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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포털사이트 내에서 제공되는 PGA 투어 영상

콘텐츠를 살펴보고,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8개월

간 포털사이트에 업로드된 PGA 투어 정규 시즌의 1,023개 영상

콘텐츠를 최종 선정해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영상 콘텐츠의 조회

수를 종속변수로 라운드, 영상 종류, 대회선두 등급, 대회 유형, 한

국선수, 썸네일, 제목유형, 대회선수 등급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각

요인의 특성을 분류하여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라운드, 영상 종류, 대회 유형, 한국선수, 썸네일, 제목 유형이

포털사이트 PGA 투어 콘텐츠 조회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라운드는 마지막 라운드인 4라운드가 나머

지 라운드 보다 영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썸네일은 정적인

내용보다 긍정적이거나, 자극적일 때 조회수가 더 높았다. 이외에

대회 유형은 인비테이셔널과 챔피언십 대회가 영상 콘텐츠 조회수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상 종류는 보너스 영상과 라운드개요

영상이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윙분석 영상

만이 더미변수에 대해 추정된 계수가 양(+)의 값을 가졌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 내

에 한국선수가 등장 할 경우 조회수가 더 높았다.

주요어 : 포털사이트, 조회수, 영상 콘텐츠, PGA 투어

학 번 : 2015-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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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과거 스포츠 콘텐츠는 중계에 편중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그 패러다임이 확장되었다.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TV 단말기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

기 등 TV 단말기 이외의 대안적인 방송 프로그램 시청 플랫폼이 등장

하고 있다(이동연, 이수영, 2013). 특히 접근성과 휴대성이 극대화된 스마

트폰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Gantz & Lewis, 2014), 접근성과 편의성은 소비

자로 하여금 새로운 이용 형태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간편한 기기를 통

해 쉽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루트로 소비자를 유도한다.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21세기의 consumer는 미디어 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힘입어 prosumer로 성장을 했다. 오늘날 인터넷,

디지털 TV, 모바일을 위시한 뉴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소비는 스포츠 관

람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통합하면서 개별 수용자의 스케줄과 욕구에 맞

춘 일종의 맞춤형 스포츠 미디어로 변모되고 있다(김진희, 김여진, 김성

태, 2010). 또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구축되면서 기존 매스미디어의 전

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

한 상업적 논리에 따라 방송,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체들은 거대 미

디어 복합기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통합이 이뤄졌으며, 콘텐츠의 생산, 분

배 및 유통을 통제하는 수직적 통합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산업을 이끌

어가는 핵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김용은, 2016).

이러한 상황하에 스포츠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 유통은 지속적으로 발

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중계의 형식 또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중계 기술과 관련 경험의 축적이 방송사의 일반 중계 및 방송 기술 자체

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미치는 가운데 스포츠 미디어 분야는 각종 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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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기술이 가장 빨리, 또한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온 분야이다

(Park, Han, Seo, 2017). 그뿐만 아니라 과거 TV 단말기를 통해 일회성

만 강조되었던 중계 콘텐츠는 플랫폼의 세분화와 디바이스의 다양화로

전달 방식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 시발점은 DMB를 통해 이동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계속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자 중계로 경기 결과를

빠르게 접하는 것이다(박정환, 2009). TV 단말기의 단점을 극복한 DMB

서비스는 공간의 제악을 받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스포츠 중계

를 접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 접이었다. 비단 DMB 서비스가 스포츠에

국한된 플랫폼이 아니었다 해도 DMB 서비스를 통한 스포츠 콘텐츠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넘어서 정보통신, 스포츠 마케팅, 영화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되어 그 가치를 높였다(김지혜, 임정수, 2008)

DMB 서비스 이후로 지속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은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TV, 뉴스,

잡지에서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얻었던 시대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DMB 시대를 거쳐 현재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에

서 원하는 스포츠콘텐츠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르렀다. 특히 스

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TV, PC에 이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수

의 증가와 동시에, 콘텐츠 유통 경로의 다양화로 귀결되었다(김민희, 송

유진, 최석정, 2019).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디어 기업들은 콘텐츠 화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에 몰두하며 산업

을 확장 시키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경우 중계방송 종료 후의 하이라이

트 영상과 짧은 클립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영받고 있다. 스포츠

중계방송은 ‘Outcome Uncertainty’가 작용해, 경기의 결과가 반영된 이후

해당 영상의 관심 또한 감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와 다르게 하이라이트 및 맞춤 영상으로 스포츠 콘텐츠가 재생산된다.

그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또한 스포츠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및 스포츠 전문 사이트에서는 매일매일의 스포츠 경기를 중

계해 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경기는 데이터 형식으로 언제든 원할 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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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한 스포츠 콘텐츠 서비스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인기 스포츠의 뉴스 콘텐츠가

무선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팬들에게 서비스되었는데, 텍스트 기반의 경

기 실황 문자 중계, 경기 결과에 대한 뉴스 콘텐츠가 초기 모바일 스포

츠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었다(김지혜, 임정수, 2008). 이러한 변화는 디바

이스,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하여, 전형적 콘텐츠인 미디어 기

업의 중계 영상에서 나아가 각 구단 및 연맹 그리고 선수들까지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다양한 각도에서의 스포츠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로 확장되었다. 스포츠 콘텐츠 공급 확산은,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원했던 소비자 수요 증가에서도 기인하였다. 국내 스포츠 팬들

은 2000년대부터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동시에 국내 선수들의 해외 활약 증가로 해외 스

포츠에 대한 더 큰 니즈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

식(WBC)을 야후 코리아가 독점 중계하며 스포츠를 포털의 킬러 콘텐츠

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해당 인터넷 중계는 사상 최다 시청 인원이

330만 명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얻었다(김지혜, 임정수, 2008). 이러한 과

정 속에서 리그와 방송사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9년 프로야구 시범경기의 경우 리그와 방송사와의 이견 속에 중계방

송이 무산되었고, 각 구단은 방송사에 의존하지 않고 유투브 채널을 통

해 중계를 함으로써 팬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남

상백, 배정섭, 2019). 이처럼 스포츠 중계 시청자들이 기존의 중계방송매

체에 국한되지 않고 뉴미디어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존 TV 중계방송

의 일방적인 시청 형태에서는 방송국에서 제시하는 시간대에만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며, 방송국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한

방향 커뮤니케이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미디어 공간에서 소

비자들은 정규방송과 일방적 형태의 콘텐츠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인터넷으로 시청 행태가 이동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대안적 스포츠 중계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중계 채널 선택권이 넓을 뿐

만 아니라, 시청 중간에 채팅창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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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용동기가 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특히 스포츠미디어

공간에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개인의 참여와 공유를 포함한 쌍

방향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과 소비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박병언, 임규건, 2015). 이처럼 스포츠

미디어가 뉴미디어로 확장되며 효율적인 중계와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양산이 매우 용이 해졌다. 더불어 뉴미디어 환경 내 이용자들 간의 소통

은 콘텐츠를 구성한 공급자들에게 피드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

양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뉴미디어 환경

에서 댓글은 조회수 만큼의 영향력으로 소비자의 성향과 선호도를 파악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영남(2017)의 연구에선 스포츠 콘텐츠를 수

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통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를 선택하는 행태가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최철환(2019)도 다매체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

해 더욱 기술을 이용한 뉴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확인하게 다른 접

촉 동기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수용자 패러다임에서 김지혜, 임정수(2008)는 포털 사업자들

은 방송사를 앞질러 스포츠 중계 및 동영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구매

하는 단계에까지 이렀으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강자로 그 위상이 높

아졌다 밝혔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유입된 스포츠 콘텐츠는 뉴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동반 성장을 거두고 있다. 과거 다수의 스포츠 콘텐츠가 방송사의 편성

제약과 수익성에 편협 된 중계 콘텐츠 위주였다면 지상파, 스포츠 전문

채널, 스포츠 앱, 포털사이트 등 다수의 플랫폼 활성화로 양질의 콘텐츠

가 제작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적극적 수용은 스포츠 산업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재부각 시킨 것은 물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미디어 간

의 상호 작용성을 향상시켜 스포츠 콘텐츠의 유통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왔다(박성희, 한승진, 서원재, 2017). 특히 방송 통신 기술의 발달

에 힘입어 매스미디어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스포츠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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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

중의 미디어를 통한 수용 행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스포

츠 콘텐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특성과 선호에 따라 특정 매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이재현, 2011).

뉴미디어가 스포츠미디어 환경에서 핵심 플랫폼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이 스포츠 콘텐츠에

높은 활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스트리

밍’(streaming)이란 동영상 파일 전체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릴 필

요 없이 일정량의 데이터만으로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

들은 파일이 재생되면서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미한다(이동

연, 이수영, 2013). 국내에선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YouTube)

가 33.6%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 페이스북과 네이버TV가 뒤따르고

있다(곽동균, 2019). 월평균 순 이용자수는 네이버TV가 가장 많았으며

유투브, 페이스북, 다음(카카오TV) 순으로 나타났다(김민희, 송유진, 최

세정, 2019).

최근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스포츠콘텐츠는 경기 영상은 물론이고 하

이라이트 등 다양한 구성으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포털사이

트를 비롯해 웹페이지 공간에서 시간과 구성에 구애 받지 않고 업로드의

원활함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더 많고 다양한 콘텐츠 공급에 힘

쓰고 있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에 편중된 공급자 역할은 뉴미디어 시대

에 들어와 인터넷 플랫폼에서 1, 2차 생산까지 가능해 지며 연맹 및 구

단이 직접 양산 하거나 스포츠전문프로덕션의 대행 업무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방송사 및 제작사로부터 TV와 뉴미디어에서 1

차 공급된 영상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압축된 형태로 2차 생산되기도

한다. 주로 하이라이트 영상, 경기 분석, 선수조명 등 과거 TV와 신문,

잡지에서 제한되고 텍스트 위주였던 정보가 영상으로 표현되며 엔터테인

먼트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뉴미디어와 스포츠콘텐츠의 공생관계에서

공급채널의 증가는 공급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공급

자는 위치기반 서비스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시스템의 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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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구매이력 파악 등으로 소비자의 소비를 예측할 수 있고, SNS와

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ong,

2013).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

의 긍정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양상이다. 최근 뉴미디어의 도입은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간의 헤게모니 역학에 소비자의 개입과 그 영향력이

증대하는 변화의 출발이 되었다(Park, 2007). 과거 수동적인 시청 패턴은

점차 사라지고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융합

을 통해 콘텐츠 및 정보의 제공자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대변되

는 SNS 등으로 그 형태와 기능이 진화하고 있으며 미디어 소비자를 수

용하고 이들에게 생산적 소비자(Prosumer)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가

히 혁명적인 기능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즉, 전통적인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은 생산-유통-소비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반면,

디지털 융합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박성희, 한승진, 서원재, 2017). 이와 같이 다매체 환경에서는 미디

어 소비자들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각각의 미디어

의 특장 점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정샘, 2012).

최근 국내에서는 뉴미디어 환경 내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스포

츠콘텐츠가 킬러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다른 콘텐츠들과 같이 스포츠

콘텐츠 역시, 유투브, 아프리카TV 등의 온라인 영상 전문 플랫폼,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기반 플랫폼,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의 포

털사이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

와 다음(카카오)은 2000년대 초 일찌감치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 등의

국내외 대형 검색엔진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며, 영상, 쇼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 포탈로써 그 영향력을 점차 키워왔다. 하지만 최

근 등장한 온라인 영상 전문 플랫폼 유투브는 적어도 영상 콘텐츠 유통

측면에서 네이버의 지배력 확산을 제어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남상백,

배정섭(2019) 연구에 따르면 유투브 플랫폼과 매개된 스포츠 콘텐츠는

재미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된 주제로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청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국내 영상시장



7

에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유투브이지만, 적어도 저작권과 판권이 중요

한 스포츠 콘텐츠 부분에서는 네이버TV나 다음(카카오TV)과 같은 포털

플랫폼의 영향력을 앞서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PGA

Tour Live 콘텐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북미 지역을 벗어나게 되

면 이용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7년 국내 최초 스포츠 전문 채

널인 스포티비에서 PGA Tour 뉴미디어 중계권인 PGA Tour Live

Streaming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도 해당 영

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간 중계와 재편집된 영상은 자사

온라인 구독자 플랫폼인 스포티비 나우와 포털사이트 플랫폼인 네이버

TV와 다음(카카오TV)에서 제공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PGA 콘텐츠

는 유투브나 PGA Tour 자체 사이트가 아닌, 네이버TV와 카카오TV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며, 이는 곧 유투브의 영향력이 해당 두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콘텐츠 분석 연구를 진행한 박정환

(2009)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콘텐츠 제공현황은 과거에 비해 급

성장하였으나 축구와 야구의 일부 종목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보다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고 언급하

였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환경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증가시켜 주었

지만, 그에 따른 시청자의 이용환경이 다양해져 전략적인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에 미디어들은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프로그램

을 제공하여야 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정확한 스포츠

콘텐츠 니즈를 지속적으로 진단해야한다(조성식, 김성훈, 2009).

뉴미디어 시대에서 수용자의 이용만족과 플랫폼 이용형태를 분석한 다

양한 연구(양기문, 정선형, 이상우, 2018; 이동연, 이수영, 2013; 남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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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섭, 2019; 김민희, 송유진, 최세정, 2019; 최철환, 2019; 김진희, 김여

진, 김성태, 2010; 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황영찬, 김용만, 김세윤,

2014; 한승진, 임충훈, 황한솔, 양혜주, 2019; 류정수, 원영신, 2011; 조성

식, 김성훈, 2009; 유협, 김도균, 한진욱, 2008)들이 진행되었다. 위의 연

구들은 뉴미디어 시대가 보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 이용 의도와

만족도를 알아내며 뉴미디어 수용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특히, 뉴미디어 채널 내 연구(박정이, 임지은, 황장선, 2018; 양기문,

정선형, 이상우, 2018; 김지혜, 임정수, 2008; 박정환, 2009; 박성희, 한승

진, 서원재, 2017; 주영호, 황성연, 2006; 민병현, 2006)에서는 유투브, 네

이버TV 등의 유통채널 활용과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 콘텐츠 제공 현

황을 파악하고 뉴미디어 스포츠 콘텐츠 동향을 분석하였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는 명실상부 킬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으

며, 그 무한한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포털의 영향이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디어도 디지털과 조우

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인터넷 그 중에서도 포털사이트와 스

포츠의 상호관계를 바르게 파악하고 정립하는 것은 스포츠미디어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정환, 2009).

해외의 경우 스포츠 콘텐츠는 웹 페이지 및 SNS 등 D2C(Direct to

Consumer) 형태의 유통이 지배적이므로 제작사에서 웹 페이지를 개설해

업로드 하거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투브 등에 공식 채널을 설립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또한 Pay-per-View 시스템을 뉴미

디어 환경에 적용해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활성화된 시스템은 해외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해

외 유입 콘텐츠의 경우 자체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에서

콘텐츠의 권한을 가진 후 영상의 성격에 맞춰 유통한다. 즉 스포츠 콘테

츠 방송권을 매입하고 과거 관련 시청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는 TV채널 및 뉴미디어 플랫폼을 선택하여 유통한다. 1차 유통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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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의 뉴미디어 사용권한 유무에 따라 2차 편성이 가능하며 방

송사 및 제작사는 뉴미디어 스포츠 콘텐츠 수요가 집중된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보낸다. 따라서 방송사는 뉴미디어 플랫폼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유저들을 공략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에 촉진해야 한다.

이는 스포츠 미디어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

요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도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미디어 소비성향상위에 위치한 포털사이트를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중계권 시장의 풍토가 비단 채널뿐만

이 아니라 뉴미디어 시장에도 확장됐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제공방식을 집중 조명한다. 과거 채널 위주의 중계는 일회성이 강했던

반면 뉴미디어 시장에서 중계권은 그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파생되

는 콘텐츠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콘텐츠의 활용도가

높은 종목인 골프경기를 채택하여 뉴미디어 환경에서 2차 생산된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이 필요하다. 즉 영상의 하이

라이트와 특정 선수 등장 등 표면적인 설명 이외에 실질적으로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미디

어 환경에 흡수된 스포츠 콘텐츠의 변화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어떻게 인

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뉴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콘텐츠

의 현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며 실무자에게 중요한 지

표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제 3 절 연구목적

스포츠미디어 산업은 종목이란 자원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 해

왔다. 또한 뉴미디어의 등장은 스포츠미디어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고 새로운 스포츠콘텐츠 플랫폼 개발에 매진한 다양한 매체의 노력

으로 시장은 다양성이 증진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방송시청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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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사실상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포털사이트 내 스포츠콘텐츠의 조회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국내 현

황에서 스포츠미디어 중 영상 콘텐츠의 세분화가 용이한 골프 중계를 바

탕으로 포털사이트 내 스포츠콘텐츠 선호도 요인검증을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생산된 스포츠 영상 콘텐츠 수용 요인이 뉴미

디어 환경에서 영상 제작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국내 디지털미디어산업 활성화는 2000년대 초반을 시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스포츠콘텐츠가 뉴미디어 시장에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자료조사에만 편향된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제공방식의 연

구와 차별을 두기 위해 특정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선별해 조회수 요인

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가치의 교집합이

실현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실제로 포털사이트 네이버TV 스포

츠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영상의 특성과 세부항목

을 구분한 후 특성 내 세부항목 간 조회수의 차이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영상 콘텐츠 특성간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

로 방송사를 비롯해 스포츠관련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발전 지표로

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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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미디어 환경의 변화

1. 스포츠미디어 변화 과정

미디어 환경은 스포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간 영향을 주

고받아왔다.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

이 둘의 관계를 공생(symbiosis)적 관계로 또는 그와 반대로 기생적 관

계라고 규정되기도 하는데 TV와 스포츠의 역사에 대해 슐츠와 같은 학

자는 세단계로 구분하여 기술력 주도단계, 창의력 주도단계, 그리고 경제

주도 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chultz, 2002). 보일과 헤인즈는 경쟁

협력이라는 새로운 역학관계로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Boyle & Haynes, 2000). 이처럼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시대의 변천사에

탄력을 받아 스포츠미디어란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스포츠와 미디어

의 공생관계는 꾸준하게 진화하고 있다.

스포츠와 미디어가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인쇄단계(Print Stage)인

1733년 5월 5일 미국의 Boston Gazette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스포츠 이

야기가 실리며 본격화 되었다. 1830-40년대 광고수익은 신문재정의 핵심

부문으로 부상했으며, 이로써 현대적 신문산업이 탄생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페니 프레스라는 대중신문의 등장으로, 독자경쟁에 집중하게 된 신

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모아졌다. 당시 The New York

Herald는 프로권투, 경마 등의 보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Betts,

1974). 1883년 Pulitzer의 New York World는 최초로 스포츠부서를 신설

하여 중요한 경기나 레이스를 1면에 보도했고 19세기 말이 되자 대부분

의 주요 신문사는 사내에 스포츠 편집자와 스태프를 두기 시작한다

(McChesney, 1989). 이렇듯 초창기 스포츠미디어는 단순히 이슈로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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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졌지만 그 가치가 성장하며 그 의미 또한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스포츠방송은 1921년 7월 2일 실시되었는데,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의 설립자 David Sarnoff가 주관한 헤비급 복싱

경기로 라디오 방송을 위한 방편이었다. 그 해 월드시리즈가 최초로 방

송되었고, 여기서도 Sarnoff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새로운 매체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한 Sarnoff는 야구를 산업의 초석 중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는 수상기 판매를 위해 야구를 다른 프로그램에

이어 계속해야만 했다”고 그는 나중에 털어놓고 있다(Schultz, 2002).

1930년대 중반 이후 라디오스포츠 중계가 일상화되었다. 미디어와 스포

츠조직간에 권리관계가 형성되면서 경제적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Cashmore, 2000).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텔레비전 중계가 첫 선을 보인 이후 메가

이벤트와 TV중계는 스포츠미디어산업 성장과 변화에 상당부분을 기여

하게 된다(Goldlust, 1988). 본격적으로 영상 콘텐츠가 스포츠미디어 분야

에 보편화된 시기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으로 점차 보급된 텔레비전의

상용화이며 1961년에는 프로 스포츠 팀이 연합하여 방송사와 계약할 수

있는 스포츠 방송법이 통과되며 중계를 통한 수익을 보다 많이 보장받게

되었다. 방송사도 중계권 구입으로 광고 시간 판매가 용이해졌으며, 1979

년에는 북미에서 스포츠전문채널인 ESPN이 개국하며 본격적인 스포츠

미디어화가 시작되었다(Shank, 1999).

국내 방송사도 예외는 아닌데 스포츠 관람은 직접 경기장을 찾는 관중

보다 미디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방송사의 역할은 보다 커

지게 되었다(김광수, 이진균, 2003). 스포츠와 미디어가 관계를 맺기 시작

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로 돌아 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스포츠가 신문에

의해 보도되고 라디오에 의해 방송됐다.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의 개최로 미디어와 스포츠가 상호간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한 시기이다(홍승후, 2007). 특히 메가이벤트가 국내에서 유치되면서 TV

중계방식의 자생력은 한 층 강화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스포츠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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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IT 강국의 면모를 스포츠미디어 산업에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다.

표 1. 국내 스포츠미디어 성장추이

출처 : 김원제, 스포츠 코리아: 21세기 한국사회와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2006).

구분 주요경기 특이 사항

1950-1980

(형성기)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고교야구, 국가대표축구

-중계권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음

-TV스포츠 개념보다는

라디오스포츠 개념

1980-1990

(성장기)

프로야구, 프로씨름 프로축구,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컬러TV 보급을 통해 ‘보는

스포츠’ 시대 개막

-프로야구, 올림픽 등 중계권

개념 부상

1990-2000

(성숙기)

국가대표축구, 해외축구,

박찬호 등판 MLB, NBA,

박세리 LPGA

-민영방송 SBS의 등장

-케이블TV 스포츠전문채널

등장으로 국내시장의 판매자

시장화

2000-현재

(경쟁기)

월드컵, 해외프로축구리그,

MLB, 이종격투기, 익스트림

스포츠, e-스포츠

-위성방송, 인터넷, DMB 등

뉴미디어 다매체 시대로

스포츠의 콘텐츠화 가속

-스포츠가 미디어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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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1990년대 중반부터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의 확대로 정보이

용의 다변화 및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는 개인, 집

단, 조직의 차원으로부터 산업, 경제, 사회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송명협, 2003). 따라서 사회적

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내 스포츠산업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수

혜자로 성장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환경은 진취적인 양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의 다양한 콘텐츠 중 스포츠미디어는 인기 콘텐츠 중 하나이다. 현

재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미디어는 널리 보급되고 있다(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한 편,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미디어 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미

디어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승해왔으며, 스포츠와 미디어 간

존재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천해

왔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스포츠미디어라는 양식으로 발전해오면서 상호

발전을 견인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는 ‘공생’이라는 용어로 설명되

어진다(송해룡, 김원제, 2009). 스포츠와 미디어는 다른 영역에서 출발하

였지만, 현대사회에선 스포츠는 미디어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된다. 예

컨대, 지상파 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전문채널, 포털사이트 스포

츠 기사 및 보도, 스포츠 다큐 그리고 스포츠 잡지의 다양화를 통하여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관계는 형성되었다(김지혜, 임정수, 2008). 공생은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로 바뀔 수도 있고 취득하는 부분을 공유할 수도 있는 복

합체적 공생관계임을 의미한다(이태영, 2002). 하지만 최근 스포츠와 미

디어 관계는 뉴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

츠가 독립적 체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 미디어 시스템에 의

존할 필요 없이 독자적 플랫폼을 계발하거나 체계적 시스템 내에서 독립

적 행보를 추구하는 것이 용이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관계가 변화한다는 점도 절대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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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분이다. 보편적 서비스로서(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스포츠콘

텐츠(예, 방송프로그램)가 유료화하고 있다는 점인데, 방송사들 간 스포

츠중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공영방송

이 오랜 기간 무료로 제공해왔던 스포츠중계방송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 게다가 케이블 및 위성에서 스포츠전문채널의 등장은 스포츠중

계에 있어 지배력을 행사하던 기존 지상파방송에 치명적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김원제, 2004). 이처럼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보완 관계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노력과 협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과

인기종목 중계에 편향된 공급자의 대처와 현황으로 스포츠와 미디어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물론 표면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스포츠 저변확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제기의 타당성은 불충분하다.

방송사들 간의 경쟁은 발전된 중계 프로그램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이며

또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미디어스포

츠연구자 중 한사람인 Rowe(1999) 역시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의존적

인 관계는 긴장, 다툼, 타협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

다. 미디어의 한 부분(프로그램)이었던 스포츠가 역으로 미디어를 변형

시키는 등 미디어스포츠 현상 속에는 보다 복잡 미묘한 권력관계가 내재

해 있는 것이다(Whannel, 1992; Boyle & Haynes, 2000; Brooks, 2002;

Bernstein & Blain, 2003). 스포츠미디어는 지속적인 진화와 문명화 과정

을 거치면서 발전하는데, 그 과정이 유동적이며 개방적이기에 끊임없이

긴장, 갈등 상황이 조성되었다(김원제, 2004). 하지만 미디어 환경변화를

통해 긴장과 갈등의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는 미디어 환경

이 뉴미디어로 확장되며 미디어를 매개로 한 스포츠가 새로운 국면을 맞

이했다는 것을 야기한다. 즉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관계가 한층 성장했

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미디어 산업은 다시 한번 변화의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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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전문채널 등장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케이블 힘이 강력해지면서 방송계는 급격

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장병희, 200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97.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

였으며 디지털 TV 보유율도 93%로 전년대비 3%포인트 성장을 하였다.

이는 케이블TV 도입이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TV보유

가구가 97.1%인 것을 감안하면 케이블채널의 영향력이 지상파와 동등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스포츠 중계와 관련하여 방송

미디어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과거 독점적으로 방송중계를 행사해오던 지

상파 방송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케이블이나 다른 유료 방송들에게 빼앗

기게 하였다(홍승후, 2007).

국내에서 케이블 TV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년 전인 1993년

에 정부는 전문 채널 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구분하여 채널 사업자

를 허가하였다. 이때 정해진 전문분야로는 보도, 영화, 스포츠, 교양, 오

락, 교육, 문화예술, 음악, 어린이, 여성, 종교, 교통관광 등 12개 분야였

다(류춘렬, 김대호, 김은미, 2002). 이는 방송 콘텐츠에 각 분야의 전문성

이 반영되고 과거 지상파 채널의 한계로 비추어 졌었던 다양성 보장이

실현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채널은 영상 콘텐츠 내 다양성

보장이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라디오, 뉴스, 잡지 등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채널의 세분화는 영상 콘텐츠로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환

경적 변화에 류춘렬, 김대호, 김은미(2002)는 케이블TV와 위성 방송 등

방송계 뉴미디어가 출범함으로써 방송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하며 방송

이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에서 내로우캐스팅(narrowcasting)으로 변

화한다고 주장한다. 즉 콘텐츠의 다양성이 보장됨에 따라 방송 소비 성

향은 더욱 세분화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다수의 전문채널 등

장과 이로 인한 경쟁구도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

방송분야는 다채널·다〮매체시대를 맞이하며 MBC, SBS,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도 스포츠 환경의 변화와 미디어수용자의 스포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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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욕구에 맞추어 스포츠전문채널을 편성, 제작하여 방송하게 되었다

(김종훈, 이정학, 2009). 스포츠전문채널은 전문분야의 일환으로 스포츠관

련 상품만을 구매하고 제작하여 시청자와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송 사

업이다(김화진, 2002). 하지만 스포츠전문채널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

고 특정 수용자만을 위한 채널까지 등장하며 구체화된 스포츠전문채널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이

스트만(Eastman, 1993) 채널 유형 분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트만은

수용자(audience)와 콘텐츠(content)를 각각 이분법으로 나눠 광범위

(broad)와 특정(narrow)한 유형으로 전자 항목을 분류하였다<표 2>.

표 2. 시청자와 콘텐츠에 따른 채널 유형

출처: Eastman,(1993, p. 270)

이스트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전문채널은 광범위한 수용자

(broad audience), 특정 콘텐츠(narrow content)와 특정 수용자(narrow

audience), 특정 콘텐츠(narrow content) 두가지 유형에 포함된다. 먼저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스포츠전문채널은 특정 수용자를 구분 짖지 않고

프로그램 및 중계를 편성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스포

츠란 특정 콘텐츠를 제공하고 종목의 다양성까지 보장되는 종합스포츠전

문채널로써 멀티툴(Multi-tool)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특정 수용자

구분 내용

1
광범위한 수용자(broad audience),
광범위한 콘텐츠(broad content)

2
특정 수용자(narrow audience),
광범위한 콘텐츠(broad content)

3
광범위한 수용자(broad audience),

특정 콘텐츠(narrow content)

4
특정 수용자(narrow audience),
특정 콘텐츠(narrow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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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 audience)만을 위한 특정 콘텐츠(narrow content) 채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종목이 세분화된 스포츠전문채널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

인 예로 골프, 낚시, 바둑 채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미디어

산업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미디어 시장 내에서 강한 입지를 내세울

수 있고 채널의 증가는 스포츠가 뉴미디어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서 스포츠 뉴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는데 원초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국내 스포츠전문채널은 구성과 범위의 확장으로 <표 3>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전문채널이 가동되며 수용자 확보에 용이함을

보이고 있다.

표 3. 국내 스포츠전문채널 현황

*2020년 상반기 기준

케이블 TV가 등장하기 이전에 스포츠 중계방송 환경은 지상파 TV의

구조적 제한으로 종목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오늘날 스포

츠방송환경은 올림픽과 월드컵,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유명축구클

럽의 경기, 글로벌화 된 종목의 메이저경기, 자국선수의 해외프로리그,

국내의 각종 프로경기 및 아마추어 경기 등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구분 국내 스포츠전문채널 현황

광범위한 수용자

(broad audience),

특정 콘텐츠

(narrow content)

KBSN Sports, MBC

Sports+,SBSSports,SkySports,SPOTV,SPOTV2,IBS

PORTS,StNSports,생활체육TV, JTBC Sports

특정 수용자

(narrow audience),

특정 콘텐츠

(narrow content)

SBS Golf, JTBC Golf, SPOTV Golf&Health,

Billiards TV, KHR(승마)TV, 브레인(장기〮체스)TV,

바둑TV, FTV(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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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다양해진 스포츠 콘텐츠 및 미디어시장의 환경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방송사 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채널 간, 그리고 프로그램

간 차별화가 주목받고 있다(김성길, 2008). 공급의 확장으로 채널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에서

볼 수 있는 스포츠프로그램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케이블TV 채널 시청

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함은주, 원영신,

홍미화, 2008).

현재 국내에는 지상파계열 방송채널사업자(Program Provider)가 주도

하는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플러스, SBS Sports 종합 스포츠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계열의 종합스포츠채널 JTBC Sports 그리고 스포

츠중계권 거래 업체인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스포츠채널인 스포

티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상파계열 방송채널사업자가 주도하

는 스포츠전문채널은 그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스포츠이벤

트의 중계권을 확보하고 해외 인기 스포츠프로그램을 구매하는 편성전략

을 통해 약진을 거듭하여 2003년 상반기 이후 홈쇼핑과 보도 장르 채널

의 시청점유율을 앞서게 된다(정희준, 2007).

한 편, 종합편성채널과 중계권 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한 채널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다. 초기 진입 당시 광범위한 수용자(broad audience), 특

정 콘텐츠(narrow content) 위주의 스포츠 종합채널로 출발하여 탄탄한

구성과 해외 인기 종목 중계권을 획득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 특정 수

용자(narrow audience), 특정 콘텐츠(narrow content)의 채널까지 추가하

는 등 MBC, KBS, SBS 지상파 3사의 자회사 스포츠전문채널의 브랜드

파워에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채널 브랜드 자체가 경쟁

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며(김

민철, 2010), 비단 중계권 파워에만 의존했던 지상파 시대와 달리 스포츠

전문채널 간의 경쟁구조가 심화되면서 채널간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폭넓은 시도가 불가피 해졌음을 시사한다.

한 편, 종목과 채널의 증가로 발전한 스포츠미디어 환경의 진위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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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인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

민철(2010)은 스포츠전문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콘텐츠를 크게 6가지로 분

류하여<표 4>, 스포츠전문채널의 성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

구결과는 스포츠전문채널은 스포츠중계와 스포츠정보, 비스포츠 위주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스포츠의 중계방

송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둘째, 스포츠전문채널의 프로경기 생방

송과 재방송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전문

채널은 소수의 인기스포츠 중계방송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스포츠전문채널의 내구성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김기한, 윤리라, 방신웅(2012)은 스포츠 전문 채

널의 프로그램 유형과 종목에 따른 방송 비중, 편성의 다양성 및 시청률

분석에서 스포츠 전문 채널 내 방송 비중은 스포츠중계, 스포츠정보, 비

스포츠, 스포츠오락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청률은 비스포츠, 스포츠중계,

스포츠오락, 스포츠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스

포츠미디어의 본질인 경기 중계는 활성화됐지만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계발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결과로 유추해 볼 때 스포츠전문채널은 생중계, 순환편성, 재

방송 등의 콘텐츠로 플랫폼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의

생존이 시청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위주로만

중복 편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지상파 채널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전문채널 환경 내에서도 콘텐츠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종목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독창성이 배제되어 전문채널의 효과가 기

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결국 스포츠전문채널의 콘텐츠는 해외

축구, 격투기, 해외농구 등으로 인기 스포츠에 한정 되어있으며 비인기

종목과 중계 이외의 다양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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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스포츠방송프로그램

출처 : 김민철, 국내 스포츠전문채널의 프로그램 성향분석, 2010

3. 온라인 영상 소비의 대중화

인터넷을 통한 방송시청은 우리 생활에 사실상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 실례로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지상파 방송3

구분 정의

스포츠중계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 및 e-스포츠와

익스트림 스포츠 등의 모든 종목을 포함한

중계방송

스포츠정보

특집편성프로그램, 스포츠뉴스,

각종하이라이트,

스포츠매거진 등

스포츠오락
팀이나 선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오락 프로그램

비스포츠
연애, 〮오락, 드라마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원산지
제공되는 콘텐츠의 원산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분류

인기 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배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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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모두 합쳐 14%였는데, 이것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40.8%를 기

록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올림픽을 실시간으로 시

청할 수 있는 ‘네이버 스포츠’의 PC 접속량은 평소보다 올림픽 기간에만

70%가량 증가했다(조선닷컴, 2012). 물론 스포츠라는 콘텐츠와 스포츠

소비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TV는 여전히 스포츠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들 매체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

다(송해룡, 김원제, 2009). Mcdaniel & Sullivan(1998)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인터넷이 스포츠 관중들에게 단순히 경기 기

록과 내용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컴퓨터

기술은 스포츠 관전의 경험을 관람자와 참여자들이 각각 별개의 역할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하는데,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이 용이해졌음으로 해석된다.

플랫폼의 진화는 방송환경을 변화시켰고 시청자의 선호 매체에도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중계 시청자들이 기존의 중계방송매체

에서 인터넷 중계방송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기존 TV중계방송의 일

방적인 시청형태에서는 방송국에서 제시하는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수동

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터넷 중계방송은 양방향

성으로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중계방송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

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중계방송의 제

한 점이였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네티즌들간의 정보를 교환하며 수동적 스포츠 중계 시

청형태에서 능동적 시청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임태성, 이호열, 김희

규, 2008). 오늘날 인터넷, 디지털 TV, 모바일을 위시한 뉴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소비는 스포츠 관람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통합하면서 개별 수용

자의 스케줄과 욕구에 맞춘 일종의 맞춤형 스포츠 미디어로 변모되고 있

다(김진희, 김여진, 김성태, 2010). 송해룡, 김원제(2009)는 미디어스포츠

2.0 패러다임과 수용행태 변화 연구에서 컴퓨터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경기 하이라이트, 스코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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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음이 시청자에게 시간전환(time-shifting)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반복해 시청한다

고 하였다. 이는 스포츠 관전의 경험과 정보습득을 다양하게 제공하며

수용자들에게 능동적인 시청자(active viewer)개념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확장으로 인터넷 상에서 스포츠 경기 중계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연맹 및 구단은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에

배포하는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며 비용절감과 이용의 효율성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미국 PGA Tour의 경우 현재 채널과 뉴미디어 콘

텐츠를 분리한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시간 경기 중계방송 위주의

TV방송의 경우 NBC, CBS, Golf Channel 등이 순차적으로 경기 중계를

하고 뉴미디어 콘텐츠인 PGA Tour Live 중계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중계 서비스를 실시하며 중간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실

시간 중계 및 하이라이트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로 일부 스포츠단체나 협회의 경우 방송 중계권 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방송사 운영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한국여자

프로농구(WKBL)는 미국 메이저리그 MLB.com이나 NBA TV와 동일한

플랫폼 개념의 WKBL-TV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WKBL TV는

공중파 또는 케이블 방송국과 별도로 독립적인 방송 시스템을 갖춰 팬들

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며 주요 콘텐츠로는 실시간 LIVE 중

계와 인터뷰, 경기 다시보기 등이며 국내 유명 인터넷포털 사이트와 함

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영남, 2008). 개국 초기에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팬들을 유입시켰다. 이처럼 방

송의 효율성과 다양성까지 보장되는 뉴미디어 스포츠 콘텐츠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 소비자의 저항없이 정착하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

트, 포털사이트, SNS 등의 웹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미디어 발전은 지속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은(2016)은 스포츠미디어의 환경변화를 이끈 요소를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 스포츠 콘텐츠 중계 및 제작기술의 향상, 스포츠

와 IT 기술 융합, 스포츠미디어 시장구조 변화, 스포츠와 가상현실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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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강현실 미래전망으로 5개의 구조로 설명하였다<표 5>. 연구에서

밝힌바 미디어 분야의 환경적 변화가 스포츠미디어에 미친 영향은 스포

츠미디어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시

사하며, 이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스포츠와 IT기술의

융합을 강조하였는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한 IT기술은 스포츠콘텐츠

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무엇보다 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스포츠

SI(시스템 통합)기술의 수요 가치를 확대시켰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IT 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와의 융합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

생산 및 제공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스포츠 콘텐츠 생산

의 변화는 포털에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플

랫폼으로서 스포츠 콘텐츠를 모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사이

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던 방송사나 신문사 등은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관련분야 조사를 통해 네이버

(Naver), 다음(카카오) 등은 프로스포츠 협회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스포

츠전문채널과 제휴를 통하여 각 종목의 경기일정과 결과, 경기영상, 뉴

스, 전문가 칼럼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스

포츠콘텐츠를 대중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한 편, 스포츠 영상 콘텐츠는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더욱 다양한 서

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연계를 통한 모바일 스포

츠 콘텐츠 서비스는 MLB야구, 골프, 격투기(K-1), 축구 등 국내선수가

해외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이용해

과거 텍스트 기반의 정보에서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스마

트기기에서 공급이 진행되었고,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경기 영상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스포츠미디어 산업이 위성방송과 케

이블 채널에만 국한됐던 기존 소비행태에서 온라인 서비스까지 진행되며

스포츠미디어 산업분야는 더욱 확장되었다(김용은, 2016).

2016년(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실시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이용자 수는 4,364만명(’15년 대비 170만명↑)이며, 특히 60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36만명이 증가한 506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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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이 전체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은 만 6세 이상 국민의 85%(’15년 대비 2.5%p↑)가 보유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도 10명중 3명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가구당 컴

퓨터 보유율은 ’11년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11년

81.9%→’16년 75.3%)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급속한 대중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미디어 플랫폼

인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ICT의 결합을 통한 활성화로 미디어의 유통기

능이 정보와 사회를 잇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삶의 일부’인 새로운 방식

으로, 또한 삶과 사회를 잇는 매개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박성희, 한승진, 서원재, 2017).

한 편, 스포츠미디어 수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접

근 가능한 스마트기기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 콘텐츠에 댓글을 달거나 구단 및 선수의 SNS를 접속해 상호

의사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며 스포츠 팬, 선수, 심지어는 코치, 감독들과

도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Ha, Ha, & Han, 2013).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어있는 시

점에 스포츠미디어 시장도 플랫폼 환경 변화에 상응한 방송 전략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동적인 시청에서 능동적인 참여까지 가능한 지금, 스포츠와 미디어

의 공생관계는 다소 복잡하지만 다양성과 편의성이 보장되고 있는 추세

이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

텐츠의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수

의 공급 형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콘텐츠의 유형을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변화한 소비 형태 내에서 실

질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터의 효율성이 연구로서의

가치와 실무현장에서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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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포츠미디어 환경변화 의미단위 구성 및 범주화

출처 : 김용은, 스포츠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구조적 접근, 2016

의미단위 하위구조 구조

정보의 확산

인터넷의 등장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

개인미디어 활용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 모호

개인 소비의 증가
유비쿼터스화

다양한 앱(app)개발과 보급

HD(High Definition)기술 도입

중계기술 발전 스포츠콘텐츠

중계 및

제작기술의

향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TV송출방식 전환

16:9 화면사이즈 제작

카메라 종류 및 배치 수의 증가
제작기법 및

연출방식 진화
진행자의 나레이티브(narrative)구사

스포츠 코더(sport coder)의 전문성 강화

스포츠 정보의 수요 증가 스포츠 SI

수요가치 확대

스포츠와 IT

기술 융합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개발

스포츠 정보에 관한 검색, 확산 실현
스포츠정보

포털 등장
이용자 맞춤형 정보 습득

인터넷 중계 및 뉴스 실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실시 모바일 스포츠

콘텐츠

보급

VOD 서비스 실시

이동통신사 수익률 증가

동종 또는 이종 미디어 간 경쟁 심화

경쟁구조 형성

스포츠미디어

시장구조 변화

인쇄신문의 온라인 진출

중계권 확보 경쟁

지상파 스포츠중계 편선 제약
스포츠전문

채널 성장
케이블 PP중심으로의 전환

스포츠 콘텐츠의 전문성 강화

온라인 활동을 통한 비(非)신체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변화
스포츠와

가상현실 융합

및 증강현실

미래전망

잠재적 수요층의 실제참가 증가

이용자에게 대리경험 제공

동작 인식 비디오게임 시장 활성화 체험형 및

판타지

스포츠 시장

스크린골프 대중화와 교육적 효과

판타지 스포츠 종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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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포츠미디어 소비 트렌드

스포츠미디어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들이 도입되면서 채널 〮매

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콘텐츠 공급자들은

각각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

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해 가격이나 시간 및 취향 측면에서 이

용자들이 어떻게 서비스 이용 방식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미디어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미

디어 이용 패턴을 유지하기도 한다(전범수, 박주연, 2008).

스포츠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의 스포츠에 대한 시청욕구를 맞추

어 스포츠미디어콘텐츠를 공급하는 케이블TV와 스포츠를 단순한 흥미

와 오락을 뛰어넘어 유무형적 콘텐츠를 이용한 스포츠조직의 가치를 극

대화시키는 멀티도구로 발전시키고 있는 인터넷은 스포츠콘텐츠 이용환

경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조성식, 김성훈, 2009).

스포츠프로그램 수용자의 능동적 선택과 협의적 방송(narrow-casting)

경향은 수용자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여러 장면과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경기 현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청자의 의미와 태도가 시청 행위 및 행태를 결정하게 되는 시

청자의 주관적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김우룡, 1999).

1. 스포츠미디어 소비형태

스포츠미디어 소비 형태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가 결합

되어 꾸준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를 제공함에

따라 수용자는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으

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포츠 인기는 이용

의 편리함으로 더욱 높아지며 대중화되었고, 미디어는 스포츠를 보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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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중계권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

포츠는 상품화가 되어 현재의 상업화에 이르렀다. 스포츠 중계 공급량의

증가는 시청률과 구독률을 높이고, 관중들이 경기에 대해 더 흥미 있고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의 일정과 스포츠의 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더욱이 방송기술의 발달은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의 기술을

영상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과 참여스포츠의

시장의 동시성장을 구축하였다(김선구, 홍승후, 2011).

스포츠미디어 소비형태는 미디어를 접하는 디바이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홍승후(2007)는 국내 미디어 스포츠의 변동과정 연구에서

다채널과 새로운 미디어들의 탄생으로 스포츠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콘텐츠가 되면서 다양한 소비형태가 등장했다고 하

였다. 하지만 콘텐츠를 수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디바이스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미디어 환경은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채널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미디어나 채널, 콘텐츠 등을 자기에게 맞게 구성해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전범수, 박주연, 2008).

미디어 다중 소비는 장르를 불문하고 동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멀티디바이스환경이 보편화된 시점

은 미디어 다중 소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Pilotta, Schultz,

Drenik, & Rist, 2004의 연구에 따르면 1만 2천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행한 결과 온라인을 이용할 때 TV를 시청한다는 응답 비율이

34.6%, 라디오를 청취한다는 응답 비율이 18.3%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

트기기를 이용하며 TV 및 라디오를 동시에 소비하는 형태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대로 TV를 시청할 때 온라인에 접속하는 비율은 26.5%, 메

일을 읽는 비율 11.2%, 신문 9.2%, 잡지 6.4%, 라디오 청취 등은 3.0%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범수, 박주연(2008)은 콘텐츠 장르별 이용자들의 미디어 선택 구조를

규명함에 있어 콘텐츠의 장르를 뉴스기사, 다큐, 교양교육, 오락, 스포츠,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10개로 구성하였고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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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소비하는 복합 형태의 유형을 지상파TV, 신문, 도서/잡지,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라디오, 휴대폰, 지상파 DMB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지상파TV는 모든 콘텐츠 장르에 가장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

다. 반면에 케이블TV는 스포츠와 영화 장르가 높게 나타나며 전문 콘텐

츠가 케이블TV 환경에서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미디어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는 디바이스의 증가로 소비 형태가 상승

가도로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유형의 변화와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미디

어 환경 내에서만 세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결

국 기존 미디어 시장을 새로 등장한 미디어와 세분화하고 경쟁관계로 몰

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권상희, 강영희, 오경수, 2009). 스포

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수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미디

어 간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

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으며, 지상파 TV는 미디어 시장에서 과거의 독점

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프라임타

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다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지상파

TV의 시청행태도 케이블의 등장으로 원하는 콘텐츠만을 선택해 시청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이제 집안은 물론 집 밖 어디에서나 개

인이 필요한 시간에 시청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정용찬, 2009).

2. 전통적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

스포츠와 미디어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성장했지만 특히 텔

레비전의 등장은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

던 중요한 전환점에 속한다. 텔레비젼의 보편화로 경기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경기를 관람할 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선 보고 들을

수 있는 전자 미디어를 배제하고 스포츠미디어를 논하기는 어렵다. 영상

이 상용화 되며 스포츠방송과 관련된 법률 또한 강화되었는데, 미국에서

1961년에 통과된 ‘스포츠방송법(The Sports Broadcasting Act)은 스포츠

리그(league)에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방송사 네트워크와 거래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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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Vogel, 1994).

전통적 스포츠미디어 환경의 기준은 케이블과 IPTV, 인터넷 등 뉴미

디어 플랫폼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신문, 라디오, 지상파TV 등의 시기로

정의한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결합은 가장 먼저 신문에 스포츠가 보도되

면서 시작되었다(이학래, 2003). 과거 인쇄 매체가 정보습득의 유일한 도

구였을 때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는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

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

정 선수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을(손기정, 1983) 꼽을 수 있다. 인쇄 매체

보다 한단계 발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라디오를 들 수 있는데, 최초로

스포츠에 대한 라디오 방송은 1927년 9월 전조선 야구선수권 쟁탈전을

중계방송 한 것이다(윤득헌, 1992). 사실상 라디오의 등장 이후 스포츠미

디어의 다매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통한 스포츠미디어 소비는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스포츠미디어 시장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의 등장으로 변화 하였고 적극인 소비가 이루어진 시기는 1980년대 프로

스포츠 출범과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등 TV 스포츠 프로그램

의 편성비율이 1981년에 19%, 1982년 27%, 1983년 28.2%로 점차 증가되

면서 스포츠미디어 시장에서 텔레비전의 역할이 강화되었다(정대철,

1984).

김지혜, 임정수(2008)의 미디어 발전 단계별로 본 미디어와 스포츠 콘

텐츠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연구에서 국내 전통적 스포츠미디어

시대는 1995년 케이블이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시기 이전까지로 정의하였

다. 연구에 따르면 1890년대 ‘독립신문’을 시작으로 1920년대 야구, 농구,

권투 등의 당시 인기 종목의 중계방송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까지의 국

내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 있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프로야구가 지상파방송

을 통해 등장하며 정규 프로그램 시간을 중단하거나 방송 시간을 연기하

면서 야구 경기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스포츠미디어 환경이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야구의 성공을 계기로 미디어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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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프로축구, 민속씨름, 농

구, 배구 등이 출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빅 스포츠 이벤트 중계는 TV

수상기 매출 증가, 요식 산업 호황 등 일반 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

쳤다 하는데 이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경기중계를

위해 비인기 종목은 경기 시간이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하프타임 제도를

쿼터 제도로 바꾸는 등 경기제도나 규칙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전통적 스포츠 미디어의 핵심요소인 지상파TV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쟁력 및 자금 확보 능력에서 다른 콘텐츠 제작 산업보다 우위를 형성

하고 있으며 미디어 측면에서도 여전히 무료로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통해 다른 미디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전범수,

박주연, 2008).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스

포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접근법(universal acess)

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경기를 추가비용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

의 책무로 여겨졌다(최영환, 2008). 따라서 스포츠이벤트들 중에서 국민

적 관심을 받는 스포츠 경기가 공공재로서 기능을 한다는 관점에서 올림

픽,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동중계 혹은 순차중

계 등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함은주, 2012).

최근 스포츠미디어는 다채널 〮다매체 환경변화로 지상파 방송사의 입지

가 좁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상파TV는 ‘보편적 시청권’

태두리 안에서 법적 보장을 받기 때문에 법률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통적 미디어 중 하나인 지상파TV는 스포츠 생중계 경쟁에서 우위

를 지킬 것이다. 뉴미디어 시장의 도약과 스포츠미디어 소비 패턴이 케

이블과 인터넷 매체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뉴미디어 환경은 대부

분 국내외 프로 스포츠 생중계 및 관련 스포츠 영상 콘텐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메가 이벤트 경기 중계는 전통적 미디어의 일환인 지상파

TV에서의 공급이 지배적이다.

전통적 스포츠미디어의 일환인 지상파 TV는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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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정의(제2조 25호)로 지상

파 TV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제76조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고시 제 2009-32호를 통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

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90%이상

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이벤트로 동, 〮하

계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메가 이벤트이며,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이벤트로 아시안게임, 야구WBC, 국

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 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로 나뉜다(김정현,

김대근, 2010).

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TV의 스

포츠 콘텐츠는 지상파TV의 경쟁력 확보와 나아가 스포츠미디어 시장

및 스포츠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조성식, 황미경, 김성

훈, 2010). 지상파 방송사는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힘쓰며 더 나아가

시청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권리를 주장하지만 케이블 및 인터넷

매체의 강세로 입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

서 스포츠 콘텐츠 생산과 공급을 보장받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를 소비하

는 수용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3. 온라인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며 스포츠는 대중화, 글로벌화, 상품성의 특성

이 향상되고 있으며, 스포츠 콘텐츠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다양한 콘텐츠

와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파상적 공

세와 국내 네티즌들의 소비욕구로 인해 인터넷 콘텐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임영학, 2006). 과거 스포츠중계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텔레비젼을

가장 먼저 찾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이용이 가능해지며 점차 고정

시간대에 텔레비젼을 찾는 일이 감소하고 있다(양기문, 정선형, 이상우,

2018).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증가함과 동시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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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미디어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 패턴이 구축되었다.

최근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의 SNS의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

면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미디

어의 확산으로 SNS가 더욱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추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점으로부터, 스포츠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류정

수, 원영신, 2011). 온라인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끼리 자유로운 소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람 스포츠의

일원인 스포츠미디어가 변형된 형태의 참여 환경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생중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타 유저들과 소통을

하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선수의 플레이가 담긴 콘텐츠만

을 선택해서 시청하는 등 온라인 내에서 스포츠미디어 소비는 적극적이

고 다양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91.8%로 전년대비 0.3% 소폭 상승하였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7%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81.2%가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으며, 동영상을 통한 정보검색이 37.7%로 포털(84.4%) 이용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

터넷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활

성화로 대부분의 분야가 텍스트 기반 정보습득보다 동영상을 통한 정보

검색이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는 영상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포

츠미디어 분야에 관련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편,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소비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

대인 만큼 스포츠미디어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형태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닐슨 리서치에서 진행한 모바일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 중계

콘텐츠 가치(닐슨, 2017)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50대가 가장 높고 그 뒤를 20대와 40대 이용

층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0대 이상 이용자의 경우 축구, 야구, 골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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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목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하의 소비유형은 축구

와 야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혀졌다.

인터넷 스포츠중계가 기존의 지상파 중계방송보다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특징은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가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게

자유자재로 공급되는 점과 그림과 텍스트만의 중심이 아닌 보다 입체적

이고 생동감 있는 운영체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네

티즌들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중계를 놓쳤어도 언제든 원하는 시

간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시청 행태가 이동하는 것

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대안적 스포츠 중계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중계

채널 선택권이 넓을 뿐만 아니라, 시청 중간에 채팅창이라는 커뮤니케이

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주

요 이용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실제로 스포츠 동호회의 회원가입 등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회원 가

입과 관리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스포츠 포털사이트가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심민수, 2002), 포털사이트 및 스포츠전문

사이트에서는 매일 매일의 스포츠경기를 중계해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경기는 데이터 형식으로 언제든 원할 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인터넷 이용률 증가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포츠미디어 산업은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를

관람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스포츠 관람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계방송 시청과 동시에 소비자는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공유

할 수 있는 스포츠 참여가 온라인상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는 콘텐

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온라인 환경에서도 기대할 것이다. 온라인 스포

츠 미디어 소비가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스포츠미디어 관계자들

은 발전된 환경 구축을 위한 명확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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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온라인 영상 콘텐츠 소비

1. 온라인 영상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

온라인 콘텐츠 중 영상 소비는 모든 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는

TV프로그램을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를 TV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의 행태

가 보편화되었음을 뜻 한다(Bondad-Brown, et al., 2012). 최근 주목받고 있

는 경향 중 하나는 동영상 이용의 증가와 동영상 콘텐츠 이용을 위한 새로

운 플랫폼의 등장과 기존 플랫폼의 변화다(김민희, 송유진, 최세정, 2019). 실

제로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최근 2년 사이 약 두 배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

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Accenture는 전세계 6개국에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청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는데, 매일 모바일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비율이

2012년 7%에서 2013년에는 12%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민정, 2016).

특히 가장 주목받는 동영상 이용 플랫폼은 OTT(Over-The-Top)라고 할 수

있다(김정환, 김성철, 2014). OTT는 인터넷을 통해 TV 프로그램, 영화를 비

롯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국내 OTT 초기 시장은 국내 지상파, 유료방송

사업자,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였고, 현재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IT 기업들이 후발 주자로 OTT사업에 진입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

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영상 콘텐츠의 증가와 빠른 네트워크 속도, 스마트 기기의 기술력 향

상, 고화질 영상의 보편화(이선미, 류성일, 성승창, 2013) 등 온라인 영상

분야는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통적인 방송 산업은 제도가 적용되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

는 측면이 있지만(송진, 이영주, 2016) 뉴미디어 시장은 범용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속성을 보인다(이성춘 외, 2015).

따라서 공급의 확산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온라인 영상 소비의 수요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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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기반 영상 콘텐츠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송진, 이영주(2016)는 온라인에서 영상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는

이유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짧은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5-10분

내외의 짧은 길이는 모바일 단말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둘째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이 다양해 기존 방송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재미와 신선감, 독

창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다양한

연기자를 실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개인 모바일 단말

로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이 커진

다. 이는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로 작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확산되는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투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등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이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며 제작, 이용, 시장의 니즈가 맞물려 온라인 콘텐츠가 새로운 동영상 엔

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형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행태 분석(김동길, 최성

호, 김성준, 2017)에서 OTT 서비스의 주요 요소를 콘텐츠, 플랫폼, 단말

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상위요소를 설명해줄 하위기준으로 콘텐츠

는 다양성, 선택의 용이성, 의사소통, 정보탐색, 오락성으로 구분하였고

플랫폼은 OS, UI, 사용 환경 그리고 단말기는 휴대용이성, 신규성, 시청

편의성으로 나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호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종합적

으로 분석한 결과 단말기와 관련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적인 사항으로 콘텐츠 내 선호도는 오락성, 다양성, 정보탐색, 의사소통,

선택의 용이성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 온라

인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 사업자 간 경쟁구도,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행

태 등 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원태, 정부연, 2011). 국내의

경우 모바일 기반 동영상 종류는 뉴스(15.5%), 예능(15.4%)등의 짧은 영

상을 주로 사용하는 점은 해외와 유사하지만 실시간 드라마(14.1%),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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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스포츠 중계(13%)등 시의성 있는 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시청 비중

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김승윤, 2013).

김민정(2016)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만족도 결정요인에서 콘텐츠 다

양성, 화질, 재생품질(끊기지 않음), 부가 서비스, 이용 편리성, 데이터 소

모량의 여섯 가지 만족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콘텐츠 다양성과 화질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로 남성은 부가서비스 속성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속성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화질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별 모바일 동

영상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대는 콘텐츠 다양성이,

30-40대는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가장 컸다.

스포츠미디어 분야에서도 온라인 영상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인기종목인 프로야구는 높은 시청률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시청의 경로에 변화를 가져왔다. 네이버(Naver)와 다음

(Daum)과 같은 포털과 티빙(T-ving), 푹(pooq)등의 N스크린 그리고 유

투브, 아프리카TV 등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에서 중계방송을 시작하

였으며(김병식, 김화룡, 2009), 뉴미디어 중계권은 연간 200억 원으로 향

후 뉴미디어 중계권료가 TV 중계권료를 넘어설 것만큼 뉴미디어를 통

한 경기 시청이 높을 것이라 전망하였다(김설예, 유은, 정재민, 2016).

‘2017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보고서’에 따르면 동영상 시청자 10명

중 8명이 인터넷 생중계를 시청하며, 뉴스생중계(52.6%), 스포츠(46.7%)

로 나타났고, 생중계 시청 채널은 유투브(57.1%), 네이버(44.9%), 페이스

북(28.1%), V LIVE(26.8%), 아프리카TV(25.2%)순으로 나타났다(김세웅,

2012).

남사백, 배정섭(2019)의 연구에선 프로구단 유투브채널 시청동기와 시청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시청동기에 관한 요인으로 정보추구, 사회교

류, 오락추구, 시간소비, 대리만족으로 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요인들이 온라인 영상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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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성, 이호열, 김희규(200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스포츠

중계방송 이용행태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이용 동기의 요인으로 커뮤

니티, 정보, 재미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인터넷 스

포츠중계방송 이용 동기 요인 중 정보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

타났다. 온라인 스포츠중계방송 이용만족도 요인은 컨텐츠의 질, 이용편

리, 컨텐츠의 내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이용만족도 요인 중

이용편리, 컨텐츠의 내용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스포츠 분야에서 온라인 영상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청동기와 시청만족에 대한 연구는 김종무

(2018), 김진희, 김여진, 김성태(2010), 류정수, 원영신(2011) 등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플랫폼 이용 동기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한승진, 임

충훈, 황한솔, 양혜주(2019)를 통해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결정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선

학문적 객관성과 실무적 효율성을 위해 시청률 및 조회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스

포츠와 관련된 모든 영상과 플랫폼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사하는 방법

보다 특정 종목과 플랫폼 유형을 선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포털사이트 영상 콘텐츠 선행연구

온라인 영상 서비스 환경이 확장되면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유형이 탄생하였다. 그 중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급부

상하는 업체가 포털 계열이다(강병준, 2019). 국내에선 ‘인터넷=포털’이라

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평가된다(조수선, 2003).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시기

는 2004년 판도라TV가 세계 최초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런칭

하면 서이다. 온라인 동영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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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 같은 전통 미디어가 한 축이고 또한 포털과 같은 신생 인터

넷업체가 주도하는 서비스가 또 다른 축이다. 서비스 부분은 크게 사업

주체별로 다섯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동영상 전문업체, 방송사업자, 통

신사업자, 포털 업체, 소셜 미디어 계열이다(강병준, 201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주소와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한 강병준

(2019)은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 사인 네이버TV와 카카오TV 서비스 전

략을 조사하였다. 네이버는 2012년 ‘TV캐스트’라는 서비스로 영상 콘텐

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예능과 드라마, 스포츠에 특화된 콘텐츠가

주 무기이다. 네이버는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두기위해 광고 수익의 90%

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광고 영업권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

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영상을 확보하였다. 다음TV팟의 전신인 카카오TV

는 무엇보다 개인방송 등 창작자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예능, 스

포츠, 드라마 등 기존 방송에서 봤던 ‘다음’의 콘텐츠 동영상 클립을 카

카오로 모두 이전했다. 카카오는 메신저 플랫폼을 카카오TV 콘텐츠와

연동하며 영상 콘텐츠 섹션을 개설하였다. 카카오 플랫폼의 보편성과 카

카오TV 이용 편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

다.

표 6.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주체별 분류

출처: 강병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주소와 발전 방안, 2019

양기문, 정선형, 이상우(2018)은 포털사이트 네이버TV 내 영상클립의

구분 서비스

온라인 영상 전문업체 판도라TV, 곰TV, 아프리카TV, 유투브

방송사업자 POOQ, TVING, 에브리온TV

통신사업자 Dovido, WAVVE, LTE 비디오포털

포털 네이버TV, 카카오TV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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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영상클립 특성 요인을 장르, 유형, 스타

출연 여부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의 세부사항으로는 영상클립 장르를 예

능, 영화/드라마, 뮤직, 스포츠, 라이프, 교양/다큐,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

분하였다. 유형은 하이라이트 영상, 웹 전용 영상, 미방송 영상, 선공개

영상, 예고편 영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했고 영상클립 내 스타출연 여부

를 나눠 각 요인들이 영상클립의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르의 경우 음악장르 영상클립이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클립 유형은 웹 전용 영상유형, 미방송분 유형

은 하이라이트유형 영상클립에 비해 더 인기가 많았으며 예고편, 선공개

유형은 하이라이트유형과 통계적으로 영상클립 인기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타가 등장한 여부에 따른 흥행은

스타가 등장한 영상클립일수록 인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민희, 송유진, 최세정(2019)은 온라인에서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 나

타나는 광고가 서비스의 지속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광고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인 네이버TV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인

식이 서비스의 향후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

다. 광고 인식 요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정보성, 오락성, 침입성, 맥락

성을 선정하였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식은 용이성, 유용성, 유희성

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고의 속성들이 이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광고의 정보성, 오락성, 맥락성은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고의 침입성은 광고 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둘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서비스 지속 이용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영상 서비스의 이용 인식인

용이성, 유용성, 유희성은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

엇이고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며 오락적 가치를 얻는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만족도는 서비스 지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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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지속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의 필요함을 강조했

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최학현, 손지성(2007)은 ‘네이버’와 ‘다음’의 동영상 UCC(User Created

Contents)서비스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네이버와 다음의

영상 플랫폼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했으며, 영상 콘텐츠 서비스의 특징

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플랫폼 별 다양성, 편리성, 독창성, 가독성, 배치

구도 등의 특징과 현재 서비스 상황을 비롯해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와 다음의 인터페이스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네이버는

비교적 사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서비스명도 뜻이 불명확하다고 밝혔

다. 서비스 메뉴 구성은 네이버와 다음 모두 독창성을 지니고 있지만 네

이버가 내용별로 세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두 플랫폼 모

두 메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용자가 이용에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메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스포츠미디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전문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포털사이트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카카

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각 사이트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환(2009)은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콘텐츠 제공방식의 연구

를 통해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콘텐츠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의 종목별 분포로 축구가(28.2%)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야구, 그 외에 농구, 배구, 격투기, 수영 등의 종목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메인 페이지 콘

텐츠 제공형태는 텍스트(83.2%), 포토(14.9%), 동영상(1.9%)로 나타났다.

텍스트가 압도적인 이유는 포털사이트에서 포토와 동영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별도로 카테고리를 꾸며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각 포털

사이트에서 동영상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텍스트보다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콘텐츠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 번째로 각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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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별 서비스 제공형태의 차이점으로 네이버는 주로 해외스포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의 경우 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로

승부를 걸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이나 비인기 종목에도 영역을 넓혀 스

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야후는 스포츠 패러디

와 같은 재미있는 스포츠 콘텐츠와 일본야구 스페셜을 통해 다른 사이트

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지혜, 임정수(2008)의 미디어 발전 단계별로 본 미디어와 스포츠 콘

텐츠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연구는 미디어 발전을 전통적인 미

디어, 다채널방송(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중심), 인터넷 미디어(포털,

UCC), 모바일 미디어(이동통신 서비스, DMB)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플

랫폼 별 형식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방송사를

앞질러 스포츠 중계 및 동영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구매하는 단계에까

지 이르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강자로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

며 이를 뒷받침해줄 이유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지 않은 시간대에 경기가 열리게 되

어 시차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스포츠 콘텐

츠의 소비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도 스포츠 중계 및

영상 콘텐츠를 ‘네이버TV’를 통해 제공한다(Nielsen, 2017). 네이버TV는

스포츠 콘텐츠만 다루는 매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위상을 생각한다면

네이버 TV의 스포츠 채널은 큰 파급력을 갖고 있으며, 스포츠 생중계

영상을 포함해 경기 종료 후 재편집되어 생산되는 하이라이트, 선수 스

페셜, 경기 분석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웹데일리).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시장이 인터넷 서비스 등장과 디바이스의 발달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닐슨(2017)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TV에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전

체 시간 중 스포츠 중계는 약 34%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스포츠를 포함해 드라마, 예능, 보도, 정보, 어린이 등

여러 장르의 실시간 방송 및 영상 콘텐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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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콘텐츠의 시청시간 중에서 실시간 스포츠 중계의 시청시간이 차지하

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스포츠 영상 콘텐츠가 여러 장르 중 높은 수요

를 보여준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동영상 시청 방식이

점차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음은 수용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영상 콘텐츠의 트래픽을 창출하는 킬러 콘텐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편, 스포츠 중계가 모바일 기반 포털 서비스의

영상 우선 전략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네이버에서 시청하

는 방송 콘텐츠 소비 중 상위를 차지하는 장르별 시청유형은 3가지로 나

뉘었는데, 실시간 스포츠, 비실시간 예능, 비실시간 드라마 순이며, 이중

스포츠가 절반 이상인 52% 점유율을 가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시청한 이용자 중 68%는 경기 하이라이트 등 비

실시간 영상 콘텐츠를 추가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털사이

트 스포츠 중계는 경기진행 당시 트래픽 발생과 경기 종료 이후에도 재

편집된 중계 방영분을 통한 2차 소비의 창구 효과(window effect)를 유

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스포츠 중계의 실시간 시청의 가치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 비해 뉴미디어 환경은 경기 하

이라이트 등 비실시간으로 업로드된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 중계의 콘텐츠 생명력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

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닐슨(2017) 조사에 따르면 재편집된 중계

의 일부분을 시청함으로써 기존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기 몰입이 더욱 높

아지고, 비시청자는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기존 시청자와

비시청자에게 실시간 중계의 시청동기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이는 스포츠미디어 연구 분야에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 스포츠미디

어 환경이 온라인에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들의 시청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시간 방송 이후 재편성된 영상의 소비가 증가

하고 이에 제작사 및 방송사에게 영상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올

바른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미디어 분야에선 드라마, 음악 등 온

라인 상에서 트래픽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콘텐츠의 재편집과 재편성 관

련의 영상 전략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스포츠미디어 분야는 아직까



44

지 대부분의 연구가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실시간 스포츠 중계 이용행태

나 뉴미디어 수용행태 등을 분석한 연구들로 진행 현황이 타 미디어 분

야에 비해 미흡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뉴미디어로 변화한 온라인 환경

소비구조에 적합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최근 플랫폼과 콘텐

츠의 다양성 그리고 온라인 영상 이용의 보편화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온라인 실시간 스

포츠 중계 방송 이후 재편집된 영상의 수용 요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영

상 콘텐츠 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표 7.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와 스포츠 콘텐츠의 상호작용

출처: 김지혜, 임정수, 미디어 발전 단계별로 본 미디어와 스포츠

콘텐츠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2008

미디어 주종목 미디어→스포츠 미디어←스포츠

포털, UCC

(2000년대)

유럽축구리

그, 일본

프로야구 등

해외 스포츠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적 시청

미디어 기업스포츠

스폰서(ex.곰TV MBC

게임 MSL 후원)

다양한 수용자

확보(컴퓨터 통해

동영상 소비하는

젊은 층)

스포츠를 통한 포털

위상 제고(2006년

WBC)

포털 스포츠 섹션

서비스 제공(모든 경기

데이터베이스, 동영상,

뉴스)

국내 선수들의 활발한

해외 활동 해외 스포츠

중계 확대

동영상 기술 발달

포털 사이트 광고료

상승

미디어의 리그 직접 운영(ex.나우콤의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직접 리그 운영,

경기중계 UC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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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네이버TV 스포츠채널

출처: 웹데일리, 스포츠 콘텐츠 제공 뉴미디어채널 내용을 재구성, 2017

제 4 절 PGA Tour 포털 영상콘텐츠 소비

1. PGA Tour 국내 영상 콘텐츠 현황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 골프 협회인 PGA Tour는 메인 디

비전인 PGA Tour를 비롯해 PGA Tour Champions, Korn Ferry Tour,

PGA TOUR Latinoamerica, Mackenzie Tour-PGA TOUR Canada,

PGA TOUR Series-China로 총 6개의 투어를 관리하며 매해 130개 이

상의 정규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PGA투어의 메인 디비전 콘텐츠는 미

국과 그 외 지역에서 동시 시청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중계권 협약을

맺고 있다. PGA 투어 중계권은 지상파, 케이블로 송출되는 채널 중계권

과 실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으로만 시청이 가능한 뉴미디어 중

계권으로 나뉜다. 국내시장은 SBS골프채널에서 2007년 단독 중계 계약

구분 특징

영상 콘텐츠
각종 스포츠, 게임, 선수 스페셜, 하이라이트, 경기

분석

채널 특징
오리지널 콘텐츠, 경기장면 편집영상, 사용자가

편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

기대효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합플랫폼으로 제공.

모바일과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고화질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스크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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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PGA Tour 영상 콘텐츠가 국내에 도입

되었다.

SBS골프채널은 미국 PGA 투어와 챔피언스(Chamions)투어, 2부리그

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투어, WGC 대회, 프레시던츠컵 등 대회에

대한 지상파와 케이블 및 위성 독점 중계권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

약을 체결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06). SBS골프채널과 PGA Tour의 독

점 중계권 체결은 국내 골프 콘텐츠 인식의 가치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SBS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PGA 투어 개막 대회 타이틀 스폰

서십을 체결하며 PGA 투어와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 대회 후원이 체결

되면서 SBS골프채널은 기존의 6년 단독 중계 계약기간을 7년 연장하며

2019년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하였다.

한 편, PGA 투어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편화와 실시간 중계 영상 콘텐

츠로 집중되는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실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 서비스인 PGA Tour Liv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스트리밍’이란 동영상 파일 전체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만으로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나

머지 데이터들은 파일이 재생되면서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

미한다. 스트리밍 기술은 음악, 스포츠, 드라마 영상 콘텐츠 등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시간 방송

(live broadcasting)을 운영하는 핵심 기술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실시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 기술이다(조유성, 정민수, 2000).

2015년에 처음 선보인 PGA Tour Live 스트리밍 서비스는 OTT서비스

로 텔레비전으로만 시청이 가능했던 전통적 미디어 이용환경과는 달리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의 일환이다. 즉,

텔레비전과 같이 가구 단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개별 이용자를 중심

으로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대한, 박남기, 2016). 골프 중계와

같이 경기 내용을 비롯한 선수들의 기술 영상까지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PGA Tour Live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포츠와 뉴미디어의 올바른 조화로

수용자의 니즈를 다양한 측면에서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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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PGA Tour Live는 디즈니사의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부서인

BAMTech에서 제작되었으며 인터넷이나 셋톱박스(set-top-box)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해당 콘텐츠는 구독료를 지불한 이용자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식

의 중계와 차별화를 두었다. 보편적으로 골프 중계방송은 경기 중 후반

에 방송이 시작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형식의 틀을 바꿔 선수들의 경기

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팔로우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더 나아가

‘Featured Group’을 선정해 팬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선수들이 포함된

두개의 조 만을 집중 중계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골프 중계 영상 콘

텐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해 중계진과 실시간 소통으로 실재감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편,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는 2019년부터 스포츠전문채널 콘

텐츠 제작사인 NBC Sports Gold가 PGA Tour Live 제작을 맡게 되며

또 한번의 변화가 일어난다. NBC사는 북미 점유율 1위의 골프 전문 채

널 Golf Channel의 자회사로 NBC 방송사에 편성되는 PGA 투어 채널

중계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관련 실시간 중계 영상과 재편집

된 2차 영상 제작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NBC의 기술력과

PGA 투어 브랜드 파워가 합쳐진 PGA Tour Live OTT 서비스는

One-Source-Multi-Use의 특징을 살려 기존 콘텐츠 이용자를 온라인 플

랫폼으로 유입시키는 락인(lock-in)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OTT서비스

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된다(김대한, 박남기, 2016).

PGA Tour Live 콘텐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북미 지역을 벗어

나게 되면 이용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의 경우 소비자의 니즈는 파악

되었지만 인터널 네트워크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용의 제한으

로 PGA Tour Live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7

년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포티비에서 PGA Tour 뉴미디어 중계권인

PGA Tour Live Streaming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온라인 환

경에서도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스포티비의 PGA Tour

Live Streaming 콘텐츠는 현지 중계 영상을 이용해 국내 뉴미디어 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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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주요 장면, 경기 분석, 보너스 영상, 한국 선수 경기 영상 등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해 제공한다. 실시간 중계와 재편집된

영상은 자사 온라인 구독자 플랫폼인 스포티비 Now와 포털사이트 플랫

폼인 네이버TV와 다음(카카오TV)에서 제공된다(웹데일리, 2017).

본 연구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PGA Tour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

리밍영상에서 재편집된 2차 영상 클립으로 정의하였다. 영상의 소비가

결정되는 요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의 원천과 구성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TV에서 방영되는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의 출처는 대회가 진행되는 현지 제작사에

서 실시간 중계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은 PGA Tour Live의 실시간 피드로 현지에서

제작된 영상이 그대로 중계된다. 다만 해설 영역은 실시간 번역에 기술

적 제한이 발생함으로 국내 해설진으로 대처한다. 온라인 환경의 실시간

중계도 지상파TV나 케이블 중계방송과 동일하게 수동적 시청의 일환으

로 생중계가 종료된 후 영상의 가치가 하락한다.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스포츠에 따르면 실시간 중계 영

상은 중계가 진행되는 동안만 가치를 인정받고 중계가 종료된 후에는 전

체 영상이 삭제가 된다고 하였다. 실시간 중계 동안 발생한 댓들 및 라

이브 영상의 조회수는 방송 종료 후 영구 삭제됨으로 네이버TV 아카이

브에 존속되지 않는다. 이는 골프 중계가 장시간 동안 진행되고 전체 영

상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반면 실시간 중계 영상을 재편집해 업로드한 영상은 대회, 라운

드, 연도 별로 분류되어 아카이브에 저장된다. 편집 과정은 PGA Tour의

뉴미디어 콘텐츠 중계권 소유사인 스포티비에 의해 진행된다. 스포티비

는 스포츠와 관련된 중계, 영상제작, 해외 콘텐츠 재편집과 관련된 기술

력으로 미국프로농구(NBA), 영국프리미어리그(EPL), 이종격투기(UFC)

등 인기 종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케이블TV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

에 편성한다. 이는 해외제작 콘텐츠를 국내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소비

자 니즈에 맞춰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화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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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 등장하는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

는 포털사이트 환경에 맞춰 짧게 제작된 영상으로써 높은 완성도와 다양

한 구성으로 네이버TV 스포츠채널에 편성된다.

2. PGA 투어 영상 콘텐츠 수요 결정요인

포털사이트에 편성된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의 길이는 30초에서

10분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영상들로 구성 되어있다. 장시간동안 중계가

이어져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실시간 중계 영상을 함축해 대회 정보 및

하이라이트 등의 영상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영

상 콘텐츠인 UCC 관련 연구를 진행한 김기범, 김경수(2011)는 짧은 동

영상 콘텐츠를 정의함에 있어 30초에서 10분 미만이라 하였고 포털사이

트에서 높은 수요의 영상 콘텐츠인 웹 드라마의 경우도 10분 내외 또는

5분에서 20분 내외라 규정하고 있다(김미라, 장윤재, 2015).

이처럼 PGA Tour Live 영상은 짧은 영상 범주에 속한다는 것으로 규

명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유진, 유세경(2018)의 짧

은 동영상 이용 동기가 동영상 유형별 이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짧은 동영상의 유형을 1차 창구 TV인 재매개 영상과 1차

창구가 온라인인 웹 전용 영상으로 구분하였다. 재매개 영상은 TV에서

이미 방영된 장면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TV에서 봤던 영

상을 다시 보고자 하는 시청자들에 의해 소비되며, 두번째로 온라인 공

간에서 전용으로 유통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을 일컫는 온라인 전용 영상

이다. 온라인 전용 콘텐츠는 실시간 중계 여부와 제작 방식에 따라 녹화

형(VOD)과 실시간형(LIVE)으로 나뉜다(유진희, 2016). 포털사이트에서

반영되는 PGA Tour Live 실시간 중계 영상도 연구에서 규명한 온라인

전용 영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전용(online-only)과 온라인 우

선(online-first)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제작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영상은 웰 메이드

(well-made)영상과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나누었다. 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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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콘텐츠는 방송사 또는 전문 영상 제작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의미하

는데 PGA Tour Live 중계영상은 골프 콘텐츠 전문 제작사에서 제작된

웰 메이드 콘텐츠에 범주에 속한다(이희은, 2010). 연구 결과 온라인상에

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이용 동기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포털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온라인 전용 영상과 웰메이드 영상 시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네이버TV와 같은 포털 플랫폼 환경에서

는 콘텐츠의 전문성과 제작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 소비 결정요인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로

사료된다.

한 편, 영상의 완성도와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PGA Tour 영상 콘텐

츠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홍성현, 황상

재(2017)의 웹드라마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동영

상 누적 재생 수를 종속 변수로 편성 전략(웹 전용 편성/크로스 미디어

편성/트랜스 미디어 편성), 출연자의 스타파워 및 연출자와 제작사의 역

량, 원작 및 전작의 활용 여부, 장르 등의 변이들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스포츠 영상과 웹 드라마는 각기 다른 장르이지만 온라인상에서 능동적

인 시청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란 공통점과 독립변수로 선정된 변인 중

출연자의 스타파워, 연출자와 제작사의 역량 등의 요인이 PGA Tour

Live 콘텐츠에 내포되어 있는 사항들과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 스타파워, 제작사의 역량과 원작 활용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는 PGA Tour 영상 콘텐츠 내에 유명선수 등장이 영상 소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영상의 전문성이 조회수를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는 실시간 중계를 요약한 하이라이트, 주

요장면, 대회개요, 선수 스페셜 등으로 실시간 중계가 종료된 이후 대회

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김광수, 이진균(2003)의

스포츠 시청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야구 경기 시청의 결정 요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스포츠 시청 행동의 주요 결정 요인을 스포츠 상품의

속성, 팀 동일시, 집단 순응성, 스포츠에 대한 지식, 가치로 분류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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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스포츠 경기 중계의 특성인 결과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상품의

속성은 시청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상 콘텐

츠에 기대감이나 흥미와 같은 감성적 반응을 유발하고 경기 자체 등에서

의 드라마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영상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팀 동일시에 대해서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는데 지역 또는 소속 집단과의 유대감이 영상을 시청하는데 필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PGA Tour와 같은 해외리그 영상에서 국내 선수

의 등장이 시청자의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

순응성은 스포츠 이벤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거나 준거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회자될 경우를 얘기하는데 대회가 많은 관심을 받

을수록 시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시

청에 있어 해당 종목과 관련된 지식은 스포츠 시청 태도와 긍정적인 관

계임을 밝히며 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포털사이트 내 등장하는 영상 콘텐츠는 장르와 상관없이 제목과 썸네

일이 첨부된다.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대회개요 등의 영상은 단순한 제목으로 내용을 소개하지만 주요영상과

보너스 영상은 목적에 부합하는 제목과 흥미로운 썸네일을 추가해 영상

콘텐츠 소비를 촉진시킨다. 주요선수가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선수의 이

름을 영상 하단에 표기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PGA Tour

영상 콘텐츠와 같이 실시간 중계 영상을 요약한 짧은 영상은 대회와 관

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오락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PGA Tour 영상 콘텐츠의 내용

도 대회소식이나 경기와 관련된 영상만을 고집해 편집하지 않고 대회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나 해프닝 등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영상 콘텐츠는 스포츠미디어 수용행태의 새로

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데, 송해룡, 김원제(2009)의 미디어스포츠 2.0 패

러다임과 수용행태 변화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온라인 환경에

서의 인포테인먼트(information: information + entertainment)로 지칭하였

다. 실제로 인터넷은 스포츠팬들에게 경기 스코어, 뉴스, 각종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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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판 자료, 사회적 네트워크 자료, 다양한 스포츠 관련 영상 서

비스들을 실시간적이고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특히 온라

인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TV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정보 전달에 오락성

을 가미한 영상 콘텐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

데, 실시간성을 특징으로 내세운 스포츠 관련 서비스들이 온라인 영상 콘

텐츠 시장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로 급성장한다고 밝혔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온라인 스포츠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된 현시점에 스포츠 영상

콘텐츠의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과 제작사의 전략을 파악하고자 네이버

TV에 제공된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상정되었다.

연구문제 1: 포털사이트 PGA Tour Live 영상요인 별 조회수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포털사이트 영상 콘텐츠 구성 요인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영상 콘텐츠 구성 요인을 라운드, 영상종류, 대회선두등급, 대회등급, 한

국선수, 썸네일, 제목유형, 대회선수등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해당 요인

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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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뉴미디어 PGA Tour 경기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8개월 간 업로드 된 PGA 투어 정규시즌의 1,023개 영상 콘텐츠를 최종

선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의 출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TV의 스포츠채널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20년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 내에 발생한 조회수로 제한하였다. 1차 조사 기간 영상 총 조회

수는 137,397회였으며, 영상 데이터는 개시일 최초 업로드 이후 네이버

포털사이트 아카이브에 존속되어 다른 형태로 재생산 및 분포되지 않는

다. 조회수의 신뢰도를 위해 약 1개월 후인 2020년 5월 25일에 2차 검증

을 한 결과 총 137,397회로 조회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과정으로 선정된 콘텐츠의 기간, 대회명, 영상 분포는 <표 9>와 같

다.

제 2 절 연구 변인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TV의 스포츠채널은 스포

츠중계, 분석, 주요장면, 선수 캐릭터 등의 전반적인 스포츠미디어 콘텐

츠를 공급하는 채널이다. 네이버스포츠채널은 종목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제작을 지양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인 PGA Tour 콘

텐츠는 스포츠전문 채널인 스포티비를 통해 제작된 영상이다. 스포티비

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년간 PGA Tour Live 뉴미디어

중계 및 콘텐츠 재생산권을 소유했으며, 네이버TV 스포츠채널에 생중계

및 콘텐츠를 재가공해 전략 배치하였다. PGA Tour 콘텐츠 영상 클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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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종료 후에 생산되며 중계영상 중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클립을

스포티비 전문 프로듀서가 재편집해 포털사이트에 배치한다. 이러한 배

경을 바탕으로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네이버TV 스포츠채

널 내 구성된 영상 콘텐츠 분석을 통해 도출했으며, 해당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 10>.

1) 영상 콘텐츠 종류

PGA Tour 영상의 유형을 코딩하기 위해 콘텐츠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PGA Tour 영상 종류를 7가지로 나

누고 해당 범주는 재매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OSMU(One

Source Multi Use)전략의 일환으로 매체의 성격에 따라 원형 콘텐츠를

변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영상콘텐츠에서 하이라이트 부

분만을 재편집한 경우, 기존 미디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을 타 미

디어를 통해 공개한 경우, 매체의 환경에 맞춰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만

드는 경우이다(차지현, 2016). 이러한 관점에서 생중계 후 재생산된 영상

의 유형을 하이라이트, 베스트플레이어, 베스트샷, 보너스 영상 스윙분석

대회개요 우승선수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분류된 영상종류의

타이틀은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전문 편집자가 영상에 반영한 구

별 방식을 토대로 구분하였으며, 구별된 영상종류는 제작사인 스포티비

의 콘텐츠 담당 프로듀서와 전문 캐스터의 2차 검증으로 공통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7가지 영상종류는 매 대회 각 라운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영상 콘텐츠 내 라운드 구분

본 연구는 2019 시즌 PGA Tour Live 정규 대회 중 플레이오프 대회

를 제외한 총 23개 대회를 선정하였다. PGA Tour 정규대회는 목요일부

터 일요일까지 총 4라운드로 1.2라운드는 예선 그리고 3,4 라운드는 본선

으로 진행된다. 참가선수는 132명, 144명, 156명으로 나뉘며 대회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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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시간을 반영해 각 대회 별 참가선수를 제한하고 본선진출 선수는 참

가선수 규모와 상관없이 매 대회 상위 70명선수와 동타인 선수이다. 미

국 PGA Tour Live 콘텐츠 생중계는 국내로 이원 생중계되는데 이때 현

지시간과 국내 시간의 차이로 중계는 주로 새벽시간이다. 네이버에 업로

드 되는 PGA Tour 영상은 주로 생중계 직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은 주로 대회 공식스케줄 명일부터 이다. 골프는 한 대회에 출전하

는 선수가 다수이고 그만큼 라운드 내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종목특수성이 지닌 의미가 특별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라운드 변인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영상 콘텐츠 내 대회선수등급

네이버가 제공한 PGA Tour 콘텐츠에 등장한 선수(들)의 등급을 코딩

하기 위해 영상 내 주요선수 등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선수들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PGA Tour와 메이저 챔피언십 기록

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하이라이트 영상과 대회개요 영상과 같이

다수의 선수가 등장하는 영상은 일반군으로 나뉜다.

4) 영상 콘텐츠 내 대회선두등급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의 총 92회 라운드 중 각 라운드의 선두와 최종

우승자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수등급과 동일시하였다. 연구의 일관

성을 위해 1,2,3라운드 선두선수는 국내에서 보편화 된 백카운트 시스템

을 도용해 순위가 높은 선수를 최종선두로 구분했다.

5) 영상 콘텐츠 대회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각 대회의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 PGA Tour 대회 유형

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해당 유형은 비단 PGA Tour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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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전세계 프로골프협회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며 대회유형과 무관

하게 동일수준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규모와 인지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메이저 대회와 Fed Ex Cup 플레이오프를 배제한 정규시즌대회만

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된 유형은 정규시즌대회로써 모든

대회에 PGA Tour 정식회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청선수

및 아마추어 참가자도 허용된다.

6) 영상 콘텐츠 썸네일

스포츠미디어 콘텐츠도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서스

펜스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미디어 서

스펜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GA Tour 콘텐츠 영상의 썸네일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해 코딩하였다.

7) 영상 콘텐츠 내 한국선수 등장 여부

PGA Tour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곳에 모여 경합을 펼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자 프로골프협회이다. 다수의 국내 선수들도 현재

PGA Tour 정규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콘텐츠 내 한국

선수 출연 여부를 구분하였다. 영상 내에 한국 선수가 등장한 경우 0, 등

장하지 않은 경우 1로 코딩하였다.

8) 영상 콘텐츠 제목유형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스포츠채널의 영상 콘텐츠 분류 기준을 바탕으

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3가지 제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네이버 스포

츠채널 골프 콘텐츠는 영상에 사용되는 타이틀을 주로 하이라이트, 주요

장면, 베스트플레이어, 인터뷰, 위너써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네이버

스포츠채널의 분류기준을 압축적으로 해석해 골프 콘텐츠 영상의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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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제 3 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a 16.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Levene

등분산검정,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

사후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공선성검증

(VIF)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회 영상 콘텐츠 속성과 조회수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대회 별 영상의 비중과 8가지 변인들

의 비중을 파악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평

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콘텐츠 분석요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코더 간 신뢰

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실시하였다. 요인검증을 위해 연구자 외 해

당 분야 전문가 1인에 의한 멀티플 코딩이 이루어졌으며, Holsti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변인의 일치도와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중 서로 다른 두 집단인 영상 내 한국

선수 등장의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

다. 또한 영상 콘텐츠의 주요 변수 중 세 집단 이상의 집단 변수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사

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구분한 주요 변인이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여 각 변인들이 조회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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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네이버TV 스포츠채널 2019 PGA Tour 영상 콘텐츠 특성

구분 대회명 대회기간 업로드 날짜

1 소니 오픈 01.10 - 01.13 01.11 - 01.14

2 데저트 클래식 01.17 - 01.20 01.18 - 01.21

3 파머스 인슈런스 01.24 - 01.27 01.25 - 01.28

4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01.31 - 02.03 02.01 - 02.04

5 AT&T 페블비치 프로암 02.07 - 02.10 02.08 - 02.11

6 제네시스 오픈 02.14 - 02.17 02.15 - 02.19

7 혼다 클래식 02.28 - 03.03 03.01 - 03.04

8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03.07 - 03.10 03.08 - 3.11

9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03.14 - 03.17 03.15 - 03.18

10 벌스파 챔피언십 03.21 - 03.24 03.22 - 03.25

11 발레로 텍사스 오픈 04.04 - 04.07 04.05 - 04.08

12 RBC 헤리티지 04.18 - 04.21 04.19 - 04.22

13 취리히 클래식 04.25 - 04.28 04.26 - 04.29

14 웰스 파고 05.02 - 05.05 05.03 - 05.06

15 AT&T 바이런 낼슨 05.09 - 05.12 05.10 - 05.13

16 찰스 슈왓 챌린지 05.23 - 05.26 05.24 - 05.27

17 메모리얼 토너먼트 05.30 - 06.02 05.31 - 06.02

18 RBC 캐나디언 06.06 - 06.09 06.06 - 06.09

19 트레블러스 06.20 - 06.23 06.20 - 06.23

20 로켓 모기지 06.27 - 06.30 06.27 - 06.30

21 3M 오픈 07.04 - 07.07 07.04 - 07.07

22 존 디어 클래식 07.11 - 07.14 07.11 - 07.14

23 윈 덤 챔피언십 08.01 - 08.04 08.01 -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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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요인의 특성

구분 분류 내용

영상

종류

하이라이트 대회 각 라운드 명장면

베스트플레이어 대회 라운드 선두선수 주요장면

베스트샷 참가선수 주요장면

보너스영상 대회 및 참가선수 특집영상

스윙분석 참가선수 동작분석

대회개요 진행대회 소개

위너써클 4라운드 종료 후 최종 우승자 주요장면

라운드

1라운드 참가선수 동태파악

2라운드 본선진출선수파악

3라운드 본선통과자 동태파악

4라운드 우승자, 최종순위 결정

대회

선수

등급

General PGA Tour 대회 참가자

Tier 1 Fed Ex Cup, 상금왕, 메이저 챔피언

Tier 2 PGA Tour 정규대회 역대우승자

Tier 3 PGA Tour 정규멤버(우승부재)

Tier 4 신인, 아마추어, 초청선수

대회

선두

등급

Tier 1 Fed Ex Cup, 상금왕, 메이저 챔피언

Tier 2 PGA Tour 정규대회 역대우승자

Tier 3 PGA Tour 정규멤버(우승부재)

Tier 4 신인, 아마추어, 초청선수

대회

유형

Open 프로, 아마추어 참가 가능

주로 프로선수만 참가 가능Classic

프로, 아마추어 모두 참가 가능한 초청대회Invitational

프로선수만 참가 가능(플래그십 대회)Championship

정적

썸네일

Moderated

긍정, 유쾌Positive

부정, 자극Negative

제목

유형

대회관련 하이라이트, 인터뷰, 보너스영상 등 대회전체영상

스코어와 개별 플레이 관련영상라운드관련

기술분석 영상기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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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속성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2019 PGA Tour Live 정규시즌 23개 대회

영상 콘텐츠의 속성을 살펴보았다. 대회 별 영상 빈도의 차이가 나타났

으며 소니 오픈 8개(0.78%)로 최소 영상, 플래그십 대회인 더 플레이어

스 챔피언십은 58개(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1>.

표 11. 대회의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N=1,023

구분 속성(대회) 빈도(영상) 비율(%)

1 소니 오픈 8 0.78

2 데저트 클래식 25 2.44

3 파머스 인슈런스 46 4.50

4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50 4.89

5 AT&T 페블비치 프로암 50 4.89

6 제네시스 오픈 44 4.30

7 혼다 클래식 54 5.28

8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52 5.08

9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58 5.67

10 벌스파 챔피언십 48 4.69

11 발레로 텍사스 오픈 40 3.91

12 RBC 헤리티지 43 4.20

13 취리히 클래식 오브 뉴 올리언스 46 4.50

14 웰스 파고 46 4.50

15 AT&T 바이런 낼슨 36 3.52

16 찰스 슈왓 챌린지 42 4.11

17 메모리얼 토너먼트 55 5.38

18 RBC 캐나디언 47 4.59

19 트레블러스 46 4.50

20 로켓 모기지 46 4.50

21 3M 오픈 45 4.40

22 존 디어 클래식 48 4.69

23 윈 덤 챔피언십 48 4.69

전체 1,0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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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초 통계분석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 조회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인의 특성에 관한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적용된 변인은 라운드, 영상종류, 대회선수등급, 대

회선두등급, 대회유형, 썸네일, 제목유형, 한국선수 등의 총 8개의 대한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그중 영상종류의 경우 베스트샷 영상이 589개

(57.58%)로 영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제목유형도 라운드

관련 670개로 제목유형 관련 전체 기준 65.49%를 차지했다. 영상 콘텐츠

내 한국선수 등장의 경우 105개(10.26%)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표 12>.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조회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종속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표 13>.

제 3 절 신뢰도 분석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검증을 위해 분석 대상의 20%

영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동일한 코드를 이용한 스포츠미디어 분야 전문

가의 코딩이 진행됐다. 총 4개 대회 영상을 바탕으로 오픈대회 48건, 인

비테이셔널 58건, 클래식 48건, 챔피언십 54건 총 208건이었다. 코더 신

뢰도 측정은 홀스티 신뢰도 공식을 이용해 라운드, 영상종류, 선수등급,

선두등급, 대회등급, 한국선수, 썸네일, 제목유형 항목에 대한 검증으로써

각 항목에 신뢰도 계수는 최저 0.67에서 최고 1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0.94로 확인되었다. 이는 홀스티 신뢰도 계수의 기준인 0.9를 넘는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표 14>. 본 연구에서는 영상 콘텐츠 구분에 대한 타당

도 검증으로 본 연구자를 제외한 전문 스포츠채널 캐스터 1인에 의해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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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상 콘텐츠 요인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표 13. 종속 변인의 기술 통계량

구분 세부항목 빈도(수) 비율(%)

라운드

1라운드 284 27.76

2라운드 270 26.39

3라운드 217 21.21

4라운드 252 24.63

영상종류

하이라이트 93 9.09

베스트플레이어 69 6.74

베스트샷 589 57.58

보너스영상 151 14.76

스윙분석 18 1.76

대회개요 80 7.82

위너써클 23 2.25

대회선수

등급

General 245 23.95

Tier 1 422 41.25

Tier 2 183 17.89

Tier 3 114 11.14

Tier 4 59 5.77

대회선두

등급

Tier 1 341 33.33

Tier 2 311 30.40

Tier 3 302 29.52

Tier 4 69 6.74

대회유형

Open 280 27.37

Classic 298 29.13

Invitational 199 19.45

Championship 246 24.05

썸네일

Moderated 357 34.90

Positive 578 56.50

Negative 88 8.60

제목유형

대회관련 309 30.21

라운드관련 670 65.49

기술관련 44 4.30

한국선수
한국선수영상 105 10.26

외국선수영상 918 89.74

종속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회수 2600.732 5574.27 20 9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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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코더 간 신뢰도 분석 결과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계수 공식은 “신뢰도=2M/(N1+N2)”로서, M은
두 명의 코더 간에 일치한 코딩 수, N1은 코더1이 코딩한 수, N2는 코더 2가
코딩한 수를 의미.

구분 세부항목 신뢰도 계수

라운드

1라운드 1

2라운드 1

3 라운드 1

4 라운드 1

영상종류

하이라이트 1

베스트플레이어 0.93

베스트샷 0.98

보너스영상 0.87

스윙분석 0.92

대회개요 1

위너써클 1

대회선수등급

일반 0.93

Tier 1 0.94

Tier 2 0.96

Tier 3 0.97

Tier 4 0.91

대회선두등급

Tier 1 0.86

Tier 2 0.89

Tier 3 0.80

Tier 4 0.67

대회유형

Open 1

Classic 1

Invitational 1

Championship 1

썸네일

Moderated 0.91

Positive 0.86

Negative 0.97

제목유형

대회관련 0.98

라운드관련 0.98

기술관련 0.93

한국선수
한국선수영상 1

외국선수영상 1

전체 평균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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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영상 콘텐츠 구성 요인 별 조회수 차이(연구문제1)

1. 한국선수 등장 여부에 따른 조회수 차이

한국선수 등장 여부에 따른 조회수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선수 등장 시 평균 5296.39(SD=8985.67)로

나타났고, 외국선수 만 등장 시 2292.40(SD=4954.39)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

냈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한국선수 등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 5.299,p<.001). 즉, 한국선수의 등장이 조회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라운드에 따른 조회수 차이

라운드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1

라운드의 평균 조회수는 2403.68(SD=5553.06), 2라운드는 1643.60(SD=2905.45),

3라운드는 2199.26(SD=7596.54), 4라운드는 4194.01(SD=5415.30)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10.28(p<.001)로 나타나 라운드에 따른 PGA 콘텐츠 조회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4라운드는 1,2,3라운드보다 조회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썸네일에 따른 조회수 차이

썸네일 구분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

행하였다. 정적인 주제의 썸네일의 평균 조회수는 2353.32(SD=3390.32),

긍정적이며 유쾌한 주제 평균 조회수는 2672.80(SD=6509.52), 부정적이며

자극적인 주제 평균 조회수는 3131.09(SD=6031.33)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

시한 결과, F=0.08로 나타나 썸네일에 따른 PGA 콘텐츠 조회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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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대회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

대회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행하

였다. 오픈 대회의 평균 조회수는 2212.41(SD=3461.88), 클래식 평균 조회수

는 1915.38(SD=3476.41), 인비테이셔날 평균 조회수는 3380.01(SD=7214.65),

챔피언십 평균 조회수는 3242.55(SD=7589.60)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

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4.38(p<.01)로 나타나 대회등급에 PGA 콘텐츠 조회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클래식 대회 보다 조

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제목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

제목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행하

였다. 대회관련의 평균 조회수는 2922.93(SD=6919.77), 라운드관련 평균 조

회수는 2311.58(SD=4733.42), 기술관련 평균 조회수는 4741(SD=6341.60) 분

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4.69(p<.01)로 나타나 제목유형에 PGA 콘텐츠

조회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기술관련 영상은

라운드관련 영상 보다 조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6. 대회선수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

선수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행하였

다. 종합군의 평균 조회수는 2489.93(SD=3424.07), Tier 1 평균 조회수는

2697.06(SD=5914.33), Tier 2 평균 조회수는 1975.02(SD=5645.09), Tier 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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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는 2810.28(SD=5621.60), Tier 4 평균 조회수는 3907.71(SD=8919.07) 분

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1.49로 나타나 선수등급에 따른 PGA 콘텐츠 조회

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대회선두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

라운드 선두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Tier 1 평균 조회수는 3217.11(SD=6915.42), Tier 2 평균 조회

수는 2061.57(SD=4388.37), Tier 3 평균 조회수는 2453.86(SD=4121.06), Tier

4 평균 조회수는 2627.50(SD=7847.70)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2.44

로 나타나 라운드 선두등급에 따른 PGA 콘텐츠 조회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8. 영상종류에 따른 조회수 차이

영상종류에 따른 조회수 차이를 확인하고자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하이라이트의 평균 조회수는 4057.68(SD=3954.20), 베스트플레이어 평균 조회수

는 1496.87(SD=2800.51), 베스트샷 평균 조회수는 2600.18(SD=6274.33), 보너스

영상 평균 조회수는 2780.69(SD=5515.20), 스윙 분석 평균 조회수는

5742.44(SD=6958.65), 라운드 개요 평균 조회수는 729.67(SD=1318.10), 위너써클

평균 조회수는 2903.26(SD=4083.72)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4.07(p<.001)로

나타나 영상종류에 따른 PGA 콘텐츠 조회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하이라이트 영상은 라운드 개요 영상 보다 조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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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PGA Tour 영상 콘텐츠 변인 별 차이분석 결과

*p<.05,**p<.01,***p<.001

요인 평균(표준편차) 유의확률 사후분석(Scheffe)

라운드

라운드1(a) 2403.68(8985.67)

F=10.28***

c>b

a>b, c

d>a, b, c

라운드2(b) 1643.60(2905.45)

라운드3(c) 2199.26(7596.54)

라운드4(d) 4194.01(5415.30)

썸네일

Moderated(a) 2353.32(3390.32)
F=0.08

b>a

c>a, bPositive(b) 2672.80(6509.52)

Negative(c) 3131.09(6031.33)

F=4.38**

a>b

d>b, a

c>b, a, d
대회
유형

Open(a) 2212.41(3416.88)

Classic(b) 1915.38(3476.41)

Invitational(c) 3380.01(7214.65)

Championship(d) 3242.55(7589.60)

F=4.69**
a>b

c>b, a
제목
유형

대회관련(a) 2922.93(6919.77)

라운드관련(b) 2311.58(4733.42)

기술관련(c) 4741.00(6341.60)

대회
선수
등급

General(a) 2489.93(3424.07)

F=1.49

a>c

b>c, a

d>a, b, c

e>a, b, c, d

Tier1(b) 2697.06(5914.33)

Tier2(c) 1975.02(5645.09)

Tier3(d) 2810.28(5621.60)

Tier4(e) 3907.71(8919.07)

대회
선두
등급

Tier1(a) 3217.11(6915.42)

F=2.44

c>b

d>b, c

a>b, c, d

Tier2(b) 2061.57(4388.37)

Tier3(c) 2453.86(4121.06)

Tier4(d) 2627.50(7847.70)

영상
종류

하이라이트(a) 4057.68(3954.20)

F=4.07***

b>f

c>f, b

d>f, b, c

g>b, c, d, f

a>b, c, d, f, g

e>b, a, c, d, f, g

베스트플레이어(b) 1496.87(2800.51)

베스트샷(c) 2600.18(6274.33)

보너스영상(d) 2780.69(5515.20)

스윙분석(e) 5742.44(6958.65)

라운드개요(f) 729.67(1318.10)

위너써클(g) 2903.26(4083.72)

한국
선수

한국(a) 5296.39(8985.67)
t=3.368** a>b

외국(b) 2292.40(4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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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회귀분석 결과(연구문제2)

라운드, 영상종류, 대회선두등급, 대회유형, 한국선수, 썸네일, 제목유형,

대회선수등급이 포털사이트 PGA Tour 콘텐츠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인 조회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설명력은 10.9%로 나타났고(R2=.109),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F=5.56, p<.001).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가 10을

넘는지 확인한 결과, 3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4라운드(Coef.=1492.684, p<.01), 영상종류-

보너스영상(Coef.=-2846.581, p<.01), 영상종류-라운드개요(-3671.922,

p<.001), 대회유형-인비테이셔널(Coef.=1712413, p<.01), 대회유형-챔피언

십(Coef.=1238.883, p<.05), 한국선수-No(Coef.=-3478.894, p<.001), 썸네일

-Positive(Coef.=1548.831, p<.05), 썸네일-Negative(Coef.=1904.981,

p<.05), 제목유형-라운드관련(Coef.=-1831.787, p<.05)은 포털사이트 PGA

투어 콘텐츠 조회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라운드의 경우 2라운드, 3라운드 더미변수에 대해 추정 계

수가 음(-)의 값을 가졌으며, 4라운드 더미변수에 대해 추정계수는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라운드가 1라운드에 비해 PGA

Tour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2

라운드, 3라운드는 1라운드에 비해 PGA 영상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4라운드를 제외한

다른 라운드들은 PGA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있어서 1라운드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영상종류의 경우 베스

트플레이어, 베스트샷, 보너스 영상, 라운드개요, 위너써클 더미변수에 대

해 추정 계수가 음(-)의 값을 가졌으며, 스윙분석 영상종류의 더미변수

에 대해 추정된 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윙

분석이 하이라이트 영상종류에 비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영상종류의 나머지 항목들은 하이라이트에 비해 조회수

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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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종류에서 보너스영상(Coef.=-2846.581, p<.01)과 라운드개요

(Coef.=-3671.922, p<.001)를 제외한 다른 영상종류들은 PGA 영상 콘텐

츠의 조회수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는 않았다. 대회선두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선두

의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수록(Tier1에서 Tier2) 종속변수인 조회수가

329.152정도 감소한다. 한편 대회유형의 경우 인비테이셔널

(Coef.=1712.413, p<.01), 챔피언십(Coef.=1238.88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인비테이셔널 대회등급과, 챔피언십 대회등급이 오픈 대

회등급에 비해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GA 영상 콘텐츠 내에 한국선수가 등장하지 않은 영상

(Coef.=-3478.89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를 해석하면 영상

콘텐츠에 한국선수가 등장할수록 조회수는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쎔

네일은 Positive(Coef.= 1548.831, p<.05)와 Negative(Coef.=1904.981,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PGA Tour 영상 콘텐츠 썸네일 내

용에서 Positive, Negative 한 것이 Moderate에 비해 영상 콘텐츠 조회

수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높고 Negative, Positive, Moderate 순으

로 영향력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제목유형의 경우 라운드관

련은 더미변수에 대해 추정 계수가 음(-)의 값을 가졌으며, 기술관련은

더미변수에 대해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운드관련 제목유형이 대회관련 제목유형보다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미

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관련 제목

유형은 대회관련 제목보다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

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라운드관련 제목유형만 미약하게 통계

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 내 선두등급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PGA Tour

Live 영상 콘텐츠가 4라운드 일수록, 대회유형이 인비이테셔널과 챔피언십 일

수록, 썸네일 유형이 긍정과 부정일수록 조회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편, 영상종류가 보너스영상과 라운드개요, 제목유형이 라운드관련, 한국

선수가 등장하지 않는 영상은 조회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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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영상 콘텐츠 조회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N=1,023

구분 Coef. S.E. t

라운드-2
(ref.=1라운드)

-818.642 457.110 -1.79

라운드-3
(ref.=1라운드)

-643.732 497.866 -1.29

라운드-4
(ref.=1라운드)

1492.684** 498.101 3.00

영상종류-베스트플레이어
(ref.=하이라이트)

-632.273 1341.547 -0.47

영상종류-베스트샷
(ref.=하이라이트)

-1323.599 1265.203 -1.05

영상종류-보너스영상
(ref.=하이라이트)

-2846.581** 927.8686 -3.07

영상종류-스윙분석
(ref.=하이라이트)

1450.239 1824.388 0.79

영상종류-라운드개요
(ref.=하이라이트)

-3671.922*** 810.609 -4.53

영상종류-위너써클
(ref.=하이라이트)

-647.0979 1678.616 -0.39

썸네일-Positive
(ref.=Moderated)

1548.831* 725.638 2.13

썸네일-Negative
(ref.=Moderated)

1904.981* 905.532 2.10

대회선두등급 -329.1528 198.781 -1.66

대회유형-Classic
(ref.=Open)

200.822 523.93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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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p<.01,***p<.001

대회유형-Invitational
(ref.=Open)

1712.413** 520.793 3.29

대회유형-Championship
(ref.=Open)

1238.883* 507.983 2.44

한국선수-No(ref.=Yes) -3478.894*** 609.911 -5.70

제목유형-라운드관련
(ref.=대회정보관련)

-1831.787* 708.415 -2.59

제목유형-기술관련
(ref.=대회정보관련)

499.225 1056.492 0.47

대회선수등급-Tier1
(ref.=General)

265.396 831.743 0.32

대회선수등급-Tier2
(ref.=General)

-95.119 900.810 -0.11

대회선수등급-Tier3
(ref.=General)

57.962 940.159 0.06

대회선수등급-Tier4
(ref.=General)

-312.221 1043.226 -0.30

R2 0.109

Adj.R2 0.089

F(sig.) 5.56***

N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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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포털사이트 내에서 제공되는 PGA Tour 영상 콘텐츠가 조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방송 통신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상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 방송, 인터넷

방송, 디지털 위성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가 제공

되는 가운데 시청률 확보를 위한 미디어 간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신

은호, 손다희, 진윤걸, 2007). 특히 스포츠미디어 분야는 뉴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공급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전문채널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온라

인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며 자체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

하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양기문, 정선현, 이상우, 2018). 이유진, 유세경(2018)은 온

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의 유형을 1차 창구가 TV인 재매개 영상

과 1차 창구가 온라인인 웹 전용 영상으로 구분하였다. 과거 온라인 환

경에서 제공된 스포츠 영상 콘텐츠들의 다수가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된

오리지널 영상의 핵심적인 일부를 재편집해 온라인으로 공급했지만 인터

넷 플랫폼 수요가 높아지며 스포츠 영상도 웹 전용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웹 전용 스포츠 중계 영상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전용

(online-only)과 온라인 우선(online-first)공개를 원칙으로 제작하며 웹

전용 콘텐츠는 실시간 중계 여부와 제작 방식에 따라 녹화형(VOD)과

실시간형(LIVE)으로 나뉜다(유진희, 2016). 이미 북미 시장의 경우

MLS(Major League Soccer), MLB(Major League Baseball),

NFL(National Football League), PGA Tour 등이 온라인 전용

(online-only)과 온라인 우선(online-first) 스포츠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온라인 전용 스포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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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이 보편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전용(online-only)콘텐츠는 해외

에서 유입되었다.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는 높은 파급력을 갖고 있는 포

털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와 재가공 형식의 하이라이트, 선수 스페셜, 경

기 분석 등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다매체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더욱 발달된 기술을 이용한 뉴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확인하게 다

른 접촉 동기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스포츠미디어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생산

자들에게 수용자의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최철환, 2019).

그간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연

구(박장환, 2009; 김희진, 김여진, 김성태, 2010; 한승진, 임충훈, 황한솔,

양혜주, 2019; 남상백, 배정섭, 2019; 최철환, 2019; 이동연, 이수영, 2014;

이유진, 유세경, 2018; 김민정, 2016; 함민정, 이상우, 2019; 송진, 이영주,

2016; 안재현, 김미경, 민병현, 2010; 홍성현, 황상재, 2017; 양기문, 정선

형, 이상우, 2018; 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 김종무, 2018, 류정수, 원

영신, 2011; 김동길, 최성호, 김성준, 2017; 김민희, 송유진, 최세정, 2019;

김미경, 안재현, 박장희, 2009)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대부분 이용동기

와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온라인 영상 콘텐

츠에 조회수나 재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영상 콘텐츠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중계 영상 콘텐츠 중 온라인 전용

(online-only)과 온라인 우선(online-first)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의 조

회수 분석을 통해 생중계 이후 재가공된 영상 콘텐츠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

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스포츠 영상 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중계가 종료된 후 재가공된 스포츠 영상 콘텐츠

의 조회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들을 8가지로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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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영상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각 특성을 구

분하여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상 콘텐츠에 한국 국

적의 선수가 등장한 영상에는 조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

다. PGA Tour는 미국과 유럽 국적의 선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 영상 콘텐츠는 해외 선수들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023개

의 영상 중 한국선수 등장 비율은 단 10.26%로 상당히 낮은 빈도를 보

이지만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운드 요

인의 경우 각 라운드 별 조회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마지막 라운드인 4라운드 영상 콘텐츠가 앞서 진행되는 라운드들에 비해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등급에 따른 조회수도 차이를 보이

는데 분석 결과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19.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

고 있지만 조회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영상 콘텐츠는 PGA 투어의 정규시즌 대회만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4가지로 분류된 대회유형은 수평적인 이해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대회이며 참가 선수와 포맷은 모두 동

일한 수준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대회유형은 명목적 분류 란 것을 의미

하며 골프 종목의 특성상 개최코스, 초청선수, 역사 등의 레거시 효과가

작용되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유형의 경우 기술관련 영상은 라운

드관련, 대회관련 제목유형의 영상 콘텐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인 남사백, 배정섭(2019)의 ‘프로구단

유투브채널 시청동기와 시청만족과의 관계’에서 시청동기에 미치는 요인

인 정보추구, 대리만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골프는 관람과

참여스포츠의 일환으로 대회 영상 콘텐츠는 대회진행과 관련된 정보 취

득과 함께 참가선수들의 경기 관람을 통해 기술적 습득이 용이하다. 영

상종류에 따른 조회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종류를 구성하는 7가지 세부요인들 간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이 라운드 개요 영상보다 조회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닉슨(2017) 조사에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시청한 사람 중 68%는 경기 하이라이트 등 비실시간 영상을 추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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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 종료 이후에도 재편집된 중계 방영분을

통한 2차 소비의 창구 효과(window effect)가 하이라이트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PGA Tour 영상 콘텐츠를 구성하는 8가지 변인들이 조회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중계 영상 콘

텐츠에서 각 라운드 요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여하는 의미는 특별할

것으로 사료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라운드 영상 콘텐츠가 많을 수록,

나머지 라운드 영상 콘텐츠가 적을 수록 조회수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 라운드는 우승자가 결정되는 대회의 마지막 날이기때

문에 영상 콘텐츠에 우승 선수의 하이라이트와 선두권 선수들간의 경쟁

과 관련해 흥미로운 영상이 추가된다. 이는 썸네일 요인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목 유형이 정

적일 때 보다 긍정적이거나 자극적일 때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고 나타났다. 썸네일 내용은 전반적인 영상 콘텐츠에 걸쳐 적용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 적용되는 썸네일의 경우 결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자와 관련해 긍정적이거나 정반대의 상황에서 자극적인 내용이 추가

되며 감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것이다. 이는 김광수, 이진균(2003)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스포츠 시청 결정요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한 편, 모든 영상 콘텐츠에 걸쳐 썸네일의 유형이 조회수에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미디어스포츠2.0 패러다임과 수용행태 변화

(송해룡, 김원제, 2009) 연구에서 주장한 정보 전달에 오락성을 가미한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information + entertainment)가 실제 영상

콘텐츠 시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영상종류에서 보너스영상과 라운드개요는 조회수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으며, 스윙분석은 하이라이트 영상종류에 비해 인

기가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편, 연구결과 스포츠중계

영상 콘텐츠에 경기 외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조회수에 영향력이 없

다고 나타났다. 보너스영상은 경기 현황과 관련이 낮은 부류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대회 경기내용 위주의 장면으로 편집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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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스포츠 중계 영상 콘텐츠는 스포츠

행위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지 않으면 온라인과 같은 능동적 환경

에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낸 결과다. 인터넷 스포츠중계방

송 이용행태(임태성, 이호열, 김희규, 2008)에서 이용만족 요인 중 콘텐츠

의 내용요인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부합되며, 온라인 영

상종류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재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라운드개요 영상은 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선수들의 경기

영상보다 대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영된 스코어보드 및 관전 포인트 등

을 전하는 장면이다. 연구 결과 영상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

회개요 영상 빈도가 낮아질수록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온

라인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목적은 현장감을 느끼기 위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시각적 장면은 필수 요소이다. 선행연구(남사

백, 배정섭, 2019)에서 온라인 스포츠 영상의 시청동기와 시청만족에 대

리만족이 영상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부합한다.

선행연구인 홍성현, 황상재(2017)와 양기문, 정선형, 이상우(2018)는 온

라인 영상 콘텐츠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예능, 영화/드라마 장

르에서 영상의 인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영상 내 스타가 등장 할수록 재

생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스포츠 영상 콘텐츠도 비슷한

맥락으로 영상 내 등장하는 선수 간 수준의 차이가 명백하고 인기의 척

도가 등장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 내 스타 출연이 조회수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선

수의 수준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등급의 선수 수준

이 조회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회선두등

급에도 통계적으로 유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수 간 등급

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영상을 소비하는 개인이 선호하는 바가 다를 것

이며, 콘텐츠의 특성상 영상 내 등장하는 선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기 때문에 스타의 영향력은 예능, 영화/드라마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등급과 무관하게 한국선수가 영상에

등장하면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김광수, 이진균(2003)의 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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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가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보

편적으로 골프 선수의 개별성이 집단과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재생되는 PGA Tour 영상 콘텐츠는 지역 또는 소

속 집단과의 유대감이 영상을 시청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대회유형의 경우 인비테이셔널, 챔피언십 대회는 오픈 대회에 비해 영

상 콘텐츠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클래식 대회는 오픈대회와 통

계적으로 영상 조회수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픈대회에

비해 인비테이셔널과 챔피언십 대회가 영상 콘텐츠의 조회수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해당 대회들이 기존 PGA Tour 선수를 포함해 초청선수가

참가해 PGA Tour 영상 내에 등장하는 선수 외 새로운 선수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목유형은 라운드와 관련된 제목

이 적을 수록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회 영상에

있어 경기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선수 개별 플레이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중계 영상 콘텐츠를 선택하는

요인이 선수들의 개별적 플레이 만을 관람하는 목적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기대감이나 흥미와 같은 감성적 반응이 유발되고 드라마적 요소

가 강화되야 한다는 스포츠 상품의 속성(김관수, 이진규, 2003)을 반영하

여 경기 흐름까지 포함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제 2 절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PGA Tour 영상 콘텐츠 조회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영상 내 구성된 요소를 바탕으로 변인 별 영상 콘텐츠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스포츠미디어는 미디어의 변천

사와 함께 동반 성장했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스포츠는 매스 미디어

에 의해 매개(서희진, 1994)된 인기 있고 중요한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홍승후, 2007).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학문분야도 충분한 데

이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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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환경이 전통적 소비환경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전이되며 뉴미디어와

매개된 스포츠미디어 분야의 학술적 가치도 동시에 향상되었다. 뉴미디

어 환경이 스포츠미디어 학문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스포츠미디어가 독

립적 체계로서 자체 플랫폼 생산과 콘텐츠 개발이 용이해 지며, 연구의

깊이와 범위가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

을 수 있었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스포

츠 영상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이 온라인 포털사이트트 환경에서 적합한

지 확인을 위해 새롭게 선정된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지상

파TV, 케이블채널, 인터넷 실시간 중계방송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검

증된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들이 포털사이트 플랫폼 스포츠 영상 콘텐츠

에도 일부 적용되며, 플랫폼과 콘텐츠 종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용동

기와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이 유사하다는 것은 학술적 가치로 충분하다

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스포츠 뉴미디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플

랫폼과 콘텐츠를 세분화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 새로운 형식의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연구함에 있어 본 연구는 기준을 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둘째, 스포츠미디어 학문 분야가 응용학문으로써 가치를 증명하기 위

해선 타학문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포털사이트 PGA Tour 영

상 콘텐츠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을 스포츠미디어 분야의 장르만을 고집

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 연구를 토대로 결정요인을 유추하

였다. 그 결과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결정요인의 유사성을 파

악할 수 있었고 장르의 특성이 결정요인에 다르게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3 절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미디어 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

서 무엇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미디어 제작사들

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콘텐츠와 외면하는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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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관심 갖는 콘텐츠를 집중 제작함으로써 비용과 시

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다양하게 접하게 되어 높은 만족도를 얻게 되며,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가 인지하듯이 소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곧 스포츠미디어 제작사들이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점진적 산업 발전을 이뤄

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스포츠전문채널 및 스포츠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은 본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새롭고 다양한 시도에 대한 고삐를 늦추

지 않아 스포츠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또 앞으로 지속될 연구를 위한 초

석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인기가 높은 장르인 스포츠 영상 콘텐츠의

실제 시청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미디어 분야의 학문적 가치를 발

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PGA Tour 온라인 콘텐츠는 국내에서 네

이버TV와 다음카카오TV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

이버TV의 조회수만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주제가 PGA Tour

영상 내용중 어떠한 변수(라운드, 영상 종류, 대회선두 등급, 대회 유형,

한국선수, 썸네일, 제목유형, 대회선수 등급)가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이며, 시청자들의 플랫폼 선호도(네이버TV 또는 다음카카오TV)는

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TV와 다음카카오TV는 영상 리

스트 디스플레이 방식, 대표 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의 종류, 영상 검색 방

식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영상 나열 방식, 검색 제공 형태 등 두 플랫폼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두 플랫폼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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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Tour 영상 변이별 조회수를 분석한다면 연구 결과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TV의 조회수만 분석하여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하지만 향후 후속연구에서 다음카카

오TV의 영상 조회수와 네이버TV의 조회수와 비교분석하여 플랫폼 환

경의 차이가 수용자 이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 영상 콘텐츠의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8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인 별 영상 이용자들의

평가와 선호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채택

해 각 요인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변

인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규명함으로써 학술적 의미와 실무적 가치를

충족했다. 단,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 콘텐츠의 원천인 PGA 투어 온라

인 실시간 중계 조회수와 PGA 투어 영상 콘텐츠 조회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의 필요성도 고려될 수 있지만 환경적 제한으로 진행이 불가능

하다. 온라인 환경에서 축소된 형태로 등장해 달라진 시청방법의 일환인

스포츠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비중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선, 1차 창구 영상인 실시간 중계 영상의 이용 현황과 2차 창구 영상인

재매개 영상 콘텐츠의 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상관관계 분석

도 중요한 연구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PGA 투어 영상 콘텐츠는 생중

계가 종료된 이후 실시간 영상과 관련된 데이터는 전부 삭제된다. 따라

서 실시간 중계의 조회수를 규명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경기가 종료된 스포츠 영상은 결과가 반영됨과 동시에 그 가치

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 영상에서 추출된 짧은 영상 콘텐츠로 대체하는

것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일반화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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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PGA Tour Video

Contents on Korea Domestic Portal Site

Song Min Je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GA Tour

video contents provided in Korea domestic portal site and als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views.

For this study, 1,023 video contents upload at the portal site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video contents are regular PGA

Tour events that proceed from January 10th to August 4th in

2019.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PGA Tour Video

Content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are Round, Video Category, Thumbnail. Leader Level,

Type of event, Korean Player, Title, and Player Level.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Round, Video Category, Type

of Event, Thumbnail, Korean Player, and Title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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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views. For the Round factor,

the final Round had a higher influence than the rest of the

Round variables, and Thumbnail, both positive and negativ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view. Also, championship

and invitational event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number

of views. As for the Video Category, the Bonus Image and the

Round Outlin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iew. However,

among those category variables, only the swing analysis had a

positive estimated coefficient for the dummy variable bu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inally, the view

of PGA Tour video content was higher when Korean Player

appeared in the video content.

key words : PGA Tour, Potal Site, View, Video Content

Student Number : 2015-2165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제 3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미디어 환경의 변화
	1. 스포츠와 미디어 변화 과정
	2. 스포츠전문채널 등장
	3. 온라인 영상 미디어 소비의 대중화

	제 2 절  스포츠미디어 소비 트렌드
	1. 스포츠미디어 소비형태
	2. 전통적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
	3. 온라인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

	제 3 절  온라인 영상 콘텐츠 소비 
	1. 온라인 영상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
	2. 포털사이트 영상 콘텐츠 선행연구

	제 4 절  PGA Tour 포털 영상콘텐츠 소비
	1. PGA Tour 국내 영상 콘텐츠 현황
	2. PGA Tour 영상 콘텐츠 수요 결정요인
	3. 연구 문제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
	제 2 절  연구 변인 
	제 3 절  자료 분석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속성
	제 2 절  기초 통계분석 
	제 3 절  신뢰도 분석
	제 4 절  영상 콘텐츠 구성 요인 별 조회수 차이(연구문제1)  
	1. 한국선수 등장에 따른 조회수 차이
	2. 라운드에 따른 조회수 차이
	3. 썸네일에 따른 조회수 차이
	4. 대회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
	5. 제목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
	6. 대회선수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
	7. 대회선두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
	8. 영상종류에 따른 조회수 차이

	제 5 절  회귀분석 결과(연구문제2)

	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제 2 절  학술적 시사점 
	제 3 절  실무적 시사점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표
	표 1. 국내 스포츠미디어  성장추이
	표 2. 시청자와 콘텐츠에 따른 채널 유형
	표 3. 국내 스포츠전문채널 현황
	표 4. 국내 스포츠 방송프로그램
	표 5. 스포츠미디어 환경변화 의미단위 구성 및 범주화
	표 6.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주체별 분류
	표 7.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와 스포츠콘텐츠의 상호작용
	표 8. 네이버TV 스포츠채널
	표 9. 네이버TV 스포츠채널 2019 PGA Tour 영상 콘텐츠 특성
	표10. 연구요인 특성
	표11. 대회의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표12. 영상 콘텐츠 요인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표13. 종속변인의 기술 통계량
	표14. 코더 간 신뢰도 분석 결과
	표15. PGA Tour 영상 콘텐츠 변인 별 차이분석 결과
	표16. 영상콘텐츠 조회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startpage>8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7
 제 3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제 1 절  스포츠미디어 환경의 변화 11
  1. 스포츠와 미디어 변화 과정 11
  2. 스포츠전문채널 등장 16
  3. 온라인 영상 미디어 소비의 대중화 21
 제 2 절  스포츠미디어 소비 트렌드 27
  1. 스포츠미디어 소비형태 27
  2. 전통적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 29
  3. 온라인 스포츠미디어 소비행동 32
 제 3 절  온라인 영상 콘텐츠 소비  35
  1. 온라인 영상 소비 수요의 결정요인 35
  2. 포털사이트 영상 콘텐츠 선행연구 38
 제 4 절  PGA Tour 포털 영상콘텐츠 소비 45
  1. PGA Tour 국내 영상 콘텐츠 현황 45
  2. PGA Tour 영상 콘텐츠 수요 결정요인 49
  3. 연구 문제 52
제 3 장  연구 방법 53
 제 1 절  연구 자료 53
 제 2 절  연구 변인  53
 제 3 절  자료 분석 57
제 4 장  연구결과 60
 제 1 절  연구대상의 속성 60
 제 2 절  기초 통계분석  61
 제 3 절  신뢰도 분석 61
 제 4 절  영상 콘텐츠 구성 요인 별 조회수 차이(연구문제1)   64
  1. 한국선수 등장에 따른 조회수 차이 64
  2. 라운드에 따른 조회수 차이 64
  3. 썸네일에 따른 조회수 차이 64
  4. 대회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 65
  5. 제목유형에 따른 조회수 차이 65
  6. 대회선수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 65
  7. 대회선두등급에 따른 조회수 차이 66
  8. 영상종류에 따른 조회수 차이 66
 제 5 절  회귀분석 결과(연구문제2) 68
제 5 장  논의 및 결론 72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72
 제 2 절  학술적 시사점  77
 제 3 절  실무적 시사점 78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9
표 목차
 표 1. 국내 스포츠미디어  성장추이 13
 표 2. 시청자와 콘텐츠에 따른 채널 유형 17
 표 3. 국내 스포츠전문채널 현황 18
 표 4. 국내 스포츠 방송프로그램 21
 표 5. 스포츠미디어 환경변화 의미단위 구성 및 범주화 26
 표 6.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주체별 분류 39
 표 7.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와 스포츠콘텐츠의 상호작용 44
 표 8. 네이버TV 스포츠채널 45
 표 9. 네이버TV 스포츠채널 2019 PGA Tour 영상 콘텐츠 특성 58
 표10. 연구요인 특성 59
 표11. 대회의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60
 표12. 영상 콘텐츠 요인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62
 표13. 종속변인의 기술 통계량 62
 표14. 코더 간 신뢰도 분석 결과 63
 표15. PGA Tour 영상 콘텐츠 변인 별 차이분석 결과 67
 표16. 영상콘텐츠 조회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7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