는 양 인 확보가 가능하다.둘째,스포츠는 움직임이 많고 다이내믹

하여 이해하기 쉬워서 상에 합한 소 트웨어이다.활자 매체인 신문에

서도 가능한 사진을 동반한다.셋째,스포츠는 소구 상이 넓고,시각에

소구하기 때문에 비언어 커뮤니 이션으로 언어,국경,인종의 벽을 뛰어

넘어 소통이 가능하다.

한 오늘날의 스포츠는 하나의 쇼로서 시화된 오락이며 인포테인먼트

(infor-tainment)욕구를 사회 으로 높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근의

오락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며,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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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와 함께하는 오락의 특성을 가장 폭넓게 지니고 있다.이 부분이

바로 스포츠가 멀티미디어와 합하는 지 인 것이다.최근 스포츠는 미디

어·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연 오락 산업과 수직 통합을 이루고 있다.이

를 기업이 스포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스포츠의 콘텐츠로서의 기능,그리고

측 가능한 시장성(시청률)때문이다.다른 장르보다 스포츠는 시청률 상

이 용이하며,투자에 따른 험부담이 은 편이다.따라서 스포츠야말로

가장 안 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콘텐츠이다(정희 ,2004).휴 폰,PDA,

DMB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 에 상화된 콘텐츠 소비는 앞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망되며,스포츠는 가장 유력한 콘텐츠

소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이미 스포츠는 가상공동체

에서도 가장 활발한 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스포츠 스타동호회,스

포츠 사이트의 증은 스포츠가 공동체와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콘텐츠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례이다(최 환,2008).

콘텐츠로서 스포츠는 방송,인터넷,정보통신,출 을 네 축으로 화,정

보통신산업,스포츠마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되어 그 가치를 발

한다(송해룡,2001).특히 디지털 시 로 어들면서 스포츠는 미디어기업

의 가장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앞으로 스포츠는 그 재원

가치를 넘어서 각종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인

속성을 가지는 새로운 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올림픽,월드컵,그리고 한국 표 이 큰 활약

을 보여 WBC 등의 세계 인 회들과 국내 스포츠스타들이 활약하는

해외 로리그들 즉,MLB,LPGA,EPL등의 다양한 스포츠경기가 방송과

인터넷,그리고 DMB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계되면서 새로운 킬러 콘

텐츠로서 기능하고 있다.곧 스포츠가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구 해내는 독

특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이에 스포츠콘텐츠라는 개념이 탄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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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새로운 콘텐츠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라디오와 TV의 기 도입에

서 방송시장을 형성시킨 요인이 스포츠 계 로그램이었던 것처럼,이제

스포츠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의 시장 확 와 성장을 결정하는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즉,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방송시장은 스포츠를 단

순한 로그램이 아닌 상품 인 특성을 갖게 하는 콘텐츠로 새롭게 변화시

키고 있다(김상범,2011).

오늘날 수용자들이 하는 스포츠콘텐츠는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 졌

다.4년마다 정기 으로 개최하는 하계,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역시 4년 주

기의 월드컵 본선,올림픽과 월드컵의 지역별 선경기,각 종목별 세계선

수권 회,세계 유명 축구클럽의 해외 원정경기, 로벌화 된 종목별 메이

경기,자국 선수의 해외 로진출리그,국내의 각종 로경기,아마추어

경기 등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한 스포츠콘텐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활용한 상업화된 로벌스포츠의 마 략이

주효했기 때문일 것이다.국내 미디어의 입장에서 볼 때,스포츠콘텐츠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개의 카테고리로 나 어 볼 수 있다(정희 ,2004).

첫 번째는 국내 콘텐츠이다. 이나 리그,주최 단체가 국내에 있어 경기

장에서 할 수 있으면서도 TV를 통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로야구

나 로축구, 로농구, 로배구 같은 국내 로리그와 각종 아마추어 종

목으로,경기의 수로 볼 때는 다른 두 개의 카테고리와 비교해 압도 으로

많다.

두 번째는 유명 해외이벤트이다.유럽 각국의 축구리그,미국의 MLB등

경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생 계 혹은 녹화된 TV 로

그램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이다.이 경우는 이벤트의 주체가 해외여서 우

리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상품이 되는 것이다.최근에는 해외 유명 이벤트

소속 이 국내 경기장을 방문해 벌이는 친선경기도 자주 열려 해외 이벤



- xvii -

트가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추세이다.국내 이벤트사의

청형태나 해당 유명 해외 투어의 일환으로 경제 조건과 경기장 환경이

맞을 경우 개최되는 일종의 이벤트 로모션으로 마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제 인 빅 이벤트이다.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으로 표되는

로벌 이벤트와 아시안게임,월드컵과 올림픽의 아시아 지역 선 등과

같은 륙별 이벤트로 각국의 선수와 은 국가 표 자격으로 이벤트에 참

가해 국민 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스포츠이벤트라기 보다 국력과 연

시키는 국가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당연히 콘텐츠 가치나 상

품가치가 매우 높아 각 방송매체들이 국민 심 콘텐츠를 독 으로 확

보하기 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와 같은 스포츠콘텐츠들는 다른 콘텐츠들과는 차별화된 형식과 내용을

방송사에게 제공한다.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채 간, 로그램

간 차별화된 시도가 요구되는데 스포츠가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다. 컨 NBC의 <NBA onNBC>나 ABC의 <NFLMondayNight

Football>처럼 특정 스포츠 계에 한 특화는 방송사를 경쟁사로부터 구

별 짓는 ‘랜드’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Fort,2006).

이 밖에,지속 으로 스포츠가 방송사의 주요 콘텐츠로 작용하는 데에는

드라마에 비해 상 으로 제작비용이 렴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주성

우,2001).물론 최근 방송권의 폭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이 들의 많은 부

분이 반감되기도 했지만,스포츠 계는 한편의 드라마나 화 제작을

해 막 한 비용과 비 기간을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 의 상을 매일 완

성해 낼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Wenner,1998). 한 드라마에 비해 시

청률에 한 사 측이 비교 용이해,스포츠단체와의 방송권료 상과

조정을 통해 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스포츠 콘텐츠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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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 인 유인요인이다.한편 스포츠는 방송에서 다루는 요한

장르인 리즘,연 ,그리고 드라마가 이루는 삼각형의 심에 있어 시

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견인하고 충족시켜 수 있다.스포츠의 즉시성과

자발성으로 인해 스포츠 콘텐츠는 리즘에 포함되고,좋은 볼거리,활기

차고 생동감 있는 장면을 제공하기에 연 이며,드라마 행이 서사 구

조를 형성하면서 상으로 달되기에 드라마 요소를 반 하고 있다.따

라서 스포츠는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에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

다( 미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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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방송권

1)스포츠방송권의 개념과 구조

스포츠의 권리 비즈니스는 스포츠비즈니스의 요한 축이고 스포츠마

과 하게 계되어 있다(Solberg,2006).스포츠 활동이나 스포츠 조

직의 활동을 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한 가장 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스포츠의 권리 비즈니스는 인기 스포츠가 사회 으로 주목받

는다는 을 최 한 이용해,희소성의 가치를 유발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상품으로서 제공하는 비즈니스이다.이러한 권리 비즈니스가 스포츠에만

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스포츠의 경우 다른 역, 를 들어 경제,문화,

과학, 술 등과 비교해 사회 심이 상 으로 높고,강력한 소구력도

갖고 있어,그 장 으로 최 한 활용해 상품성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일반 으로 스포츠 권리 비즈니스는 ①방송권 ②상품화권(등

록,공인, 매,상품)③ 상권 ④네이 권 ⑤흥행권( 랜차이즈)⑥스폰서

십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권리는 방송권과 스폰서십

이다. 로스포츠가 생존하기 한 비즈니스의 가장 요한 원천이 미디어,

특히 방송매체가 되어 막 한 자 을 제공해주는 이 라인을 하게 된다.

방송매체는 스포츠 단체로부터 스포츠콘텐츠의 사용권,즉 방송권을 구입

하고 그 가를 방송권료라는 명목으로 지 하는 것이다(Gaustad,2000).

방송권은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그 지 재산권의 범 는 간혹 륙별로 확 되기도 하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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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가를 기본단 로 한 개념으로 용된다. 한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인 경우 언어별로 방송권을 구분해 용하기도 한다.스포츠이벤트의

종목에 따른 방송권은 각기 다르며, 한 방송권은 계약 내용

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방송범 도 달라진다(Cowie&

Williams,1997;Solberg,2002).

방송권 상은 특정 방송사 혹은 지역별로 구성된 방송연맹에 방송권을

부여하고 그 가로 일정한 액을 받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권은 일반 으로 스포츠단체와 방송사가 서로의 이익에 부

합되도록 상한다.방송권료는 무형의 지 재산권을 구입한 가로 지

하는 일종의 권리 과 같은 성격이어서 상 당사자간의 콘텐츠의 가치를

고려해 규모를 결정한다.스포츠이벤트의 경우,그 경기가 시청자들에게 미

치는 심의 정도,즉 시청률이 주요한 가치 단의 기 이 되며,해당지역

의 경제력이나 고 매 수 ,동일 지역방송사간의 경쟁 정도 등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 상을 하게 된다.이 때 지명도가 높은 스포츠이벤트인

경우에는 스포츠단체가 유리한 치에서 상을 주도하지만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Mcmillan,1992).즉,콘

텐츠의 가치에 따라 시장에서의 역학 계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국제경기

회를 개최하는 경우,방송 계에 한 권리는 국제경기연맹과 회조직

원회가 가지게 된다.국제경기연맹이 소유권을 조직 원회에 양도하 을

경우에는 방송권을 계약한 방송사가 경기와 련된 모든 내용을 계할 수

있다.그러나 방송사는 원칙 으로 어떤 스포츠이벤트의 방송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그 기 때문에 방송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단체와

상하여 방송권을 양도받는 것이 일반 이다.방송사들은 국제스포츠이벤

트인 경우,방송권 획득과 방송 련 상을 해 륙별로 구성된 유럽방

송연맹(EBU),아 리카방송연맹(URTNA),스리고 아시아방송연맹(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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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방송연합을 활용했으나,스포츠이벤트가 상업화되면서 방송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단체에서는 륙별 방송연합보다는 개별 국가를 상 로

직 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Solberg,2006).

스포츠의 TV방송권 매사업은 올림픽 혹은 월드컵과 같은 각종 스포

츠 이벤트의 모든 경기와 그 밖의 행사 등을 당해 지역 안에서 독 방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방송사 는 방송연맹에 주고 방송사 는 방송연

맹으로부터 일정 액을 회자 으로 제공받는 것이다.올림픽의 경우에

방송권이란 조직 원회가 설립된 후 방송사가 올림픽 회를 특정 방 지

역 내에서 독 는 비독 으로 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

로,올림픽 헌장 제51조에 따라 IOC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이

러한 TV방송권의 계산은 그 나라의 GNP,TV보 수,스포츠 심도,역

올림픽성 등이 수치화 되는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된다(김지근,1998).

한편,스포츠와 련된 TV방송의 기능 하나는 스포츠와 기업을 연결

시키는 것이다.TV는 기업의 커뮤니 이션 목표와 스포츠단체의 재정 인

필요를 연결시켜 주는 매우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송해룡,2001).성

공 인 스포츠이벤트의 운용을 해서 스포츠단체는 방송사에 방송권을 팔

아야 하며,방송사는 고수익을 증 시키기 해서 스포츠단체로부터 방

송권을 사야하며 그리고 고주는 기업 제품을 알리기 해서 방송사에

고비를 지불해야만 하는데,이러한 삼각 계가 방송권의 핵심 인 내용

이다(김용만,2002).방송사 스포츠단체 그리고 고주는 스포츠를 심으

로 매우 한 핵심 인 삼각 계를 형성하면서 상호필요에 의해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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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방송권의 법 성격

스포츠경기는 원칙 으로 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으나,스포츠경기를 촬

한 상물은 스포츠경기의 기록물로서 작권의 상이 될 수 있다.왜

냐하면 스포츠경기를 촬 함에 있어서 촬 자 는 상물제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건희,2011).이는 마치 개성이 없는

피사체를 촬 하는 사진에 있어서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

과 양의 조 ,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선정,찬스의 포착,

기타 촬 방법 등에 촬 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

다.실제로 스포츠경기에 계방송에 있어서도 카메라앵 ,촬 화면의 유

형,느린 화면의 사용,분할스크린의 상용,화면선택 등에 하여 스포츠

계방송이 내려야할 여러 가지 결정으로 인해 스포츠경기의 TV 계방송은

작물성의 요건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김성길,2008).

일반 으로 스포츠 계방송의 작권은 원칙 으로 해당 스포츠경기를

조직하고 운 하는 스포츠경기의 운 자, 컨 미국야구 회(MLB),세

계축구 회(FIFA),올림픽조직 원회(IOC)등에 귀속된다.즉,스포츠경기

의 운 자는 스포츠경기를 조직함에 있어서 각 선수,구단, 는 각 국가별

스포츠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스포츠경기를 운 한다.이러

한 스포츠경기운 계약에 기 하여 스포츠운 자는 스포츠경기의 이름,로

고,경기의 녹음,녹화,녹화장면의 사용 등에 하여 이를 상업 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독 인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김건희,2011).스포츠경기의

운 자는 이러한 스포츠게임 조직계약 는 운 계약에 기 하여 스포츠경

기를 독 으로 녹화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물론 스포츠게임 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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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계약이므로 그 계약조항만으로 제3자가 임의로 스포츠경기를 녹화

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그러나 스포츠경기의 운 자는 와

같은 스포츠게임 운 계약에 의하여 실제 스포츠경기를 진행하는 각 선수

들의 얼굴과 경기모습의 녹화에 한 상권,퍼블리시티 각 구단 는

선수단의 이미지,이름,휘장 등을 독 으로 이용할 권리를 얻게 되므로,

이러한 세 효력에 의해 제3자의 스포츠경기 녹화나 방송을 지시킬

수 있게 된다(이규호,2007).

스포츠경기의 운 자는 자신이 주 하는 모든 스포츠경기를 자체 으로

촬 을 구성하여 촬 하거나 특정 방송사 등을 선정하여 스포츠경기의

촬 과 방송을 허락하게 된다(Solberg,2008).스포츠경기운 자가 경기를

자체 으로 촬 하는 경우,그 운 자는 국내 작권법상 상 작물의 제

작자로써 스포츠경기 녹화물의 작자가 된다.스포츠경기운 자가 제3자

에게 스포츠경기녹화를 의뢰하거나 임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그 스포츠경

기운 자가 작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 이

다.

스포츠경기의 운 자는 입장객을 해 스포츠경기를 조직하고 스포츠 경

기를 생산하며 그 녹화물의 방송에 한 방송권에 기해 스포츠경기의 방송

여부와 어떤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타 인

권리를 보유한다.따라서 스포츠경기 운 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입을

극 화하기 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송사업자에 독 인 방

송권을 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방송권

을 계약하는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독 인 방송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경쟁방송사들의 방송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상 스포츠방송의

가치를 감소시키게 되므로,독 인 스포츠방송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송해룡,2001;최정환,2006;최 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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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포츠방송권의 경제 속성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은 월드컵이나 올림픽,국가 표 축구경기 등 국

민 심 스포츠는 방송권료가 상승 할 수 밖에 없는 가격결정 구조를 갖

고 있다.방송권을 매하는 공 자는 방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우월 지 가 높아져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Solberg,2006).더구나 최근에는 로벌 이벤트의 방송권

매방식이 입찰제로 바 었다.원가개념이 없어 최고 가격으로 응찰하는

사업자가 방송권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러한 리미엄 로그램의 고가

상은 공 희소성에서 생기는 경제 인 지 (地代,EconomicRent)로서

악된다.일반 으로 공 이 제한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

(地代,Rent)라 하는데,땅이 표 인 공 이 제한된 생산요소이기 때문

에 땅 ‘지(地)’자를 써서 ‘지 ’라는 말로 표 한다.경제 지 는 지 의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다(Fort,2002).경제 지 는 <그림 2>와 같이 장

기 공 곡선(S)이 수직 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FIFA나 IOC가 상정하는

최 가격을 P¹으로 한다면,그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P²)의 차,즉(P¹

-P²)Q가 지 로 된다.몇 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방

송 로그램으로서의 공 량은 분명히 극도로 한정되어,그 방송권의 공

곡선은 비탄력 으로 될 수밖에 없다.방송 사업자는 콘텐츠의 차별화에

의해 경쟁 우 를 확보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경제 인 지 는 늘어난다.

더구나 수요자가 많을 경우 그 지 의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수익성은 기본 으로 시청자 수(수량)x시청료( 로

그램의 가격)에 의해 정해진다.그러나 만일 상 방이 책정한 가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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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베르트랑(Bertrand) 인 가격

경쟁이 작용한다면,즉 경쟁에 의해 가격이 평균 비용에 한없이 근한다

면,유료 방송 사업자로부터 남은 략은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

이는 것뿐이다.그러기 해서는 가능한 많은 리미엄 로그램의 독

인 방송권을 확보해야 한다.여기에는 최신 화,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

로그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 스포츠시합에 한 방송권은 표 인

리미엄 로그램이 되고,이들 리미엄 로그램의 독 가능여부가 시

장에서의 경쟁우 를 좌우하게 된다(성숙희,1998).

그림 2.스포츠 로그램과 경제 지

*출처:M,Sugaya& K,Nakamura,송진명 역(2003).방송미디어경제학

어떤 특정 유료 방송 사업자가 만일 국민 구나 보고 싶어 하는 로그

램,가령 올림픽이나 월드컵,우리의 경우에는 국가 표 이 출 하는 한·

일 축구매치와 같은 스포츠 로그램을 독 으로 계한다면 유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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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는 배제될 수도 있다.더구나 이러한 시청자들의

배제가 소득 격차에서 생긴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 이 있다고 해서 독 방송권을 제한하는

행 가 으로 경제 복지를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다.독 방송권

의 억제가 유료 방송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에 한 투자의욕을 억제시킨

다면 방송 미디어 시장 그 자체를 좁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inoru

Sugaya& KiyoshiNakamura,2000;송진명,2003).따라서 스포츠방송권

에 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며,이를 통해 시

청자,스포츠콘텐츠 권리권자,방송사, 고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

리 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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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청률

1)시청률의 개념

시청률은 텔 비 수용자의 텔 비 매체에 한 노출의 정도를 양

으로 표 한 것이다(조성호,1998).즉 시청률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 동안 텔 비 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를 알려 주는 지표이

다.이러한 양 자료는 텔 비 을 보는 동기 그로부터 얻는 만족 등

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지만,여러 인구사회학 인 특성과 결합시켜

다양한 사회 집단의 시청 행태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청률자료는 개별 로그램의 시청정도,각 채 별 시청정도를 악하

게 해 뿐만 아니라 지상 , 이블, 성방송이 차지하는 비율 장기

으로 뉴미디어와 기존 매체와의 경쟁상황 변화 등을 측할 수 있게 해

다.한편 방송사는 시청률을 통해 다양한 시청 행태를 악하고 해당 로

그램이나 채 에 한 실제 시청자를 정확하게 추정하여 방송사가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보다 효과 이고 과학 인 편성을 지향한다(최양수,

1992).

시청률은 조사단 에 따라 가구별로 집계하여 조사하는 가구시청률과 개

인별로 집계하는 경우를 개인 시청률로 나 수 있다.가구시청률

(HouseholdsUsingTelevision,HUT)은 특정한 시간에 TV세트가 켜져 있

는 가구수가 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시청률 외에 유

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율은 체 HUT에서 각 채 이 차지하는 비

율을 말하는 것 이므로,결국 개별 채 의 가구시청률을 합한 것이 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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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HUT에 한 개별 채 의 시청률이 차지하는 상 비율이 유율

이므로,HUT에 유율을 곱하면 개별 채 의 시청률이 된다(조성호

1998).

시청률 자료는 공 방송의 경우 로그램을 평가하는 척도인 동시에 특

정 유형의 로그램을 편성하기 한 기본 자료이다.민 상업 방송과

이블, 성 등 뉴미디어 방송은 고주의 방송시간 구매나 스폰서의 지원

이 방송사의 수입을 좌우 하는데,이들 즉 방송시간 구매자의 경우도 최소

한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매체기획을 하기 해서 시

청자의 규모와 구성에 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 이다(이 한,2000).따라

서 민 방송과 이블, 성 등 뉴미디어 방송에서 시청률 자료는 로그

램 편성뿐만 아니라 고 매의 근거가 된다.

국내의 시청률 조사기 으로는 AGB닐슨 미디어 리서치,TNmS미디어

코리아가 있다.시청률 조사는 피 미터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한 수집이 주

요 방법으로써,AGB닐슨 미디어 리서치가 1992년 시작한 이후,2000년부

터는 TNmS 코리아가 시청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청률 조사 시장의

경쟁 구도가 시작 되었다. 재 양사의 패 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구, 주, 의 주요 권역 등 국 으로 분포되어 있다.

2)시청률 조사방법

시청률조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일기식 조사방법, 화 조사방법,기계식

조사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김수 ,2000).

첫째,일기식 조사방법은 선정된 표본(패 )을 상으로 일정기간의 매체

이용행태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조사방법이다.일기식 조사는

주로 지역 TV 방송이나 라디오의 시청취율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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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조사방법이 도입되기 이 에 방송 매체의 노출 황을 조사하기

하여 보편 으로 사용되던 방법이다.기계식 조사방법으로 모든 지역을 조

사하기에는 경제 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시장의 경우 여

히 일기식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이창 외,2008).

둘째, 화 조사방법은 오래된 시청률조사 방법 의 하나이며, 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자가 응답자에게 화를 걸어 기간별 시청취

한 로그램에 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이다.이 방법은 일기식 조사

와 마찬가지로 단 분석이 요구되는 고 시청률조사와 채 이동상황

로그램,채 충성도 측정은 불가능하다.

셋째,기계식 피 미터 조사방법은 텔 비 에 부착된 자장치를 이용

하여 가,언제 어떤 방송을 시청하 는가를 자동으로 기록,송신하게 되

어 있어 시청 패턴은 물론 시청자의 인구통계학 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청자 개인의 시청행 의 시작과 끝은 핸드셋을 통해 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자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우리나라의 행 시청률

조사는 공 와 이블TV 모두 피 미터를 이용한 기계식 조사를 시행

하고 있다(이창 외,2008).

3)시청률 자료의 활용 요성

시청률 자료의 사회 정책 활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 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Webster,2000).첫째,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향을 미

치는가의 문제와 련된 것으로서 이는 미디어의 향과 련이 있다.미

디어의 향을 조사하기 해서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시청자 집단들의 시

청행태에 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시청자의 규모에 의해서 악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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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

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한 시청자의 선호에 한 기본 인 자료

는 시청률에 반 된다.물론 시청률 자료가 수용자의 주 인 수용에

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지만,매체이용시간 인구사회학 인 미디

어에의 노출정도를 알려 다.더욱이 매체의 내용이 획일 이고 사람들의

선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시청률은 수용자들의 제한된 선호를 악하는데

효과 일 수 있다.

셋째,시청률은 방송사들의 재정 상태를 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특히

국내에서는 시청률이 고료와 부분 으로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의

정확한 사용과 수집 차의 엄격성이 더욱 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4)시청률 결정요인

(1)충성도

충성도란 개별 시청자의 텔 비 시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으

로 추 하여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시청의 충성도에는 특정 채 에 한 차별 인 지지를 보여 주는 채 충

성도(channelloyalty),특정 로그램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표 해주는

로그램 유형 혹은 장르 충성도(program typeloyalty),마지막으로 각각의

개별 인 로그램에 한 일 인 연속 시청행태를 설명하는 특정 로

그램 충성도(program loyalty)가 있다(Weber,2000).이들의 개념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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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 충성도

채 충성도(channelloyalty)는 특정 채 에 하여 다른 채 들과 비교

하여 우연 이상으로 월등하게 많이 시청하는 상을 일컫는다.채 충성

도는 ‘채 내 복(within-channelduplication)’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

청자들이 한 채 을 지속 으로 시청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해 측정되고 있다.이러한 채 충성도의 정도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조성호,1998).첫째,한 채 의 특정 로그램 시청자

가 비시청자보다 다른 날 동일 채 의 로그램을 시청하는 경향이 더 강

하다.둘째,이러한 경향은 특정 로그램이나 요일에 계없이 일반 으로

나타난다.셋째,비연속 인 요일의 로그램들 간에,그리고 서로 다른 주

의 로그램들 간에도 이러한 상이 나타난다.넷째,그러나 채 간 시청

자의 흐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채 충성도는 채 의 수가 많고 채 각각의 성격이 뚜렷이 차별화된

방송 환경에서 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채 의 수가 은 지상 방

송환경에서만 생각할 때는 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택 행 보다는

시청자의 선입견 혹은 구조 요인의 향력을 뒷받침해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블 텔 비 채 도입이 본격화된 방송 환경에서는 시청

자들에게 각각의 채 이 가진 고유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송사의 향력

이 ‘채 내 복’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채 의 수

가 늘어날수록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소수의 채 퍼토리(channel

repertoire)를 형성하고 더욱 극 으로 채 충성도를 높여 갈 것이다

(Cooper,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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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그램유형 혹은 장르충성도

로그램유형 혹은 장르 충성도(program typeorgenreloyalty)는 채

충성도와는 달리 시청자들의 보다 극 인 시청행 를 반 하는 개념으로

서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유형의 로그램을 다른 유형의 로그램보

다 더 선호하거나 더 많이 시청하는 행 의 정도를 말한다. 로그램 유형

충성도는 시청자들의 내용 선호 요인에 의한 선별 인 시청 행 를 반 하

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데 있어 몇 가지 난 이 발견 된다.

텔 비 을 시청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 으로 시청가능성 여

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청 가능성의 조건이 시청 할 로그램의 선

택에 우선한다(Barwiseetal,1982).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보면 시

청자들의 로그램 유형 선호도가 확실히 드러나면서도 이러한 선호도가

텔 비 시청행 로 직 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선 ,

199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은 텔 비 로그램의 성격에

서도 찾을 수 있다.지 의 지상 방송 체제는 시청자 증 를 한 경쟁

이 과열되어 같은 시간 에 동일한 로그램 유형을 편성하는 행이 심화

되고 있다(Webster,1985).이러한 채 간 동질성의 심화 상은 시청자

의 선택의 폭을 하게 여 로그램 유형에 한 선호가 반 될 가능

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블TV 도입 이후로 지상 방송사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이블TV

시청률이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 의 하나는 채 간 다른 콘텐츠로

문편성을 하고 있는 이블TV의 특성상 시청자의 로그램 유형에

한 선호가 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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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그램 충성도

특정 로그램 충성도(program loyalty)는 특정 로그램의 에피소드들

에 한 반복 인 시청경향을 의미한다.채 충성도가 ‘채 내 복’지수

를 통해 측정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로그램에 한 충성도는 한

로그램의 ‘연속시청(repeat-viewing)'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

다. 로그램유형 충성도와 함께 로그램 충성도는 채 충성도에 비해 시

청자의 보다 더 능동 인 시청행 를 측정 할 수 있는 개념이다.채 충성

도를 측정할 때는 채 요인(channelfactors)의 향력을 가려내기 어려운

문제 이 있고, 로그램 유형 충성도는 로그램 유형 분류의 문제나 각

방송사의 편성 양태로 인해 측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그러나 특정

로그램 충성도는 측정상의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채 충성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Barwise,Ehrenberg,&

Goodhardt,1982).

방송사측에서는 특정 로그램을 한 번 본 시청자들은 될 수 있는 한 그

다음 회에도 그 시청자들을 계속 유지하게 되길 원한다.고정 인 시청자

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곧 안정된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반복시청률을 조사하여 로그램 충성도를 알아보는 것은 ‘시청자

들의 시청행태에 한 인 자료(cumulativeaudiencebehavior)’를 통

해 로그램 성과의 측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자료를 이

용하는 것은 시청률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 을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다.

로그램 충성도(loyalty)개념에 입각한 연속시청을 측정하는 것은 시청

률이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 로그램에 한 얼마만큼 꾸 한 일 성을

가지고 보는가 하는 을 밝 다.시청자들은 특정 로그램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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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는가,자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정도를

반복 시청률을 통해 알 수 있다(윤 숙,1995).

(2)시청 시간

시청시간 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시청자의 시청행 자체를 결정하는

기본 이고 요한 개념이고 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시청

행 란 여가 활동 의 한 부수 인 역(Residualcategoryofleisure

activity)'으로 텔 비 시청은 거의 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여

가시간에 행하는 오락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McQuail,1972).

그리고 이 활동이 매일 매일의 혹은 계 패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성질이 이미 밝 진 바 있다(Gensch& Shaman,1980).일반 으로 지상

텔 비 은 ' 형 인(Typical)'라이 스타일을 지향하는 편성 략을 사

용해 왔다.방송사의 편성담당자들은 각 로그램마다 이상 인 수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미국의 경우,이상 수용자(Idealdemographics)

란 1960년 에는 구매력을 갖춘 잠재 상품소비자인‘도시 산계 의

18-34세 백인여성’이었다가 30여년 후인 1992년에는 ‘34세이상 50 까지의

도시 거주 모든 인종의 여성으로 옮겨갔다(Eastman,1992).그러나 최근에

는 10 후반 이상 모든 도시 거주 여성이 거론되어 오고 있다.그리고 상

업 텔 비 시간 별 로그램 편성의 목표는 은 비용으로 1)가장 많은

수용자를 확보할 것 2)가장 바람직한 수용자 집단에 소구할 로그램을 배

치 할 것 3)수용자 흐름을 극 화할 것 4)시청자의 충성도를 형성할 것으

로 설정되어 있다(Eastman,1992).

Smith(1983)는 이러한 특성을 간 하고 텔 비 로그램을 배치할 때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시간 별 수용자의 크기이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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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이란 바로 시간 별 수용자의 크기와 구성에 한 올바른 이해를 갖

고 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하 다.

시간 에 따른 수용자의 개념에 한 분류는 처음에 Smith(1983)에 의해

시도 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Smith의 분류를 다시 재구성한 이재 (1996)

의 수용자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잠재 수용자(potentialaudience)’의 개념으로 이는 원칙 으로

가 송출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이는 국 ,인종,성,

연령,직업,계층 등 모든 계층을 포 하여 텔 비 수상기를 가진 가정의

구성원 원을 의미한다. 재는 엄 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잠재

인 수용자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이 잠재 수용자 개념이 가진

한계는 시간 에 따라 실제 시청 가능한 시청자에 한 정보가 포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가시청 수용자(availableaudience)'개념으로 텔 비 을 지 시청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텔 비 을 시청 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수용자 개념은 실제 시청 가능한 사람들의 집단이며 해당 채 을 시

청하지 않으면 경쟁 채 을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방송사

측에서 볼 때 매우 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상업채 이든 공 채 이

든 특정시간 에 얼마만큼의 수용자가 있는가,그리고 어떤 수용자가 있는

가 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 로그램을 시청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에

서 편성실무나 로그램 제작에서 가장 요한 수용자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실제 수용자(actualaudience)'개념은 특정시간 에 실제로

텔 비 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가시청 수용자 에서 텔

비 을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각 채 별로 분산되어 어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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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재 텔 비 을 시청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요한 개념은 가시청 수용자의 개념이다.편성 실무에서는

가시청 수용자 개념과 련하여 두 가지,즉 수용자의 크기와 수용자의 구

성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가시청 수용자의 크기는 특정 시간 에 주로 수면,노동,신변잡기

등으로 텔 비 을 시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것으로 텔 비 시청

을 포함하는 개 여가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수용자 크기는

시간,요일,계 ,나아가 시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특히 하루 24시간

동안 생활패턴의 변화는 수용자 크기에 인 향을 미친다.그 다음

으로 가시청 수용자의 구성(composition)은 성별,연령별 ,소득별,계층별,

인종별 분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이 한 시간,요일,계 등에 따라

변화한다.텔 비 편성에서 요한 것은 일일 시간 별 패턴으로서,시간

에 따라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노동,여가 등의 행 의 차

별성 때문에,특히 수면시간인 밤을 제외하고는 가시청 수용자는 시간에

따라 그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따라서 편성담당자들은 그 시간 에 따른

가시청 수용자를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이와 같은 가시청 수

용자의 크기나 구성을 생활시간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기

상재택자(起床在 )’개념이 있다.기상재택자 개념이 가시청 수용자를

악하는데 매우 한 이유는 기상재택자가 시청이외의 다른 여가 활동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텔 비 시청과 여가 활동은 기능 으로 체 계

(functionalequivalents)에 있다는 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가시청 수용

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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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청률 측

시청률을 측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방송 편성뿐만 아니라 방송국

의 수익과 고주의 지출 등 방송 산업 반에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하지만,오차가 필연 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인구통계학 변인이나,시청자 개인의 환

경 등 다양한 변인이 있기 때문에 측 자체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시청률 측이 주는 실 가치와 학문 가치가 크

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수 ,2000)

(1)국내 연구

국내의 시청률 측에 련된 연구로서는 시청률을 측하는 직 인

연구보다는 시청률을 이용한 시청자의 흐름이나 로그램 선택과정의 연구

를 들 수 있다.이에 한 표 연구로서 로그램 선택과 텔 비 시

청패턴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이를 수용자 복(audience

duplication)연구라고도 한다.하나의 로그램 내에서 텔 비 시청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며 앞뒤 로그램간의 계에서 수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는가를 바로 수용자 복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연

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갖는데 하나는 수용자의 로그램 선택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내용 선호 요인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선호 요인

이외에 다른 변인의 향력을 시한다.

텔 비 채 이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로그

램 선택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따라서 로그램 선택 과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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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이제 개별 인 근에서 벗어나 총체 인 근을 시도할 때 로그

램 선택과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박원기,김수 (2000)의 ‘시청률 측에 한 연구’는 한국방송 고공사

(KOBACO)에서 방송 고시간의 탄력요 제와 매방식의 다양화를 근간

으로 한 GS(globalstandard) 매방식 도입을 한 시청률의 측 가능성

을 용 제시하 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정 시간 의 방송국

체 시청률과 특정 방송국의 유율(share)을 이용하여 일종의 시계열분

석인 지수평활법에 의한 단기시청률의 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로그램 장르,방 요일,방 시간 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장기시청률 측 모형을 갖고 각 모형의 측력을 검정하 다.단기시청률

의 측에서 지수평활법과 장기시청률의 회귀분석법 모두 측모형으로서

70~90%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기,김수 연구(2003)는 새로운 측기법으로 최근 각 을 받고 있

는 데이터마이닝(datamining)을 이용하여 시청률을 측해 으로써 그

측력을 평가하고, 통 인 통계 측모형인 회귀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연구의 결과비교를 통해 어느 기법의 측

력이 더 우수한가를 밝히고자 하 다.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청률의 측에

있어서 기존의 통 인 측모형인 회기모형과 비해 데이터마이닝모형

의 측오차가 약 30~40% 정도 어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에 의한

시청률의 측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데이터마이닝

모형 에서도 의사결정나무의 일종인 C&R Tree 보다는 신경망모형

(neuralnetworkmodel)의 시청률 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하지만,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는 논리 체계가 약하다는 에서

정확도와는 별개로 학문 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강남 (1998)의 텔 비 로그램의 효용가치 에서 본 로짓(lo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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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모형연구는 로그램 선택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시청률 자료를 분석하

으며,텔 비 로그램의 선택행 를 경제학의 효용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 다.특히 수리경제학에서 개발된 ‘다 선별모형’을 용하여 로

그램 선택행 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다 선별 모형은 마 연

구에서 상품선택 과정의 설명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사람들이 선택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 가능한 여러 안들의 만족감 정도 즉,효용함수

(utilityfunction)의 개념을 사용하여 텔 비 로그램 선택과정을 설명

하는 다 선별모형은 단지 로그램의 인지 감정 평가만을 고려하여

로그램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이용과 충족의 근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

서 시청자들의 로그램 선택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정진욱(2003)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TV 시청자들의 로그램 선

택에 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 향의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38

개 시청자 유형별 시청률 측 모형을 구축하 다.분석결과 로그램의

시청 유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그램 유형,방 시간 , 로그램

의 질,채 충성도 등인 것으로 식별되었으나,시청률 결정요인 모형의

측력은 시청자 유형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TV 로그램의 성격

과 시청자의 상회,경제 특성에 따른 채 선택 유형을 분석하고 시청률

의 결정요인을 실증 으로 연구하는 것은 고매체의 효율 선택과 고

효과의 정확한 측을 한 것이다.

이 한(2000)은 텔 비 시청률 측 연구에서 시계열분석을 활용하

다.시계열(timeseries)이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확률변수(random

variable)들의 집합을 지칭하며 이러한 시계열을 구성하는 확률변수들을 이

용하여 얻어진 값들의 집합을 시계열 자료라고 볼 수 있다.일반 인 통계

기법은 측치의 정상분포와 독립성에 기 를 둔데 반하여 시계열분석

(timeseriesanalysis)은 측치의 발생 순서를 보 하는 시계열을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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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치 간의 자기상 (autocorrelation)에 기 를 두고 있다.즉,특정변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악하기 한 시계열 분석은 각 측치 간

의 상호 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확정하여 미래를 측하고자

하는 체계 인 방법이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값이 하나

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들과의 인과 계 함수 계를 갖는 것으로 악

하여 이들 값에 의거하여 미래를 측하는 것이다.반면,시계열분석은 과

거의 시계열 행태가 미래에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리라는 기본가정 하에 시

계열 자료간의 상호 계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미래 시계열에 하여 측

하는 것이다.

(2)해외 연구

해외에서의 시청률 측에 한 연구는 1980년 에 본격 으로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그 동안 진행되어 온 시청률 측은 주로 통

인 통계모형을 이용한 것이며,이에 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 수 있다.즉,시청률 측에 한 연구는 개인수 시청선택모형과

체수 시청선택모형로 나 어진다. 자의 표 인 연구로서는 Henry와

Rinne(1984)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연구로는 Gensch와

Shaman(1980a,1980b)이 있다.

Henry와 Rinne(1984)은 로짓모형(logitmodel)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제

시하 다.이들은 TV 로그램이 시간 이동을 할 경우와 신규 로그

램이 편성 될 경우,그 로그램이 방열될 시간 의 시청률, 로그램 선호

도, 후 로그램에서 넘어 온 수용자의 유입 유출 유율(lead-in,

lead-outshare), 로그램 장르,채 , 로그램 방 시간, 년도 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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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로부터의 이동여부,12개의 로그램 장르,유입시 지,유출시 지,연

령층(가족 혹은 성인),3개 방송국, 로그램 방 시간(hoursvshalf-hour)

등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측하 다.이 변수들은 이 연구(Brunswick,

1952:Lehman,1971:ShockerandSrinivasan,1974:Urban,1975:Green

and Wind,1975:Hauserand Urban,1977:Pessemier,1977:Silk and

Urban,1978:Goodhardtetal.,1975:WakshlagandGreenberg,1979:)에

서 로그램 유율과의 상 계에 한 유의성이 이미 검정 되었다.이

들은 연구결과에 한 TV 로그램의 유율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변수

는 시청자들의 로그램 선호도이며,편성 시 유입 유율과 유출 유율을

선호도와 함께 히 이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고 언 하 다.

한 Gensch와 Shaman의 모델과 측오차(absolutepredictionerror)

값을 구간별로 비교하여 자신들이 회귀분석모형이 좀 더 정확함을 제시하

다.구체 으로 Gensch와 Shaman(1980a,1980b)의 연구는 의 로

그램 내용측면에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나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scalingmethod)을 이용해 시청률을 측했던 방법과

달리 시계열분석법(time-seriesanalysis)을 이용하 다.이들이 제시한 삼

각회귀모형(tri-gonometricregressionmodel)은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일

차 선형모형에 라임 시간 의 가구시청률(prime-time household TV

rating) 체 자료에 나타나는 주기의 크기가 다른 계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가 추가된 선형 회귀모형이며,분석 결과들은 이 회귀모형이 일일단 ,

시간단 의 체 자료변동에 한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보여 주었다.신

규 로그램이 투입되는 시간 의 새 로그램과 경쟁 로그램들의 측

시청률을 구하기 하여 이들은 우선,과거에 투입되었던 신규 로그램의

평균 유율( 는 이동 평균법에 의한 측치)을 신규 로그램의 평균

유율로 가정하 다.Gensch와 Shaman은 그들의 연구와 동일한 시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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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가지고 인구통계학 변인들과 로그램 내용 정보를 이용하여 정

확히 측된 로그램의 시청률을 설명했던 문가 StuartGray(1965)의

연구 자료를 언 하고 측 오차의 분포를 비교하여 그들이 시도한

시계열 근방법의 정확성을 제시하 다. 한 더 나은 방송매체 계획

모델들을 만들기 해 인구통계학 변인, 로그램 내용 그리고 경쟁 계

유지에 한 정보들이 시계열 모델에 의해 제공되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질 것인가에 한 내용도 언 하 다.

측모형에 좀 더 근한 연구들로는 Zufryden(1976),Sabavala와 Morri

son(1977),Tavakoli와 Cave(1996)의 연구가 있다.이들은 스토 스틱 학습

모델(stochasticlearningmodel),BBD모형(betabinomialdistributionmod

el),로짓모형(logitmodel),시뮬 이션모형(simulationmodel)등을 통해 변

수들의 유의성 향력을 검증하 으며,각 모형의 합도와 시청행태를

결정짓는 요 변수들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Zufryden(1976)은 소비자의 랜드 선택 행태에 주로 용해 왔던 스토

스틱 학습모델(stochasticlearningmodel)을 TV 시청자의 로그램선택

에 한 행태 설명에 용하 으며, 합도 검증을 통하여 이 모형의 합

도가 매우 높음을 제시하 다.

Sabavala,Morrision(1977)은 TV 로그램 분석 연구에 시청률이 아닌

시청자의 로그램 충성도(loyalty)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BBD모형

(betabinomialdistributionmodel)을 용하여 충성도 지수를 생성하 으

며,이 지수와 평균 시청률과의 상 계를 제시하 다.

Tavakoli,Cave(1977)는 시청 형태에 하여 로짓모형을 용하고,이를

추정하 다.이 모형은 한 채 의 유율과 시청자 구성(audiencecomposi

tion)이 로그램 장르와 계가 있으며,채 시청자들의 사회경제 구조

에 한 채 들의 로그램 장르변화에 따른 효과도 설명하 으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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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회경제 변수의 표 수용자가 시청 선호도에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시청 형태를 결정하는 요한 변수는 로그램 내용이라고 제

시하 다.

한편,이 분야의 최근 연구로는 Shachar와 Emerson(2000),Napoli(2001),

Danaher와 Mawhinney(2001)등을 들 수 있다.Shachar와 emerson(2000)는

시청선택모형에 로그램 출연자의 인구통계 변수를 반 함으로서 Rust

와Alpert(1984)의 모형에 비해 측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Napoli(2001)는 후 로그램에서 넘어 온 수용자의 유입 유출개념을

이용해 라임타임(Prime-time)의 TV 로그램시청률 측오차를 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Danaher와 Mawhinney(2001)는 한 주간의 네트워크

로그램을 재편성하여,응답자들을 상으로 선호도에 따라 로그램을

선택하게 한 후,다항로짓모형(multinomiallogitmodel)을 이용해 시청률을

측하 으며, 시청률을 극 화할 수 있는 스 을 제시하 다.

이처럼 그간 시청률의 측에 한 연구들은 주로 측하고자 하는 로

그램의 장르,요일,해당시간 의 시청률 로그램 출연자의 인구 통계

특성 등의 변수 들을 통 인 통계모형인 회귀모형,시계열분석모형 는

다변량 분석모형에 용시켜 개인수 시청선택모형과 체수 시청선택모

형을 개발 연구하 다.해외의 연구사례로는 국내와는 달리 회귀분석과

시계열을 이용한 표 인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직,간 인 시청률

측이나 측모형의 수립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그와 유사한 TV 시청행

측연구들이 시청률 자료, 로그램 장르 시청충성도, 로그램 선

호도 등의 자료로 측의 모형을 수립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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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포츠콘텐츠 시청에 한 기존 연구

스포츠시청과 련된 연구는 국내 해외연구에서 모두 연구자체가 매

우 한정 인 경향을 띄고 있다.이는 시청률 자료 특히,분당시청률과 같은

문 인 자료에 한 연구자들의 근성이 었다는 에 기인한다(Paul

& Weinbach,2006).하지만,시청률은 기계 장치인 피 미터에 의해 비

해 구체 으로 기록된 수치이고,설문조사에 비해 정확하다. 한,스포츠

방송권이나,스포츠콘텐츠의 방송 고 가격의 기 이 된다는 을 고려

할 때 미디어스포츠에서 시청률에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역이다

(Kanazawa& Funk,2001).

(1)국내 연구

국내의 스포츠시청과 련된 연구는 기존 스포츠 연구 람동기

만족도에 한 연구 방법들을 차용해 주로 시청동기 결정요인들과 시청

만족도 그리고 재시청과 련하여 진행되어 왔다.즉 시청자들에 한

면 화설문 등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며,시청률을 직 으로 활용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에 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정아(2001)은 로야구의 시청동기와 만족도를 일반시청자와 충성도가

높은 야구팬으로 연구 상을 이원화하여,연구를 진행하 다.연구결과는

일반시청자와 야구팬의 시청동기와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시청자가 단순한 기분 환 등 다른 TV콘텐츠와 유사한 이

유에서 로야구를 시청했던 반면,충성도 높은 야구팬들의 경우,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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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와 각종 기록 등에 한 확인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일

반 시청자들에 비해 응원하는 의 승패 여부 등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 수와 이진균(2003)은 야구 경기 시청의 결정 요인에 해 연구하

는데,결정요인을 두 가지로 정리하 다.첫째로 시청자들은 스포츠 자체에

내재한 불확실성에 의거해 시청을 결정하 다.이는 경기자체가 측 불가

하다는 에 흥미를 느끼며, 계생방송과 재방송간에는 시청여부의사에

큰 차이가 있었다.둘째로는 스포츠자체의 지식 요인이 시청을 결정하게

하 다.즉,기본 으로 알고 있는 해당 스포츠 종목에 한 이해도가 작용

했으며,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최 환(2010)은 시청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 는데,한국 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콘텐츠의 가치를 악함으로써 변하는 매체환경에서 략 콘텐

츠로 활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기 한 목 으로 시청률 결정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연구는 2008년 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이블 방

송사 로그램을 상으로 시청률 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연구 결과 채

별로는 MBC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설자의 인지도에 기인한

것으로 단하고 있다. 한 포스트 시즌 경기 요도에 따라 한국 시리즈

로 갈수록 시청률이 증가하 으며 평일,주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밝

히고 있다. 한 콘텐츠 유형에서 생 계와 재방송,하이라이트는 큰 차이

를 보 으며 이는 스포츠의 특성 상 계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하이라

이트,녹화 계는 생 계를 보완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이

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밖에 김종훈과 이정학(2011)은 로야구 계방송 해설자의 공신력이

채 만족도와 채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본

연구는 로야구 경기의 결과나 사 요소는 배제한 채,미디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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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인 해설자의 공신력과 이에 따른 시청자들의 채 만족도와 충성

도를 확인 하 으며,해설자의 문성과 신뢰성 등 일부 요소는 해당 채

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 졌다

.

(2)해외 연구

해외에서는 TV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시장의 확 와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시청률을 포함한 시청에 해 비고 다양한 연구가 축정되어 왔다

(Hausman& Leonard,1997;Kanazawa& Funk,2001;Forrest,Simmons

& Buraimo,2005;Paul& Weinbach,2006;Alavy,Gaskell,Leach,&

Szymanski,2010;Tainsky,2010;Berkowitz,Depken& Wilson,2011).하

지만,국내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의 내용 는 경기에 한 기 치 등

을 시청률을 활용해 수치화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이었다.

경기 결과에 따른 시청자들의 반응과 람객들의 반응을 비교 분석한 연

구로는 Berkositz,Depken & Wilson(2011)의 연구가 있다.본 연구는

2007-2008시즌 NASCAR 회의 시즌의 성 과 개별 경기와 체 시즌 각

각의 수 에서의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하 다.연구 결과 시즌 체 경기

결과에 반응하는 람객들과 달리 시청자들은 개별 경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 졌다.즉,시청자들은 개별경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

과가 나오지 않거나,원하는 경기를 시청했을 경우,바로 다른 채 로 시청

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결과에는 입장권,교통비 등 실제

람객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비록 유료TV라 할지라도 시청자들이 지불하

는 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도 주요 원인 하나로 밝 졌다.

Alany,Gaskell,Leach& Szymanski(2010)는 국 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의 내용 결과에 따른 시청률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 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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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본 연구는 스포츠콘텐츠의 시청연구에서 분당 시청률을 활용한 유일

한 연구로 경기의 승리,패배,무승부 등의 결과와 어떤 수가 발생하 는

지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분석하 다.연구결과 경기에 한 시청률은 후

반 종료에 임박할수록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단되는 수 차일수록

떨어졌다.축구의 경우, 수의 발생빈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 낮다는 에

서 2골차 이상으로 후반 30분이 넘어가면 시청의사가 확연히 변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경기내용이나 성격이 달라진다.특히 미식

축구는 축구와 달리 경기내용에 따른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며,다양한 경

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Paul& Weinbach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

년 동안의 NFL경기의 자료와 닐슨의 시청률 자료를 활용하여,경기 발

생하는 다양한 상화에 따른 시청률 변화를 분석하 다.이를 해 경기시

작시 과 경기 그리고 경기 종료 사이의 시청률을 활용하 는데,시청

자들은 경기에 한 사 기 치나,경기 후의 결과뿐만 아니라,경기

의 다양한 상황들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시청자 자신이 응원하

는 의 승패와는 별도로 경기내용이 좋고 나쁨 역시 요한 재미 요소임

이 계량 자료를 통해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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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1

1.<연구 1>의 연구목 연구문제

<연구 1>의 목 은 다른 장르의 TV콘텐츠들과 비교해 볼 때,한국 로

야구의 상이 어떠한지를 시청률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재 한국 로

야구의 부분의 경기는 스포츠 문 이블TV 채 을 통해 계되고 있

으며,장르 구분상 스포츠로 되어있다.따라서 비교 기 을 해 장르별,

채 별로 시청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먼 확인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로야구 경기가 계될 때,다른 장르의 채 들과의 시청률을

비교하여,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함으로서 로야구 경기 계의

시청률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단해 보았다.

<연구 1>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①> 이블TV시청률은 장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②> 이블TV시청률은 채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③>시청률 측면에서 다른 TV콘텐츠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로야구 계의 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해 2010년 체 이블TV 채 108개의 1년간 분

당 시청률을 수집,활용하 으며,장르별,채 별로 비교 했을 때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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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연구 1>을 통해 먼 어떤

장르,어떤 채 의 시청률이 높았는지를 장르별,채 별 시청률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특정 콘텐츠(한국 로야구)를 동일 시간 다른

채 들의 시청률과 비교해 으로서 해당 콘텐츠의 이블TV내 상을

확인 볼 수 있다.

2.<연구 1>의 연구방법

1)연구 상 자료 표집방법

<연구 1>을 해 시청률 조사 문기 인 TNmS의 분당시청률 자료를

수집하 다.조사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

으며,조사 상은 체 해당기간 이블 채 108개 수를 상으로 하

다.각 이블TV 채 들이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

여,조사기간 내내 모든 시간 의 분당 시청률 자료를 확보하 다.분당 시

청률을 활용한 것은 각 채 간 채 내 기간별,시간 별로의 시청률 비

교를 하기 함이며,이로 인해 로그램 자체 시청률을 활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시청률 비교가 가능하 다.

연구를 한 상채 과 조사시간 는 세부 연구문제에 맞게 표집하 으

며,세부 <연구문제 1-①>과 <연구문제 1-②>는 각각의 연구문제에 맞게

각 장르별,채 별로 시청률을 수집하 다.장르의 경우,각각의 장르에 해

당하는 채 수가 다르다는 을 고려하여,장르별 연간 평균 시청률 상

3개 채 의 합을 비교 기 으로 하 다.채 비교의 경우,조사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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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시청률이 높았던 상 10개 채 을 비교 분석하 으며,이를 해 스

포츠채 3개가 포함된 상 20개 채 을 먼 추출하 다.

세부 <연구문제 1-③>을 해서는 스포츠채 내 로야구 계가 이루

어진 날의 해당 시간 만을 별도로 조사하여,그 시간의 평균시청률을 계

산하 으며, 로야구 계와 다른 장르의 콘텐츠들 간의 비교를 해 동

일시간 다른 채 들의 평균 시청률을 계산하 다. 한,스포츠채 내에

서의 로야구 시청률의 수 을 알아보기 해 로야구 비시즌 동안의 동

일한 시간 와 비 계시간 의 시청률 자료를 수집하 다.

2)자료처리

<연구 1>은 수집된 각 채 별 분당 시청률의 자료처리는 SPSS 18.0

forwindow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자료조사를 한 방법으

로 <연구문제 1-①>,<연구문제 1-②> 장르 채 간의 시청률 비교의

경우,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를 활용하 다.즉 비교 상인

3개 이상의 채 는 장르간의 평균값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 차가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하 다. 이와는 별도로,스포츠채 내에

서의 로야구 계시와 계되지 않을 때,즉 다른 스포츠콘텐츠가 방송

되고 있을 때의 시청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독립 t-검정

(independentsamplest-test)테스트를 활용하여 두 집단간의 평균차가 있

는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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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1>의 연구결과

각 연구문제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①> 이블TV 시청률은 장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표 1>은 이블TV 각 장르별로 1년간의 평균시청률 값을 일원변량분

산분석(one-wayANOVA)한 결과이다.각 장르별 시청률 값은 해당 장르

상 3개 채 의 시청률 합으로 정의하 다.각 장르별로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드라마가 가장 높았으며, 능, 화,어린이,뉴스/보도,스포츠,음악,

오락/취미,패션/여성,종교,교육/공공 순이 다. 이블TV내 총 11개 장

르의 평균시청률은 모두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모두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으며,가장 높은 장르인 드

라마의 시청률이 2.74% 으며,스포츠는 1.06%,가장 낮은 장르인 교육/

공공은 0.16% 다.

표 1. 이블TV내 각 장르별 평균시청률의 일원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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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365 1.5283 .2257 .0127 1.5032 1.5534

오락/취미 365 .3269 .0806 .0045 .3180 .3359

종교 365 .2719 .0559 .0031 .2657 .2781

패션/여성 365 .3209 .0577 .0032 .3144 .3273

교육/공공 365 .1625 .0474 .0026 .1573 .1678

화 365 1.3592 .2593 .0146 1.3303 1.3880

음악 365 .4012 .1998 .0112 .3789 .4234

장르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스포츠 365 1.0695 .3138 .0177 1.0346 1.1044

드라마 365 2.7438 .2630 .0148 2.7146 2.7731

뉴스/보도 365 1.1311 .3362 .0190 1.0937 1.1685

어린이 365 1.2326 .2600 .0147 1.2037 1.2616

*장르기 은 방송통신 원회 분류를 기 으로 함

**각 장르 시청률 값은 각 장르별 상 3개 채 의 일일 평균시청률 값의 함

<표 2>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르인 드라마를 기 으로,나머

지 장르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시청률 편차를 나타내는 표이

다.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장르에서 시청률 평균값의 차가 유의확률 0.05

% 수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명되었다. 한,스포츠,뉴스/보도 등 각

각의 장르를 기 으로 나머지 장르와의 시청률 평균값의 차 역시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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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즉 조사기간 동안의 각 장르

별 일일 평균시청률은 값은 <표 3>과 같으며,각 장르별 순서 역시 유의

확률 0.05%내에서 모두 유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드라마 기 이블TV 각 장르별 시청률 편차

장르

(I)

장르

(J)

평균차

(I-J)

유의

확률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드라마

스포츠 1.6743* .05 1.5998 1.7489

뉴스/보도 1.6126* .05 1.5381 1.6872

어린이 1.5111* .05 1.4366 1.5857

능 1.2154* .05 1.1409 1.2900

오락/취미 2.4168* .05 2.3423 2.4914

종교 2.4719* .05 2.3974 2.5465

패션/여성 2.4229* .05 2.3484 2.4975

교육/공공 2.5812* .05 2.5067 2.6558

화 1.3846* .05 1.3101 1.4592

음악 2.3426* .05 2.2681 2.4172

*평균차는 0.05수 에서 유의함

표 4. 이블TV내 각 장르별 시청률 순

*순 는 일일 평균시청률 값으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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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장르 3개 채 합 3개 채 평균

1 드라마 2.7438 0.9146

2 능 1.5283 0.5094

3 화 1.3592 0.4530

4 어린이 1.2326 0.4108

5 뉴스/보도 1.1311 0.3770

6 스포츠 1.0695 0.3565

7 음악 .4012 0.1337

8 오락/취미 .3269 0.1089

9 패션/여성 .3209 0.1063

10 종교 .2719 0.0903

11 교육/공공 .1625 0.0541

<연구문제 1-②> 이블TV 시청률은 채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표 4>는 이블TV 각 채 별로 1년간의 평균시청률 값을 일원변량분

산분석(one-wayANOVA)한 결과이며, 이블TV 총 108개 채 상

10개 채 의 1년간 평균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MBC드라마,SBS 러스,KBS드라마 등 지상 방송 MBC,SBS,KBS의

드라마 채 들이 상 1~3 를 기록하 으며, 능 화 채 들이 상

10개 채 에 포함되었다.스포츠 문 3개 채 은 10 권 밖이었으며,모두

상 20 내에는 포함 되었다. 이블 TV 상 10개 채 과 스포츠채

의 평균시청률은 모두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유의확

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으며,가장 높은 장르인 MBC드라

마의 시청률은 1.00%이었으며,3개 스포츠채 의 평균시청률은 0.35%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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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리 365 .4699 .0897 .00507 .4599 .4799

KBSJOY 365 .4566 .0763 .00432 .4481 .4651

스포츠 채 365 .3565 .1046 .00591 .3449 .3681

표 4. 이블TV내 상 10개 채 의 평균시청률 일원변량 분산분석

채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BC드라마 365 1.0041 .1565 .0088 .9873 1.0221

SBS 러스 365 .9092 .1212 .0068 .8957 .9227

KBSDRAMA 365 .8387 .1057 .0059 .8269 .8504

YTN 365 .6028 .2084 .0117 .5796 .6260

tvN 365 .6040 .1444 .0081 .5879 .6201

투니버스 365 .6012 .1375 .0077 .5859 .6165

OCN 365 .5288 .1337 .0075 .5139 .5437

CGV 365 .5201 .1170 .0066 .5071 .5331

*스포츠채 은 3개 스포츠채 의 평균값

<표 5>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채 인 MBC드라마를 기 으로,

나머지 채 과의 평균시청률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시청

률 편차를 나타내는 표이다.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채 에서 시청률 평균

값의 차가 유의확률 0.05% 수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명되었다. 한,

BS 러스,KBS드라마 등 10 권 내 각 각의 채 을 기 으로 나머지 채

과의 시청률 평균값의 차 역시 유의확률 0.05%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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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MBC드라마 기 이블TV 각 채 별 시청률 편차

채

(I)

채

(J)

평균차

(I-J)
유의확률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BC

드라마

스포츠 채 .6481 .05 .6032 .6932

SBS 러스 .0954 .05 .0505 .1404

KBSDRAMA .1660 .05 .1210 .2110

YTN .4018 .05 .3569 .4469

tvN .4006 .05 .3557 .4457

투니버스 .4034 .05 .3585 .4485

OCN .4758 .05 .4309 .5209

CGV .4845 .05 .4396 .5296

MBC에 리1 .5347 .05 .4898 .5797

KBSJOY .5480 .05 .5031 .5931

<연구문제 1-③>한국 로야구 계는 다른 TV콘텐츠들과 비교해 볼 때,

시청률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③>에 한 해결을 해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근

하 다.첫 번째로는 스포츠 문 3개 채 에서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

짜들의 해당시간 와 다른 이블TV 장르들과의 평균시청률 값을 비교해

보았다. 한, 체 108개 이블TV채 상 10개 채 들의 평균시청

률 값을 역시 스포츠 문 3개 채 에서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들의

해당시간 와 다른 이블TV 장르들과의 평균시청률 값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문제 1-①>,<연구문제 1-②>와 마찬가지로 일원변량분산분석

(one-wayANOVA)을 활용하 다.두 번째로는 스포츠 문 이블채 내

에서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들의 해당 시간 와 다른 시간 와의 평

균시청률을 비교해 보았다. 한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들의 해당시

간 와 로야구가 계되지 않은 날짜들의 해당시간 와의 평균시청률을

비교해 보았다.이를 해서 두 집단간의 평균차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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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independentsamplest-test)테스트를 활용하 다.

<표 6>은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의 해당시간 에서 이블TV

장르별 평균시청률을 비교하고 있다. 로야구가 계된 날짜 총 157일의

해당 시간 장르별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연구문제 1-①>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냈다.각 장르별로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연구문제 1-

①>에서 체 11개 장르에서 6번째 던 스포츠가 가장 높았다.스포츠를

제외하고는,드리마, 능, 화,어린이,뉴스/보도,스포츠,음악,오락/취

미,패션/여성,종교,교육/공공 순으로 <연구문제 1-①>의 결과와 동일하

으며, 11개 장르의 평균시청률은 모두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결과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다.

가장 높은 장르인 스포츠의 평균시청률은 3.72%로,<연구문제 1-①>에

서 가장 높았던 드라마의 평균시청률이 2.74%보다도 0.98% 높았다.나머

지 장르의 평균시청률은 <연구문제 1-①>의 결과와 다소차이가 있었으나,

그 순서는 동일하 으며,모두 통계 으로의 유의미하 다.

표 6. 로야구 계 기 이블TV내 각 장르별 평균시청률의 일원변량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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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스포츠 157 3.7248 1.2621 .1007 3.5258 3.9238

드라마 157 2.7484 .43484 .0347 2.6801 2.8171

뉴스/보도 157 .9376 .4514 .0361 .8665 1.0088

어린이 157 2.1991 .5125 .0409 2.1183 2.2798

능 157 1.7311 .4072 .0325 1.6669 1.7953

오락/취미 157 .4420 .1797 .0143 .4137 .4703

종교 157 .2147 .1036 .0082 .1984 .2311

패션/여성 157 .2716 .0851 .0067 .2582 .2850

교육/공공 157 .1766 .1075 .0085 .1597 .1936

화 157 1.2453 .2991 .0238 1.1981 1.2924

음악 157 .3817 .2137 .0171 .3481 .4153

*각 장르 시청률 값은 각 장르별 상 3개 채 의 일일 평균시청률 값의 함

**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의 해당시간 만을 비교

<표 7>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르인 스포츠를 기 으로,나머

지 장르와의 시청률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시청률 편차를

나타내는 표이다.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장르에서 시청률 평균값의 차가

유의확률 0.05% 수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명되었다. 한,어린이,

능 등 총 11개 각 각의 장르를 기 으로 나머지 장르와의 시청률 평균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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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역시 유의확률 0.05% 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표 7.스포츠채 기 로야구 계時 이블TV 각 장르별 시청률 편차

장르

(I)

장르

(J)

평균차

(I-J)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스포츠

드라마 .9762 .7406 1.2118

뉴스/보도 2.7871 2.5515 3.0227

어린이 1.5251 1.2901 1.7613

능 1.9937 1.7581 2.2293

오락/취미 3.2828 3.0472 3.5184

종교 3.5100 3.2744 3.7456

패션/여성 3.4532 3.2176 3.6888

교육/공공 3.5481 3.3125 3.7837

화 2.4795 2.2439 2.7151

음악 3.3431 3.1079 3.5783

*평균차는 0.05수 에서 유의함

<표 8>은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의 해당시간 에서 이블TV 채

별 평균시청률을 비교 하고 있다. 로야구가 계된 날짜 총 157일의

해당 시간 채 별 평균시청률을 체 이블TV 상 10개 채 과 비교

한 결과,<연구문제 1-②>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냈다.각 채 별로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연구문제 1-②>에서 상 10개 채 내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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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스포츠채 157 1.2416 .4207 .0335 1.1755 1.3079

MBC드라마 157 1.0134 .2866 .0228 .9682 1.0581

SBS 러스 157 .93095 .2559 .0204 .8905 .9713

KBSDRAMA 157 .81239 .2522 .0201 .7726 .8521

YTN 157 .52210 .3474 .0277 .4673 .5768

tvN 157 .71244 .2412 .01925 .6744 .7504

못했던 스포츠3개 채 의 평균시청률 값이 체에서 가장 높았다.나머지

채 들은 모두 <연구문제 1-②>와 같은 순서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

며,스포츠 3개 채 의 평균시청률 값을 포함한 11개 채 의 시청률은 모

두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ANOVA)결과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명되었다.

가장 높은 스포츠 3개 채 의 평균시청률은 1.24%로,<연구문제 1-②>

에서 가장 높았던 MBC드라마의 평균시청률이 1.00%보다도 0.2% 이상 높

았다.나머지 채 의 시청률은 <연구문제 1-②>의 결과와 다소차이가 있

었으나,그 순서는 동일하 으며,모두 통계 으로의 유의미하 다.

표 8. 로야구 계 기 이블TV내 각 채 별 평균시청률의 일원변량 분산분석

투니버스 157 1.0763 .3213 .0256 1.0256 1.1268

OCN 157 .48038 .1630 .0130 .4546 .5060

CGV 157 .49210 .1634 .0130 .4663 .5178

MBC에 리 157 .50564 .1972 .0157 .4745 .5367

KBSJOY 157 .51545 .1632 .0130 .4897 .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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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채 은 3개 스포츠채 의 평균값

<표 9>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채 인 스포츠 3개 채 의 평균값

을 기 으로,나머지 채 과의 평균시청률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시청률 편차를 나타내는 표이다.MBC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채

에서 시청률 평균값의 차가 유의확률 0.05% 수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명되었다. 한,SBS 러스,KBS드라마 등 10 권 내 각 각의 채 을

기 으로 나머지 채 과의 시청률 평균값의 차 역시 유의확률 0.05%내에

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표 9.스포츠채 기 로야구 계時 이블TV 각 채 별 시청률 편차

채

(I)

채

(J)

평균차

(I-J)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스포츠

채 평균

MBC드라마 .2281 .0986 .3577

SBS 러스 .3106 .1811 .4402

KBSDRAMA .4292 .2996 .5587

YTN .7195 .5899 .8490

tvN .5291 .3996 .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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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니버스 .1652 .0357 .2948

OCN .7612 .6316 .8908

CGV .7495 .6199 .8790

MBC에 리1 .7359 .6064 .8655

KBSJOY .7261 .5966 .8557

*평균차는 0.05수 에서 유의함

<표 10>은 스포츠 문 3개 이블TV채 내에서 로야구가 계된 해

당 날짜들의 해당 시간 와 다른 시간 와의 평균시청률을 비교한 표이다.

계시간 의 스포츠 문 3개 이블TV채 의 합산한 값의 평균 시청률

은 3.72%이며,비 계시간 0.91%로 측정되었다. 계시간 의 시청률이

비 계시간 의 시청률 보다 약 4배 더 높았으며,유의확률 0.001%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로야구 시즌 , 계시간과 비 계시간 의 스포츠채

평균시청률 독립 t-검정량

구분 N 평균시청률 표 편차 표 오차

시

청

률

계시간 157 3.7248 1.2621 .1007

비 계시간 157 .9060 .2458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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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값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평균차

표

오차

시

청

률

등분산

가정됨
166.23 .000 27.46 312 .000 2.811 .1021

등분산

가정않됨
27.46 167.8 .000 2.811 .1021

*스포츠채 은 3개 스포츠채 의 시청률을 합산한 값

<표 11>은 스포츠 문 3개 이블TV채 내에서 로야구 시즌 ,

로야구가 계된 해당 날짜들의 해당 시간 와 로야구 비시즌 ,동일

시간 의 평균시청률을 비교한 표이다. 계시간 의 스포츠 문 3개 이

블TV채 의 합산한 값의 평균시청률은 3.72%이며,비시즌 로야구

계시간 와 동일한 시간 의 평균시청률은 1.30%로 측정되었다. 계시간

의 시청률이 비 계시간 의 시청률 보다 약 2.7배 더 높았으며,유의확

률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로야구 계시간 ,시즌과 비시즌의 스포츠채 평균시청률

독립 t-검정량

구분 N 평균시청률 표 편차 표 오차

시

청

률

시즌

계시간
157 3.7242 1.2621 0.1001

비시즌

계시간
208 1.2992 0.6681 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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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값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평균차

표

오차

시

청

률

등분산

가정됨
68.794 .000 21.22 311 .0001 2.421 .1142

등분산

가정않됨
21.26 237.49 .0001 2.421 .1142

*스포츠채 은 3개 스포츠채 의 시청률을 합산한 값

<표 12>는 스포츠 문 3개 이블TV채 내에서 로야구 비시즌 ,

로야구가 계시간 와 와 로야구 비 계시간 의 평균시청률을 비교

한 표이다. 계시간 의 스포츠 문 3개 이블TV채 의 합산한 값의 평

균시청률은 1.20%이며,비시즌 로야구 비 계시간 와 동일한 시간

의 평균시청률은 0.82%로 측정되었다. 계시간 의 시청률이 비 계시간

의 시청률 보다 약 1.4배 더 높았으며,유의확률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로야구 비시즌 , 로야구 계시간 와 비 계시간 의

스포츠채 시청률 독립 t-검정량

구분 N 평균시청률 표 편차 표 오차

시

청

률

비시즌

계시간
208 1.1991 .6681 .0531

비시즌

비 계시간
208 0.8192 .2152 .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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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평균차

표

오차

시

청

률

등분산

가정됨
20.616 .000 8.53 310 .0001 0.4792 .5621

등분산

가정않됨
8.53 188.7 .0001 0.4792 .5621

*스포츠채 은 3개 스포츠채 의 합의 평균시청률값

4.<연구 1>의 연구논의

본 <연구 1>은 다른 TV콘텐츠 들과 비교해 볼 때,한국 로야구의

상이 어떠한지를 시청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해 먼 ,조사

상인 이블TV채 의 장르별,채 별 일반 인 시청률 황에 해 분

석해 보았으며,그 다음으로 스포츠 문 이블TV채 에서 한국 로야구

를 계했을 때의 시청률 변화를 분석해 보았고,마지막으로 스포츠 문

이블TV채 내에서의 한국 로야구 콘텐츠의 가치에 해서 확인해 보

았다.구체 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블TV 각각의 장르는 시청률에서 유의미한 차이 나타났다.조

사기간 일평균 시청률을 기 으로 한 스포츠를 포함한 총 11개의 장르

의 시청률은 일정한 순서로 나열되었으며,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

즉,조사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선호한 장르와 그 순서가 어떤 하 는지에

해 논하는 것이 가능하 다.2010년에 이블TV 채 시청자들은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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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가장 선호하 으며, 능, 화,어린이 등이 상 선호 장르로 나타

났다.반면,교육,종교와 같은 장르는 하 권을 형성했다.본 연구의 주요

상인 스포츠의 경우, 체 6 로서 체 11개 장르 평균 수 이었다.

선호 장르의 경우,조사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기존연

구(최형철,2008)에서는 매년 다소간의 순 차이가 발생하며,일정한 변화

추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 진 이블TV채

장르 순 를 보편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조사기간 의 선호 장르

순 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장르뿐만 아니라 선호 채 상 10개에 한 시청률들 간에도 유의

미한 시청률 차이가 발생했다.스포츠 문 채 들의 시청률 기 연간 순

가 20 권 내 음을 감안하여,분석 상 채 을 체 108개 20개로

한정 하 고,그 비교군 설정을 해 선정한 상 10개에서 모두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즉,본 결과로 인해 조사 기간 선호 되었던 채

에 한 일반화가 가능하 으며,장르와 마찬가지로,MBC드라마,KBS드

라마,SBS 러스 등 드라마 들이 1~3 를 기록하 고, 체 으로 선호

장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다만,30 권 밖의 채 들의 경우,

상 20 내 채 들에 비해 시청률 차이가 컸고,하 채 들 간의 차이

역시 매우 작았기 때문에,순 와 시청률차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이는 기존의 연구들(최형철,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스포츠 문 채 에서 한국 로야구를 계했을 때를 동일한 시간

의 다른 콘텐츠들과 시청률을 기 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해당 시간

스포츠 문 채 의 시청률 상승효과가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는 장르와 채 에서 두 가지 수 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장르에 있어서 일일평균시청률 기 으로 6 던 스포츠 장르가 해당 시간

에서 압도 으로 1 를 차지하 으며,통계 으로도 유의미 하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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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서도 스포츠 문 3개 채 이 해당 시간 에서 1~3 를 기록하 으

며,역시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 다. 로야구 계시간은 평일의 경우,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6시반,주말의 경우,오후 2시 는 5시로 모두 방송

고 편성 기 으로 라임 시간 이었다.즉,해당 시간 에서 시청률이

상승하고 다른 장르나 채 에 비해 우 를 했다는 은 방송사의 수익에

도 상당한 도움을 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셋째,스포츠 문 이블TV채 에서 한국 로야구를 계했을 때와

계하지 않은 시간 의 다른 콘텐츠들과 시청률을 기 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해당 시간 스포츠 문 이블TV채 의 시청률 상승효과가 매우 높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한국 로야구 비시즌 의

계시간 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 다.구체 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는 계시간 와 비 계시간 간의 격

차가 매우 크다.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한국 로야구 계의 주요 시간

는 방송 고 집행 기 , 라임 시간 로 다른 시간 에 비해 시청률이

높은 것은 다른 장르나 채 에서도 동일하게 측되는 상이며,이는 기

존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하지만,그 차이가 크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한국 로야구 시즌 , 계시간 가 비 계시간 에 비해 시청률이

각각 3.92%와 0.90%로 4배 이상 높았다.반면,비시즌 , 로야구와 동

일한 계시간 와 비 계시간 의 시청률을 비교해 보면,각각 1.19%와

0.81%로 약 1.5배 정도 다.즉,한국 로야구 시즌 의 계시간 의 시

청률이 비시즌에 비해 으로나 상 으로 월등하게 높았으며,이는

스포츠 문 이블TV채 에서 한국 로야구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

다는 을 함의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시청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블TV 콘텐츠로서

한국 로야구의 가치가,매우 높다는 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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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나 개별 채 의 시청률 모두에서 공통 이었다. 한,1년간 체 이블

채 의 분당시청률을 수 조사하여 검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시청

선호도를 포함한 미디어콘텐츠의 가치를 시청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설

문을 통한 방법에 비해,더 객 성 있는 연구 방법으로 평가 받는다(조형

수,2006).

물론 한국 로야구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블TV콘텐츠도

있었다.음악 문 이블채 인 Mnet의 "슈퍼스타K"같은 로그램이 그

런 이다.하지만,방송 시간 가 틀리고,방송주기나 방송시간이 다르다

는 을 고려해야 한다.일반 인 TV콘텐츠들은 주 1회 편성 로그램의

경우,편당 방송시간이 2시간내외이며,매일 편성 로그램의 경우,1시간내

외 다.하지만,한국 로야구는 연간 150일 이상 주 6회 이상 매일 방송되

고 일회 평균 방송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매일 편성 로그램 비 3배,주

1회 편성 로그램 비 2~3배 정도의 길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한

국 로야구는 매일 편성 로그램으로 분류되고 비교되어야 하며,매일 편

성 로그램으로 볼 때는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 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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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2

1.<연구 2>의 연구목 연구가설

<연구 2>의 목 은 한국 로야구 TV 계에서 실질 으로 시청을 결정

하는 요인들과 시청만족 재시청의사와의 계를 규명하고,TV콘텐츠로

서 한국 로야구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한 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해 한국 로야구를 하나의 TV 로그램 즉,TV콘텐츠로 규정하

고,한국 로야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기존 연구(Wakefield

& Sloan,1995;Jeffrey,1997;김홍설,1999;박상일,2006;신승엽,2004;

김용만 외,2005;최주호,2003;김상유 외,2003;조 민 외,2008;최 환,

2010)를 통해 주요 시청결정요인으로 밝 진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시청

만족 재시청의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들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2>를 통해 시청만족 재시청 의사에 향을 미치는 한국 로

야구 구체 시청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

로 한국 로야구가 실제 TV콘텐츠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연구 2>를 한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1.응원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응원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상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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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상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경기내용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경기내용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미디어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미디어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스타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스타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시청만족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의 가설을 종합하여 도출0된 연구모형은 <그림 3>와 같다.

그림 3.<연구 2>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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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2>의 연구방법

1)연구 상 자료 표집방법

<연구 2>의 연구모집단은 2010년도 한국 로야구를 시청한 시청자들이

다.한국 로야구 시청자들이라 함은 조사기간인 2010년도 시즌에 TV를

통해 한국 로야구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설문 첫 질

문으로 경기 시청여부에 한 항목을 삽입함으로서 확인하 다.온라인 설

문조사를 활용하 으며,편의추출방법(conveniencesampling)을 이용하여

총 43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 고,회수된 설문 <연구 2>에서 사용하기

부 하다고 단되어진 무응답 같은 설문을 제외한 총 410명의 자료가

실제 <연구 2>에서 사용되었다.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

펴보면 <표 13>과 같다.성별은 남자 276명(67.6%),여자 134명(32.4%)으

로 나타났고,최종학력에서는 고졸이하 172명(42%), 졸 211명(51.4%),

학원 이상 27명(6.6%)이며,나이는 10 48명,(11.7%),20 170명(41.5%),

30 121명(29.5%),40 이상이 71명(17.3%),2006시즌 경기장 찾은 횟수

는 0회 68명(16.6%),1-4회 116명(28.3%),5-9회 61명(14.9%),10회 이상

165명(40.2%)로 나타났다.

자료 표집 방법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온라인설문조

사 문기 에 의뢰하 다.한국 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경기 종료 직후

1시간 내에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 으며,총 월 2회씩,총 12번에 걸쳐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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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변인 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276 67.3%

여 134 32.7%

연령

10 48 11.7%

20 170 41.5%

30 121 29.5%

40 이상 71 17.3%

결혼유무
미혼 256 62.4%

기혼 154 37.6%

학력 고졸이하 172 42.0%

졸 211 51.5%

학원 재학 27 6.6%

체시청자 410 100.000

2)연구도구

<연구 2>에서는 팬,즉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한국 로야구의 시청결정

요인에 따른 시청만족과 재시청의사의 계를 규명하기 해서 자료수집

도구로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 다.연구에 앞서 비조사는 <연구 2>의

표집 상에 포함하지 않은 로야구 시청자들 4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비조사를 통해 <연구 2>의 연구자는 조사 상자들의 설문문항에

해 자세히 설명한 후,조사 상자들이 설문지 내용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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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부분들에 해서는 설문지 개정시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다시

작성하 다.

<연구 2>를 해 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응원 요인,상

요인,경기내용 요인,미디어 요인,스타(선수 감독)등 총 5개의 요

인으로 구성되었다. 로야구 시청결정요인을 묻는 문항은 Wakefield와

Sloan(1995),Jeffrey(1997)등에 의해 개발된 '스포츠 팬의 소비자 행동

향 요인'척도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김홍설(1999)의 연구,박상일(2006),

신승엽(2004)의 설문문항을 <연구 2>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시

청만족과 재시청의사에 한 문항은 김용만 외(2005),최주호(2003),김상유

외 (2003)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 다.응원 요인 3문항,상

요인 3문항,경기내용 요인은 3문항,미디어 요인은 3문항,스타(선수

감독)요인은 4문항,인구통계학 문항 4문항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본 설문의 응답형태는 5 리커트 척도(5-pointLikert

scale:1 = 그 지 않다,5 =매우 그 다)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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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설문지 구성

이론변수 측정항목 구성

응원

요인

내가 좋아하는 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이 잘하면 성취감을 느낀다.

내가 좋아하는 이 경기를 잘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상

요인

나는 응원 의 라이벌 이 있다고 생각한다.

응원 이 어떤 이랑 경기하냐는 나에게 요하다.

나는 라이벌 간의 경기를 종아한다.

경기내용

요인

나는 1 차 경기의 드라마를 즐긴다.

나는 일방 경기보다 막상막하의 경기를 즐긴다.

나는 경기 에 역 상황의 발생을 즐긴다

미디어

요인

나는 특정 채 을 통해 로야구 계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특정 해설자의 계해설을 좋아한다.

나는 특정 아나운서의 계멘트를 좋아한다.

스타

(선수,감독)

요인

나는 특정 보다 개별선수에 애착이 있다.

나는 에 한 팬이라기보다 개별 선수의 팬이다.

나는 특정 감독의 팬이다.

내가 특정 의 팬이 된 것은 그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3)자료분석

(1)신뢰도 타당도

본 <연구 2>의 연구 도구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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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 일치도 검사방법인 Cronbach'sα계수를 산출하 다. 한 연구도

구의 타당도 검사를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2)자료분석 방법

회수된 자료는 WindowsforSPSSver.18.0통계패키지와 AMOS7.0을

이용하여 컴퓨터 개별 입력시킨 후 연구 목 에 맞게 산 처리하 다.연

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는 아래와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 다.

첫째,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둘째,설문지의 요인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 다.셋째,AMOS7.0을 이용하여 설정된 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CFA)과 구조

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equationmodel:SEM)을 실시하 다.

3.<연구 2>의 연구결과

1)신뢰도 타당도

<연구 2>를 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한 내 일 성을 나타

내는 Cronbach'sα계수가 .712~.916로 나타나 비교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단되었다.변수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해서 설문지 제작을 완성

후 미디어 공 박사 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validity)검정

을 하 으며 개념타당도 검증을 하여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

하 다.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 분석(principlecomponentanalysis)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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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교회 (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요인은 고유치

(eigenvalue)가 1인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 다.요인분석 결과 <표 15>

와 같이 국내 로야구 시청결정 요인으로는 총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시청만족 재시청 의사에 한 요인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표 15.시청결정 요인 분석

구성항목 1 2 3 4 5

응원 련 2 0.794 0.064 0.032 0.032 0.111

응원 련 1 0.789 0.044 0.063 0.159 0.093

응원 련 3 0.759 0.707 0.013 -0.057 0.178

상 련 1 0.162 0.772 -0.015 0.104 0.142

상 련 2 0.152 0.707 0.046 0.183 0.066

상 련 3 0.150 0.630 0.264 0.077 0.102

경기내용 련 2 0.098 0.096 0.816 0.067 0.180

경기내용 련 1 0.123 0.198 0.786 0.005 0.074

경기내용 련 3 0.116 0.105 0.705 0.105 0.210

스타(선수,감독) 련 3 0.196 0.186 0.009 0.857 0.099

스타(선수,감독) 련 1 0.112 0.248 0.037 0.830 0.091

스타(선수,감독) 련 4 0.202 0.312 0.091 0.785 0.085

스타(선수,감독) 련 2 0.213 0.005 0.150 0.727 0.042

미디어 련 2 0.109 0.159 0.104 0.095 0.844

미디어 련 3 0.150 0.074 0.091 0.037 0.826

미디어 련 1 0.046 -0.008 0.326 0.093 0.603

Eigenvalue 7.517 2.777 1.944 1.667 1.488

% ofvariance 27.840 10.284 7.200 6.175 5.513

Cumulative 53.242 38.124 45.324 51.499 57.011

Cronbach'sα 계수 0.916 0.712 0.795 0.814 0.736

*Kaiser-Meyer-Olkin의 표본 합성 측정 =0.855

한,<연구 2>에서는 연구변인에 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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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한국 로야구 시청을 결정하는 하 요인을

응원 요인,상 요인,경기내용요인,미디어요인,스타(선수 감독)요

인 등 총 5개의 요인이라 정의하고 그와 련해 시청만족 재시청 의사

와의 계 심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결과를 보면,x2은 526.814(p<.001)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부 합성을

보이지만,Haire,Anderson,Tatham & Black(1992)에 따르면 표본의 크기

가 200개 이상 증가하면 값이 덜 유용하며,표본크기와 자료 분포의 정규

성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 을

근거로 <연구 2>는 다른 기 에 의해 합도를 단하 다.그 결과 CFI

가 .925,TLI가 .900,RMSEA가 .053로 나타나 <연구 2>모형은 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6.모형의 합도 분석 결과

구분 CFI TLI RMSEA x2 df

합지수 0.925 0.900 0.053 526.814 263

2)상 계분석

<연구 2>에서는 확인요인분석으로서 단일차원성이 확인되어진 요인들

사이의 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스포츠콘텐츠 시청결정 요인과 재시청

의사 시청만족에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상 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8이상의 상 계수를 보이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계의 결과

는 아래 <표 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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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상 계 분석 결과

구성 개념
응원

요인

상

요인

경기내용

요인

스타

요인

미디어

요인

응원 요인 1 　 　 　 　

상 요인 0.490* 1 　 　 　

경기내용 요인 0.189* 0.359* 1 　 　

스타 요인 0.211* 0.369* 0.367* 1 　

미디어 요인 0.113* 0.374* 0.211* 0.261* 1

*유의확률 0.01

3)가설검증

<연구 2>의 모델을 심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한 변인들 사이의 경로

계수 분석 결과를 보면 <표 18>과 같다.가설1의 실증분석 결과,경로계수

가 .739(t=7.288,p<.001)로 나타나 '응원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가설2의 실증분석 결과,경로계수가

.712(t=6.152,p<.001)로 나타나 '응원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3의 실증분석결과, 경로계수가

.256(t=3.125,p<.05)로 나타나 '상 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4의 실증분석결과, 경로계수가

.216(t=2.792,p<.05)로 나타나 '상 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5의 실증분석결과, 경로계수가

.573(t=3.368,p<.001)로 나타나 '경기내용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6의 실증분석결과, 경로계수가

.435(t=2.662,p<.01)로 나타나 '경기내용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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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7의 실증분석결과, 경로계수가

.281(t=5.985,p<.01)로 나타나 '미디어요인은 시청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8의 실증분석결과, 경로계수가

.272(t=5.143,p<.05)로 나타나 '미디어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9의 실증분석 결과, 경로계수가

-0.096(t=-1.538,p>.05)로 나타나 '스타(선수 감독)요인은 시청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가설10의 실증분석 결과,경

로계수가 .0.153(t=1.868,p>.05)로 나타나 '스타(선수 감독)요인은 재시

청 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가설11의 실증분

석 결과,경로계수가 .608(t=5.362,p<.001)로 나타나 '시청만족은 재시청의

사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검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스타요인과 시청만족 재시청의사를

제외하고 총 11개의 가설 9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경로계수를 고려해

볼 때 응원 요인과 경기내용요인이 시청만족 재시청의사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높았으며,상 요인과 미디어요인은 상 으로 낮았다.

스타선수 감독의 출 여부는 시청만족과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해당 경기에 한 시청만족요인은 재시청하고자 하는 의사에 향

을 미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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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연구 2>의 가설검증

가설 경로
경로

계수
S.E. t값 p 채택

가설1 응원 요인 → 시청만족 0.739 0.033 7.288 0.001 채택

가설2 응원 요인 → 재시청의사 0.712 0.012 6.152 0.001 채택

가설3 상 요인 → 시청만족 0.256 0.153 3.125 0.022 채택

가설4 상 요인 → 재시청의사 0.216 0.149 2.792 0.005 채택

가설5 경기내용요인 → 시청만족 0.573 0.051 3.368 0.001 채택

가설6 경기내용요인 → 재시청의사 0.435 0.088 2.662 0.008 채택

가설7 미디어요인 → 시청만족 0.281 0.046 5.985 0.006 채택

가설8 미디어요인 → 재시청의사 0.272 0.491 5.143 0.012 채택

가설9 스타요인 → 시청만족 -0.096 0.062 -1.538 0.124 기각

가설10 스타요인 → 재시청의사 0.153 0.082 1.868 0.062 기각

가설11 시청만족 → 재시청의사 0.608 0.058 5.362 0.00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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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2>의 연구논의

<연구 2>의 목 은 한국 로야구 TV 계에서 실질 으로 시청을 결정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시청만족 재시청의사와의 계를 규명하고,미

디어콘텐츠로서 한국 로야구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한 기 자료

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의 가설검증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응원 요인,상 요인,경기내용요인,미디어요인은 시청민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스포츠경기의 시청만족 람만족

에 해 연구 기존 연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성재(2004)에 따르면

응원 의 성 ,홈 의 승리가능성,기록경신,라이벌 과의 경기 등을 포

함한 경기상황 요인은 시청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기 람요인 경기력요인과 비용요인이 람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혜련(2006)의 연구에서도 들어나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를 부분 으로 지지했다.스포츠 종목별 람요인과 만족에 한 연구에서

도,직 람 야구 람객의 경우 기록 응원 의 성 에 한 경기 련

심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람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김효정,2006).

,이민규(2011)는 해설과 채 을 포함한 미디어 인 요소들이 시청만족도

에 향을 끼친다고 하 다.

둘째,응원 요인,상 요인,경기내용요인,미디어요인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mmert(197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응원하는 의 성 유명스타의 출 ,라이벌 혹은 우수한 상 과의

경기와 같은 요인들이 재시청의사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하 다.이는

본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경기 선수요인과 응원 요인이 재시청의사에

향을 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우재(2005)는 축구자체의

제품이 재 람에 향을 미친다고 하여,본 연구의 경기 선수 응원 에

련된 요인들을 포 으로 포함하여 본 연구결과에 일맥상통한다.

Gray(1996),Latham & Stesart(1981),Vienna(1989)도 의 승패가 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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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재 람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김용만, 태

(1996)도 로축구의 들의 반복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호감도

요인으로 정의 하 으며,호감도요인은 연고 방문 의 승패,스타

이어로 규정하 다.이상의 요소들은 본 연구의 응원 요인과 경기 선

수 요인의 내용과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셋째,가설11의 시청만족이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홍설(1999)에 따르면 시청만족이 높을수록 재시청의사 한 높다고

주장하 으며, 로축구 의 람동기가 람만족,신뢰,몰입 재

람 의도와의 계에서 람민족이 재 람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김용만,허진,이계석,2005). 한 장경로(1999)의 결

과에서도 람민족이 재구매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의 고객 만족이 재 람의사에 향을 다고 하 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 분야의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는데 이용기,이종

직,박 환(2002)은 높은 민족이 구 과 재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최주호(2003)는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하게 되면 재이용 의

도를 갖게 되고 이는 타인에게 추천 구 으로서 호텔에 한 좋은 이미

지를 표 한다고 보고하 다.의료분야에서 박종원 외 3인(2003)은 의료서

비스품질과 이미지가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사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김상 , 오상 (2002) 그리고 Spreng,

Mackenzie& Olshavsky(1996)의 결과를 종합해보면,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가장 강력한 선행 변수로서 향을 미치며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

재구매를 유도하기 해서는 고객만족의 향상임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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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 3

1.<연구 3>의 연구목 연구문제

<연구 3>의 목 은 한국 로야구 계방송 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시청률 설명 측모형을

만들어 보는 데 있다.<연구 3>은 본 연구의 주제인 TV콘텐츠로서의

로야구의 가치를 밝히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실제 로야구 시청

률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객 으로 검증하고, 계방송 시청률을 사

에 측하여,콘텐츠의 공 자인 구단 는 연맹,수요자인 방송국과

고주에게 객 인 지표를 제공해 주는데 그 구체 목 이 있다.실제로

방송 로그램들은 해당 로그램의 시청률에 의해 로그램의 수익이 결정

되는 구조로 지상 TV의 경우,한국방송 고공사(KOBACO)가 2000년부

터 시청률과 시장의 고 수 사항을 종합한 GS 매방식을 채택한 바 있

으며, 이블TV의 경우,방송사와 고주간의 독자 인 일 일 업방식을

취하고 있으나,이 때, 로그램의 사후 측정치인 시청률이 매우 요한 요

소로 활용되고 있다(김수 ,2001).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로야구와 같은

특정 스포츠콘텐츠의 시청률 결정요소를 계량화하고,설명 측모형을

만드는 것은 학문 으로나 실무 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연구 3>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①>한국 로야구 계방송 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시청결정요인은 무엇이며,시청률 설명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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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②>한국 로야구 계방송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

사 요인들을 활용한 시청률 측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3-③>연구문제②에서 만들어진 시청률 측모형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해 이블TV채 에서 계된 한국 로야구 경기

들의 분당시청률,경기시간,경기내용,경기시 의 성 등의 데이터를 수

집 하 으며,<연구 2>를 통해 유의미하다고 확인된 시청결정요인들을

활용해 독립변인화 하 다.시청결정요인들은 각각의 연구 문제에 맞게 경

기사 요인과 경기요인으로 나 었으며,경기사 요인의 경우,시청률

측모형을 만들어,2011년도 자료를 통해 측 정확도를 검증해 보았다.

2.<연구 3>의 연구방법

1)연구 상 수집방법

① 연구 상

<연구 3>을 해 시청률 조사 문기 인 TNmS의 분당 시청률 자료를

수집하 다.먼 ,2010년도에 계된 한국 로야구 경기 총 552개 경기에

한 시청률 데이터를 1차 으로 수집하 으며,이 에서 동일 경기에

한 2개 이상 방송국의 복 계 경기 체를 계하지 않은 경기( 간

에 계를 단하거나, 간부터 계를 시작한 경기)그리고 우천 단된

경기 등을 제외한 462개의 경기를 상으로 경기시작부터 종료시까지의 분

당시청률과 평균시청률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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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연구 상 경기

구분 계횟수

총 계경기 552

동일경기 복 계경기 48

불완 계경기 20

우천 단 계경기 22

연구 상 계경기 462

② 시청률

연구 상 462경기에 한 경기시작부터 경기종료까지의 각각의 개별경기

들의 분당시청률을 합산하여,경기시간으로 나 평균시청률을 해당 경기

의 시청률로 정의하여 추출하 다.

한,경기 체의 ½시 을 경기의 반부로 규정하고,각각의 경기의 시

작부터 경기 체의 ½시 까지의 평균시청률을 별도로 계산 하 다.

③ 경기정보

연구 상 계경기 각 각의 개별 경기들과 련된 반 인 정보를

수집하 다.경기정보는 <표 21>와 같이 경기사 정보와 경기정보로 구분

하 으며,경기사 정보의 경우,경기일자,요일,TV채 , 매치업,시작시

간 , 하는 양 간의 승차 등이며,경기정보의 경우,양 간 수차,

수합, 반 수차,역 발생유무,연장발생유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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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경기前

월 4 5 6 7 8 9

요일 화 수 목 토 일

채
SBS

ESPN

MBC

SPORTS

KBS

SPORTS

MBC

LIFE

MODEL

(1)원정/홈
홈 :삼성,LG,두산,SK,한화,넥센,KIA,롯데

원정:삼성,LG,두산,SK,한화,넥센,KIA,롯데

(2) 1+2
삼성vsLG,삼성vs두산,삼성vsSK,삼성vs한화,

삼성vs넥센,삼성vsKIA,.....총 28개

(3)시청률수 상상,상, 상, 하,하

시간 18시 30분 17시 14시

[ 1- 2]승차 연속변수

구분 변수

경기後

수차 3 이하 3 과

수합 0~6 7~12 13 이상

반5 ↑ 5회이 5 차 과 5회이 5 차 이하

연장유무 정규이닝 연장

역 발생여부 역 상황발생 역 상황미발생

표 20.독립변인 항목(경기사 정보)

표 21.독립변인 항목(경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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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분석

<연구문제 3-①>의 경우,경기 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으

로 회귀분석 실시하 다.먼 ,각 각의 개별 경기 체 시청률을 종속변인

으로 하 으며,경기 경기를 포함한 체 독립변인들을 상으로 회

귀방정식을 통해 분석하 다.회귀분석을 함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나온 변

인들을 제한 뒤 최 화된 모형을 찾는 단계 회귀분석법을 사용하 으며,

통계패키지는 SAS9.2를 사용하 다. 한 <연구 2>를 통해 체 모형에

서 가장 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치업 변인임을 감안하여, 매치업 변

인을 세 가지로 나 어,각각의 수정된 R2값을 비교해 보았다. 매치업

변인의 세 가지 모형은 통계학 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 다.구체

으로,< 매치업_모델1>는 들 간의 매치업을 각각의 다른 변인으로

하여,총 28개로 독립변인화 시켰고,< 매치업_모델2>는 간 매치업에

따른 입장 수용률을 고려하여 5개로 등 화 하 으며,< 매치업_모형

3>은 매치업 자체를 홈 ,원정 2개의 변인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연구문제 3-②>는 개별 경기의 사 정보를 활용하여,해당 경기의

시청률을 측하고자 하 다.따라서,경기의 반부 시청률을 종속 변인으

로 하 으며, 체 독립 변인들 경기 에 알 수 있는 요소들만을 상

으로 회귀방정식을 통해 분석하 다.<연구문제 3-①>과 마찬가지로 독립

변인들 무의미하게 나온 변인들을 제한 뒤 최 화된 모형을 찾는 단계

회귀분석법을 사용하 다. 한 <연구문제 3-①>과 같이 매치업 변인

을 세 가지로 나 었다.<연구문제 3-②>가 모형의 합도와 함께 측력

이 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수정된 R2과 함께 측에 한 확인 계수

인 AIC값을 구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문제 3-③>의 경우,2011년도 경기들의 사 정보 독립변인들을

<연구문제 3-②>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에 입하여 나온 측시청률 값을

해당 경기들의 실제시청률 값과 비교하여,정확도를 측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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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3>의 연구결과

각 연구문제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①>한국 로야구 계방송 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시청률 설명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표 20>과 <표 21>의 독립변인들을 모두 용하고, 계방송 체에

한 평균시청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시청률 설명모형의 다 회귀분석( 매치업_모델1)

□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값 유의확률

모델 45 191.786 4.261 34.91 <.0001

잔차 421 51.401 0.122

합계 466 243.187

평균제곱근오차 0.349 R2 0.788

변이계수 26.072 수정된 R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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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치추정

구분 변수 모수치추정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편 0.539 0.186 2.89 0.0041

월
7월 -0.103 0.070 -1.47 0.1421

9월 -0.346 0.088 -3.92 0.0001

채

KBS스포츠 0.709 0.047 14.95 <.0001

MBC스포츠 0.845 0.048 17.31 <.0001

SBSESPN 0.761 0.049 15.32 <.0001

매치업

KIALG 0.801 0.145 5.51 <.0001

KIASK 0.864 0.122 7.06 <.0001

넥센KIA 0.581 0.133 4.36 <.0001

넥센LG -0.603 0.143 -4.20 <.0001

넥센SK -0.303 0.137 -2.20 0.0283

넥센두산 -0.404 0.138 -2.93 0.0036

넥센삼성 -0.276 0.133 -2.06 0.0397

넥센한화 -0.657 0.152 -4.31 <.0001

두산KIA 0.645 0.135 4.78 <.0001

두산롯데 0.567 0.131 4.33 <.0001

롯데KIA 1.515 0.140 10.80 <.0001

롯데LG 0.346 0.139 2.48 0.0137

롯데SK 0.744 0.123 6.03 <.0001

롯데삼성 0.631 0.132 4.75 <.0001

롯데한화 0.382 0.133 2.86 0.0044

삼성KIA 0.715 0.129 5.53 <.0001

삼성SK 0.228 0.131 1.74 0.0829

한화KIA 0.475 0.136 3.49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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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LG -0.264 0.137 -1.92 0.0557

시간 시간 B 0.183 0.118 1.55 0.1216

승차 양 간 승차 -0.821 0.004 -1.81 0.0703

수차 3 과 -0.222 0.033 -6.60 <.0001

경기시간 4시간이상 0.255 0.073 3.48 0.0005

<표 22>< 매치업_모델1>은 한국 로야구에 속해 있는 총 8개 들간

의 매치업을 각각의 다른 변인으로 하여,총 28개로 독립변인화한 모델이

다.즉, 매치업을 포함하여 체 변인들을 모두를 용한 풀모델(full

model)로 부터 통계상 무의미한 변인들을 단계(stepwise)별로 제거한 후

최 화된 모델을 산출하 다.경기사 요인들 에서는 매치업 변인 28

개 ,23개가,월은 6개변인 2개가 유의미하게 나왔다.양 간 승차 역

시 유미한 것으로 명되었다.경기요인들의 경우,3 차 이상이었을 경우

와 연장유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모델1의 수정된 R2값은 0.735이

었다.

표 23.시청률 설명모형의 다 회귀분석( 매치업_모델2)

□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값 유의확률

모델 22 181.968 8.271 59.99 <.0001

잔차 444 61.218 0.137

합계 466 24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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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제곱근오차 0.371 R2 0.748

변이계수 27.707 수정된 R2 0.726

□ 모수치추정

구분 변수 모수치추정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편 0.284 0.185 0.45 0.0504

월

7월 -0.129 0.066 -1.94 0.0525

9월 -0.353 0.080 -4.37 <.0001

요일 토요일 0.091 0.059 1.54 0.1247

채

KBS스포츠 0.695 0.048 14.45 <.0001

MBC스포츠 0.813 0.049 16.43 <.0001

SBSESPN 0.740 0.049 15.00 <.0001

매치업

상 1.965 0.101 19.42 <.0001

상 1.061 0.053 19.79 <.0001

0.855 0.056 15.26 <.0001

하 0.347 0.053 6.56 <.0001

시간 시간 B 0.239 0.122 1.96 0.0507

승차 간 승차 -0.102 0.003 -0.72 0.0472

수차 3 과 -0.225 0.035 -6.40 <.0001

경기시간 4시간이상 0.252 0.076 3.29 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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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매치업_모델2>는 간 매치업에 따른 입장 수용률을 고

려하여 총 5개로 등 화하 다.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 것은 입장

수와 구단의 인기가 비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백승열,2009)를 활용한 것

으로,< 매치업_모델1>이 28개라는 무 많은 변인을 다룬다는 을 함

께 고려하 다.모델1과 마찬가지로, 매치업을 포함하여 체 변인들을

모두를 용한 풀모델(fullmodel)로 부터 통계상 무의미한 변인들을 단계

(stepwise)별로 제거한 후 최 화된 모형을 산출하 다.경기사 요인들

에서는 매치업 변인 5개 모두가,월은 6개변인 4개가,요일은 토요일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양 간 승차 역시 유미한 것으로 명되었다.

경기요인들의 경우,3 차 이상이었을 경우와 연장유무만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모형2의 수정된 R2값은 0.726이었다.

표 24.시청률 설명모형의 다 회귀분석( 매치업_모델3)

□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값 유의확률

모델 32 190.231 5.944 48.72 <.0001

잔차 434 52.956 0.122

합계 466 243.187

평균제곱근오차 0.349 R2 0.782

변이계수 26.064 수정된 R2 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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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치추정

구분 변수 모수치추정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편 0.455 0.181 0.86 0.3921

월
7월 -0.120 0.064 -1.88 0.0613

9월 -0.364 0.078 -4.67 <.0001

채

KBS 0.723 0.046 15.58 <.0001

MBC 0.859 0.048 17.88 <.0001

SBS 0.751 0.048 15.47 <.0001

매

치

업

원정

원정_KIA 0.962 0.069 13.94 <.0001

원정_LG 0.138 0.067 2.05 0.0407

원정_SK 0.332 0.070 4.74 <.0001

원정_넥센 -0.193 0.071 -2.72 0.0068

원정_두산 0.238 0.067 3.53 0.0005

원정_롯데 0.741 0.066 11.17 <.0001

원정_삼성 0.282 0.067 4.19 <.0001

홈

홈_KIA 1.025 0.066 15.35 <.0001

홈_SK 0.322 0.068 4.71 <.0001

홈_넥센 -0.169 0.068 -2.47 0.0140

홈_롯데 0.833 0.066 12.54 <.0001

홈_삼성 0.181 0.067 2.70 0.0072

시간 시간 B 0.211 0.117 1.80 0.0724

승차 간 승차 -0.087 0.003 -2.33 0.0203

시간차 3 과 -0.226 0.033 -6.73 <.0001

경기시간 4시간이상 0.261 0.073 3.56 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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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매치업_모델2>는 매치업 자체를 홈 ,원정 으로 나

어 분석하 다.즉, 매치업을 홈과 원정 각각 별개로 나 는 방식으로,

경기 람 요인과 련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다.역시 모델1과

마찬가지로, 매치업을 포함하여 체 변인들을 모두를 용한 풀모델

(fullmodel)로 부터 통계상 무의미한 변인들을 단계(stepwise)별로 제거한

후 최 화된 모형을 산출하 다.경기사 요인들 에서는 매치업 변인

은 홈 8개는 모두가,원정 의 경우,2개 을 제외하고 유의미하게 나왔

다.월은 7월과 9월이 나타났으며,양 간 승차 역시 유미한 것으로 명되

었다.경기요인들의 경우,모델1,모델2와 마찬가지로 3 차 이상이었을 경

우와 연장유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모형3의 수정된 R2값은 0.766

이었다.

표 25.각 모델의 수정된 R2값 비교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수정된 R2 0.735 0.726 0.766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률 설명 모델들 가장 높은 모델은 모

델3으로 매치업을 홈과 원정으로 나 형태이다.그 다음으로 체 매

치업을 28개로 세분화한 모델1이었으며,입장 률을 기 으로 나 모델

2가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이 밖에 경기사 변인들 ,채 의

경우,모델에 계없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요일 변인의 경우는

모델2에서 토요일만이 공통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월 변인 역시 7,9

월의 경우,모델과 상 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력차를 의미하는 양

간 승차 역시,모델 3개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경기변인들

의 경우,3 차 이상일 경우와 연장여부 2개 항목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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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②>한국 로야구 계방송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

사 요인들을 활용한 시청률 측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표 20>의 독립변인 항목들 경기 ,즉 사 에 알 수 있는 요인들

만으로만,독립변인을 구성하고, 계방송의 반부 평균시청률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다 회귀 분석해 보았으며, 매치업 모델은 <연구문제 3-①>

과 같이 세 가지 모델을 활용하 다.그러나,종속변인의 경우, 체 경기

의 시청률이 아닌 경기 체의 ½시 을 경기의 반부로 규정하고,각각의

경기의 시작부터 경기 체의 ½시 까지의 평균 시청률을 별도로 계산 하

다.

표 26.시청률 측모형의 다 회귀분석( 매치업_모델1)

□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값 유의확률

모델 32 145.212 4.537 45.58 <.0001

잔차 434 43.206 0.099

합계 466 188.418

평균제곱근오차 0.315 R2 0.770

변이계수 25.751 수정된 R2 0.753

AIC -103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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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치추정

변수 분류 모수치추정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편 0.433 0.103 4.21 <.0001

월

6월 -0.082 0.040 -2.03 0.0433

7월 -0.143 0.045 -3.18 0.0016

9월 -0.291 0.058 -5.01 <.0001

채

KBS스포츠 0.677 0.042 16.00 <.0001

MBC스포츠 0.745 0.043 17.20 <.0001

SBSESPN 0.707 0.043 16.40 <.0001

매치업

KIALG 0.686 0.088 7.78 <.0001

KIASK 0.824 0.081 10.07 <.0001

넥센KIA 0.520 0.081 6.37 <.0001

넥센LG -0.542 0.090 -6.00 <.0001

넥센SK -0.237 0.099 -2.38 0.0178

넥센두산 -0.291 0.097 -3.00 0.0029

넥센롯데 0.135 0.082 1.63 0.1044

넥센삼성 -0.178 0.088 -2.01 0.0449

넥센한화 -0.500 0.097 -5.10 <.0001

두산KIA 0.621 0.086 7.14 <.0001

두산LG 0.144 0.087 1.65 0.0995

두산SK 0.194 0.089 2.17 0.0307

두산롯데 0.577 0.080 7.18 <.0001

롯데KIA 1.393 0.087 15.94 <.0001

롯데LG 0.353 0.085 4.14 <.0001

롯데SK 0.768 0.079 9.65 <.0001

롯데삼성 0.570 0.083 6.87 <.0001

롯데한화 0.472 0.086 5.4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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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KIA 0.674 0.083 8.07 <.0001

삼성SK 0.287 0.082 3.48 0.0006

한화KIA 0.508 0.082 6.13 <.0001

한화LG -0.188 0.088 -2.13 0.0334

시간
시간 A 0.157 0.101 1.56 0.1202

시간 B 0.149 0.103 1.45 0.1481

승차 간 승차 -0.077 0.002 -2.42 0.0161

<표 26>< 매치업_모델1>은 한국 로야구에 속해 있는 총 8개 들간

의 매치업을 각각의 다른 변인으로 하여,총 28개로 독립변인화한 모델이

다. 매치업을 포함하여 체 변인들을 모두를 용한 풀모델(fullmodel)

로부터 통계상 무의미한 변인들을 단계별로 제거한 후 최 화된 모델을 산

출하 다.

경기사 요인들 에서는 매치업 변인 28개 ,23개가,월은 6월,7월,

9월 등 총 3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채 은 모두 향을 미쳤다.양 간

승차와 경기시간 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으며,수정된 R2값은

0.753,AIC는 -1032.378이었다.

표 27.시청률 측모형의 다 회귀분석( 매치업_모델2)

□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값 유의확률

모델 32 145.212 4.537 45.58 <.0001

잔차 434 43.206 0.099

합계 466 18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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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제곱근오차 0.303 R2 0.757

변이계수 21.511 수정된 R2 0.731

AIC -1005.615

□ 모수치추정

변수 분류 모수치추정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편 0.439 0.169 -0.41 0.0021

월
7월 -0.160 0.061 -2.62 0.0090

9월 -0.318 0.073 -4.30 <.0001

요일 토요일 0.090 0.054 1.65 0.0993

채

KBS스포츠 0.659 0.044 14.97 <.0001

MBC스포츠 0.711 0.045 15.74 <.0001

SBSESPN 0.682 0.045 15.15 <.0001

매치업

상 1.751 0.092 18.91 <.0001

상 0.932 0.049 19.02 <.0001

0.786 0.051 15.37 <.0001

하 0.344 0.048 7.10 <.0001

시간
시간 A 0.264 0.157 1.68 0.0932

시간 B 0.232 0.111 2.07 0.0387

승차 간승차 -0.012 0.012 -3.42 0.0211

<표 27>< 매치업_모델2>는 간 매치업에 따른 입장 수용률을 고

려하여 총 5개로 등 화하 다.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 것은 입장 수

와 구단의 인기가 비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백승열,2009)를 활용한 것으

로,< 매치업_모델1>이 28개라는 무 많은 변인을 다룬다는 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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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 다.모델1과 마찬가지로, 매치업을 포함하여 체 변인들을 모두

를 용한 풀모델(fullmodel)로부터 통계상 무의미한 변인들을 단계

(stepwise)별로 제거한 후 최 화된 모형을 산출하 다.경기사 요인들

에서는 매치업 5개 모두가,월은 7월과 9월 2개가,요일은 토요일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양 간 승차 역시 유미한 것으로 명되었다.모델2의

수정된 R2값은 0.731,AIC는 -1005.615이었다.

표 28.시청률 측모형의 다 회귀분석( 매치업_모델3)

□ 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값 유의확률

모델 23 144.159 6.267 62.74 <.0001

잔차 443 44.259 0.099

합계 466 188.418

평균제곱근오차 0.316 R2 0.765

변이계수 25.797 수정된 R2 0.746

AIC -995.954

□ 모수치추정

구분 변수 모수치추정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편 0.156 0.110 1.41 0.0158

월

6월 -0.091 0.038 -2.34 0.0199

7월 -0.146 0.043 -3.36 0.0009

9월 -0.301 0.056 -5.32 <.0001

채
KBS스포츠 0.689 0.041 16.68 <.0001

MBC스포츠 0.761 0.042 17.7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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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SPN 0.695 0.043 16.04 <.0001

매

치

업

원

정

원정_KIA 0.808 0.062 13.02 <.0001

원정_LG 0.082 0.060 1.36 0.0575

원정_SK 0.279 0.062 4.46 <.0001

원정_넥센 -0.235 0.064 -3.68 0.0003

원정_두산 0.208 0.060 3.43 0.0007

원정_롯데 0.600 0.059 10.07 <.0001

원정_삼성 0.224 0.060 3.70 0.0002

홈

홈_KIA 0.852 0.051 16.62 <.0001

홈_SK 0.304 0.054 5.61 <.0001

홈_넥센 -0.203 0.053 -3.84 0.0001

홈_두산 0.092 0.053 1.72 0.0870

홈_롯데 0.739 0.051 14.39 <.0001

홈_삼성 0.112 0.051 2.17 0.0308

시간
시간 A 0.192 0.101 1.89 0.0592

시간 B 0.206 0.103 2.00 0.0464

승차 간 승차 -0.017 0.002 -2.95 0.0033

<표 28> 매치업 자체를 홈 ,원정 으로 나 어 분석하 다.즉,

매치업을 홈과 원정 각각 별개로 나 는 방식으로,경기 람 요인과

련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다.역시 모델1과 마찬가지로, 매치

업을 포함하여 체 변인들을 모두를 용한 풀모델(fullmodel)로 부터 통

계상 무의미한 변인들을 단계(stepwise)별로 제거한 후 최 화된 모형을

산출하 다.경기사 요인들 에서는 매치업 변인은 홈 8개는 모두가,

원정 의 경우,7개 이 유의미하게 나왔다.월은 6개 변인 6,7,9월 3

개가,양 간 승차 역시 유미한 것으로 명되었다.모델3의 수정된 R2값

은 0.746,AIC는 -995.95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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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시청률 측모델간 수정된 R2 AIC값 비교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수정된 R2 0.753 0.731 0.746

AIC -1032.378 -1005.615 -995.954

매치업 모델1,모델2,모델3을 비교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모델의

설명력을 말해 주는 지수인 수정된 R2값은 모델1이 0.753으로 모델2와 모

델3보다 높았다.즉,모델1의 독립변인들은 반부 시청률의 75.3%를 설

명하고 있다. 측력을 알 수 있는 수치인 AIC는 모형 에서 상 으로

측력이 높은 모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숫자가 낮을수록

측력이 높다고 하겠다.AIC값은 -1032.378로 모델1이 모델2와 모델3보다

낮았다.즉,모델1이 반부 시청률에 한 측모형으로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문제 3-③><연구문제3-②>에서 만들어진 시청률 측모델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②>에서 확인한 모형 가장 설명력과 측력이 높다고 평

가된 모델1을 활용하여,2011년도 실제 시청률 데이터 샘 30개를 <표

30>과 같이 비교,분석해 보았다.분석 방법은 실제 시청률과 해당 경기를

측모형을 통해 추정된 시청률간의 개별 인 정확도를 측정하 다.분석

결과 체 30개의 평균 정확도는 77.37% 이었으며,가장 높았던 샘 의 정

확도는 97.65% 이었고,가장 낮았던 샘 의 정확도는 56.17%이었다. 체

샘 은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었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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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시청률 측모형의 실제시청률 비 정확도

구분 측시청률 실제시청률 오차 정확도

1 1.431 2.037 0.606 70.25%

2 0.742 1.321 0.579 56.17%

3 0.442 0.632 0.19 69.94%

4 0.863 1.226 0.363 70.39%

5 2.535 3.122 0.587 81.20%

6 2.635 3.521 0.886 74.84%

7 0.465 0.662 0.197 70.24%

8 0.893 1.121 0.228 79.66%

9 0.503 0.556 0.053 90.47%

10 1.214 1.752 0.538 69.29%

11 1.817 2.553 0.736 71.17%

12 0.723 1.123 0.4 64.38%

13 2.435 2.835 0.4 85.89%

14 2.244 2.553 0.309 87.90%

15 0.787 1.211 0.424 64.99%

16 1.892 2.122 0.23 89.16%

17 1.451 1.705 0.254 85.10%

18 0.911 1.194 0.283 76.30%

19 1.445 1.753 0.308 82.43%

20 1.471 1.835 0.364 80.16%

21 2.452 2.511 0.059 97.65%

22 0.937 1.323 0.386 70.82%

23 1.644 2.222 0.578 73.99%

24 3.45 4.553 1.103 75.77%

25 1.054 1.652 0.598 63.80%

26 0.966 1.222 0.256 79.05%

27 0.994 1.321 0.327 75.25%

28 1.048 1.355 0.307 77.34%

29 0.721 0.952 0.231 75.74%

30 1.285 1.627 0.342 78.98%

평균 1.382 1.786 0.404 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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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 4>와 같이 실제 시청률과 모형을 통한 측시청률을 그래

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그래 간의 수치상의 차이,즉 오차는 일정 부분

발생하 으나,일 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으며,모두 실제 시청률보다

측 시청률이 낮았다.

그림 4.시청률 측모형과 실제 시청률간의 비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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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3>의 연구논의

<연구 3>의 목 은 한국 로야구 계방송 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은 무엇이며,이를 활용하여,시청률 설명모델과 측모델을 만들어 개

발하는 것이다.이를 해,한국 로야구의 개별 경기들에 향을 미치는

시청률 요인들이 무엇인지 악하여,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으며,이를

경기 체 시청률과 반부 시청률로 나 어 각각의 시청률에 맞는 회귀방

정식을 도출하 다.마지막으로 도출된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여,조사 당해

년도가 아닌 익년도 데이터로 회귀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이로 인해

악할 수 있는 연구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시청률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는 매치업이었다.이는

<연구 2>에서 경로계수가 가장 높았던 변인이 응원 이라는 과 상당부

분 일맥상통하는데,<연구 2>에서는 응원 변인뿐만 아니라 상 변인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나왔다.<연구 3>에서는 <연구 2>

의 결과를 고려하고,회귀분석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매치업을 3가

지 모델로 나 었다.각 각의 모델들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매치업이 월,채 ,시간 등 다른 변인들에 비해 모수추정치가 높았으며,

3가지 각 각의 모델은 변인의 수나 해석 등에서 장단 이 있었다.하지만

설명력과 측력을 단하는 지표인 수정된 R2 값과 AIC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체시청률을 종속변인으로 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홈과

원정을 구분한 모델3이, 반부시청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측력을 검증

함에 있어서는 모델1이 수정된 R2과 AIC값가 가장 높았다.

둘째, 매치업 요인 외에 경기사 요소로 월(月)과 요일(曜日),채 ,

양 간 승차 등이 일정 부분 향을 끼쳤는데,월의 경우,특히,9월에 시

청률이 상 으로 높게 어들었다.이는 9월이 로야구 시즌 막바지로

체로 순 가 확정되는 경향이 있었고,조사 상인 2010년에도 이

오 진출 이 부분 확정된 상태 다.따라서 리그에 한 흥미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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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채 은 스포츠 문 3개 채 의 경우에는 수치

상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긴 하 으나,차이가 크지는 않았다.하지

만,스포츠 문 3개 채 외에 한국 로야구를 계한 MBC-LIFE의 계

방송 시청률은 다른 3사에 비해 하게 낮았다.이는 채 의 문성과

이미지가 시청이나 시청률에 향을 다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김경남,2011;김종훈,2011).즉,채 이 주는 문성도 상

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양 간 승차의 경우,양 간의 력차를 의미하

는 변인으로 양 간의 승차와 순 차는 비례한다.양 간의 력균형

(competitivebalance)은 스포츠경기,특히 로리그에서 팬들의 흥미를 배

가시키는 매우 요한 요소로서 이와 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

며,연구 결과들은 부분 간 력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리그 체의 흥

행이 극 화 되고, 수 역시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Kesenne,2005).본 <연구 3> 역시 기존 연구들과 연구 방법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양 간 승차가 커질수록 시청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모델에

계없이 공통 으로 나타났다.비록 승차에 따른 모수추정치 값은 1개의

승차당 0.01내외로 비교 작었다.하지만,시즌 막 에는 양 간 승차가

20게임 이상 벌어 질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시청률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즉, 로스포츠에서 간 력균형(competitive

balance)는 매우 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미디어 에서도 입증된 것

이다.

셋째, 반부 시청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시청률 측모형을 만들어 보

았다.최 에는 체시청률을 종속변인 회귀분석을 하 으나,이 경우,모

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값이 0.5수 에 불과하 다.이 정도 수

치로 설명력을 논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며,더욱이 측을 한 모형이라는

을 감안하면,유의미하다는 단을 하기 어려웠다.따라서,2010년도 한

국 로야구 체 평균 시간인 3시간 7분을 고려하고,각 각의 경기 시간의

반½을 반부 시청률로 정의하여 시청률로 정의하여 시청률 설명모형과

마찬가지로 매치업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 다.분석 결과,수정된 R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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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7수 으로 설명모형 수 에 근 하 다. 측력에 한 분석은 AIC

를 활용하여,각 모델 가장 작은 값,즉 측력이 가장 높은 모델이

<모델 1>임을 확인 하 다. 반부 시청률을 경기 체 경기 시간의 반½

로 조작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의 2가지를 추가 으로 확인하 는데,첫

째는 체 표본을 상으로 시청률 추이를 <그림 5>와 같이 그래 로 도

시화 한 결과,2010년도 평균 경기시간 3시간 7분,즉 187분의 ½수 인 92

분에서 변곡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한국 로야구 계 시청률 추이 그래

즉,경기시작 이후,꾸 히 증가하던 분당 시청률은 92분을 정 으로 하

락한 후,152분경 다시 반등하여,경기 종료 10분 쯤 부터 격하게 떨어

졌다.따라서 최 의 변곡 인 92분과 평균경기시간의 반½시 은 거의

일치한다고 단된다.둘째로는,한국 로야구는 경기 클리닝타임을 5회

종료 시 에 실시하는데 통상 3~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는 에

주목할 수 있다.이 정도의 시간은 기타 다른 방송 로그램의 간 고에

해당 하는 시간으로 고시간 에는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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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일치하 다(김 ,2006;최동원,2008).참고로 경기 특성으로 인해 잦

은 이닝 교체로 인한, 계방송 의 빈번한 고 노출은 분당 시청률 그

래 에서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상승 혹은 하락 추이에 향을 주는 수

은 아니었다.

넷째,조사 당해년도가 아닌 익년도인 2011년도 데이터를 통해 시청률

측 <모델1>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77.37%의 정확도를 보

으며,데이터는 모두 신뢰구간 안에 포함되었다.다시 말하면,경기 시간의

반½의 경우,77%를 상회하는 수 에서 시청률을 측 할 수 있으며,본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방송 고 공 자인 방송국과 고주 모두에게 상당

한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하지만,검증에 활용된 샘 30개 모두에서

측시청률 값이,실제 시청률값에 비해 일 되게 낮게 나타났다는 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한국 로야구의 2011년도 시즌은 2010년도 시즌에

비해,총 입장 수와 평균시청률이 상회하 다.입장 수와 평균시청률

은 각 각 10%와 13% 정도 증가 하 는데,이런 변수가 측모형에는 반

되지 않았다.즉,분석 상 자체가 한국 로야구라는 동일한 상이었으

나,2010년과 2011년 리그의 수 이나 인기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즉,보다 정확하고 설

득력 있는 분석을 해서는 수년간의 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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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블TV 콘텐츠로서 로야구의 상을 알아보고, 로

야구 시청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시청률간의 계를 설명모형과 측모

형을 통해 분석하기 해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 다.구체 으로,<연구

1>에서는 다른 장르의 TV콘텐츠들과 비교해 볼 때,한국 로야구의 상

이 어떠한지를 시청률을 통해 알아보았다.먼 , 이블TV내에서 장르별,

채 별로 시청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며,다음

으로 로야구 경기가 계될 때,다른 장르의 채 들과의 시청률을 비교

하여,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 다.<연구 2>에서는 시청자들이

로야구 TV 계를 시청함에 있어서 시청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청만족 재시청의사와의 계를 규명해 보았다.<연구 3>은 <연구

2>에서 나온 로야구 시청 결정요인들을 토 로,개별 로야구 경기들의

시청률을 설명하는 설명모형을 구성해 보았으며,사 결정요인들만을 활

용해 시청률 측모형을 만들어 보았다.아울러 조사기간이 아닌 시즌의

시청률데이터를 통해 측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

<연구 1>,<연구 2>,<연구 3>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의 학문 실무 시사 을 가지고 있다.먼 학문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 로야구가 국내 이블TV채 에서 다른 장르 다른 스포츠

콘텐츠와 비교할 때 상이 높다는 을 시청률 에서 확인 하 다.

TV콘텐츠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시청자들의 시청선호도에 해 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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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주로 확인하 다(원형 외,2005;이철성,2008;진성철 외,

2011).실제 시청에 한 척도인 시청률을 활용한 연구는 자료확보의 어려

움으로 인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시청률 조사기 의 발표자료에

의존하 다.하지만,본 연구에서는 한국 로야구에 한 미디어콘텐츠 가

치를 분석하기 이 의 기 조사로서, 이블TV채 체의 1년간 시청률

을 수 조사하여 기존 연구들의 단 을 보완하 다.이를 토 로 한국

로야구 계방송시간 만을 별도로 조사함으로서 실질 인 시청률 비교 분

석이 가능하 는데,한국 로야구의 계방송은 계방송시간 에서 다른

이블TV 장르와 개별 채 에서 모두 1 를 기록하 고,통계 으로도 유

의미하 다.이는 스포츠 문채 이 평균시청률로 봤을 때는 체 장르나

채 에서 최상 권이 아니라는 을 고려할 때,한국 로야구가 상당한 콘

텐츠 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 한국 로야구는 스포츠 문

채 내에서도 매우 요한 ‘킬러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한국 로야구시즌과 비시즌의 동일 시간 시청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시즌 시청률이 비시즌 에 비해 2.2배 높았으며,비 계방

송시간 비 계방송시간 비 시청률 역시 시즌이 비시즌에 비해 3

배 이상 높았다.이러한 비교 기법과 통계 검증은 로야구뿐만 아니라

특정 TV콘텐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으며,차후 유사한 연구에서 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연구 2>를 통해 응원 상 등 련요인과 경기내용 미

디어요인 등 특정요인들이 로야구의 시청만족 재시청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경기의 람만족 재 람 결정요인에 한 기존의 연구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 다(Demmert,1973;Latham & Stesart,1981;Vienna,1989;

Gray,1996;김홍설,1999;이우재,2005;김용만 외,2005;장경로,19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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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외,2002).기존의 스포츠경기 람 심의 연구에서는 의 요인들

외에 경기장 환경이나,티켓 가격 이벤트 등의 요인들에 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었다.기본 으로 경기 람에 한 연구와 시청에 한 연구는

수용자의 행동이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경기 람의 경우,실제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으로 일단,경기가 시작한 후에,경기장을 빠져 나오는 것은

상 으로 드물다.경기를 직 람한다는 것은 입장요 과 시간을 투자

하는 소비행 로 해당 경기에 한 기 치가 많이 반 됨과 동시에 경기내

용에 따른 반응이 즉각 이지 않다.즉,경기 과 경기 의 입장 의 변

화량이 다.반면에 경기시청의 경우,경기에 한 기 치뿐만 아니라,경

기 내용에 많은 향을 받는다.TV시청은 경기장에 직 가는 것과는 달

리,채 변경이 무척 자유롭다.따라서 경기내용이 상 으로 높은 변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이유로 경기 람과 경기시청과 련된 연

구는 다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본 연구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상

으로 풍부한 스포츠경기 람 련 연구들 ,경기시청과 련된 요인들만

을 추출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람스포츠 소비의 한 형태로서 TV시청

행동 연구를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 될 수 것으로 기 된다.

셋째,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로야구 시청률의 설명모형과 측모

형을 만들어 보았으며,TV콘텐츠로서 한국 로야구의 가치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 다.기존의 시청률에 한 설명모형과 측모형

은 특정 콘텐츠에 한 연구보다는 시계열 인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이

한,2000;오 정,2004;배진아,2005;정규환 외,2005).하지만,본 연구에

서는 특정 스포츠콘텐츠인 로야구의 시청률을 다양한 설명 변인들을 활

용하여,회귀분석 하 으며,특정 요인들이 경기 시청률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시청률에 한 회귀분석을 통한 근은 그 동안 학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수 ,2001).이러한 경향은 스포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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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드라마, 능 등 다른 장

르의 경우,설명변인들을 패턴화하기 어렵다는 에 기인한다.하지만,스

포츠의 경우,다양한 기록 요소들이 있고,이에 한 패턴화가 가능하기 때

문에 회귀분석이 가능하 다.회귀분석을 통한 시청률 설명모형과 측모

형은 본 연구의 상인 한국 로야구 외에 다양한 스포츠이벤트에서 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한 본 연구는 스포츠이벤트의 제공자,방송 계권자, 고주 등 스포츠

미디어와 련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본 연구는 스포츠 문 채 을 포함한 이블TV채 에서 한국 로

야구를 편성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한국 로야구가 국내에

서 가장 인기 있다는 사실에 해서는 기존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꾸

히 확인되어 왔다(백승태 외,2005,신충식 외,2006;김용만,2010;홍석표

2010;백우열,2011).하지만,구체 으로 TV콘텐츠로서 어떠한 ,상

향력이 있는지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부족하 다.특히,실무에서

로그램 편성시 가장 요시하는 시청률을 심으로 한 연구는 더욱 그러

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한국 로야구의 시청률이 어떠하며,상 으

로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로그램 편성을 어떻

게 해야 할지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구체 으로 스포츠 문채

입장에서는 한국 로야구를 체할 수 있는 편성 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를 단할 수 있으며,비스포츠 문 채 에서는 해당 시간 에 어떠한 콘

텐츠를 편성하면 좋은지 혹은,비스포츠 문 채 로서 로야구를 활용에

한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이러한 는 실제 편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2010년에는 능 채 인 MBC-LIFE에서 2011년에는 화 채 인

XTM에서 한국 로야구를 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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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로야구를 계하는 이블TV채 들의

방송 고가치를 측정하는 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재,미디어랩

인 한국방송 고공사(KOBACO)를 통해 개별 로그램들의 고가격이 결

정되는 지상 채 들과 달리 이블채 들은 고주와 방송사간에 직

인 거래활동이 이루어진다.물론 이와 련하여 상호 거래를 돕는 고

행사들이 있으나, 부분 개별 경기의 시청률에 한 종합 인 고려 없이,

특정 기간 동안 일 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매치업 등 여러 변인들에 의해 개별 경기

의 시청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 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야구경기

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기간을 기 으로 한 일 인 거래 방식은

로야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 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개별

경기들에 한 보다 구체 인 근거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일

은 궁극 으로 미디어콘텐츠로서 로야구 경기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해 수 있다.

셋째로,본 연구는 스포츠콘텐츠의 방송권 산정이 계량 으로 가능한 토

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기존의 스포츠방송권 거래 방식은 부분

경매형태의 입찰방식으로 올림픽이나,월드컵과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나

미국메이 리그나, 국 리미어리그와 같은 인기스포츠이벤트의 경우,지

나치게 고평가 되고,지속 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최근에는 방송권

구매자인 방송사나 행사들의 재정 자로 이어지는 문제가 야기되어 왔

다.반면,상 으로 비인기스포츠이벤트의 경우,방송권 거래자체가 일어

나지 않아 방송권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도 하 다.이것은 스포츠이벤트의

주 수익원인 방송권과 련한 충분한 계량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즉,스포츠이벤트의 미디어 수익성과 련한 다

양한 근거들이 필요하며,특히,시청률과 방송 고와 연계된 연구가 필요하

다.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록 특정 스포츠이벤트인 한국 로야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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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으로 하고 있으나,추후 실무 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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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1.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이블TV 콘텐츠로서 로야구의 상을 알아보고,

로야구 시청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시청률간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

다.이를 해 <연구 1>에서는 다른 장르의 TV콘텐츠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로야구의 상이 어떠한지를 시청률을 통해 알아보았다.<연구 2>

에서는 시청자들이 로야구 TV 계를 시청함에 있어서 시청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시청만족 재시청의사와의 계를 규명해 보았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확인한 로야구 시청결정요인들을 토

로,개별 로야구 경기들의 시청률을 설명하는 설명모형을 만들어 보았으

며,사 요인들만을 활용해 시청률 측모형을 개발하 다.아울러 조사기

간이 아닌 시즌의 시청률자료를 통해 측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해 2010년도 이블TV채 체의 시청률에 해 분당시

청률을 확보해 분석하 으며,410명의 한국 로야구 시청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경기기록을 포함한 2010년도 한국

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에 한 자료를 참조하 다.

이블TV의 장르별,채 별 시청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1>에서는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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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총 11개의 이블TV장르에서 상 3개 채 의 시청률 합을 비교

한 결과,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르는 드라마 으며, 능, 화,어

린이,뉴스/보도,스포츠,음악,오락/취미,패션/여성,종교,교육/공공 순이

었다.

둘째, 이블TV채 총 108개의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시청

률을 기록한 채 은 MBC드라마,SBS 러스,KBS드라마,YTN,tvN,투

니버스,OCN,CGV,MBC에 리원,KBSJOY 순이었다.드라마와 능 채

이 체 이블TV채 가장 인기 있는 채 들이었으며,각 채 별

시청률 차는 상 20개 채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명되었다.

셋째,평일 녁과 휴일 오후 등 주로 라임시간 인 한국 로야구

계 때만을 별도로 나 어 분석한 결과,해당 시간 에서 장르와 채 수

모두에서 한국 로야구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으며,통계 으로도

유의미하 다.즉,조사기간 해당 시간 에서는 한국 로야구가 시청률

이 가장 높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넷째,한국 로야구를 계하는 스포츠 문 이블채 내에서 한국 로

야구 계시간 와 그 밖의 시간 그리고 로야구시즌과 비시즌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한 결과,시청률 측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콘텐츠는 한

국 로야구로 명되었다.

한국 로야구 시청자를 상으로 시청요인과 시청만족도 재시청의사

와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 2>에서는 각각의 가설에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시청자들이 응원하는 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

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둘째,시청자들이 응원하는 의 상 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

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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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한국 로야구의 실제경기 내용과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넷째,채 해설자 등 미디어와 련된 요인들은 시청만족도와 재시

청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다섯째,스타선수나 스타감독의 경기출 여부와 련된 요인들은 시청

만족도와 재시청의사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시청만족도는 재시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에 향을 미치었다.

<연구 3>에서는 한국 로야구 계방송의 시청률 측 설명모형을

회귀분석을 통해 만들어 보았으며,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 체의 시청률 결정에는 매치

업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변인들이 작용하 으며,3개의 매치업 모델에

해 회귀분석을 각각 실행한 결과,수정된 R2값은 최 값은 0.766,최소

값은 0.726으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명되었고,독립변인들 에

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는 매치업이었으며,채 ,월, 간승차,

연장유무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경기 반부 시청률만을 상

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측모델을 만들어 본 결과,수정된 R2값의 최 값

은 0.753,최 값은 0.731이 으며,상 으로 우수한 측모형을 확인할

수 있는 AIC값은 -995.954에서 -1032.378로 모두 유의미한 측력이 있음

이 검증되었다.

셋째,2010년도 한국 로야구 시청률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측모형을

활용하여,2011년도 한국 로야구 개별 경기의 반부 시청률 자료를 검증

한 결과,샘 의 평균 정확도는 77.37%이었다.샘 의 측시청률 값들은

모두 신뢰구간 안에 있었다.즉,본 연구의 측모델은 정확도 77.37%인



- cxvi -

시청률 측모델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2.연구의 제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으며,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행연구의 미비로 고찰할 수 있는 문헌이 부족하 다.스포츠 계

로그램에 한 시청률 측 모형과 검증에 한 연구 국내외에서 매우

제한 이다.특히,국내의 경우,스포츠 장르에 특화된 시청률 측 연구는

무하며,TV 콘텐츠로서 스포츠를 논의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로

그램 시청률 측에 한 연구는 상 으로 꾸 히 이루어지고 있어,이

를 극 참조하 지만,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때문에 시청률에 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경기 람과 련된 연구들을 극 참

조하 으나,미디어 인 측면에서 스포츠콘텐츠의 가치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은 본 연구의 한계 으로 작용한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단 시청률을 통해 보다 극 이고 심층 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연구 상 선정과 결과의 일반화에 한 문제이다.본 연구는 그

상을 한국 로야구 계로,매체는 이블TV채 로 한정하 다.이 게

한 데에는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인기스포츠로 인정받

고 있는 한국 로야구에 한 심층 으로 연구하고자 함이었다.특히,공

채 의 한국 로야구 계의 경우,연간 계빈도가 매우 고,부정기

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구과제로서의 의미가 낮아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하지만, 상 선정을 특정 종목과 국내로 한정하는 것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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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야구가 인기 있는 콘텐츠이긴 하지만,스포츠이벤트 반에 해

서 논할 수 없다는 에서 분명 한계를 갖는다.그러나,본 연구에서 활용

한 방법들을 다른 종목이나,이벤트에 활용할 경우,다른 스포츠콘텐츠에

한 미디어가치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연구 3>에서 경기 내용과 련된 분석은 보다 심층 인 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시청률 결정요인과 련해 경기사 항목

과 경기 항목으로 나 어 분석하 다.경기사 항목의 경우,기존 연구 결

과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경기 항목들의 경우,

상 으로 유의미한 항목이 었다.야구 경기의 특성상 다양한 경기요소

가 있는 만큼 보다 심층 인 후속 연구를 통해 경기 에 발생할 수 있는

시청률 결정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본 연구는 2010년도만 분석함으로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2010년도 체 시청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을 시도함으로서 심층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특정

년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로 인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실제로 시청률 측모형의 경우,2011년도 자료를 통

해 검증한 결과,높은 정확도를 보 으나, 반 인 자료가 실제 시청률자

료에 비해 낮게 나타난 데에는 2011년도와 2010년도의 설명변인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실제로 한국 로야구 시청률은 2011년

도가 2010년도 보다 일 되게 높았으며,입장 수도 더 많아, 로야구

의 인기가 년도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러한 한계

요소를 극복하기 해서는 추후 시계열 차원의 연구가 병행되고 자료가

축 되어야,종합 인 단과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 과 제언들이 극 반 된다면,한국 로야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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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콘텐츠에 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반의 도약과 함께 학문 발 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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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TV ContentsValue

ofKoreaProfessionalBaseball

Chung,Ji-Gyu

Dept.ofPhysicalEducation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statusofKoreanProfessional

Baseball(KPB)ascableTV contents,and analyzetherelationship between

factorsthatinfluenceprofessionalbaseballviewingandratingsatthelevelsof

explanatorymodelandforecastingmodel.Accordingly,thestatusofKorean

professionalbaseballin comparison to TV contents ofothergenres was

examinedthroughratingsin<Study1>.In<Study2>,factorsthatinfluence

viewerswhentheyareviewingprofessionalbaseballTV broadcastingwere

analyzed,andexaminedthecausalrelationshipbetweenviewing satisfaction

andre-viewingintention.In<Study3>,explanatorymodelwascomposedthat

explains the ratings of each professionalbaseballgames based on the

determining factorsofprofessionalbaseballviewingrevealedin<Study2>,

andratingsforecastingmodelwasdevelopedbyusingonlypre-determining

factors.Inaddition,accuracyoftheforecastingmodelwasverifiedthroughthe

ratingsdataofseason instead ofresearch period.Accordingly,perminute

ratingsoftheoverallratingsofcableTV channelsin2010wereobtaine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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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and online survey researches were conducted for 430 Korean

professionalbaseballviewers.Additionally,itreferred dataon 2010Korean

professionalbaseballregularseasonincludinggamerecords.

In<Study1>thatcomparativelyanalyzedtheratingspercableTV genreand

channel,thefollowingresultswerededuced.First,totalsum ofratingsoftop

3channelsin11genreswascompared,andthegenrewiththehighestratings

wasdrama followed by entertainment,movie,children,news/report,sports,

music,entertainment/interest,fashion/women,religionandeducation/public.The

resultofone-wayANOVA onthedifferenceinratingspergenrerevealedthat

itwasmeaningfulin 0.05% significanceprobability.Second,theresultof

comparingtheratingsof108cableTVchannelsrevealedthatthechannelwith

thehighestratingswasMBC Dramafollowedby SBS Plus,KBS Drama,

YTN,tvN,Tooniverse,OCN,CGV,MBCEveryoneandKBSJoy.Dramaand

entertainmentchannelsweremostpopularchannelsofcableTV channels.As

forthedifferenceinratingsofchannels,one-wayANOVA resultshowedthat

itwasmeaningfulin 0.05% significanceprobability in alltop20channels.

Third,ratingswereanalyzedexclusivelyduringKoreanprofessionalbaseball

broadcasting time which is mainly prime time ofweekday evenings and

weekend afternoons.The resultrevealed thatKorean professionalbaseball

recordedthehighestratingsduringthecorrespondingtimeatbothgenreand

channellevel,and they werestatistically meaningfulin 0.05% significance

probability.Namely,itcanbesaidthatKoreanprofessionalbaseballisthe

highestrating contentsin thecorresponding timeslotduring theresearch

period.Fourth,independentsamplest-testwasconducted forsportscable

channels that broadcast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uring Korean

professionalbaseballbroadcastingtimeslotandothertimeslots,aswellas

duringprofessionalbaseballseasonandoff-season.Thecomparativeanalysis

resultrevealedthatmostvaluablesportscontentsintermsofratingswas

Koreanprofessionalbaseball.

In<Study2> thatidentifiedthecausalrelationshipbetweenviewingfactor,

viewing satisfaction and re-viewing intention among Korean professional

baseballviewers,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foreachhypothesis.First,

factors related to the team thatviewers supportinfluenced theirviewing

satisfactionandre-viewingintention.Second,factorsrelatedtoopposing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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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viewerinfluencedtheirviewingsatisfactionandre-viewingintention.Third,

factorsrelated tocontentson actualgameofKorean professionalbaseball

influencestheirviewingsatisfactionandre-viewingintention.Fourth,factors

relatedtomediasuchaschannelandcommentatorinfluencestheirviewing

satisfaction and re-viewing intention.Fifth,factors related to the game

appearanceofstarplayersorstarmanagerdidnotinfluencetheirviewing

satisfaction and re-viewing intention.Sixth,viewing satisfaction of each

Korean professionalbaseballgameinfluenced theirviewing satisfaction and

re-viewingintention.

In <Study 3>,forecasting & explanatory modelfor Korean professional

baseballbroadcasting was develop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and the

followingresultswerededuced.First,variousindependentvariablesincluding

team match-up affected the overallratings determination ofeach Korean

professionalbaseballgamein2010,andregressionanalysiswasrespectively

conductedfor3team match-upmodels.AsfortherevisedR2value,maximum

valueandminimum valuewererevealedtoberespectively0.766and0.726that

wereallstatisticallymeaningful.Match-upwasconfirmedtobethebiggest

influencefactoramong theindependentvariables.Second,forecasting model

was develop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exclusively forfirst-halfgame

ratingsofeachKoreanprofessionalbaseballgamein2010season.Asforthe

revised R2value,maximum valueand minimum valuewererevealed to be

respectively 0.753 and 0.731.As forAIC value for confirming relatively

effectiveforecastingmodel,itwasintherangeof-995.954and-1032.378all

ofwhichwereprovenformeaningfulforecastingcapability.Third,first-half

gameratingsdataofeachKoreanprofessionalbaseballgamein2011season

wereexaminedby using theforecasting modeldevelopedthroughthe2010

Koreanprofessionalbaseballratingsdataandtheaverageaccuracyofsample

was77.6%.Theforecastedratingsvaluesofsamplewereallwithinconfidence

interval.Namely,itwasconfirmedthattheforecastingmodelofthisstudy

wasstatisticallymeaningfulwith77.6% accuracyratingsforecastingmodel.

Keywords:KPB,TV Contents,TV Ratings

Studentnumber:2008-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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