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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 평가: 

축구 A매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백      종      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 방송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가치를 알아보고,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매치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의 차이, 경쟁 장르

에 따른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콘텐츠로

서 축구 A매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청률과 광고단가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시청률 제고의 길을 모색하고 적정한 광고단

가 산정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06-2014년에 지상파 3개 채널(KBS, MBC, SBS)

에서 중계 방송된 축구 A매치 150경기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광고단가를 닐슨

코리아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먼저 A매치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경쟁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광고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되

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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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률과 광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경쟁력

은 중계 방송사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쟁 프로그램 보

다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둘째,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최근 9년 동안 점차 하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매치는 여전히 경쟁 프로그램과 유사한 광고 효율

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과도하게 저평가 되었던 A매치 프로그램이 미디

어콘텐츠로서의 적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경기 시작 

시간,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그리고 중계 채널의 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

선경기와 비교하여 볼 때 토너먼트의 예선 경기는 6.48%p, 월드컵 본선 경

기를 포함한 토너먼트의 본선 경기는 12.50%p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경기 

시작 시간의 경우 낮 경기는 새벽 경기보다 8.82%p, 밤 경기는 새벽에 열

리는 경기보다 11.51%p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넷째,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경기 시작 

시간, 중계 채널의 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선경기와 비교하여 볼 때 토너

먼트 예선의 15초 평균 광고단가는 약 950만원, 토너먼트 본선은 약 1,740

만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 기작 시간의 경우 새벽 경기와 비

교하여 볼 때 낮 경기와 밤 경기의 광고 단가는 각각 1,060만원과 850만원 

높았으며 중계 채널 수가 증가할 때마다 430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반적으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청률에 근거한 합리적 광고단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요어: 스포츠 콘텐츠 가치 분석, 시청률, 광고 효율성, 축구 A매치

학  번: 201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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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스포츠와 미디어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Coakley, 2007).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이벤트는 신

문과 잡지로 대표되는 인쇄미디어의 주요 콘텐츠가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

고 있으며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는 또한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과 함께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콘텐츠 장르(임정

수, 2010)로 자리 잡아 스포츠가 없는 방송 편성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

다. 시청자들이 스포츠에 매료되는 이유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드라마

적 요소와 스포츠 스타에 대한 높은 애정 때문이며(김지혜, 임정수, 2008), 

방송사들이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장르보다 시청

률 예측이 비교적 쉽고(송해룡, 2001) 전후 인접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노예영, 김기한, 2014). 

단일 종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축구

(Evens, Iosifidis, & Smith, 2013)는 국내에서도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이다. 특별히 월드컵, 남북한전, 한일전 같은 국가대항전 경기나 박

지성, 이영표,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등 국내 선수들이 활약하는 유러피

언 리그는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의 역대 월드컵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SBS가 단독 중계한 2010

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3경기 시청률(아르헨티나전

=47.8%, 그리스전=45.7%, 우르과이전=44.3%)은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시청

률을 보인 드라마 허준(54.9%), 대장금(47.2%)과 함께 시청률 상위 5위 프

로그램에 올라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사들은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는 월드컵이나 영

국 프리미어 리그(EPL)같은 인기 스포츠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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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권 구입 경쟁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들의 중계권 구입 경쟁은 

중계권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스포츠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스포츠 중계를 통해 방송사

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근 급격한 중계권료 상승으로 인하여 방송사들은 스포츠이벤트의 주관 방

송사가 되어도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스포츠 중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컴퓨터,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의 보급으로 텔레비전 외에도 스포츠 

중계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져 방송사들이 기대하는 높은 시청률을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구입하는 것

은 방송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투자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비록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률 예측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쉽다고 하지만 동일한 두 

팀이 벌이는 경기도 관람객 규모와 텔레비전 시청률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도 방송사의 투자 리스크

로 작용한다. 실례로 닐슨코리아의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벨기에와의 경기는 방송 3사 합산 시청

률 74.7%(KBS2=21.7%, MBC=42.6%, SBS=10.4%)로 월드컵 사상 최고의 시청

률을 기록하였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대 벨기에전 시청률은 

23.0%(KBS2=11.5%, MBC=7.8%, SBS=3.7%)로 16년 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만일 주관 방송사가 이처럼 큰 시청률의 차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비싼 중

계권료를 지급한다면 예상을 밑도는 시청률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다. 실제로 과도한 중계권료에 대한 투자와 빗나간 시청률 예측으로 인하

여 승자의 저주를 경험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보는 방송사가 종종 나타나

고 있다(Gratton & Solberg, 2007). 

따라서 상업 방송사들은 스포츠 중계방송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여 

중계권 구입을 위한 적정한 투자 금액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이벤트 성패의 가늠자(Gratton & Solberg, 2007)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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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미디어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김기한, 정지규, 2011; 

박현수, 안보섭, 2006; 박현수 & 이서용, 2010; 정은정, 김재범, 전범수, 

2011; 정지규, 2012; 최양수, 1992)으로 간주되어 광고 가격을 결정하는 요

인이 되는 시청률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이벤트 시청률에 대해 정확한 예측과 시청률에 근거한 

광고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실무적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박현

수, 이서용, 2010; 정지규, 2012; 황정호, 이서용, 박현수, 2012)는 거의 전무

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축구 A매치 시청률과 광

고 가격을 조사하여 A매치가 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콘텐츠

로서 여전히 높은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광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효율성 분석은 방송사에게 시청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광고가격의 지표를 제시하고, 광고주에게는 방송광고 구매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협회와 스포츠 방송을 제작하여 중계하는 방송사의 실무자들은 방송콘텐츠

로서 스포츠의 현재 가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이벤트 개최와 

시청률 제고를 위하여 시청률과 광고 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협회와 방송사의 실무자들에게 시

청률 제고를 위한 전략 수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학문적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가

치를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둘째, 스포츠이벤트의 

시청률과 광고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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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 A매치가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 있는 텔레

비전 콘텐츠인지를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및 동 시간 경쟁 채널 프

로그램의 각 장르별 분류에 따른 비교를 하고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과 광

고 효율성의 차이를 탐색한다. 

둘째, 축구 A매치 시청률과 광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

인지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고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그 변수들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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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와 스포츠

1.1. 미디어와 스포츠콘텐츠

스포츠가 미디어의 콘텐츠로 등장한 것은 영국의 주간지 Spectator가 

1712년 권투 경기를 처음으로 기사화(윤득헌, 2008)하면서 부터이다. 한편 

국내에서 스포츠는 1890년대‘독립신문’에서 스포츠 관련 기사를 다루면

서 미디어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김지혜, 임정수, 2008). 이후 스포츠와 미

디어는 1960-1970년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보편화 되면서부터 방송에서 

편성 분량이 늘어나고1) 시청률이 증가되면서 더욱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

향력을 상호간에 미치며 상생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스포츠의 발전으로 인해 스포츠가 미디어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

지고 있다. 최근 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증가(Gratton & Solberg, 2007)라고 할 만큼 미디어에서 스

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경기의 결과를 활자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스포츠 면(section)은 신문의 

필수 콘텐츠가 되었으며 스포츠 관련 잡지와 서적은 다양한 스포츠콘텐츠 

인쇄물을 발행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방송미디어는 스포츠 경기

의 결과만을 전달하던 인쇄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경기의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스포츠는 미디어의 기

술 발달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송사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메가 스

1)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스포츠의 지상파 방송은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1980년대에 정
부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정책과 1982년 프로야구 출범, 1983년 프로축구의 출범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경기 유치의 영향으로 1982년 28.2%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정영
남, 2008). 방송 콘텐츠로서의 스포츠의 위상은 점차 높아져 1995년 케이블 방송 출범과 함께 
스포츠 전문 채널인‘한국 스포츠 TV’개국에 이르게 되었고 2013년 현재 10개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방송이 설립되어 전파를 내보내지만 지상파에서 여전히 스포츠가 차지하는 편성 비율은 

8.5%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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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이벤트의 화려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

다. 보다 더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그래픽 

기술과 슬로우 모션과 같은 카메라 영상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화질(HD) 방송의 기술 개발을 자극하였으며 2012년 여름 NBC와 BBC방

송은 올림픽 영상을 3D로 준비하기에 이르렀다(Evens, Iosifidis, & Smith, 

2013). 

한편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미디어

의 발전은 스포츠의 노출을 증가시키게 되어 스포츠 대중화를 이루는데 기

여하였으며(윤득현, 2008)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EPL, MLB, 골프, 테니스 등 특정 지역의 인기 스포츠가 전 세계로 퍼져 국

제적인 팬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미디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

츠의 대중화로 팬층이 넓어져 경기장 입장권 판매 수익에 의존하던 스포츠 

리그의 재정은 중계권을 미디어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Gratton & Solberg, 2007). 스포츠의 미디어에 대한 경제

적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디어는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경기의 일정이나 시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축구, 농구, 탁구, 배

구, 테니스, 골프 등 많은 종목의 경기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윤득현, 2008; Evens, Iosifidis, & Smith, 2013). 

스포츠이벤트의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플

랫폼(platform)의 출연으로 스포츠와 미디어의 긴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지

고 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은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스포츠콘텐츠로 인한 수익 창출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윤득현, 2008). 

1.2.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축구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 자본의 43%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단일 종목 스포츠(Evens, Iosifidis, & Smith, 2013)이며 미디어콘텐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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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은 국내외에서 매우 확고하다. 

재능 있는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들고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 프로 축구의 3대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EPL), 스페인의 프리

메라 리그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 리그는 미디어의 인기 콘텐츠이다. 미디

어는 맨체스트 유나이티드, 챌시, 아스널 등 명문 구단이 즐비한 축구 종주

국 영국의 EPL 경기를 미디어콘텐츠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당 4백 76만 파

운드2)(약82억원)(Gratton & Solberg, 2007)라는 비싼 중계권료를 지불하였

다. 뿐만 아니라 단일 종목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FIFA 월드컵 경기

는 2014년 64경기에 17억 달러(경기당 2천7백만 달러, 약 270억 원)라는 높

은 중계권료(TSM Plug, 201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축구의 위

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1882년 영국의 근대 축구 전파로 시작된 국내 축구는 1957년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가 국내 스포츠 종목 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

해 중계 방송되며(정영남, 2008) 미디어콘텐츠로 사용되었다. 이후 국내 축

구는 1983년 5개 팀으로 구성된 첫 축구 리그가 출범하였으며 2014년 현재 

K리그 22개 팀이 클래식 리그와 챌린지 리그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하는 

외형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리그는 유럽 리그에서처럼 미디어의 높은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 반면 국내 프로 리그와 달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국가대항전 경기(A매

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이래 8회 연속 월드컵에 참가

하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다. 특별히 월드컵이나 한일전 같은 각

종 국가대항전 경기는 미디어의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여 국내 방송

사간에 중계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했다3). 실제로 닐슨코리

아의 월드컵 시청률자료에 의하면 한국팀의 월드컵 경기 프로그램의 평균 

2) 영국 BSkyB가 지불한 2007-2010 시즌 경기당 중계권료

3) 실례로 SBS는 방송 3사간 공동중계 합의 파기 반칙 논란과 국부유찰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으
면서까지 2006년 월드컵 및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단독중계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중계권을 
구입하였다(김정현, 김대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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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방송 3사의 시청률 합)은 1994년 57.43%, 1998년 64.43%, 2002년 

66.63%, 2006년 59.07%로 꾸준하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축구는 미디어콘텐츠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하고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2.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

2.1. 가치(價値)의 개념

본 절에서는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 평가를 논하기 전에 가

치란 무엇이며 가치의 높고 낮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치(價値)는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가치는 ‘사

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이

나 쓸모는 화폐로 평가할 수 있는 사물의 재무적 가치를 뜻한다. 둘째, 가

치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뜻하는 의

미로 사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재무적 가치와는 달리 그 크기를 계

량화 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와 같이 가치의 의미는 그 쓰임에 따라 재무

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와 재무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

로 나누어진다. 

재무적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가치는 주로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의 학문에서 정의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회계학에서의 가치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거래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산이 거래될 때 결

정되는 가격으로 활성화된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특별히 국제 회계 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은 가치(fair value)를 측

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

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price)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가치를 효용(效用, utility) 즉, 소비자

가 얻는 만족의 크기라는 의미로 사용하며(최정표, 2012), 경영학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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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을 통해 편리함과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

는 비용(費用)이라고 정의한다(박찬수, 201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무

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대가로 그 크기를 화폐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시장접근

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등의 방법이 있다(송상엽, 김영훈, 김원종, 

2013).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시장접근법은 시장에

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이며, 원가접근법은 가치를 평가하려 대상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 등을 

계산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고, 이익접근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예측하여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또한 평가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형체가 없는 자

산(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도 계

속되고 있다(오준환, 2013). 최근에는 방송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 분야에

서도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작업들이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김미경, 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최종렬, 김동환, 서해숙, 전충헌, 2010). 

한편 철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치를 사전적 두 

번째 의미인 ‘인간과의 관계에 의한 중요성’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 여기서 의미하는 가치는 재무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

치이다. 예를 들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관조(觀照)활동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활동(전재원, 

2012)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관조활동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비재무적 가치이다. 또 다른 예로 영국의 BBC 방송은 미

국의 행정학자 무어(Moore)가 처음 도입한 공적가치(public value)의 개념을 

방송 영역에 사용하면서 가치를 모든 사람이 받는 혜택 즉, 방송의 공공성

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이창근, 2013) 여기서 의미하는 공적가

치 즉, 공공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

다. 예컨대, 방송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균형성의 가치, 국민적 통합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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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질성 회복의 가치, 정보 제공과 교육적 기능의 가치(김성길, 2007) 등

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인문학, 교육학에서 언급하는  ‘도덕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체육의 가치’ 등은 모두 재무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치의 개념은 재무적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가치와 재무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가치’의 개념을 콘텐츠 가치 평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

이 콘텐츠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한 재무적 가치 즉, 계량화가 가능한 

가치로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2. 콘텐츠 가치 평가 선행연구

무형 자산인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필요

성에 따라 최근에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콘텐츠 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열거한 분야들은 아이디어 즉 

콘텐츠가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하는 산업이지만 자금력이 열악하여 좋

은 콘텐츠를 가지고도 사업적 시도를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이

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모형에서 드라마콘텐츠의 가치는 시청률과 광고수입 

예측을 통하여 평가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최종렬 외(2010)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투자 가

치 평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아조라 투

자(Aozora Investment)모형 등 선행연구 모형을 참고로 하여 드라마, 애니

메이션, 캐릭터, 뮤지컬 등 4가지 장르의 평가를 시도하는 가치평가모형

(COVA)을 만들었다. COVA모형에서 콘텐츠의 평가 지표는 각 장르별 특성

을 반영하는 콘텐츠조건, 거시적 조건을 반영하는 환경조건,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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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업조건,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자의 수행역량을 

평가하는 인적자원조건 등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가중치를 두어 100점 

만점의 종합점수로 환산한 후 가치를 평가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의 가

치 평가 기준은 관람객 수나 광고 수익이 아니었지만 연구의 목적에서 밝

히고 있는 것처럼 장르 평가의 기준이 되는 4가지 요인은 궁극적으로 관람

객(시청자) 수와 광고 수익을 예측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콘텐츠의 수익

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최종렬 외의 연구(2010)

에서도 콘텐츠의 가치를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으로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미경(2010)은 지상파 텔레비전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수익 배

분을 위한 가치 산정 연구에서 콘텐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는 미디어의 콘텐츠 가치는 생산자 입장 보다

는 소비자 효용 입장에서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

호도를 보여주는 지수인 시청률과 광고수입과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래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의 가치는 시장 상황이나 외부성 등 환경에 의해

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한 자산과의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콘텐츠 가치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스포

츠 방송 프로그램의 가치 역시 프로그램의 만족도나 품질4)에 관계없이 프

로그램의 시청률과 프로그램 광고의 가격 효율성을 통해 측정되고 평가된

다는데 대해 학문적 공감을 이루고 있다(김기한, 정지규, 2011; 박현수, 이

서용, 2010; 정은정, 김재범, 전범수, 2011; 정지규, 2012).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기한, 정지

규(2011)는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콘텐츠의 가

4)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만족도는 시청률과 연동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시청률은 높
지만 만족도는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시청률이 낮
은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청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품질이 높다는 뜻으로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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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스포츠 프로그램과 경쟁 프로그램과의 시청률 비교와 스포츠 프로그

램의 시청률 전이효과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고, 박현수, 이서용(2010)은 베

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의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과 올림픽 비관련 프로그램

의 광고 시청률 및 광고 단가 비교를 통하여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측

정된 광고 효율성으로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정은정, 김재

범, 전범수(2011)는 광고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 미디어콘텐츠로서의 가치

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2.3.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 평가 방법

학문에 따라 가치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매도자나 매수자 어느 한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

장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도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알 수 있다.

스포츠콘텐츠 시장 참여자는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는 공급자인 스포

츠 연맹, 스포츠를 중계 방송하는 미디어(방송사),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미디어 소비자인 시청자(팬)와 또 다른 소비자로 미

디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는 광고주(기업)가 있다(김화섭, 2004). 이들의 

거래관계를 보면 <그림 1>과 같다.5)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미디어 가치를 스포츠콘텐츠를 중계 방송하

는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의 소비자인 시청자(팬) 그리고 미디어와 광고주

(기업)의 거래 관계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스포츠의 최종 소

비자인 시청자와 광고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스포츠 연맹과 미디어 

중계권 거래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5) 스포츠 시장 전체로 보면 참여자들의 거래에는 협회와 팬과 거래(입장권), 기업과 협회의 거래(스
폰서), 그리고 기업과 팬의 거래(물품구매)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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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방송사)

스포츠콘텐츠
시청자

(팬)

스포츠

연맹

콘텐츠

시청률

소비자 접점
광고주

(기업)
중계권료

광고료

<그림 1> 스포츠 방송시장의 이해 당사자 간 거래

미디어와 시청자 사이의 거래에서 시청자는 미디어콘텐츠를 통한 즐

거움(효용)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때 시청자가 투자한 시간

은 시청률로 표시된다. 즉, 시청률은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편

익(즐거움)의 대가로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수요 크기를 보여

주는 수치이다. 따라서 시청률은 시청자들이 느끼는 미디어콘텐츠의 가치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의 또 다른 소비자인 광고주와 미디어

간에 거래되는 상품은 미디어콘텐츠 전후에 있는 광고시간이다. 미디어는 

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매도하고 소비자인 광고주는 광고시간을 구매하여 

자신의 광고를 전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단가는 미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원기, 이규완, 2008). 그러나 방송광고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미디어의 가치를 광고단가로 평가하는 것 보다 수용자의 크기를 

반영하는 광고 효율성(이헤갑, 1997)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송콘텐츠로서의 스포츠 가치는 콘텐츠를 직접 소비하는 

텔레비전 시청자의 효용을 보여주는 시청률과 콘텐츠의 광고 시간을 구매

하는 광고주가 느끼는 가치인 효용과 비용 사이에 존재하는 비율, 즉 광고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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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청률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 가치 평가

2.4.1. 시청률의 직접효과

스포츠콘텐츠의 가치를 시청률로 평가하는 방법은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직접 측정하여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방법과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동일 채널 정규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시청률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는 방법

이 있다. 

우선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이나 월드

컵을 평가할 때 스포츠이벤트는 가치 있는 방송 콘텐츠로 확인된다. 2014

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인기 종목이었던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2010년 

금메달 리스트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의 출전 경기 시청률6)은 최고 59.1%

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또한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의 손연재 곤봉 

결승 경기는 45.3%를 보였고 남녀 양궁 결승전의 경우 각각 38.8%와 

40.4%를 기록하였다. 또 다른 메가 스포츠이벤트인 월드컵의 경우 SBS가 

단독 중계한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경기의 시청률

은 48.9%를 기록하였다. 열거한 것처럼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시청률은 

2013년 장르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 - <내 딸 서영이(40.8%), 

드라마>, <KBS 9시 뉴스(18.5%), 보도>, <개그콘서트(18.3%), 오락> - 과 비

교(표 2 참조)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시청률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높은 방

송 가치를 반증하는 것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은 미국 방송

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미국 역대 시청률 상위 25

개 프로그램 가운데 21개의 프로그램이 스포츠 장르로 조사되었다

(Coakley, 2007). 

시청률 측정을 통한 스포츠콘텐츠의 미디어 가치를 평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김기한, 정지규(2011)의 연구에서처럼 스포츠 프로그램과 정규 방송 

6) 올림픽 중계의 특성상 한 프로그램에 여러 종목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청률이 아
닌 경기 시청률을 제시하였다.



- 15 -

순위 드라마 시청률 보도 시청률 오락 시청률

1
2
3
4
5

내딸서영이
왕가네식구들
최고다이순신
힘내요미스터김
백년의유산

40.8
30.0
27.2
26.9
23.9

KBS9시뉴스
KBS뉴스7
KBS뉴스광장3부
소비자자고발
SBS8뉴스

18.5
11.1
10.5
10.5
9.7

개그콘서트
정글의법칙
무한도전
일요일일요일밤에
일요일이좋다

18.3
16.5
15.4
14.9
12.1

순위 2014 동계올림픽 시청률 2012하계올림픽 시청률 2010 월드컵 시청률

1
2
3
4
5

스케이팅(500m) 이상화
스케이팅(5000m) 이승훈
스케이팅(1000m) 이상화
스케이팅(500m) 모태범
스케이팅(1000m) 이규혁

59.1
52.8
47.8
46.8
46.5

리듬체조 곤봉결선(손연재)
양궁(여) 결승(한국:멕시코)
양궁(남) 결승(한국:일본)
축구(남) 3/4위(한국:일본)
유도(남) 준결승(한국:러시아)

45.3
40.4
38.8
35.6
35.2

한국:아르헨티나
한국:그리스
한국:우루과이
한국:나이지리아
독일:아르헨티나

48.9
47.9
45.9
42.2
29.2

프로그램 또는 채널 경쟁 채널의 프로그램 시청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김기 

한, 정지규(2011)는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시청률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2009-2010년에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 A매치 11경기의 텔레비전 시청률 

자료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

의 평균 시청률을 스포츠이벤트 시간대의 일주일 전 정규 프로그램 시청률 

그리고 스포츠이벤트 방송 시간대에 방송된 경쟁 채널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2009-2010년 국내에서 열린 축구 A매치 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21.1%(SD=5.45)로 일주일 전 동일채널 동시간대 프로그램의 평균 시

청률(8.5%, SD=8.01)이나 동시간대 경쟁채널 3사의 평균 시청률(10.3%, 

SD=1.27)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표1> 최근 주요 스포츠이벤트 지상파 방송 3사 경기별 시청률(%)(수도권 기준)

- 동일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다른 경기 제외(올림픽은 방송 2사 공동 중계 순수 경기별 시청률)
- 출처: 닐슨코리아(2014)

<표2> 2013 지상파 방송 3사 주요 장르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시청률(%)(수도권 기준)

- 출처: 닐슨코리아(2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청률의 직접 효과로 알아본 미디어콘텐

츠로서 스포츠의 가치는 경쟁 프로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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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시청률의 인접효과

시청률을 통해 미디어 가치를 평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특정 프로그

램 이 다른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알아보는 것이

다. 선행 연구들은 국가 대항전 축구 중계방송 프로그램 같은 스포츠이벤

트는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까지 상승시키는 

부수적인 순기능 즉, 전이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노예영, 2013; 김기한, 

정지규, 2011). 

노예영(2013)은 SBS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시청률을 독립표본 t-검

증을 통해 비교하여 유입/유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는 먼저 월드컵 방송 종료 1시간 후의 시청률을 동일 채널의 4주 전후의 

정규프로그램 시청률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경기 종료 후 1시간대의 시

청률은 월드컵 4주 전후 동시간대 시청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져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이 후속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영향을 주는 유입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월드컵 중계방송 시작 1시간 전의 시청률

이 부분적으로 월드컵 4주 전후의 동시간대 시청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이 직전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부분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출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연구자는 밝

히고 있다. 한편 월드컵 시청률은 동시간대 경쟁 채널 시청률이나 동일 채

널의 정규 프로그램의 시청률 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져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가치가 있음을 입

증하였다. 

한편 김기한, 정지규(2011)는 2009-2010년에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 

A매치 11경기의 텔레비전 시청률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스포츠이

벤트 방송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전이효과를 조사하였다. 전이효과는 스

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이 앞뒤에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본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유출효과(lead-out effect)와 본 프로그램이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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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입효과(lead-in effect)로 구분된다. 연구자들은 

유입효과 검증을 위하여 스포츠이벤트 방송 종료 직후 30분간 정규방송 프

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스포츠이벤트 다음 프로그

램의 평균 시청률은 동일시간대 일주일전 정규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보

다 3.1%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

지만 스포츠이벤트 직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경기 당일 동일 시간대의 

경쟁채널의 평균 시청률보다 3.3%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은 비록 경기 당일 동일 시간대 경쟁채

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청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경쟁채널보다 

3%이상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며 동일채널의 일주일전 시청률과 비교해 볼 

때 경기종료 30분 후 시청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기에 

사실상 유입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예측과

는 달리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유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

로 스포츠이벤트는 경쟁채널과 동일 채널 정규프로그램에 비해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시청률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출효과 연구를 위한 

동일 채널 내 비교와 채널 간 비교에서 비록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

지만 유입효과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동일한 채널 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유

의미한 시청률 상승이 있음을 밝혔으며 채널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인기 있는 스포츠이벤트를 방송함으로써 해당 시간

뿐만 아니라 이후 시간대에서 시청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채널 자체의 인지도와 더불어 광고 시청률에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친다

고 추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A매치 편성으로 인한 시청률의 증가는 

경쟁 채널의 시청자를 빼앗아 오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시청률 증가가 아

니라 새로운 텔레비전 시청 수요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는 시청률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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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시청률의 직접효과 외에 시청률의 인접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5. 광고 효율성을 통한 스포츠콘텐츠 가치 평가 

2.5.1. 광고 효율성

광고 효율성은 광고 요금이 수용자의 크기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이다(이혜갑, 1997). 방송 광고를 통해 제품(또는 기

업 이미지)을 홍보하는 기업(광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를 평가해 주는 광고 효율성은 미디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이 된다. 광고 효율성은 흔히 CPRP(Cost Per Rating Points)와 CPM(Cost 

Per Mille)등으로 측정되며(이천명, 김요한, 2010)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지

수로는 도달률, 평균빈도, GRPs, 효과빈도, 효과 도달률 등이 사용된다(표 

3 참조). 광고 가격 효율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가치 평가는 그 실무적 학

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서만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광고 효율성 및 효과 측정 지수

효율성 지수 정 의

CPRP(Cost Per Rating Points) 광고 시청률 1% 획득에 드는 비용, CPRP = 광고비 / 시청률

CPM(Cost Per Mille) 시청자수 1,000명 당 광고비, CPM = (광고비 / 시청자수) × 1,000

도달률(Reach)
특정 채널이나 프로그램에 1회 이상(또는 1분 이상) 노출된 가구
나 개인의 비율

평균 빈도(Average frequency)
특정 기간 내에 광고 스케줄에 노출된 표적 시청자들의 평균 노
출횟수

GRPSs(Gross Rating Points)
특정 기간 동안 시청자에게 전달된 도달률의 총합,
GRPs = 도달률 × 평균 빈도

효과 빈도(Effective frequency) 시청자에게 광고 메시지 전달을 위한 광고의 적정 반복 횟수

효과 도달률(Effective reach) 효과 빈도수만큼 광고에 노출된 표적 시청자의 비율



- 19 -

본 장에서는 이혜갑의 매체별 광고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1997), 케이

블 광고 요금의 적절성(2003), 그리고 방송 시급에 따른 방송광고 요금의 

효율성(1995, 2004)의 연구와 조정식, 이나영, 이정아(2011)의 시청자 질

(quility)을 통한 광고 가격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 고찰 하고자 한다. 

먼저 이혜갑(1997)은 광고요금의 고유 가치를 알아보고 현재 매체가치가 

수용자의 크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광고매체의 종류(텔

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에 따른 광고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매체의 절대 광고 요금을 텔레비전은 15초, 라디오

는 20초, 신문은 각 면의 5단×37cm, 그리고 잡지는 내지 1면 광고 요금 

등을 단위 광고 요금으로 환산하여 설정하고 매체 비히클(Media Vehicles)

간의 요금과 매체 종류(Media Class)간의 요금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연

구자는 텔레비전 광고의 CPM은 2,235원으로 신문 광고(CPM=12,289원)의 

1/5 수준이었으며 잡지(CPM=2,077원)보다는 조금 높고 라디오(CPM=710원)

보다는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매체별 CPM의 차

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주의 수요가 몰려

서 발생하는 시장경제 논리가 반영 되었다기보다는 매체사들의 강요된 가

치라고 추론했다. 

연구의 시기는 다르지만 이혜갑(2003)은 CPM지수를 이용하여 또 다

른 매체인 케이블 텔레비전 광고요금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

구자는 광고주와 광고계획자들이 지각하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매체 가치는 

공중파의 68%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자신의 선행연구 결과를 대입하여 

케이블 텔레비전의 적정 CPM은 연구 기준매체로 선정한 MBC(2001년 3월 

평균 CPM=2,289원)의 68% 수준인 1,556원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케이블 텔레비전의 평균 CPM은 37,857원 수준으로 공중파 텔레비전 

평균CPM(2,000~3,000원)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으며 케이블 텔레비전의 광

고요금은 MBC와 KBS2의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케이블 가

입자를 대상으로 한 케이블 텔레비전의 평균 시청률(.45%)은 MBC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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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7.75%)의 5.8%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

정된 것이라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광고 단가는 채

널별로 보너스 제도를 실시하여 책정된 금액에 비해 실제 거래 가격이 훨

씬 낮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조정이 필요한 금액이며 명목적으

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단가는 광고 수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광고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혜갑(1995)은 광고 요금 제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방

송위원회의 1995년 5월과 7월 방송3사(KBS2, MBC, SBS)의 785개 방송 프로

그램 시청률 자료(평균시청률=8.8%)와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요금 자료를 이용하여 방송사별, 시급별, 장르별 프로그램 광고 요금의 효

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방송사별 광고 효율성을 보여주

는 CPM은 SBS가 2,945원으로 KBS2(CPM=1,644원)와 MBC(CPM=1,732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급의 효율성 분석에서도 

분석대상 프로그램 가운데 35%만이 현재 시급에 맞는 시청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시급에 비해 높거나 낮은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프로그램별 효율성 비교에서는 드라마의 CPM이 77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스포츠 프로그램은 5,22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자는 방송사별 프로그램별로 광고주의 선호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CPM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만 자신의 연구에서처럼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성을 내포하

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후 이혜갑(2004)은 1995년의 광고 요금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후속 

연구로 2003년 1월, 4월, 7월, 10월 두 번째 주간에 방송된 2,131개의 프로

그램 시청률 데이터를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현, TNmS)로부터 받아 시급

에 의해 결정되는 텔레비전 광고요금이 시청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시급의 57%만이 현재 속해있는 시급

의 적정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10년 전 35%에 비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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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청률과 광고 요금의 상관관계는 .738로 나타났

지만 시청률이 광고 요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55%로 크지 않은 것으

로 확인했다. 연구자는 시급에 의한 광고 요금 책정 방식은 여전히 광고주

가 기대하는 시청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체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서는 탄력적 광고 요금제도가 개별 프로그램별

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갑의 선행연구가 프로그램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청률이 광고 가

격 산정에 적절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다면 조정식, 

이나영, 이정아(2011)는 시청률에 동일한 프로그램은 광고 매체로서 동일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용자들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유무, 시청량 등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여 노출의 질을 측정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AGB 닐슨(현, 닐슨코리아)의 2008년 1

월, 3월, 4월, 그리고 10월의 두 번째 주간에 방송된 1,779개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시간대(오전, 낮, 오후, 프라임타임, 늦은 밤), 요일(주중, 주말), 

프로그램 유형(드라마, 보도, 어린이, 오락, 정보, 기타), 그리고 프로그램의 

관여도(전체 프로그램시간 중 실제 시청시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원

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에 따라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시청

자들의 분포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유무와 텔레비전 시청량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히 프라임 타임의 수

용자들은 고학력과 직업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

에 시청자 구성이 가장 다양하였다. 한편 주말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주중 

시청자들보다 그 구성이 더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그램 유형에 따

른 수용자의 구성은 소득, 교육, 직업 그리고 시청률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드라마/영화 장

르의 시청자 구성이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가장 동질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인 관여도는 시청자들의 



- 22 -

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

이 동일한 시청률의 프로그램일 경우에도 수용자들의 소득, 직업, 학력 등

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체 기획자들은 매체 평가와 광고 집행에 시

청자들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텔레비전 방송광고는 불확실성을 담보로 하는 특징이 있다(박원기, 

이규완, 2008). 비록 방송 광고에 대한 투자가 불확실성 속에서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피드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광고주나 방송사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광고 

효율성 검증을 통한 피드백은 향후 적절한 광고 가격 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5.2. 스포츠이벤트 광고 효율성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나

타내고 있지만 중계권료를 제외하면 방송국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제작 

원가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콘텐츠이다(Schults, 

2002; 황정호, 이서용, 박현수, 2012 재인용). 더욱이 평소 텔레비전을 가까

이 하지 않는 남성 시청자들을 유인하는 스포츠 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김기한, 정지규, 2011) 스포츠이벤트 방송은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남성

들에게 인기가 있으며(Hausman & Leonard, 1997), 프로그램 시청률 대비 

광고 시청률(ad-ratio)이 가장 높은 장르(조정식, 김경희, 1997)로 방송국과 

광고주 모두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중계권료의 급상승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제작비용이 증가하면서 CPM과 CPRP를 이용한 스포츠이벤트 방

송 광고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자들(박현수, 이서용, 2010; 황정호, 이서용 

& 박현수, 2012)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박현수, 이서용(2010)은 스포츠이벤트 방송 광고의 효율성을 알아보

기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방송 3사의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광

고(N=6,793)와 올림픽 비관련 프로그램 광고(N=6,266)의 광고 단가,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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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P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올림픽기간 동안 올림픽 관련 프로그

램 광고 단가(601만원)는 비관련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491만원)보다 약22%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CPM과 CPRP를 통한 광고 효율성 분석에서는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성(CPM: 16,880원, CPRP: 2,640,000원)이 비관

련프로그램의 효율성(CPM: 17,220원, CPRP: 2,693,000원)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의 높은 

광고단가에도 불구하고 광고 효율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KOBACO가 정확히 시청률을 예측하여 광고 단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연구

자들은 해석했다. 한편 올림픽 기간 내의 광고 효율성과 올림픽 인접 기간

의 광고 효율성 비교에서는 올림픽 기간의 광고 효율성이 인접기간의 광고 

효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광고단가와 비용효율성이 중계유형(단독/

공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황정호, 이서용, 박

현수(2012)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공동중계)

과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방송(단독중계)의 광고 단가와 CPM 및 CPRP를 

비교한 결과 밴쿠버 올림픽 기간 SBS의 광고단가(약 628만원)는 오히려 

KBS2와 MBC(약 682만원)보다 낮았음을 밝혀냈다. 이는‘끼워 팔기’관행

을 감안하더라도 올림픽 방송광고에 적정한 요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풀이했다. 

한편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해서 낮아진 광고 단가로 인해 밴쿠

버 올림픽 단독 중계기간의 CPM과 CPRP는 각각 약 18,000원과 약 284만

원으로 동 기간 KBS2와 MBC의 CPM(22,000원)과 CPRP(약 347만원)보다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의 효율성은 광고단가 대비 얼마나 많은 시청

률(시청자 수)을 얻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시청률과 함께 프로그램의 가치

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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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람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선행연구 고찰 

스포츠 관람 수요에 대한 연구는 1973년 Demmert가 야구장 관람객

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Villar & Guerrero, 2009). 경기 관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외에 경기의 수준이나 경기 결과의 불확실

성과 같이 스포츠가 갖는 특성이 경기장 관람객 수요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Villar & Guerrero, 2009). 

<표 4> 스포츠 경기 관람에 관한 선행연구

종목(리그) 국 가 연 구 자

NFL 미국 Welki & Zlatoper(1994)

축구

영국
영국
스코틀랜드
스페인

Buraimo, 2008; Buraimo & Simmons(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Allan & Roy(2008)
Buraimo & Simmons(2009)

럭비
영국
영국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VFL 호주 Borland & Lye(1992)

NBA 미국 Rascher & Solmes(2007)

MLB 미국 Meehan, Nelson, & Richardson(2007)

NHL 미국 Stewart, Ferguson, & Jones(1992)

크리켓 호주 Bhattacharya & Smyth(2003)

승마 호주 Narayan & Smyth(2003)

관람 스포츠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 4>에서와 같이 미국 풋볼 리그

(NFL)(Welki & Zlatoper, 1994), 영국 프리미어 리그(FAPL, EPL)(Buraimo, 

2008; Buraimo & Simmons, 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스코틀랜드 축구 리그(SPL)(Allan & Roy, 2008),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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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aimo & Simmons, 2009), 영국 럭비 리그(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 1999; 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호주 풋볼 리그

(VFL)(Borland & Lye, 1992), 미국 프로농구 리그(NBA)(Rascher & Solmes, 

2007) 등 다양한 종목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경기 관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람 스포츠 소

비자들의 행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1. NFL(National Football League) 관련 선행연구

Welki & Zlatoper(1994)는 1991년 NFL 시즌 224 경기를 대상으로 경

기 당일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

들은 1983년 Schofield의 NFL 경기 관람객 연구에 사용된 설문을 참고하여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경기 요인, 그리고 팬들의 관람 

환경과 관련된 기타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구체적 변수로 입장권 평균가격, 주

차비용, 지역의 소득수준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경기장 입장권은 그 

가격이 올라갈수록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차비용은 관람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관람객들이 카풀이나 대중교통과 같은 다양

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추론했다. 한편 소

득 요인 분석에서 높은 소득 수준은 관람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

에게는 NFL 경기 외에도 다른 여가 대체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두 번째 요인인 경기 요인은 홈팀의 승률과 원정팀의 승률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홈팀의 높은 승률은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증가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상대팀의 높은 

승률은 관람객 증가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



- 26 -

구자들은 승률이 높은 상대팀과의 경기는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기

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홈팀의 승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관람 환경과 관련된 기타 변수로 날씨, 돔 경기장

에서의 경기 여부, 경기가 열리는 시점, 텔레비전 중계방송 여부, 상대팀과 

같은 디비전/컨퍼런스 소속 여부, 남은 시즌 경기의 수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스포츠 관람뿐 아니라 야외 활동에 좋은 밝은 날 또는 선행연

구에서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비가 내리는 날과 

같은 날씨 요인에 대한 결과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 날씨 요인은 관람객 수에 통계적 의미가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 돔 경

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는 궂은 날씨 요인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

객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의확

률 .10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돔 경

기장이 새롭게 완성된 직후에는 관람객 유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

극적으로 팬들을 유인하는 요인은 경기 내용이나 경기장 입장권 가격이지 

경기장 건물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가 열리는 시간도 관람

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NFL 팬들은 일요일 저녁이나 평일에 

열리는 경기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일요일 오후 경기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

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증가하였다. 블랙아웃 경기(경기 시작 

72시간 전까지 입장권이 매진이 되지 않아서 지역 방송국에서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경기)의 경우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실시간 경기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장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예상했

지만 오히려 관람객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팀이 속

해있는  디비전/컨퍼런스는 관람객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시즌 후반으

로 갈수록 팬들의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7 -

3.1.2. 축구 관련 선행연구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은 1993-1994시즌 영국 FA프리

미어 리그(FAPL) 경기장 관람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36개 변수를 선정하여 

경제적 요인, 인구통계 및 지리학적 요인, 경기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 등 

4가지로 분류하고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 입장권 가격, 연고지역 성인 남성

의 주간소득, 홈팀 지역의 실업률, 대체 레저 스포츠 여부, 그리고 동일 지

역 내에 라이벌 팀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 및 

지리학적 요인으로는 연고 지역의 인구, 응원단 규모, 홈팀과 원정팀 연고

지 사이의 거리를 설정하였다. 셋째, 경기 요인은 스타 선수(해외 용병선수 

또는 직전 시즌에 국제 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유무, 팀의 프리미어 리그 

존속기간, 홈 경기의 승률, 양 팀의 순위(상위 4위 이내 또는 하위 4위 이

내 여부), 그리고 챔피언십 출전 또는 하위리그 추락의 확정 여부 등으로 

설정하여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의 수준과 흥미를 측정하였다. 넷째, 기타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직전 시즌의 순위, 프리미어리그에 새로 승급한 

팀 여부, 지난 시즌 챔피언 여부, 팀의 존속기간, 경기시간(주중저녁, 휴일), 

날씨(비, 바람, 추위), BSkyB 중계방송 여부(일요일 오후, 월요일 저녁), 

BBC1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방송 여부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카테고리였던 경제적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다른 레저 스포츠의 기회와 비싼 입장권 가

격은 경기장 내방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

은 소득, 동일지역 내에 라이벌 팀이 있는 상황과 홈팀 지역의 높은 실업

률은 관람객 수의 증가 요인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카테고리였던 인구통

계학 및 지리학적 요인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연구자들의 

예상처럼 양 팀 연고지간의 거리는 멀수록 경기장 관람객 수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를 관람한 응원단 규모와 연고지역 인구는 경기장 관람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수준과 경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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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을 조사한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신생 

팀 일수록 관람객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전년도 챔피언 팀 맨체스터 유

나이티드(맨유)의 경기장 관람객은 다른 경기에 비해 61.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맨유가 당연히 이기는 경기를 할 것이라는 

팬들의 고정관념이 강해서 경기 결과에 대한 흥미가 감소(winning fatigue)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관

람객은 주중 오후보다는 휴일에 더 많이 경기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 바람, 추위와 같은 궂은 날씨는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그 이유를 프리미어 리그 경기장의 좋은 시설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한편 텔레비전 중계방송의 경우 하이라이트 방송

은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일요일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었다. 하지만 월요일에 텔레비전에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중계방

송 할 때 경기장 관람객은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이 관람객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연구

자들에 따라 엇갈리는 주장이 발표되었다. Buraimo & Simmons(2008)는 영

국 프리미어 리그(EPL) 2000/2001부터 2005/2006까지 6시즌 동안의 경기를 

분석하여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홈팀의 승리 가능성으로 측정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

은 관람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기는 관람객이 줄어들었으나 홈팀 승리 가능

성이 높은 경기 또는 승리 가능성이 낮은 경기는 오히려 관람객이 늘어났

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과 경기장 관람객 수와의 

관계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영국 축구팬들은 홈팀이 

승리하는 경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승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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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낮은 경기에 입장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꺾는 것과 같은 이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유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NBA 팬을 대상으로 한 

Rascher & Solmes(2007)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것인데 연구자들

은 그 이유를 축구팬들과 다른 종목의 팬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리그 

간에 승강제가 있는 유럽축구(open design)와 컨퍼런스 제도와 프랜차이즈 

제도가 있는 북미리그(closed design)의 서로 다른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유추했다. 

연구자들은 경기결과의 불확실성 외에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습관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수, 경기를 하는 두 팀

의 현재 성적, 선수들 연봉의 합, 더비 매치 여부, 양 팀 연고지 간의 거

리,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방송 여부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

람객들은 홈팀의 성적과 선수들의 급여가 높은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홈 

팀 승률이 높을 때 관람객이 증가하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홈팀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기를 벌이는 두 팀 연고지 간의 거리는 거리가 멀수록 경기장 관람

객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텔레비전 중계방송의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일요일과 월요일 중계방송은 경기장 관람객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일과 공휴일의 중계방송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팀의 경기 중계방송 횟수가 늘수록 관람객이 줄어

들어 텔레비전 노출 효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uraimo & Simmons(2009)는 EPL에 이어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스

페인 프리메라 리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2003/2004 

-2006/2007 시즌 4년 동안 열린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1,469경기 결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우선 경기장 관람객 수에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연구자들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인터웨튼(Interwetten)의 홈팀 승리 가능성을 활용하였다. 또한 직전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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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팀 평균 관중의 수, 직전 시즌 원정팀 평균 관중의 수, 현재 시즌 홈팀 

성적, 현재 시즌 원정팀 성적, 더비 매치, 레알 마드리드 원정경기, 바르셀

로나 원정경기,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방송(지상파 텔레비전 주중/주말 중계

방송, 유료 텔레비전 주중/주말 중계방송)을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EPL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기 결과

의 불확실성 요인만을 볼 때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기장 관람객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기장 

관람객 수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전 시

즌 경기 관람객, 더비 매치, 그리고 원정팀의 매력(원정팀 성적, 레알 마드

리드/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 요인은 관람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 되었다. 텔레비전 중계방송 변수의 경우 지상파 중

계방송은 경기장 관람객 감소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유료 텔레비전 중계방송

은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경기 관람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Buraimo(2008)와 Allan & 

Roy(2008)는 영국 축구의 텔레비전 시청률과 경기장 관람객 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Buraimo(2008)는 영국 축구 2부 리그(League 

Two) 텔레비전 시청률이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1997/1998 시즌부터 2003/2004 시즌 평균 관람객과 평균 시청자 각각 

14,987명과 328,000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여 경기장 관람객의 관람 

동기와 텔레비전 시청자의 시청 동기를 각각 조사하고 시청률과 축구 관람

객 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경기장 관람객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변수로 경기 중계 방송사(ITV, SKY), 경기를 벌이는 두 

팀의 전년도 시즌 평균 관람객 수, 두 팀 연고지 사이의 거리, 두 팀의 현

재 승점, 두 팀 선수들의 연봉의 합,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더비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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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타이틀(UEFA Champion’s League and the UEFA cup), 경기 일정(주

중, 주말, 휴일), 시즌 연도를 설정하였는데 이들 요인 가운데 텔레비전 중

계방송 여부 그리고 경기 일정과 관련된 다수의 요인이 관람객 수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일 경기, 시즌 후반 경기, 승점이 높은 팀의 

경기, 그리고 더비 매치는 경기장 관람객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나 주중에 열리는 경기, 연고지의 거리가 먼 두 팀의 경기는 경기장 관

람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텔

레비전 중계방송 역시 경기장 관람객 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라

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텔레비전 중계방송과 경기장 관람객수와의 관

계를 설명함에 있어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경기장 관람객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현장 관람객이 많을수록 

텔레비전 시청자 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기장 입장권 요금과 관람객수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 수입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llan & Roy(2008)는 빅 리그에 집중된 텔레비전 중계방송과 경기장 

관람객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대신 작은 스포츠 리그의 관람객에 미치는 

텔레비전 중계방송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무료 지상파 방송사인‘BBC One 

Scotland’에서 중계방송을 한 2002/2003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

(SPL) 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경기장 관람객

(N=13,530)을 시즌 입장권 소유자, 홈 팀 팬, 원정 팀 팬 등 3가지 부류로 

분류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관람객은 시즌 입장권을 소유하였다. 연구자들

은 연구 변수로 텔레비전 중계방송 여부, 경기 일정(주중, 주말), 더비 매치 

여부, 경기하는 두 팀의 연고지간 거리, 홈 팀의 최근 5경기 성적, 원정팀

의 최근 5경기 성적, 전통적인 강팀인 레인저 또는 셀틱 경기, 레인저 vs. 

셀틱 경기, 경기가 열리는 달과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을 홈팀 승리 가능성

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팬 충성도가 높은 시즌 입장권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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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관람객 그리고 원정팀 관람객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경기장 

당일 입장권을 구입하는 홈 팀 팬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어 30% 줄어

드는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현장 입장권을 구매하는 홈팀 관람객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자이며 현장에서 기념품과 

음식에 많은 소비를 하는 계층일 뿐 아니라 미래에 홈팀의 시즌 티켓을 구

매할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홈 팀으로서는 잠재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진

단했다. 따라서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SPL뿐 아니라 작은 프로스포츠 리그 

관람객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하였다. 

한편 경기를 하는 두 팀 간의 거리는 거리가 멀수록 원정팀 관람객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거리에 의한 원정팀 팬 관객이 줄어드는 부

정적인 영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소하였고 예상했던 것과 같이 

경기하는 두 팀의 거리가 멀지 않은 더비 매치는 현장 티켓 구매 관람객에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통적인 두 강팀인 레인저나 셀틱과의 경

기는 홈팀이나 원정팀을 응원하는 현장 입장권 구매 관람객에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경기 일

정, 홈팀 또는 원정팀의 최근 성적은 현장 입장권 구매자뿐 아니라 시즌 

입장권 소유자의 경기장 관람객 수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때 원정팀의 팬들이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홈팀 현장 관람객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홈팀의 

승률이 관람객 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Welki & Zlatoper(1994)의 선행연

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끝으로 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원정팀 관람

객은 시즌이 시작하는 8월과 시즌이 끝나는 5월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날씨가 추운 12월에는 감소했지만 홈팀 관람객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3.1.3. 럭비 관련 선행연구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은 1993/1994 시즌 영국 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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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기를 대상으로 시합 당일 경기장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

엇인지 알아보고자 OLS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BSkyB TV가 1992년 처음으로 럭비 경기를 위성 

생중계 방송을 시작한 사실이 경기장 관람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BSkyB TV 텔레비전 위성 중계방송 여부를 연구 변수로 설정하였

다. 그 밖에 변수로 홈팀과 원정팀의 현재 순위, 전년도 시즌의 랭킹, 해외

용병 또는 최근 3년간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로 정의된 스타플레이어 유

무, 경기가 열리는 시간(낮 시간, 저녁 시간, 주중, 휴일), 입장권 가격, 경

기가 열리는 지역의 경제 수준(실업률), 지역 인구수 대비 평균 관중(평균 

관중, 지역 인구 수), 팀의 존속 기간, 날씨(비, 바람, 추위), 연고 지역 내에 

다른 대안 스포츠 유무 여부, 두 팀의 연고지간 거리, 두 팀의 성적(리그 

상위 4위 또는 하위 4위 여부), 경기를 관람한 응원단 규모 그리고 더비 

매치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텔레비전 위성 중계방송은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었으며 위성 중계방송을 하는 경기의 입장권 판매 수익은 25%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인 입장권 가격이나 지역 주민 소득은 

경기장 관람객 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경기 입장권 가격은 홈 팀의 랭킹과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변수와 같이 경

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

과는 달리 더비 매치, 저녁 경기, 전년도 시즌의 순위, 팀 성적이 4위 안에 

있는 팀들의 경기 또는 하위 4위 팀들 간의 경기,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펼쳐지는 메이저 스포츠 경기는 럭비 경기장 방문객 수에 통계적으로 영향

을 주지 않았다. 한편 추운 날과 바람 부는 날 그리고 경기를 하는 두 팀 

연고지 사이의 먼 거리는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는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1996)의 연구에서처럼 텔레비전 중계방송 여부를 관람객 수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하고 영국 럭비리그 1994/1995 시즌 경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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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여 시합 당일 경기장 관람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서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입장권 가격,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연고지 사이의 거리

와 두 팀의 승점, 로스만스 럭비리그 연감집(Rothmans Rugby League 

Yearbook)에 실린 내기 확률(betting odds)로 측정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개별 경기, 시즌 결과), 디비전 상위팀 간의 경기, 두 팀의 소속 디비전(1

부, 2부), 금번 시즌 처음으로 승강(또는 하강)한 팀 여부, 경기 일정(주중, 

휴일), 텔레비전 방송 여부, 날씨(맑음, 비, 바람, 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금요일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약 20%의 관람객 감소에 영

향을 주었지만 다른 요일은 방송이 관람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은 개별 경기의 불확실성이 관람

객 수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은 관

람객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입장권의 높은 

가격과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연고지간의 먼 거리는 관람객 수를 감소시

켰고 승률이 높은 두 팀 간의 경기, 휴일 경기, 그리고 1부 리그로 승격된 

팀(또는 2부 리그로 하강된 팀)의 경기는 관람객 수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되었다. 끝으로 날씨와 리그 상위팀간의 펼쳐지는 경기는 관람객 수 증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1.4. VFL(Victorian Football League) 관련 선행연구

Borland & Lye(1992)는 패널스터디를 통해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진행된 호주 VFL 132경기를 대상으로 경기장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개별 경기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경기(match-specific) 요인과 시즌별(season-specific) 요인 등 2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은 경기 변수로 경기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방문

하는 관람객 수, 경기장의 규모, 날씨, 홈팀의 메인 경기장 변동 여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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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 열리는 VFL 경기의 수,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팀의 성적 등을 설정

하였다. 연구자들은 전년도 시즌에 같은 경기장에서 벌어진 동일한 두 팀

의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을 습관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이라고 정의

하였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변수는 각각 동일 리그 팀들 간의 경기와 

다른 리그 팀들 간의 경기로 구분하여 설정 하였다. 즉, 동일 리그에 속한 

팀들 간 경기는 결승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승리의 수를 측정하였고 

다른 리그에 있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랭킹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팀의 성적과 경기장 관람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팀의 승

률, 최근 3년 동안 양 팀이 결승 시리즈에서 경기한 횟수, 두 팀이 5위 이

내의 상위 랭킹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한편 시즌 변수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가장 낮은 가격의 입장권 가격과 평균 입장권 가격, 소

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빅토리아주 주민의 주간 소득, 그리고 실업률 등

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들은 팬들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요인 가운데 

습관적 관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기장 규모

가 클수록 관람객 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관람객들이 규모가 

큰 경기장에 가면 번잡하지 않은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한편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기장 관람객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같은 날 진행되는 VFL 경기의 수가 많을수록 경기장 관람객의 

소득이 높을수록 VFL 경기장 관람객 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으면 관람객은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원하기 때문이라

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3.1.5.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관련 선행연구

Rascher & Solmes(2007)는 경기결과의 불확실성과 홈팀 관람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NBA 2001/2002 시즌 정규리그 29개 팀의 1,18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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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는 홈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

하는 경기를 원하지 않지만 100% 승리하는 경기를 흥미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승률이 50%-100% 사이에 있는 경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

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들의 홈팀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특정한 시간과 관계없

는 변수와 경기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로 구분하였다. 시간과 상관없는 변

수는 홈팀이 전년도 시즌에 승리한 경기의 수, 홈팀의 지난 시즌 플레이오

프 진출 여부, 주차 및 간식과 기념품 비용, 입장권 가격, 연고지역 시민의 

수입, 백인 비율과 실업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장 규모를 들었다. 또한 

경기 때마다 달리지는 변수는 홈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 홈팀과 원정팀

의 승률, 두 팀의 승률 차이, 최근 10경기에서 홈팀과 원정팀의 승률, 올스

타 선수의 숫자, 마이클 조단 선수의 플레이 여부, 주말 경기 여부, 첫 홈

경기 여부, 원정팀의 지난 시즌 승리 수, 원정팀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출전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에 뛰는 부문별(득점, 리바운드, 어시시

트, 수비) 리그 탑10 선수의 숫자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홈팀의 높은 승률과 승리 가능성, 지난 시즌의 승리 경기 

수, 탑10 수비수와 주말 경기, 연고지 지역 시민의 수입, 인구수, 실업률 

및 경기장 규모는 경기장 관람객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연구

자들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홈팀과 원정팀의 경기력 모두 경기장 관람

객의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이 모두 같다면 홈팀

의 승률이 원정팀의 승률보다 약 2배가 되는 67%에서 경기장 관람객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의하면 홈팀 팬들은 자신이 응원

하는 팀의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원정팀의 수준 높은 경기력

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경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마이클 조단 같은 스타플레이어는 관람

객을 유인하는 요인이지만 수년간 지속되면 뉴욕 양키즈가 지배했던 1920

년대 MLB처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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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스포츠 관람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Meehan, Nelson, & Richardson, 2007), 아

이스하키 리그(NHL)(Stewart, Ferguson, & Jones, 1992), 크리켓(Bhattacharya 

& Smyth, 2003), 승마(Narayan & Smyth, 2003) 등 더 많은 종목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3.2. 관람 콘텐츠 소비 영향 요인

경기장 관람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프로파일 요인, 질적 요인, 경기 요인, 경기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통

계학적 요인, 지리학적 요인, 시즌별 요인, 스포츠 경제 요인, 미디어 경제 

요인, 전통적 요인, 팬들의 관전 환경 요인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스포츠 본질

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경기 요인과 경기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경기 요인으로는 선수, 팀, 경기 결과 등 경기력(performance)과 관련

된 요인을 포함하며 경기외적 요인은 그 밖의 모든 요인, 예컨대 21세기에 

들어와 경기장 관람객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미디어 요인, 스포

츠팬들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경기 일정과 관

련된 요인 등 경기와 직접 연관이 없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 

3.2.1. 경기 요인 

경기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과 같다. 좋은 품질의 제품

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구매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멋진 경기는 

관람객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품질이 좋은 제품은 가격에 비탄력

적인 것처럼 수준 높은 경기는 스포츠 관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으로부터 관람객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스포츠의 특성상 소

비자인 관람객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의 경



- 38 -

기력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람객은 경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만을 가지고 경기력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관람객들이 경기가 열리기 전

에 경기력을 추론할 수 있는 경기 요인에는 <표 5>에서와 같이 선수 요인, 

팀 요인, 경기 결과 요인이 있다. 선수 요인의 변수는 스타플레이어의 경기 

출전 여부, 출전 선수들의 연봉의 합 등이 있으며 팀 요인 변수는 홈팀의 

승률, 더비 매치, 팀의 성적 등이 포함된다(Villar & Guerrero, 2009). 끝으

로 경기 결과 요인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나누어진다(Villar & Guerrero, 2009).

먼저 선수 요인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타플레이어가 출전

하는 경기나 선수들의 연봉의 합이 큰 팀의 시합은 수준 있는 경기력을 보

여줄 가능성이 높아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Buraimo & Simmons(2008)는 EPL 팀 소속 선수들의 연봉의 합으로 

측정한 팀의 수준은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밝

히고 있다. 또한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도 영국 럭비 리그 

경기에서 스타플레이어의 출전이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팀 요인 변수를 보면 승률이 높다는 것은 경기력이 뛰어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홈팀의 높은 승률은 홈팀 팬들에게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 Welki & Zlatoper(1994)의 연구에서도 

NFL 홈팀의 높은 승률은 관람객 숫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홈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홈팀의 승률이 높다는 뜻은 원정팀 팬들에게는 

반대의 의미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하는 경기를 관람할 가능성이 높다

는 뜻인데 홈팀의 승률이 원정팀 관람객에 주는 영향은 Allan & Roy(2008)

의 연구가 설명하고 있다. SPL을 분석한 Allan & Roy(2008)에 의하면 홈팀

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때 원정팀의 팬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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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종목(리그) 연구자 결과

선수
관련

연봉의 합 高 EPL Buraimo & Simmons(2008) 긍정적

스타
플레이어

有
럭비
NBA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Rascher & Solmes(2007)

긍정적
긍정적

팀관련

홈팀의
승률

高

NFL
SPL
럭비
NBA

Welki & Zlatoper(1994)
Allan & Roy(2008)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Rascher & Solmes(2007)

긍정적
영향없음
긍정적
긍정적

더비 매치 有

FAPL
EPL

프리메라리그
SPL
럭비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uraimo & Simmons(2008)
Buraimo & Simmons(2009)
Allan & Roy(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홈팀 성적 高

EPL
FAPL
SPL
럭비

Buraimo & Simmons(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Allan & Roy(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영향없음

원정팀
성적

高

NFL
프리메라리그
럭비
럭비
NBA

Welki & Zlatoper(1994)
Buraimo & Simmons(2009)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Rascher & Solmes(2007)

영향없음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경기
관련

개별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高

EPL
프리메라리그
럭비
NBA

Buraimo & Simmons(2008)
Buraimo & Simmons(2009)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Rascher & Solmes(2007)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

高

VFL
SPL
럭비
FAPL

Borland & Lye(1992)
Allan & Roy(2008)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긍정적
원정팀에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지만 홈팀 현장 관람객 수는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홈팀의 승률

이 관람객 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Welki & Zlatoper(1994)의 연구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표 5> 경기 요인이 스포츠 관람객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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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가까운 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팀 간의 더비 매치도 팬들을 흥분 시키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

줄 가능성이 높다. 선행 연구에서 EPL에서의 더비 매치는 관람객 증가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Buraimo & Simmons, 2008).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Buraimo & 

Simmons, 2009),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Allan & Roy, 2008)와 럭비 경

기(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에서도 더비 매치는 관람객 증가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팀의 성적과 경기장 관람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엇갈

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uraimo & Simmons(2008)와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은 각각 EPL과 영국 럭비 리그에서 현재 팀의 

성적이나 홈팀의 랭킹은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Allan & Roy(2008)는 SPL에서 홈팀 또는 원정팀의 최근 성적이 

현장티켓 구매자뿐 아니라 시즌티켓 소유자의 경기장 관람객수 증감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며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역시 전

년도 시즌의 순위가 영국 럭비 경기장 방문객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정팀 성적도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Buraimo & Simmons(2009)와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는 각

각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와 영국 럭비에서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FL을 분석한 Welki & Zlatoper(1994)는 

원정팀의 성적은 관람객에 통계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영국 럭

비 리그를 분석한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은 원정팀의 높은 

승률이 오히려 경기장 입장객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경기 요인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으

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소수팀에 의한 리그 우승 독점을 

포함하여 3가지 종류로 나누기도 한다(Villar & Guerrero, 2009). 먼저 개별 

경기 결과 불확실성은 어느 팀이 당일의 경기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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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말한다. 이를 측정하는 변수로 첫 번째는 리그 순위의 차이, 팀 승

리 가능성(승률), 도박사들의 예측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시즌 결과의 불확

실성으로 어느 팀이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

는 것이다.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팀 순위, 우승 가능

성 있는 상위 팀의 경기, 우승을 위해 필요한 승수, 선두팀과의 차이, 승강 

가능한 승수, 하강 가능한 패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팀이 리그 

우승을 장기간 독과점하여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사라진 상태를 말

한다. 소수의 팀에 의한 리그 우승 장기 독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권태 효

과(weariness effect)를 느끼게 하여 관람객이 감소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가 된다(Villar & Guerrero, 2009). 각 스포츠 종목의 리그들이 경기 결

과의 불확실성을 유지하여 팀들 간의 경기력 균형(competitive balance)을 

맞추기 위해 샐러리 캡, 선수 우선 지명권 등 제도적 노력을 하는 것은 소

수의 팀에 의한 리그 우승 독점을 막기 위해서이다(Alavy, Gaskell, Leach, 

& Szymanski, 2010). 하지만 Borland & Macdonald(2003)는 세계 여러 리그

를 대상으로 한 18개의 실험적 선행연구에서 단지 3개의 연구만이 경기 결

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관람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Buraimo & Simmons, 2009, 재인용). 

Buraimo & Simmons(2008)는 EPL 데이터를 통해 단일 경기의 불확실

성이 관람객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비슷

한 수준의 팀들 간의 경기는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기 결

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관람객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

나 홈팀의 승리가 예상되는 시합이나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낮은 경기에서

는 관람객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에

서도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은 관람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에 관람객이 증가하는 같은 결과를 얻었다

(Buraimo & Simmons, 2009). 이 결과는 영국 럭비 리그에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큰 경기일수록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한 Car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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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ton, & Simmons(1999)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한편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에서 Borland & Lye(1992)는 

호주 VFL에서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이 경기장 관람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주장했다. Allan & Roy(2008)는 SPL의 홈팀과 원정팀의 성적으

로 측정한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은 홈팀 팬들에게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지

만 원정팀 관람객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단일 경

기의 불확실성은 관람객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는 동일한 연구에서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도 측정하였는데 우승을 다투는 상위팀간의 경기가 관람객수 증가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1부 리그로 승격된 팀이나 2부 

리그로 좌천된 팀의 경기에 대해 관람객은 큰 관심을 보여 관람객 수 증가

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은 EPL에서 

시즌 중반까지 관람객이 감소하다가 우승팀 윤곽이 들어나는 시즌 후반에 

가면서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은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이 관람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소수팀에 의한 리그 

우승 독점은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EPL 우

승팀인 맨유가 펼치는 경기의 관람객이 다른 경기 관람객에 비해 적은 이

유가 언제나 이기는 경기를 하는 맨유의 경기 결과에 관람객의 호기심이 

감소했기(winning fatigue)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3.2.2. 경기외적 요인

경기외적 요인은 <표 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경기 관람에 영향을 주

는 변수 가운데 스포츠의 본질을 벗어난 요인을 카테고리 한 것이다. 경기 

외적 요인에는 경기 일정 요인, 팀 요인, 관람 요인, 경제적 요인, 미디어 

요인이 있다. 첫 번째로 경기 일정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날씨, 경기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팀 요인은 경기를 펼치는 두 팀 사

이의 거리와 팀의 존속 년도가 변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 관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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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종목(리그) 연구자 결과

경기
일정
관련

날씨
궂은
날씨

FAPL
럭비
SPL
NFL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Allan & Roy(2008)
Welki & Zlatoper(1994)

영향없음
부정적
부정적
영향없음

일요일/
휴일

有

FAPL
럭비
럭비

축구2부리그
SPL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Buraimo(2008)
Allan & Roy(2008)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경기
시간

주중 밤
낮

FAPL
럭비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부정적
부정적

팀 관련

연고지
사이의
거리

遠

FAPL
럭비
럭비

축구2부리그
SPL
EPL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Buraimo(2008)
Allan & Roy(2008)
Buraimo & Simmons(2008)

부정적

나이 新生 FAPL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긍정적

경기장
형태

실내 NFL Welki & Zlatoper(1994) 영향없음

경기장
규모

大
VFL
NBA

Borland & Lye(1992)
Rascher & Solmes(2007)

긍정적

여가
활동
유형

습관적
관람객

有
EPL

프리메라리그
VFL

Buraimo & Simmons(2008)
Buraimo & Simmons(2009)
Borland & Lye(1992)

긍정적

다른
레저
활동

有
FAPL
럭비
VFL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Borland & Lye(1992)

부정적

인은 경기장 형태와 규모, 습관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수와 관람

객들에게 다른 레저 활동 기회의 유무 등을 측정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네 번째 경제적 요인은 입장권의 가격, 경기가 열리는 도시의 인구 수, 소

득 수준과 실업률을 변수로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 여부

를 미디어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6> 경기외적 요인이 스포츠 관람객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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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종목(리그) 연구자 결과

경제적
요인

입장권
가격

高

NFL
FAP
럭비
럭비

Welki & Zlatoper(1994)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소득 高

NFL
FAPL
럭비
VFL
NBA

Welki & Zlatoper (1994)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Borland & Lye(1992)
Rascher & Solmes(2007)

부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부정적
긍정적

실업률 高
FAPL
NBA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Rascher & Solmes(2007)

긍정적

마켓
사이즈

大
FAPL
NBA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Rascher & Solmes(2007)

긍정적

미디어
요인

TV중계 有

SPL
영국축구2부
럭비

프리메라리그
PL
FAPL

Allan & Roy(2008)
Buraimo(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Buraimo & Simmons(2009)
Buraimo & Simmons(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14.1%*~31.9%
(-) 4.1%~17.7%
(-) 25.1%
(-) 3.3%~18.2%
(-) 5.2%~9.6%
(-) 3.1%~15.2%

TV중계 주중

럭비
프리메라리그
EPL
FAPL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Buraimo & Simmons(2009)
Buraimo & Simmons(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 20.7%
(-) 18.2%
(-) 9.6%
(-) 15.2%

TV중계 주말
프리메라리그
EPL
FAPL

Buraimo & Simmons(2009)
Buraimo & Simmons(2008)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 3.3% *

(-) 5.2%
(-) 3.1% *

<표 6> 경기외적 요인이 스포츠 관람객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연구 정리(계속)

* 통계적 의미 없음

우선 경기 일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요일/휴일 경기는 대

체로 관람객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은 EPL 관람객은 주중 오후보다는 휴일에 더 많

이 경기장에 방문한다고 하였으며 영국 럭비 리그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

다고 설명하였다(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도 휴일에 열리는 영국 럭비 리그 경기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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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수가 평일의 경기보다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영국 축구 League 

Two의 관람객을 연구한 Buraimo(2008)도 휴일 경기는 관람객의 증가 요인

이 되며 주중에 열리는 경기는 관람객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SPL 관람객을 분석한 Allan & Roy(2008)는 경기가 열리는 요

일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관람객이나 시즌티

켓을 소유한 관람객의 경기장 방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편 Baimbridge, Cameron, & Dawson은 1995년 연구에서 낮 시간에 열리는 

EPL 경기는 관람객 감소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1996년 럭비 경기장 방문객 

연구에서 경기 시작 시간은 통계적으로 관람객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야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관람객들의 관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인 날씨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관심사항이었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은 경기장 시설이 좋은 EPL의 경우 날씨는 경기

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춥고 

바람이 부는 날씨는 영국 럭비 리그 관람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날씨가 관람객의 야외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

니라 날씨가 궂은날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한편 SPL의 경기

가 열리는 달과 관람객의 관계를 분석한 Allan & Roy(2008)는 날이 추운 

12월에는 관람객이 줄어들었지만 홈팀 관람객 감소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NFL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Welki & 

Zlatoper(1994)의 연구에서도 날씨 요인은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호주 풋볼(Drever & McDonald, 1981)과 영국 크리켓 

경기(Schofield, 1983)의 선행연구에서 비가 내리는 날씨는 관람객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Welki & Zlatoper, 1994, 재인용)

두 번째 요인인 팀 요인 가운데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연고지 사이

의 먼 거리는 영국 럭비(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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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EPL(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Buraimo & Simmons, 2008), 영국 축구 League 

Two(Buraimo, 2008), SPL(Allan & Roy, 2008) 등 많은 종목에서 경기장 관

람객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원정 팬들

이 장거리 응원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일 것이다. Allan & Roy(2008)는 

원정팀 팬 관객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은 양 팀 연고지의 거리가 가까

워질수록 점차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팀의 나이(존속기간)도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데 EPL의 경우 신생 팀 일수록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세 번째 요인인 관람 요인 가운데 경기장 요인을 보면 NFL의 경우 

경기장의 접근성과 외형(돔, 일반)은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Welki & Zlatoper, 1994). 하지만 경기장 규모를 변수로 설정

한 Borland & Lye(1992)의 호주 VFL 연구와 Rascher & Solmes(2007)의 

NBA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경기장 규모가 클수록 관람객 수에 긍정적 영향

을 주었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큰 규모의 경기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시설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직전 시즌 경기 관람객으로 알아본 습관적 관람객은 EPL(Buraimo 

& Simmons(2008), 스페인 축구리그(Buraimo & Simmons, 2009) 그리고 호

주 VFL(Borland & Lye, 1992)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이 발견되었

다. 끝으로 다른 레저 활동 기회가 경기장 관람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종목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은 같은 지역에서 메이저 스포츠 경기가 펼쳐진

다 할지라도 럭비 경기장 방문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996

년 연구에서는 EPL 관람객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호주 VFL 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구한 Borland & Lye(1992)도 같은 날 진행되는 VFL의 다른 경기는 관람객 

수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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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요인인 경제적 요인은 일반 소비 시장에서의 소비자 구매 의

사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Villar & Guerrero(2009)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입장권 가격, 경기가 열리는 지역 주민의 소득, 실업

률, 경기가 열리는 도시의 규모(마켓사이즈) 등 경기장 관람객의 경제와 관

련된 요인으로 정리했다. 

스포츠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격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상품의 

가격에 해당한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많은 연구에서 입장권 가격의 상승은 경기장 관람객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

나고 있다. 영국 럭비 리그를 분석한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

는 입장권 가격이 높을수록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라고 밝히고 있으며 NFL 입장권 가격과 관람객 수를 분석한 Welki &  

Zlatoper(1994)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5, 1996)은 자신들의 두 연구에서 입장권 가격과 관람객 수에 

관계에 대한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다. 영국 럭비 리그 연구에서 입장권 가

격은 관람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지만 영국 

축구 리그 연구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비싼 입장권 가격은 경기장 

내방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기장 입장권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경기장 입장객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Welki & Zlatoper(1994)의 NFL 경기장 관람

객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관람객 수는 줄어드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Borland & Lye(1992)의 VFL 조사에서도 높은 

소득은 경기장 관람객 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스포츠 관람객은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원하기 때문

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하지만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의 연구에서 팬들의 소득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면 경기장 

방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낮은 



- 48 -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은 관람객의 감소 요인이 될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하지만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의 1993/1994

시즌 영국 FA 프리미어 리그 연구에서 실업률이 높을수록 관람객 수는 증

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축구 경기가 실직자들에게 시간을 소비

할 수 있는 저렴한 놀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끝으로 연

고지역 인구와 응원단 규모로 알아 볼 수 있는 마켓 사이즈는 영국 FA 프

리미어 리그 관객들(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과 미국 NBA 

관객들(Rascher & Solmes, 2007)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경제적 요인과 스포츠 관람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은 연

구자와 연구 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경기외적 요인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미디어 요인이다. 미디어가 경기

장 관람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영국 럭비(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 1999), 

EPL(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Buraimo & Simmons, 2008), 

SPL(Allan & Roy, 2008), 영국 축구 League Two(Buraimo, 2008) 등 여러 스

포츠 리그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중계방송

은 경기장 관람객 증가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밝히고 있다. 

Buraimo & Simmons(2008)는 월요일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EPL 관람

객을 9.6%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일요일 중계방송은 관람객의 5.2%를 감

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른 요일의 중계방송과 공휴일 중계방송

은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고 하였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

도 텔레비전 중계방송과 EPL 관람객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텔레

비전에서 월요일에 중계방송을 할 경우 EPL 경기장 관람객은 15.16% 감소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요일 중계방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

니지만 시청률을 3.14%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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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텔레비전 중계방송의 긍정적인 역할도 제기하였다. 연구자들은 

경기 하이라이트 방송은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는데 이는 텔레비전이 스포츠 저변인구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의 또 다른 연구인 영국 럭

비리그 관람객과 텔레비전 위성 중계방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텔

레비전 중계는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입장권 판매 수

익을 25.1%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1999)도 영국 럭비 리그의 금요일 

중계방송은 관람객을 약 20.7% 감소시켜 EPL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의 방송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SPL)와 스페인 축구 

리그 관람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각각 Allan & Roy(2008)와 

Buraimo & Simmons(2009)에 의해 진행되었다. Allan & Roy(2008)는 그들의 

연구에서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SPL 관람객에 주는 영향은 관람객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당일 입장권을 

구입하는 홈 팀 팬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어 31.9% 이상 줄어드는 효

과를 나타냈지만 충성도가 높은 팬층인 시즌티켓 관람객과 원정팀 관람객

에는 비록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14.1%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홈팀 관람객의 감소는 입장 수익 감소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경기장의 부수적인 매출이 줄어들어 팀의 잠재적 손실은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Buraimo & Simmons(2009)는 스페인 축구 리그 관

람객에 영향을 주는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지상파와 유료 텔레비전 방송

(subscription TV)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지상파 방송으로 중계되는 경기의 경우 주말 중계방송은 18.2% 관람객 감

소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주중 중계방송은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3.3%의 

관람객 감소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료 텔레비전 방송도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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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요일에 따라 1.7%-7.6% 관람객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Buraimo(2008)는 영국 축구 League Two 텔레비전 중계방송 

역시 위성방송 또는 지역방송 등 방송 플랫폼에 따라 4.1%-17.7% 까지 경

기장 관람객 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Buraimo(2008)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현장 관람객이 많을수록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밝히며 텔레비전 중계방송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다. 연구자는 시청률과 경기장 입장권 가격 그리고 관람객수의 관계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지상파나 유성 방

송,  유료 방송 등 플랫폼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말 관람객 보다 

주중 관람객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스포츠 중계방송 TV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 선행연구 고찰

스포츠 중계방송 텔레비전 시청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경기장 관람

객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Feddersen & 

Rott, 2011).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관람(sports demand)

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한가지로 치부되어 큰 비중 없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스포츠에 대한 텔레비전 중계 

방송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EPL의 경우 2001/2002 시즌 텔레비전 중

계방송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 EPL 수익의 38%까지 확대되어 입장권 판매

수익(31%)을 넘어서고(Forrest, Simmons, & Buraimo, 2005) 방송 편성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경기장 관람(attendance)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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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었던 스포츠 소비자의 관람 행동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관심

의 증가와 함께 텔레비전 시청률에 대한 연구로 점차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도 NFL(Paul & Weinbach, 2007; 

Tainsky, 2010), 유럽 축구(UEFA)(Solberg & Hammervold, 2004), 영국 프리미

어 리그(Forrest, Simmons, & Buraimo, 2005, 2006; Alavy, Gaskell, Leach, & 

Szymanski, 2010),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Buraimo & Simmons, 2009), 독일 축

구(Feddersen & Rott, 2011), 싸이클(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 

2012), UFC(Tainsky, Salaga, & Santos, 2012), NBA(Hausman & Leonard, 1997), 

한국 프로야구(최영환, 2010b)와 같은 개별 단일 리그 뿐 아니라 월드컵(김

기한, 정지규, 2011), 올림픽(최영환, 2008, 2010a) 등 메가 스포츠이벤트로 점

차 넓혀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표 7 참조>.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스포

츠 방송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문적 연구 진

행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7>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 TV 시청률에 관한 선행연구

종목(리그) 국가 연구자

NFL 미국 Tainsky(2010), Paul & Weinbach(2007)

축구

UEFA
EPL
FAPL
스페인
독일A매치

Solberg & Hammervold(2004)
Forrest, Simmons, & Buraimo(2005, 2006)
Alavy, Gaskell, Leach, & Szymanski(2010)
Buraimo & Simmons(2009)
Feddersen & Rott(2011)

싸이클 스패인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

UFC 미국 Tainsky, Salaga, & Santos(2012)

야구 한국 최영환(2010b)

NBA 미국 Hausman & Leonard(1997)

올림픽 한국 최영환(2008,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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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NFL(National Football League) 관련 선행연구

Tainsky(2010)는　NFL 경기의 텔레비전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2006/2007 시즌 월요일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홈경기=407, 원정경기=426)의 시청률을 닐슨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을 하였다.

연구자는 Borland & Macdonald(2003)가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제시한 

프로 스포츠 관람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 - 선호도(preference), 가격

(price), 관람 환경(quality of viewing), 경기 특성(quality of the contest), 경

기장 수용 능력(supply capacity) - 을 참고로 하여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독립 변인은 중계방송 시간, 소속 

디비전, 동일 지역을 서로 다른 두 팀이 연고지로 같이 사용하는지 여부, 

경기 시점(추수감사절 이전/이후), 홈 연고지에 연고를 둔 기간, 시즌 승률, 

1위 팀과의 승점 차이, 연고지역 시민의 수입, 그리고 연고지역의 인구 등

이 있다. 한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시청률은 전국 시청률이 아니라 경기를 

하는 두 팀의 연고지 시청률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홈팀 연고지 시청률(25.90%, SD=8.57)과 원정팀 연고지의 

시청률(24.68%, SD=8.73)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으

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라임 타임 중계,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추수감사절 이후의 경기, 한 지역에 오랫동안 연고를 둔 팀의 경기, 

그리고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되는 승률이 높은 팀의 경기는 홈팀과 원정 

팀의 시청률에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상과 달리 연고 지역의 소득은 높을수록 시청률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동일한 지역을 2개의 팀이 함께 연고지로 사

용(sharing a market)할 때도 1팀이 한 지역을 연고지로 사용할 때보다 시

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1위 팀과의 승점 차이와 경기를 

하는 두 팀의 같은 디비전(intradivisional)소속 여부는 시청률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기가 열리는 시점은 시즌 후반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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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홈팀 지역의 팬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원정팀 연

고지 시청자들에게는 통계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ul & Weinbach(2007)는 스포츠 중계방송 시청 요인과 채널을 변경

하지 않고 특정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1/2002년 시즌 동안 NFL 월요일 저녁 경기

의 닐슨 시청률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스포츠 방송 

시청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NFL 경기 시작 시점의 시청률을 조사하고 두 

번째 연구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지속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시

작 30분 후(하프타임)의 시청률을 조사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NFL 경기 시청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변수로 연구자는 경기를 

하는 두 팀의 승률의 차이와 승률의 합, 예상 득점,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기간 여부,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달(month)과 년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결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두 팀 간 승률의 차이는 클수

록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반대로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승률의 합은 클수록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예상 득점은 많을수록 시청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월드

시리즈 기간은 NFL 경기 시작 시간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월

별 요인을 보면 NFL 시즌이 시작하는 9월과 MLB가 끝나는 11월에 시청률

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 지속 요인에 대한 두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변수를 두 팀의 승률의 합 그리고 두 팀의 전반전 득점의 합과 전반전 득

점 차이로 설정하였다. 또한 첫 번째 연구와 마찬가지로 MLB 월드시리즈 

기간, 경기가 열리는 달(month)과 년도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

과 연구자들은 실제 경기력을 보여주는 두 팀의 승률의 합과 두 팀의 전반

전 득점의 합은 시청률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NFL의 초기 시청률 결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월드시리즈는 NFL 

하프타임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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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두 경기가 열리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월드시리즈 시청자들이 

경기 종료 후 NFL 채널로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두 팀 간의 하

프타임 스코어는 그 차이가 클수록 시청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했다. 한편 경기가 열

리는 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년도는 시청률 유지에 일정한 패턴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력은 

초기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청률을 지속

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1.2 축구 관련 선행연구

Solberg & Hammervold(2004)는 노르웨이에서 중계 방송된 유럽 축구

연맹(UEFA)의 챔피언십 리그 116경기를 대상으로 경기의 프로파일 요소

(profile dimension)와 경기력 요소(quality dimension)가 텔레비전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이 정의한 프로파일 요소는 대회출전 팀의 속성에 의해 결정

되는 요소로서 노르웨이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팀의 중계방송 여부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다. 4가지 유형은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자국팀

인 로젠보그(Rosenborg)의 출전경기, 맨유(Manchester United) 또는 리버풀

(Liverpool)이 출전하는 경기, 맨유와 리버플 이외의 EPL 팀이 출전하는 경

기, 그리고 그 밖의 팀들의 경기로 나누었다. 여기서 맨유와 리버풀 경기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두 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그 밖의 EPL경기’를 분류한 이유 역시 노르웨이 시

청자들의 EPL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 때문이었다. 한편 경기력 요소는 챔피

언십 리그 경기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3가지 유형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경기를 최종라운드 경기,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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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경기를 2라운드 경기, 그리고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를 1라

운드 경기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최종

라운드에 가까운 경기일수록 경기력이 높은 팀이 올라가서 수준 높은 경기

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4개의 더미변수로 코딩한 프로파일 요인과 3개의 더미변수로 코딩한 경기

력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텔레비전 시청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자국 팀인 로젠보그가 출전한 경기와 EPL 

팀 가운데 노르웨이 시청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맨유/리버풀이 출전

한 경기가‘그 밖의 경기’에 비해 시청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맨유/리버풀 이외

의 EPL 팀이 출전하는 경기는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경기력 변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자들이 예측한 것과 같이 

최종라운드 경기는 1라운드 경기보다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

라운드 경기는 1라운드 경기에 비해 시청률이 오히려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자국 팀인 로젠보그가 2라운드에는 진출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경기력 요인은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지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출전하지 않으면 팬들의 관심은 멀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Forrest, Simmons, & Buraimo(2006)는 스포츠 방송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방송사들은 여러 스포츠 경기들 가운데 어떤 기준으

로 텔레비전 중계방송 경기를 선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1993/1994-1997/1998 다섯 시즌 동안 Sky TV를 통해 중계

방송 된 EPL 60경기에 대한 시청률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동일한 기

간 동안 열린 380경기 가운데 텔레비전으로 중계 방송된 60경기를 선정하

게 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기 별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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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연구자들은 팀의 명성, 팀 연봉의 합계, 경기를 하는 두 팀의 승점 

차이, 현재 시즌의 승점,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더비 매치, 예상 득점, 경

기가 열리는 달(month)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봉의 합,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현재 승점과 승점의 차

이가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변수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연봉의 합이 높은 팀은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며 높은 승점은 뛰어난 경기

력을 의미한다. 한편 팀의 과거 명성,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예상 득점과 

같은 변수는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연구자

들은 그 이유를 텔레비전 시청자는 경기장 관람객보다 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며 쉽게 채널을 변경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중계방송은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의 관심인 더

비 매치는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열

리는 시점은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경기장 관람객이 

봄 시즌에 피크를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청률은 겨울 시즌에 올라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연구인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경기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변수를 연중 변수, 시즌 초반(pre-Boxing day) 

변수, 시즌 후반(post-Boxing day) 변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변수를 

살펴보면 연중 변수는 팀의 명성, 연봉의 합계, 더비 매치 여부, 그리고 중

계방송 요일(주말, 주중)이였으며 시즌 초반 중계방송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전년도 시즌의 승점, 미디어 노출 여부와 승강팀과의 경기 여부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즌 후반 중계방송 선택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 연구자들은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승점 차이, 현재 승점, 그리고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상 총 10가지 변수를 분석한 결과 시즌 내내 방송사들

의 중계방송 경기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팀 선수들 연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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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더비 매치, 그리고 중계방송 요일(주말, 주중)이었다. 하지만 팀의 명성

과 새롭게 승강한 팀과의 경기 여부는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경기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도 시즌의 승점이 높은 팀

과 낮은 팀은 시즌 초반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경기 선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긍정적 이슈로 미디어 노출이 많은 팀은 시즌 초반 중계방송 

경기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시즌 후반 중계방송 경기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경기를 하는 두 팀 간의 승점 차이, 금년 시

즌의 승점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조사되어 연구자들이 선정한 모든 

시즌 후반 변수들은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rest, Simmons, & Buraimo(2005)는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방송사

들의 중계방송을 할 경기 선택과 텔레비전 시청자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1993/1994년부터 2001/2002시즌 까지 중계 방송된 EPL 546경기(평균시청자 

117만명)의 시청률 데이터를 영국 비영리 시청률 조사기관인 BARB (Audience 

Reach Board Ltd.)를 통하여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특별히 시즌 결

과의 불확실성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경기장 관람객의 규모에 간헐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단일 경기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텔레비전 시청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인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경기 선택 결정요인 분석을 위

해서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연중 변수, 시즌 초반(pre-Boxing 

day) 변수, 그리고 시즌 후반(post-Boxing day) 변수 등 3가지로 분류하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중 변수는 더비 매치와 주말경기 여부, 시즌 초반 변

수는 양 팀 선수들의 연봉의 합과 연봉의 차이, 마지막으로 시즌 후반 변

수로는 양 팀 선수의 연봉의 합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1-2위 팀 간의 

경기 그리고 1-2위 팀 vs. 3-7위 팀, 1-2위 팀 vs. 8-14위 팀, 1-2위 팀 vs. 

15-20위 팀, 3-7위 팀 간의 경기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이 7위 팀과 15위 

팀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 이유는 7위 팀까지 유러피언 리그 출전권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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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15위 이하의 팀은 다음 시즌에 EPL 탈락 또는 탈락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연중 변수였던 더비 매치와 주말 경기는 방송사들의 중계

방송 경기 선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시즌 초반 변수로 

경기력 요인을 측정하는 연봉의 합은 방송사의 중계방송 선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양 팀 

연봉의 차이는 차이가 클수록 방송사들의 방송선택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즌 후반 이후 방송사들은 경기의 중요성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에 이전보다 더욱 무게를 두고 중계방송을 선택하였

다. 방송사들은 1, 2위 팀이 출전하는 경기 또는 유러피언리그 출전권을 놓

고 각축을 벌이는 팀들의 경기를 그 외의 팀들 간의 경기보다 더 많이 선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인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시청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OLS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박싱 데이(Boxing 

Day)를 기준으로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으로 기간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 변수로는 두 팀 선수들의 연봉의 합,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승

강한 두 팀의 대결, 더비 매치, 주말 경기, 1-2위 팀 간의 경기, 1-2위 팀 

vs. 3-7위 팀, 1-2위 팀 vs. 8-14위 팀, 1-2위 팀 vs. 15-20위 팀, 가장 인기 

있는 3개 팀(맨유, 리버플, 아스널)의 경기, 연봉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

을 거두는 팀의 경기(over-performing team), 그리고 경기 월(month) 변수

와 시즌 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었던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은 

시즌의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열렸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즌 초반에는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텔레비전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즌 후반에는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이 텔레비전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시즌 후반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팬들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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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결과보다 대회의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연구자

들은 추론하였다. 한편 경기장 관람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알려진 더비 매치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비 매치가 비록 특정 지역의 이

벤트이지만 전국에 걸쳐 조사되는 시청률에 영향을 줄만큼 파급효과가 크

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말 경기, 연봉의 합이 높은 팀의 

경기, 새롭게 승강한 두 팀의 경기, 맨유/리버플과 같은 인기 팀의 경기, 

그리고 상위팀간의 경기와 연봉대비 좋은 성적을 이룬 팀의 경기는 모두 

텔레비전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월별 요인을 보면 날씨가 추운 1월 시청률은 26%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경기장 관람객이 봄 시즌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텔레비전 시청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Alavy, Gaskell, Leach, & Szymanski(2010)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Sky Sports로 방송된 영국 F.A. 프리미

어 리그 248 경기의 시청률 데이터를 BARB(Broadcasters’Audience 

Research Board Ltd.)에서, 경기 데이터는 Rothmans Football Yearbook과 

soccerbase.com에서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한편, 승패의 불확실성, 

무승부의 가능성, 그리고 경기 전의 예측 등으로 분류한 경기 결과의 불확

실성은 홈팀과 원정팀의 득점, 홈팀과 원정팀이 받은 레드카드 횟수, 홈팀

과 원정팀의 최근 5경기 성적 등 6가지 요인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팀들 실력이 대등하여 경기의 승패가 불확실한 경기는 시청

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감소하면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리거나 중계방송 시청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무승부 요인은 연구자들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자들은 점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력이 비

슷하거나 결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증표라고 생각하여 시청률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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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무승부가 지속되는 상황 또는 무승부

로 끝나는 경기는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

막으로, 경기 시작 전 결과의 불확실성은 시청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조

사되었다. 

Buraimoan & Simmons(2009) 역시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2003/2004에

서 2006/2007 시즌까지 4년 동안 열린 1,469경기를 회귀분석을 하여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텔레비전 시청률과 경기장 관람객에 각각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변수로 홈팀 관중 수, 각 팀이 

경기를 이길 가능성 차이의 절댓값, 바르셀로나 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은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텔레비전 시청률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기장 관람객이 많은 경기

와 레알 마드리드/바르셀로나와 같이 명성이 높은 팀의 경기는 시청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Feddersen & Rott(2011)는 텔레비전 중계방송의 성공 요인을 스포츠 

경제적 관점, 전통적 관점, 그리고 미디어 경제적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하

여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 동안 독일 국가대표팀이 치른 4번의 월드

컵과 4번의 UEFA 토너먼트를 포함한 A매치 216경기의 시청률 데이터를 

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GfK)으로부터 수집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자들은 텔레비전 중계방송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기의 

중요도(국가대항 친선경기, 토너먼트 예선경기, 토너먼트 주요경기), 대표팀 

감독, 스타플레이어 출전, 국가대표팀의 최근 경기 결과, 상대팀의 수준

(FIFA랭킹, 전통적 축구강국), 경기가 열리는 시간과 요일, 경기 장소, 중계 

방송국(공영방송, 상업방송), 날씨(기온, 맑음, 비, 바람)와 계절, 그리고 학

생들의 방학기간 여부 등 10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독일 국가대표 팀의 UEFA 토너먼트의 지역예선 

경기의 시청자는 260만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본선 조별경기,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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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결승전 경기로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결승전에는 1천6백6

십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드컵의 경우도 180만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한 지역예선 경기와 비교해 본선 결승전은 1천 9백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의 중요도는 시청자들의 주요 텔레비전 시청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청자들은 젊은 선수들로만 구성된 대표팀보다는 A매치 

참가 경험이 많은 스타플레이어가 포함된 대표팀이 명성이 있고 FIFA 랭

킹이 높은 상대팀과의 경기 시청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청

자들은 상업 방송국보다는 공영 방송국에서 중계하는 경기를,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경기를 더 선호하였으며 시청률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었

다. 날씨의 경우 높은 기온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강수량과 바람

은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증가하면 52,000명의 시청자가 

감소하였고 강수량이 1mm 증가할 때 18만명의 시청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열리는 시간 역시 중계방송 관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프라임 타임에 시작하는 경기는 통계적으로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디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 요일은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또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경기 스타일을 결정하는 대표팀의 감독, 

국가대표 팀의 최근 전적, 방학기간에 경기가 열리는지의 여부는 통계적으

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사이클 관련 선행연구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프로 사이클 대회 중계방송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종속변수로 프로그램 시청률

(rating), 채널 점유율(share), 총 시청자 수(viewers)를 설정하고 스페인 공

식 시청률 조사기관인 칸타미디어(Kantar Media)를 통해 스페인의 3개 TV

채널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계 방송한 278개 사이클 대회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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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수집하여 OLS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텔레비전 시청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로 8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이 설정한 변수는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 구간

(산악, 평지), 대회의 종류(Spanish Vuelta, Italian Giro, French Tour와 같은 

권위 있는 대회 여부), 선두 선수의 국적, 경기 일정(주말, 주중), 관성요인

(직전 프로그램 시청률, 직전 사이클 경기 시청률), 방송 송출 지역(지역, 

전국), 동시간대 타 방송 프로그램과 더미 변수로 설정한 대회 개최 연도

였다.

연구결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경기 구간, 선두 선수의 국적, 관성

요인 등은 사이클 경기의 시청률, 채널 점유율, 총 시청자 수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경기 중 선두가 뒤바뀐 횟수와 대회 탑10 선

수(팀)들의 전년도 세계 랭킹 포인트 합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은 텔레비전 시청의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의 불확실

성 측정 요인 가운데 경기 중 선두가 뒤바뀌는 횟수는 시청률에 .16%-.30%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탑10 선수들의 세계 랭킹 포인트 합의 표준편

차는 1% 증가할 때마다 시청률이 .18%-.2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참가 팀들이 지난 시즌에 획득한 세계 랭킹 포인트의 표준편차는 시

청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이클이 개인 

종목 경기이고 팀은 단지 스폰서일 뿐이라는 시청자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경기의 구간이 

험난하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들어가는 산악 구간에서의 시청률은 약 22% 

증가하였다. 사이클 대회 방송 직전 프로그램 시청률과 직전 사이클경기의 

시청률로 측정된 관성 요인과 자국 선수들이 선전하여 선두에서 달리는 상

황은 대회 중계방송 시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경기 일정, 방송 송출 지역(지역, 전국), 동시

간대 타 방송국의 프로그램, 대회 개최 년도 등은 시청률이나 채널 점유율, 

총 시청자 수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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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관련 선행연구

지상파 텔레비전 시청자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시청 행태를 보여주는 

pay-per-view 시청자들의 스포츠 중계방송 시청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Tainsky, Salaga, & Santos(2012)는 2001년 9월에 시작한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33 이벤트부터 2011년 7월에 열린 UFC 132 이벤트

까지 총 93차 대회의 시청률 데이터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pay-per-view 구매 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pay-per-view의 가격, 경기 시간,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참가

선수, 그리고 대체 스포츠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시간 요인은 

경기 시작 시간과 요일(주중, 주말)로 구분하였으며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박사들의 내기(betting odd)와 챔피언의 방어전 차수

를 설정하였다. 한편 참가 선수들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선수의 체급(웰터급-헤비급), 스타플레이어, 이벤트의 간판선수, 그리

고 선수들의 생활을 다룬 리얼리티 TV시리즈(TUF, The Ultimate Fighter)

방송 이전과 이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 스포츠 변수로 

NFL,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MLB, MBA, NHL의 시

즌 여부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pay-per-view의 가격,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대진표(fight 

card) 등이 pay-per-view 구매 시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시간과 대체 스포츠는 구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가격 요인을 보면 가격과 소비는 반비례한다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는 반대로 UFC 티켓 가격은 비쌀수록 UFC 

pay-per-view 구매 시청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

한 이유를 UFC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장기 가입자(long-term)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며 또한 습관적으로 UFC를 시청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은 UFC 구매 시청 

요인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현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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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언의 방어전 차수가 한차례 올라갈수록 3만명 이상의 구매자가 늘었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시청자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현재의 챔피언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챔피언이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기대심리가 시청자 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

하였다. 또한 대진표에 적혀있는 스타플레이어, 간판선수, 헤비급선수, 그

리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리얼리티 텔레비전 시리즈인 TUF 이후의 경

기는 선수들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되어 pay-per-view 구매 

시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 시작 시간과 대체 스포츠

는 pay-per-view 구매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1.5. 야구 관련 선행연구

최영환(2010b)은 시청률 조사기관 AGB 닐슨(현, 닐슨코리아)의 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10월에 열린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시청률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분석을 

위해 수집된 4개의 케이블 방송사에서 중계된 102편의 생중계와 588편의 

녹화중계 및 1,250편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등 총 1,905편을 빈도분석, 일

원변량분석 그리고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알고리즘을 이

용한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통하여 콘텐츠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청률 차이

와 시청률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연구 변수로 중

계 방송사, 콘텐츠 유형(녹화중계, 하이라이트, 생중계), 경기 중요도(한국시

리즈,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방송 요일(주말, 주중), 시급(프라임타임 

여부), 방송 시청 지역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콘텐츠 유형은 시청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생중계의 시청률은 녹화중계나 하이라이트에 비해 약 10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인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

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중계 방송사에 따라 시청률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연구자는 프로야구 중계 해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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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시청률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한편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 한국시리즈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하여 경

기의 중요도가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야구의 특성 때문이라고 연구

자는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요일과 시급 요인 역시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포스트 시

즌이라는 희소성 있는 콘텐츠이고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야구 중계의 특

성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이 밖에도 이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텔레비전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월드컵(노예영, 2013), 올림픽(최영

환, 2008) 등 그 연구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선행 연구

를 통해 밝혀진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들을 그 특성에 따

라 분류하고자 한다. 

4.2. 스포츠콘텐츠 TV 시청률 영향 요인

앞 절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기장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경기 요인과 경기외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이 실제적으로 관람

객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스포츠이벤트 텔

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기장 관람

객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텔레비전을 통해 스포츠이벤트를 접하는 시청자와 경기장에 가서 직

접 스포츠를 보는 팬들은 모두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

만 경기를 보는 환경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 관람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팬과 달리 

텔레비전 시청자 팬에게는 경기장의 형태나 규모와 같은 관람환경 요인이

나 실업률,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Tainsky & 

McEvoy(2012)가 지적한 것처럼 텔레비전 시청에는 경기장 관람객이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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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권료, 교통비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중파 같은 저렴한 비용으

로 언제 어디서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면 언

제든지 채널을 쉽게 변경하거나 시청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팬들의 경기장 관람과 텔레비전 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관람객에 영향을 주는 경기 요인과 경기

외적 요인이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

기 요인과 경기외적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4.2.1. 경기 요인

스포츠이벤트 텔레비전 시청률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는 경기장 관람

객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수 요인, 팀 요인, 그리고 경기결과 요인과 같은 

경기 요인이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팀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률 연구자들은 팀의 

승률, 승점과 득점력, 더비 매치, 팀의 수준 등 경기장 관람객 선행연구에

서 팀 요인을 측정한 변수와 비슷한 변수들을 팀 요인 측정 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선수 요인은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여부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또한 경기 결과 요인도 경기장 관람객에게 관한 선행연구에서처럼 

텔레비전 시청률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 2012). 경기 요인이 스포츠이벤트 

텔레비전 시청률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선수 요인인 스타플레이어의 출전은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친숙한 선수들의 경기를 선호

하는데서 기인하며 UFC 경기에서도 시청자에게 낯익은 스타플레이어들의 

출전 경기가 시청자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i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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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종목(리그) 연구자 결과

선수
요인

스타선수 有

NBA
UFC
EPL

독일A매치

Hausman & Leonard(1997)
Tainsky, Salaga, & Santos(2012)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Feddersen & Rott(2011)

긍정적

팀
요인

승률 高
NFL
NFL

독일A매치

Tanisky(2010)
Paul & Weinbach(2007)
Feddersen & Rott(2011)

긍정적
긍정적
의미없음

승점
1위팀과차이
高

NFL
EPL

Tanisky(2010)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영향 없음
긍정적

높은
득점력

예상득점
실제득점
예상득점

NFL
NFL
EPL

Paul & Weinbach(2007)
Paul & Weinbach(2007)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긍정적
긍정적
영향 없음

팀의 수준

상대팀高
상대팀高
인기有
명성有
과거명성有

독일A매치
EPL
UEFA
EPL
EPL

Feddersen & Rott(2011)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Solberg & Hammervold (2004)
Buraimo & Simmons(2008)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더비 매치 有
EPL
EPL
NFL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Forrest, Simmons, & Buraimo(2005)
Tanisky(2010)

의미없음

경기의
중요도

高

UEFA
K프로야구
EPL

독일A매치
싸이클

Solberg & Hammervold (2004)
최영한(2010b)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Feddersen & Rott(2011)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

의미없음
의미없음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경기
결과
요인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高

UFC
NFL
EPL
FAPL
싸이클
EPL

K프로야구

Tainsky, Salaga, & Santos(2012)
Paul & Weinbach(2007)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Alavy, Gaskell, Leach, & Szymanski(2010)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
Buraimoan & Simmons(2008)
최영환(2010b)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

高
NFL
EPL

K프로야구

Tainsky(2010)
Forrest, Simmons, & Buraimo(2005)
최영환(2010b)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표 8> 경기 요인이 스포츠이벤트 TV시청률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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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ga, & Santos, 2012). 한편 스타플레이어의 시청률에 대한 영향은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NBA(Hausman & Leonard, 1997), EPL(Forrest, Simmons 

& Buraimo, 2006, 2005), 축구(Feddersen & Rott, 2011)같은 단체 종목 경

기의 시청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타플레

이어 출신의 감독은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eddersen & Rott, 2011). 

승률은 텔레비전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은 경기장

에 직접 찾아갈 때나 브라운관 앞에서 응원을 할 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다. NFL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Tainsky(2010)는 경기를 

펼치는 팀의 승률이 높으면 시청자들은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을 예상하게 

되며 그 결과 홈팀과 원정 팀의 시청률에 동일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Paul & Weinbach(2007)도 NFL 시청률 연구에서 경

기를 펼치는 두 팀 승률의 합이 높을수록 시청자들은 좋은 경기를 기대하

고 이러한 기대는 시청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 경기의 경우 자국팀의 최근 성적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eddersen & Rott, 2011). 한편 Forrest, 

Simmons, & Buraimo(2006)는 EPL 시청률 연구에서 승점의 차이는 시청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방송사가 중계방송 경기를 선택할 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ainsky(2010)는 NFL에서 1위 

팀과의 승점 차이가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연구와 달리 경기를 하는 두 팀의 연고 지역의 시청률만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득점력은 선행연구에 따라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Paul & Weinbach(2007)는 NFL 분석에서 예상 

득점과 경기 중 득점은 시청률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Forrest, Simmons, & Buraimo(2006)는 EPL의 득점력은 시청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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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수준(quality)도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노

르웨이에서 중계 방송된 UEFA 챔피언십 리그를 분석한 Solberg & 

Hammervold(2004)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자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팀 외

에 맨유/리버플과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팀의 경기를 선호한다고 

했다. 또한 독일 A매치를 분석한 Feddersen & Rott(2011)이나, EPL 시청률 

분석한 Buraimoan & Simmons(2008)도 평판이 높은 상대팀과의 경기는 시

청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Forrest, 

Simmons, & Buraimo(2006)는 팀의 과거 명성은 시청률에도 방송사의 중계

방송 선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

다. 그러나 Forrest, Simmons, & Buraimo(200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승강

한 두 팀의 경기, 인기 많은 팀들의 경기, 연봉대비 성적이 좋은 팀 경기는 

시청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중요도 변수 역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이클 대회를 연구한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는 대회의 

권위는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Feddersen & 

Rott(2011)도 독일 국가대표 팀이 토너먼트에 참여할 경우 조별예선 보다는 

8강, 4강, 결승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orrest, Simmons, & Buraimo(2006)도 EPL 연구에서 두 팀 간의 승차가 작

아 팀 순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기, 리그 상위팀 간의 경기는 시청률

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기장 관람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더비 매치 변수는 텔레비전 시청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Forrest, Simmons, & Buraimo, 2005, 2006; Tainsky, 2010). 연

구자들은 그 이유가 시청률 조사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더비 매치는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방송사가 중계방송 경기를 선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Forrest, Simmons, & Buraimo, 2005, 2006).

끝으로 경기장 관람객 증가에 긍정과 부정의 혼동된 결과를 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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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은 텔레비전 중계방송 시청자들에게는 대체적으

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Buraimoan & Simmons(2008)는 경기 결

과의 불확실성이 EPL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과는 달

리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는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Paul & Weinbach(2007)도 양 팀 승률의 차이와 하프타임 점수

의 차이로 단일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을 측정하였는데 경기의 결과가 불확

실하면 할수록 NFL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은 기시청자들의 시청률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Paul & Weinbach, 2007). 하지만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경기장 관람객보다 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며 쉽

게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시청률에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은 EPL이나 NFL같은 단체 종목 뿐 아니라 UFC

나 싸이클 같은 개인 종목의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는 사이클 대회에서도 경

기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한편 Tainsky, Salaga, & Santos(2012)도 시합에 걸린 내기 확률(betting 

odds)과 챔피언의 방어전 회수로 UFC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

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FC에서는 챔피언의 방어전 차수가 올라갈수록 시청률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소수 팀의 우승 독과점은 EPL 경기장 관람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Baimbridge, Cameron, & Dawson(1996)의 연구와 상

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단일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별도로 시즌 결과에 대한 불확실

성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Tainsky(2010)는 

NFL의 경우에도 시즌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팀이 가려지는 추수감사절 

이후의 경기에서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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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Forrest, Simmons, & 

Buraimo(2005)도 EPL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를 분석한 최

영환(2010b)은 시청률이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코리안시리즈의 순서로 

증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시즌 결과의 불확실성과 시청률과의 관계가 없

음을 주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수 요인과 팀 요인 그리고 경기 결과 요

인은 대체적으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

한 요인들은 UEFA 토너먼트 경기에서 결승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경기라 

할지라도 자신이 응원하는 자국 팀이 탈락할 경우 시청률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Solberg & Hammervold(2004)의 연구나 팀의 성적이 K-프로야구 연고

지역 팬들의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최영환, 2010b), 그리고 

팀의 최근 성적이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Feddersen & Rott, 2011)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스

포츠 시청자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다. 

4.2.2. 경기외적 요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기 외적 요

인은 경기가 열리는 날의 날씨, 경기 시작 시간, 요일, 월(month)과 같은 

경기 일정 요인 외에 팀 요인, 경제적 요인, 미디어 요인 등으로 경기장 관

람객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이

벤트 텔레비전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경기 외적 요인과 관련된 실증적 연

구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우선 경기 일정 요인을 보면 경기 시작 시간은 시청률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가 열리는 요일(day)/월(month)은 연구자에 

따라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경기

가 열리는 시간은 경기장을 직접 찾는 관람객에 비해 큰 제약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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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종목(리그) 연구자 결과

경기
일정
요인

시작
시간

프라임타임

NFL
독일A매치
올림픽
K프로야구

Tainsky(2010)
Feddersen & Rott(2011)
최영환(2008)
최영환(2010b)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요일/월

야구시즌
월드시리즈
겨울
1월
방학
주말
주말
주말
주말
주말
주말

NFL
NFL
EPL
EPL

독일A매치
UFC

K프로야구
올림픽
독일A매치
UFC
EPL

Paul & Weinbach(2007)
Paul & Weinbach(2007)
Forrest, Simmons, & Buraimo(2006)
Forrest, Simmons, & Buraimo(2005)
Feddersen & Rott(2011)
Tainsky, Salaga, & Santos(2012)
최영환(2010b)
최영환(2008)
Feddersen & Rott(2011)
Tainsky, Salaga, & Santos(2012)
Forrest, Simmons, & Buraimo(2005)

부정적
영향없음
긍정적
긍정적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긍정적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날씨
더위
비/바람

독일A매치 Feddersen & Rott(2011)
부정적
긍정적

팀
요인

연고지
긴 기간

양팀동일지역
NFL
NFL

Tainsky(2010)
Tainsky(2010)

긍정적
부정적

경제
요인

소득
수준

高 NFL Tainsky(2010) 부정적

유료방송
가격

高 UFC Tainsky, Salaga, & Santos(2012) 긍정적

미디어
요인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직전방송
관련방송

공영방송
異
異

시청률 높음
있음

독일A매치
K프로야구
올림픽
사이클
UFC

Feddersen & Rott(2011)
최영환(2010b)
최영환(2008)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
Tainsky, Salaga, & Santos(2012)

긍정적
영향있음
영향있음
긍정적
긍정적

<표 9> 경기외적 요인이 스포츠이벤트 TV 시청률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연구 정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시작 시간은 텔레비전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Tanisky(2010)는 프라임타임에 NFL 시청률이 높

아진다고 주장했으며 독일 축구 A매치를 분석한 Feddersen & Rott(2011)의 

연구와 베이징 올림픽을 분석한 최영환(2008)의 연구에서도 프라임타임은 



- 73 -

시청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

프를 분석한 최영환(2010b)은 프라임타임이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밝히고 그 이유를 플레이오프가 단기간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

라고 추론했다. 

선행 연구자들은 경기가 열리는 시간 뿐 아니라 경기 일정 요인이 시

청률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UFC 

pay-per-view 시청률에는 NFL, NCAA, MLB, MBA, NHL 등 다른 스포츠 

리그의 시즌 여부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Tainsky, Salaga, & 

Santos, 2012) NFL 시청률을 분석한 Paul & Weinbach(2007)는 MLB 시즌이 

NFL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널을 쉽게 변경

할 수 있는 시청자들의 특성이 시청률에 반영되어 월드시리즈 경기가 끝나

면 MLB 시청자들이 유입되어 NFL 후반전 시청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고 하였다. 또한 Forrest, Simmons, & Buraimo(2005, 2006)는 EPL 경기장 

방문 관람객이 봄 시즌에 피크를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겨울 시즌에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절적 요인이 시청률에 유의미한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Feddersen & Rott(2011)의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 

A매치 시청률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방학시즌은 시청률에 특별한 영항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주말/주중 같은 특정 요일은 방송사들이 

중계방송을 하는 경기를 선정할 때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시청률에

는 혼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말/주중 변수는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 시

청률을 조사한 Feddersen & Rott(2011)의 연구와 UFC경기를 분석한 

Tainsky, Salaga, & Santos(2012),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를 분석한 최영환

(2010b)의 연구에서 텔레비전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Forrest, Simmons, & Buraimo(2005)의 ELP 연구에서는 주말요인이 시청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일정 요인 가운데 날씨 

변수에 대해 Feddersen & Rott(2011)는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 축구 시청

률이 증가하고 따뜻한 날씨는 시청률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밝히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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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 기온, 바람)는 독일 국가대표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고 주장했다. 

경제적 요인 가운데 소득 변수는 경기장 관람객 연구와 비교해볼 때 

텔레비전 시청률 연구에서 비중 있는 변수는 아니었다. Tainsky(2010)는 연

고지역의 높은 소득 수준은 NFL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또한 Tainsky, Salaga, & Santos(2012)의 연구에서 UFC 경기의 

pay-per-view 구매는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인기 

있는 경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었다.

미디어 요인 역시 시청률에 영향을 주었다. Feddersen & Rott(2011)은 

축구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최영환(2008, 2010b)은 방

송사에 따라 시청률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는 지역 방송과 전국 방송에 따라 시청률이 달라지지는 않

지만 직전 프로그램의 관성요인은 스포츠이벤트 시청률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률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Tainsky, Salaga, & Santos(2012)는 UFC 선수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

티 프로그램 TUF(The Ultimate Fighter)가 UFC 시청률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외적 요인은 경기장 관람객에게 혼동되는 

결과(mixed result)를 보여 주었던 것처럼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스포츠 방송 광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생활과 복지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

는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생산원가, 서비스 가치, 가상적 경쟁가격, 사

회적 수요 등의 요인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유일근, 전영호, 조성기, 

1997)되는 특징이 있다. 공급이 제한된 불완전 시장인 방송 광고 시장에서

의 가격 은 다른 공공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외에 여러 가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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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 주요 내용

중계권(방송원가)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은 높은 시청률과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계권 취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김정현, 김대근, 2010).

시청률(매체가치)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으로 방송광고
단가 책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박현수, 이서용, 2010).

수요공급(한정된 공급) 스포츠이벤트의 특성상 공급은 제한적이다(김영산 외, 2010).

정부정책(물가안정)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박원기, 이규완, 2008)

기타 구매시점, 구매량, 광고주, 광고비 지불조건

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 판매하던 국내 텔레비전 방송광

고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은 1990대 말까지 구매시점, 구매량, 광고주

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단일요금제도였다. 하지만 KOBACO

는 2000년‘GS(Global Standard)판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광고가격 결정 방

식을 차등요금제로 바꾸고 프로그램 시청률의 적절한 반영, 탄력적 요금제

와 탄력적 판매방식을 유지함으로 공공성과 함께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

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박원기, 이규완, 2008). 그러나 광고단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급이 실제 시청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차등요금제 

도입 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송

광고 시장을 독점하며 시청률 대비 비효율적 단위요금을 설정하였다는 비

판을 받아왔다(이혜갑, 2004). 

텔레비전 방송광고 가격은 구매시점, 구매량, 광고주, 광고비의 지불

조건 등에 약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방송 선진국의 경우 방송원가, 매

체가치, 방송광고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물가수준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박원기, 이규완, 2008). 본 절에서는 방송 

광고에 영향을 주는 4개의 요인이 스포츠 이벤트 광고가격 결정에 구체적

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표 10 참조>. 

<표 10> 스포츠 중계방송 텔레비전 광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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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금액(원) 개최국 방송 계약자 비고

1986 월드컵
1990 월드컵
1994 월드컵
1998 월드컵
2002 월드컵
2006 월드컵

2010 + 2014 월드컵

2억300원
5억1600만

10억
15억8000만

385억
275억
1540억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일본
독일

남아공 & 브라질

ABU(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
ABU

KP(Kroea Pool)
KP

SBS Int.

3500만 달러
2500만 달러
1억4천만달러

5.1. 중계권(방송원가)

방송사의 운영재원은 실질적으로 방송광고 판매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방송광고 요금은 프로그램 제작 총비용에 적정이윤이 붙여진 금액

으로 결정된다(박원기, 이규완, 2008). 최근 국제 스포츠 조직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높은 시청률이 보장되는 국제 스포츠이벤트 중계권료의 폭등(김

기한, 정지규, 2011)은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 제작 원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사의 중계권 구입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방송사들

은 중계권료 비용을 스포츠 프로그램의 광고단가 상승으로 전가하였다.  

<표 11> 월드컵 중계권료 가격 변동

- 출처: 홍유표(2009) 미디어 환경변화와 스포츠 중계권료 갈등 연구
- ABU: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실제로 월드컵의 경우 국내 방송사들은 2006년도 중계권 구입을 위하

여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중계권료의 10배가 넘는 2500만 달러를 지불하였

다. 이 금액은 국내 방송 3사가 2006년 월드컵 중계비용으로 사용한 약455

억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영산 외, 2010)<표 11 참조>. 이같

은 중계권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계권 취득을 위한 방송사들의 경쟁은 계

속되어 SBS는 2010년 2월 밴쿠버올림픽과 2010년 6월 남아공월드컵 독점 

중계권 취득을 위하여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방송 3사의 합의를 파기하

면서까지 코리아 풀에서 이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김정현, 김대근, 

2010). 이렇게 중계권 취득을 위한 방송사간의 경쟁은 계속되지만 해외의 

경우 중계권 구매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한 방송사들이 승자의 저주를 경

험하기도 했다. 실례로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의 조기 탈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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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청률이 줄어들고 광고가 줄어들어서 RAI 방송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프랑스의 TF1 방송도 1,800만 유로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또한 Nordic 

pay TV인 Canal Digital 방송은 중계권을 구매했지만 시청자 확보를 못해

서 4,800만 NOK의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다(Gratton & Solberg, 2007).

중계권료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치열한 중계권 구

매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작용

하는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이 높은 시청률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광고수

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며(김정현, 김대근, 2010) 둘째, 중계

권료의 상승으로 인해 증가된 제작비용을 고가(高價)의 광고 단가 판매 정

책으로 중계권료를 보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광고 판매를 통해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지

만 방송국이 무리하게 비싼 가격에 중계권료를 구입하여 광고 판매 수익으

로 충당하고자만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김영산 외, 2010). 또

한 중계권료가 지금과 같은 기울기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의 광고 마케팅 비

용이 무한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고 판매가 점차 어렵게 되어 훗날 

스포츠 중계권료 구입비를 광고 수익으로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김기한, 정지규, 2011). 실제로 SBS가 단독 중계한 2010년 월드컵 

기간 동안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월드컵 기간 중에 SBS를 

제외한 타 방송사의 광고비 수익이 감소하는 양상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

는 기업들의 광고비 예산 총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종관, 2010)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계권료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이벤트 중계권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 가격 결

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5.2. 시청률(매체가치)

시청률은 전체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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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했는지 알려주는 지수로 방송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김

기한, 정지규, 2011; 김미경, 2010, 김영산 외, 2010; 박현수, 이서용, 2010; 

박현수, 안보섭, 2006; 이혜갑, 2004; 정은정, 김재범, 전범수, 2011; 박원기, 

이규완, 2008;  최양수, 1992) 가장 합리적으로 광고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광고가격은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스

포츠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가격이 높은 이유도 높은 시청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수, 이서용, 2010; 황정호, 이서용, 박현수, 2012; 김영산 외, 2010).

박현수, 이서용(2010)은 베이징 올림픽 프로그램과 광고 시청률을 인

접기간의 프로그램 및 광고 시청률과 비교 분석을 하여 미디어 콘텐츠로서

의 스포츠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지상파 3사의 올림픽 관련 739개 프로그램과 6,793개의 광고, 그리고 

올림픽 비관련 프로그램 659개와 광고 6,266개를 포함하여 올림픽 1개월 

전과 후 및 올림픽 1년 전과 후의 동일기간 TNmS 미디어코리아 데이터(총 

프로그램; 6,474개, 광고 58,330개)를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올림픽 관련 프로그

램의 시청률(M=3.80%)은 올림픽 비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M=2.93%)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광고시청률도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의 광고 시청률

(M=2.81%)이 비관련 광고 시청률(M=2.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별히 올림픽 기간의 남성과 10-20대의 광고 시청률의 경우 올림픽 이전의 

기간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높은 상승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남성과 젊은이들의 광고에 대한 회피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

라고 추론했으며 결국 스포츠 프로그램의 방송광고는 남성과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집행하는 광고의 경우 노출과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스포츠이벤트는 이벤트 자체의 

시청률과 이벤트 광고방송의 시청률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관련 프

로그램의 광고방송 시청률 상승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광고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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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올림픽 이벤트 기간의 방송광고는 인접기간에 비해 

투자대비 효과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황정호, 이서용, 박현수(2012)도 스포츠 이벤트 시청률과 광고가

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SBS가 단독으로 중계를 한 2010

년 밴쿠버 올림픽과 지상파 3사가 공동 중계를 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하여 광고 시청률이 중계방송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우선 TNmS 미디어코리아가 수집한 밴쿠버 올

림픽(단독중계)과 베이징 올림픽(공동중계) 기간 동안의 채널별 광고 시청

률을 올림픽 1년 전후, 그리고 1개월 전후 시청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광고비용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고단가와 CPM 및 CPRP 자료를 

계산하여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광고시청률 분석결과 SBS가 단독 중계를 한 밴

쿠버 올림픽 기간의 광고 평균시청률(3.13%)이 동기간 KBS2, MBC의 광고 

평균시청률(2.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 중계를 한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에도 방송 3사의 광고 시청률(SBS=2.23%, KBS2=2.79%, 

MBC=2.4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올림픽 

단독 중계방송사의 광고시청률이 높았다는 사실은 올림픽 방송 광고 가격

이 높게 책정된 것이 높은 시청률을 예측하여 반영한 결과가 틀리지 않았

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밴쿠버 올림픽은 SBS가 스포츠이벤트의 가

치를 알아보고 부정적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최초로 단일 방

송사에 의해 중계 방송된 대회였었다. SBS는 단독중계로 높은 시청률을 올

릴 수 있었으며 시청률을 근거로 한 높은 광고가격 책정으로 성공적인 광

고판매를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포츠 이

벤트의 광고가격이 일반 프로그램의 광고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높

은 시청률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스포츠 

콘텐츠의 광고 효율성이 높다고 밝힘으로서 시청률이 아직까지도 방송광고 

단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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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포츠이벤트 광고비는 일반프로그램의 유사한 시청률의 프로그

램 광고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스포츠이벤트

의 광고효과 때문이다(김영산 외, 2010). 스포츠이벤트 광고효과가 생기는 

이유를 연구자들은 첫째, 세 방송국에서 동시에 월드컵 중계방송을 한다면 

광고 시간대가 거의 비슷해 광고 회피의 가능성이 낮아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둘째, 한국대표팀 경기의 경우 온 가족이 시청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시청률 이상의 광고효과가 있고 셋째, 구매력이 높은 젊은층과 남

성의 시청률이 높기 때문이고 넷째, 지상파 세 방송국에 동시에 동일한 광

고를 할 경우 확실하게 광고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청률은 광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높은 시청률이 광고단가 상승에 연동되는 것에 

대해 수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5.3. 수요와 공급

경쟁시장에서 가격 형성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형

성 되지만 우리나라 광고시장과 같은 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

균형은 공급자나 수요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화섭, 

2004)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의 원인이 된다. 

김영산 외(2010)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스포츠이벤트의 광고

요금이 일반 방송의 광고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되는 이유는 한정된 공

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광고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미국 NFL에서 찾아볼 수 있다. NFL

의 슈퍼볼 광고 가격은 월드시리즈 30초 광고 단가(40만-45만 달러)에 비

해 7배 이상 비싼 약 300만 달러(30초)에 판매되고 있다(김영산 외, 2010).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형 스포츠이벤트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펼쳐지는 A매치의 광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원인 가

운데 하나는 제한된 공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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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광고단가 책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5.4. 정부 정책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공공요금 인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으

며 방송광고 시장 또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지상파 광고판매를 독점 대행하는7) KOBACO는 경쟁적인 광고판매를 

제한함으로서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 설립 취지를 밝히

고 있다(kobaco.com). 실제로 방송광고 요금은 정부의 방송가격 억제 정책

의 영향으로 1990년 이후 10년간 단 8.1% 인상되었으며 이는 신문광고 인

상률 32.9%에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박원기, 이규완, 2008). 

이처럼 공공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서 정부정책은 

광고 판매 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5.5. 선행연구 고찰

스포츠이벤트 방송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시청자 계층에 집중적으

로 홍보되며(김영산 외, 2010)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미

디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높으며 홍보효과도 큰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월드컵 중계방송의 광고단가 산정방식에 

대해 분석한 김영산 외(2010)의 연구와 우리나라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

램의 특성이 광고가격 결정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양명자, 박형배(2009)의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가격 결정 요인 이론을 정리한 박원기, 

이규완(2008)의 선행연구를 통해 광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해 정리하고자 한다.

김영산 외(2010)는 매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인 시청률을 합리적

7) KOBACO의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은 2012년 SBS의 민영 미디어랩 ‘크리에이트’ 창립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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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영하는 스포츠이벤트의 광고 가격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2006년 독일월드컵 시청률에 경기비중, 방송시간대 등의 변수

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스포츠 중계방송 광고 요금 산정의 실증적 근거

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요금책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KOBACO의 2006년 독일월드컵 중계방송 광고 판

매가격은‘월드컵요금산정지수×프로그램초당요금(29만원, MBC ․ KBS기

준)×15초’로 계산되었으며 월드컵요금산정지수는‘(경기비중지수+시청률

지수)×영업환경지수’로 구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OBACO는 월드

컵요금산정지수를 구성하는 경기비중지수를 한국팀 출전 경기 여부와 경기

의 중요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시청률 지수는 주말과 평일 그

리고 방송시간에 따라 6구간으로 나누어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영업환경지수는 다시 한 번 경기비중과 시간대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구해진 2006년 

월드컵의 광고가격은 15초 기준으로 최저 261만원에서 최고 2,740.5만원을 

기록해 큰 가격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출전 경기를 제외한 SA급 시간대에 

열린 월드컵 경기의 평균 광고금액은 동일 시간대의 일반 프로그램 최고가 

대비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팀이 16강 이상 진출 시 높은 시

청률이 예상됨에 따라 광고 가격에 조건부 프리미엄을 산정하였다. 종합해

보면 KOBACO는 경기의 중요도, 주말경기 여부, 한국팀 출전 여부, 그리고 

방송 시간대를 고려하여 2006년 월드컵 광고단가를 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KOBACO는 2010년 월드컵 방송광고 판매를 위해 2006년 월드

컵 중계방송 때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월드컵 광고요금(‘초당기준가

(344,000원, KBS ․ MBS기준)×월드컵지수×중계방식적용률’)을 책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드컵지수는 한국팀 출전여부, 경기시간, 전적지수

(토너먼트 경기의 중요도), 영업환경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계방식 

적용률은 중계방송사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KOB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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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정책은 2006년과 비교하여 볼 때 주말 경기여부를 지수산정에서 

제외하고 중계방송국 수를 광고요금 결정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광고가격과 시청률과의 관계를 분석해 볼 때 광고

가격은 시청률과의 연관성이 약하고 특별히 시청률이 높은 경기일수록 광

고 요금이 저평가 되어 새로운 요금 체계 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

저 연구자들은 KOBACO가 부여한 가산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정해졌다는 

점과 단독중계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2006년과 

2010년 월드컵 가격 책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률 예측 

모형을 만들었다. 시청률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해 2006월드컵 경기에 대

해 경기비중, 요일(평일, 주말), 시간대(프라임타임, 심야시간, 새벽시간), 중

계방송국 수, 동시간대 다른 경기 중계 여부 등을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 요일과 출전

팀들의 FIFA 랭킹으로 알아본 경기비중과 16강, 8강, 4강 등 토너먼트 중

요도에 따른 경기의 비중은 시청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

견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시청률 예측 모형에는 한국전 여부, 방송시간

대, 그리고 중계방송국 수와 동시간대 다른 경기방송 여부가 변수로 설정

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2006년 시청률 예측 모형을 통해 도출한 예상 시청

률을 반영하고 2010년 월드컵 요금제를 참조하여‘전반적인 요금수준×예

상평균 시청률’로 계산되는 새로운 광고요금제를 만들었다. 연구에서 산

정한 예상평균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2006년 월드컵 시청률 실증 

분석결과에 2010년 월드컵 요금제를 참조하여 한국팀 출전, 경기시간대, 중

계방송사 수, 동시간대 다른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여부, 16강전 이상의 경

기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자들이 제안한 요금제도는 시청률을 결정하는 변

수에 시청률에 대한 영향력을 가산점으로 부여하여 계산되었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월드컵 기본 가산점은 4%, 한국팀 출전경기는 47%, 프라

임시간대 경기는 28%, 16강 이상 경기이면서 프라임 시간대는 17%, 심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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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에는 9%, 16강 이상의 경기에는 5%를 부여하였다. 이때 가산점은 일반

프로그램에 비교하여 가산 시청률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또한 프라임시간

대이면서 3개미만 지상파중계와 동시간대 방송 경기 중 비중이 낮은 경기

는 역가산점 -14%와 -6%를 부여했다. 한편 전반적인 요금수준은 일반 프

로그램들의 광고요금 수준과 중계권료를 포함한 중계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월드컵중계방송 광고단가는 한국팀 출전 여

부, 경기시간, 16강 이상의 경기 여부, 중계방송사의 수, 그리고 동 시간에 

다른 월드컵경기 중계방송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양명자, 박형배(2009)는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요금에 영향을 주

는 매체가치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광고의 적절한 시장가

치를 추정하여 KOBACO 산정요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로 2003-2004년 1년간 KOBACO가 판매한 

98,559개의 광고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청률은 닐슨코리아의 프로그램

별 시청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첫째, 광

고주들이 선호하는 남성 시청자 그룹과 여성시청자 사이에 시청률 차이의 

존재 여부 둘째, 시급, 광고종류(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청률 등 광고의 

특성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 존재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가치로 

추정한 광고가격과 KOBACO 요금산정체계에 의한 광고가격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성별에 따른 시청률의 차이 여부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

들은 남성과 여성의 시청자 그룹 사이에 시청률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밝히고 있으며 그 이유를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해석했다. 비록 시청률 조사에서 성별에 따

른 시청률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Hausman & Leonard(1997)가 광고

주들은 남성 시청자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처럼 

국내 광고주들도 남성 시청자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더 높은 가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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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밝히고 있다. 광고의 특성에 따른 

시장 가치의 차이를 알아보는 두 번째 연구에서 시급은 시청률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비록 KOBACO가 

광고요금 산정에 시청률을 고려한 공식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청

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했

다. 한편 광고주들은 토막 광고보다는 프로그램 광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연구자들은 시장가치에 의한 광고가격을 추정하기 위

해 방송사의 시급별 초당가격을 산정하고 KOBACO 산정요금과 비교하였으

나 두 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KOBACO가 책정한 방송광고 가격 산정에는 

대체로 시급, 시청률, 장르, 수요와 공급 등 방송광고 요금 산정 시 고려되

어야 할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 밖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광고비 지출 상위 5개국

의 방송광고 가격 정책과 판매방식을 분석한 박원기, 이규완(2008)은 방송

광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방송원가 이론, 매체가치 이

론, 수요공급 이론, 그리고 정책목표 이론 등 4가지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광고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지

만 점차 매채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단가는 

시청률, 시급, 장르, 수요와 공급, 방송원가, 정부 정책, 방송의 중요성, 콘

텐츠의 내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면 스포츠방송의 광고단가는 추

가적으로 한국팀의 출전 여부, 중계 방송사의 수, 경기의 중요도, 경기 시

간, 그리고 경쟁프로그램 등이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 

경기 관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스포츠 방송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스포츠 방송의 광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

다. 바야흐로 스포츠이벤트의 편성이 증가하고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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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장에서 스포츠 중계방송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이 제한된 스포츠 광고 

시장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광고 가격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효율성

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중계방송의 시청률과 광고효율성을 경쟁 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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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가치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제작비용이 저렴하고(정영남, 

2008), 시청률 예측이 비교적 쉬우며(송해룡, 2001), ad-ratio(프로그램 시청

률 대비 광고 시청률 비율)가 높을 뿐 아니라(조정식, 김경희, 1997) 소비성

향이 높은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Hausman & Leonard, 1997)로 방

송사와 광고주가 모두 선호하는 장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중계권료의 상승으로 인해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

작 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다시 광고단가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

화가 미디어콘텐츠로서의 스포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콘텐츠로서 프로그램의 가치(價値)는 제2장 2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로서 효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격(김창

수, 오은해, 이성오, 2010)을 말한다. 따라서 축구 A매치의 미디어콘텐츠로

서의 가치는 방송 소비자인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알려진 시청률(김영산 외, 2010)과 또 다른 방송의 소비자인 광고주

들이 자신이 사용한 광고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광고 효율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구 A매치가 중계 방송되는 동일한 시간에 경

쟁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시청률을 비교하고, 경쟁 프로그램 광고

와의 CPRP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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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１． 축구 A매치는 시청률 경쟁력이 있는 텔레비전 콘텐츠인가?

연구문제 1-1 동 시간 경쟁 채널 대비 축구 A매치의 시청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동 시간 경쟁 채널 대비 축구 A매치의 시청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동 시간 경쟁 채널 대비 축구 A매치의 시청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축구 A매치는 광고 효율성 경쟁력이 있는 텔레비전 콘텐츠인가?

연구문제 2-1 동 시간 경쟁 채널 대비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중계 방송사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3 동 시간 경쟁 장르 대비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어떠한가?

2. 연구문제 

<표 12> 연구 1을 위한 세부 연구문제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국내 텔레비전 시청률 데이터는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

와 TNmS가 약 2,000여 표본 가구로부터 수집하여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시

청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공(박현수, 이서용, 2010)하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닐슨코리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자는 

전국 13개 주요 도시의 모집단 10,820,980가구 가운데 닐슨코리아 표본 

2,221가구의 4세 이상 시청자이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상파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에서 중계 방송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A매치 150경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대표팀은 2006-2014년 동

안 총 142경기를 하였으며 동 기간에 텔레비전으로 중계 방송된 A매치는 

방송 3사(또는 방송 2사) 공동중계 11경기를 포함하여 157경기였다. 본 연

구에서는 157개 A매치 프로그램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통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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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된 5경기, 케이블채널인 Xsport를 통해 중계 방송된 1경기 그리고 미

국 프로구단인 LA 갤럭시와의 친선경기 1경기는 제외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연구문제 1에서 사용한 150개 A

매치 프로그램 가운데 상업 광고방송을 하지 않는 KBS1을 통해 중계 방송

된 2경기와 연구시점에서 너무 가까워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2경기8)를 

제외한 146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단가를 사용하였다. 텔레비

전 광고는 종종 30초 분량으로 방송되기도 하지만 15초를 기본 단위로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초 평균 광고단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는 광고 시청률 1% 획득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CPRP(Cost Per Rating Points, 광고단가/시청률)를 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CPRP는 닐슨코리아에서 제공받은 15초 평균 광고

단가와 시청률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계산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집된 시청률 데이터를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분석을 한 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았다. 실제 축구 경기가 열리는 시간은 약 1시간 45분이지만 통상적으

로 축구 경기 프로그램은 실제 경기 시간에 경기 시작 전후의 해설과 경기 

종료 후 하이라이트 방송 등을 포함하여 약 2시간 동안 방송된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로서의 A매치의 경쟁력과 광고 효율성 비교를 목적

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서는 실제 경기 시간의 시청률을 분석하

는 대신에 A매치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한 A매치 프로그램의 경쟁 프로그램은 A매치 경기가 중계 방송되는 약 

2시간 동안 경쟁 채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으

로 선정하였다. 예컨대 A매치 중계방송을 하는 2시간 동안 경쟁채널에서  

드라마 50분, 뉴스 40분, 그리고 오락프로그램을 30분 방송했다면 본 연구

8) 2014년 10월 10일(MBC 중계), 2014년 10월 14일(SBS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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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드라마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문제 1과 2를 위한 구체적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첫째로, 축구 A매치의 시청률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

해서 먼저 지상파 3사에서 중계 방송된 A매치 150개 경기의 시청률을 연도별

로 분석하고 경쟁 채널의 동 시간 프로그램 시청률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둘째로, A매치 프로그램을 중계 채널별로 분류하고 경쟁 채널의 동 시

간 프로그램과 시청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A매치 프로그램의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시청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첫째로,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 경쟁력을 알아보

기 위해서 KBS1을 제외한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에서 중계된 A매

치 146경기 방송 광고 프로그램의 CPRP와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 방송 광고

의 CPRP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둘째로, A매치 146개 프로그램을 중

계 방송사별로 분류하고 경쟁 방송사의 동 시간 프로그램과 CPRP를 비교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A매치 프로그램의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분류한 후 A매치 프로그램과 CPRP를 비교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문제 1의 연구결과

4.1.1. 사전분석

2006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상파 3사(KBS, MBC, SBS) 4개 채

널에서 중계 방송된 150경기의 A매치 프로그램 연도별 평균 시청률은 

16.34%(SD=9.33), 평균 점유율은 41.43%(SD=18.85), 그리고 평균 시청가구 

수는 1,752,443(SD=908,187)가구로 조사되었다<표 13 참조>. 

A매치의 최근 9년 연도별 시청률은 2007년 21.54%를 기록한 이래 점

차 낮아져 2014년 연평균 시청률은 9.30%로 2007년 대비 43%의 수준에 이

르렀다. 하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A매치 프로그램은 2014년(29.89%)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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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N A매치 시청률% (SD) 점유율(4개채널)(SD) 시청가구 수(SD)

2006 33 20.10 (8.79) 41.39 (18.24) 1,812,704 (792,972)

2007 11 21.54 (8.66) 43.75 (11.76) 2,167,353 (871,410)

2008 16 17.67 (6.96) 41.61 (17.31) 1,777,195 (700,161)

2009 14 14.66 (8.26) 42.61 (18.02) 1,474,130 (831,106)

2010 21 20.24 (13.57) 43.64 (22.12) 2,058,367 (1,362,359)

2011 17 15.32 (8.06) 51.16 (24.97) 1,725,316 (860,019)

2012 7 10.01 (7.17) 40.40 (21.58) 1,365,409 (978,057)

2013 12 14.62 (5.94) 39.06 (13.83) 1,993,258 (809,838)

2014 19 9.30 (4.11) 29.89 (13.26) 1,268,438 (560,654)

합 계 150 16.34 (9.33) 41.43 (18.85) 1,752,443 (908,187)

하고는 꾸준히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시청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

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방송 콘텐츠로서 A매치의 인기가 하락

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예

를 들어 2012년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0.01%로 2006년의 시청률

(20.10%)의 약 50% 수준에 머물렀으나 점유율은 각각 41.39%와 40.40%로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2012년에 시청률이 낮았던 이유는 방송 3사에서 중

계 방송된 A매치 경기가 단 7경기였으며 이 가운데 2경기가 새벽에 열렸

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A매치 프로그램의 최근 시청률 하락이 방

송 콘텐츠로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

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A매치는 연평균 16.7경기가 중계 방송되었으며 월

드컵이 개최되는 2006년(33경기), 2010년(21경기), 그리고 2014년(19경기)에

는 평균보다 많은 경기가 방송 되었다. 

<표 13> 연도별 A매치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점유율 및 시청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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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N
A매치 경쟁프로그램

A매치 대비 경쟁
채널 시청률 차

t df p
시청률(%) (SD) 시청률(%) (SD)

2006 27 20.63 (8.66) 7.42 (3.61) 13.21 7.74 26 .000

2007 10 23.10 (7.32) 11.09 (3.81) 12.01 4.28 9 .002

2008 14 19.47 (5.23) 11.00 (3.30) 8.47 4.83 14 .000

2009 12 15.99 (7.98) 8.60 (2.81) 7.39 3.37 11 .006

2010 19 19.61(13.57) 9.04 (6.24) 10.57 2.93 18 .009

2011 13 17.67 (7.30) 9.01 (2.57) 8.66 3.73 12 .003

2012 5 12.93 (6.26) 11.47 (5.61) 1.46 .95 4 .397

2013 11 15.59 (5.13) 9.61 (2.18) 5.98 4.31 10 .002

2014 12 10.89 (3.69) 7.01 (2.83) 3.88 3.18 11 .009

합 계 123 18.05 (8.71) 8.91 (3.61) 9.14 10.72 123 .000

4.1.2. 연구문제 1-1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1-1은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대비 축구 A매치의 시

청률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를 위해서 방송 3사를 통해 

중계 방송된 150개 A매치 프로그램 가운데 타 방송사들의 방송 송출이 없

는 새벽(1:00-6:00) 시간에 열린 경기를 제외한 A매치 123경기 프로그램 시

청률을 경쟁 프로그램 시청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표 14>는 A매치 프로그램과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대

응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이다. 경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123경

기의 시청률은 18.05%(SD=8.71)로 <표 13>에서 조사한 A매치 150경기 프로

그램 시청률(16.34%, SD=9.33)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다. 

<표 14> 연도별 A매치 프로그램 시청률 vs.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시청률 (새벽경기 제외)

분석결과 최근 9년 동안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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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N
A 매치 경쟁프로그램

A매치와 경쟁채널
시청률 차

t df p
시청률(%) (SD) 시청률(%) (SD)

KBS2 51 18.57 (7.80) 9.01 (2.63) 9.56 8.42 50 .000

MBC 36 17.40 (7.72) 9.67 (4.11) 7.73 5.42 35 .000

SBS 34 17.99 (11.14) 8.23 (3.92) 9.76 4.69 33 .000

SD=8.71)은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8.91%, SD=3.61)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경쟁 프로

그램보다 높게 나오는 결과는 2012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2012년도는 최근 9년 가운데 가장 적은 단 5번의 A매치를9) 치른 해로 모

수가 작아 의미 부여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매치 평

균 시청률과 경쟁채널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1.3. 연구문제 1-2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1-2는 중계 방송사에 따른 축구 A매치 시청률 경쟁력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 대상 150경기 가운데 경쟁 프로그램이 

없는 새벽(1:00-6:00) 시간에 열린 27경기 프로그램과 단 2경기를 중계한 

KBS1 프로그램을 제외한 121경기 프로그램을 중계 방송사별로 분류한 후 

경쟁 방송사의 동 시간 프로그램과 시청률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채널별 A매치 프로그램 시청률 vs.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시청률(새벽경기 제외)

연구결과 A매치 중계방송 프로그램은 중계 방송사에 관계없이 경쟁 

프로그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청률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9) 2012년에 열린 국가대표 A매치 경기는 총 9경기였다. 이 가운데 새벽 2경기와 종합편성채널(JTBC)
중계 2경기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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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t=10.52, df=120, p<.01). 이 때 가장 높은 시청률의 차이(9.76%p)를 보

인 방송사는 SBS였으며 가장 적은 시청률 차이(7.73%p)를 보인 방송사는 

MBC로 조사되었다. 한편 세 방송사가 경쟁 프로그램이 있을 때 중계 방송

한 A매치 121경기의 평균 시청률(18.06%, SD=8.78)은 경쟁 채널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8.99%, SD=3.51)과 비교하여 약 2배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따라서 A매치를 중계하는 방송사는 경쟁 채널 프로그램과의 시청률 비교

에서 우의를 차지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채널별 A매치 중계방송 시청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분석결과 채널 간 시청률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18)=.186, p=.830).

4.1.4. 연구문제 1-3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1-3은 동 시간 경쟁 장르 프로그램 대비 축구 A매치의 시

청률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를 위해서 A매치 프로그램의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은 닐슨코리아의 텔레비전 방송 장르 구분에 따라 

드라마(영화), 보도, 오락(예능), 정보(시사, 교양), 스포츠, 교육으로 분류하

였다. A매치의 경쟁 프로그램으로 단 2차례 방송된 교육 장르는 스포츠 장

르와 함께 기타 장르로 분류하였다. 

<표 16>은 A매치 프로그램과 동 시간 경쟁 장르 프로그램의 시청률

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이다. 경쟁 장르별 시청률 비교 결

과 A매치 시청률은 모든 장르의 경쟁 프로그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특별히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로 알려진 

드라마(닐슨코리아, 2013)와의 시청률 비교에서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

은 드라마 장르 대비 6.3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9, df=58, p<.01). A

매치 프로그램은 또한 보도 장르 대비 8.88%p(t=7.90, df=81, p<.01), 오락 

장르 대비 11.05%p(t=7.09, df=50, p<.01), 그리고 정보 장르 대비 

12.49%p(t=10.26, df=53, p<.01)높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한편, A매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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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N
A 매치 경쟁장르

A매치와 경쟁채널
시청률 차

t df p
시청률(%) (SD) 시청률(%) (SD)

드라마 59 19.94 (9.38) 13.57 (7.47) 6.37 3.89 58 .000

보도 82 17.56 (8.69) 8.68 (4.15) 8.88 7.90 81 .000

오락 51 18.60 (10.08) 7.55 (3.59) 11.05 7.09 50 .000

정보 54 18.08 (8.32) 5.59 (2.78) 12.49 10.26 53 .000

기타 8 12.85 (4.25) 8.75 (6.54) 4.1 3.33 7 .013

램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t=3.33, df=7, p<.05) 

기타 장르와는 4.1%p의 비교적 적은 시청률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 장르 

프로그램은 2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야구, 육상, 핸드볼, 피겨스케

이팅과 같은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시청률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 이유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시청자 층의 중복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 16>. A매치 프로그램 시청률 vs.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률

- 기타 장르는 2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야구, 육상, 핸드볼, 피겨스케이팅 등 스포츠 장르로 구성

4.2.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

4.2.1. 사전분석

<표 17>은 2006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KBS1을 제외한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에서 중계 방송된 146경기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효율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PRP(시청률 1% 획득에 필요한 비용, 15초평균광고단

가/광고시청률)와 광고 단가를 연도별로 분석한 표이다. 최근 9년간 지상파 3

개 채널(KBS2, MBC, SBS)에서는 A매치 148경기를 중계 방송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경기가 열린 시점이 연구일과 근접하여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2014년 

10월 2경기를 제외한 146경기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동 기간 A매치 프로

그램 광고방송의 평균 CPRP는 1,982,466원(SD=1,492,223)으로 조사되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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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N A매치 프로그램 CPRP(원) (SD) 광고 단가(천원) 비교

2006 32 1,227,476 (464,879) 14,482 월드컵

2007 11 1,454,286 (522,505) 17,581

2008 16 1,313,415 (465,872) 14,522

2009 14 1,425,582 (643,882) 12,167

2010 20 1,931,327 (652,087) 31,375 월드컵

2011 17 2,026,377 (950,029) 16,638

2012 7 2,897,174 (1,468,152) 15,600

2013 12 2,190,036 (985,419) 18,759

2014 17 4,326,779 (2,810,684) 23,379 월드컵

2006-2014 146 1,982,466 (1,493,223) 18,278

도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매치 광고방송 CPRP 금액은 매년 점차적

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 CPRP(4,326,779원, SD=2,810,684)는 2006년 

CPRP(1,227,476원, SD=464,879)의 3.5배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A매치 프로그램 

광고 시청률 대비 광고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광고 효율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17> 연도별 A매치 프로그램 CPRP 및 광고단가

연구문제 2에서는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상승이 미디어콘텐츠

로서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었던 A매치 프로그램이 적정한 평가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A매치 프로그램 가치의 과

대평가로 광고 가격에 거품이 섞여서 일어난 현상인지 경쟁 프로그램과의 

광고 효율성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편 A매치의 최근 9년 평균 

CPRP(1,982,449원, SD=1,492,223)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CPRP: 28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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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CPRP: 264만원)의 CPRP와 비교(박현수, 

이서용, 2010; 황정호, 이서용, 박현수, 2012)하여 볼 때 여전히 낮은 모습

을 보이고 있다. 

4.2.2 연구문제 2-1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2-1은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 대비 축구 A매치의 광

고 효율성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를 위해서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를 통해 2006-2014년 동안 중계 방송된 A매치 146개 

프로그램 가운데 경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104경기의 CPRP(1,705,714원,  

SD=675,780)를 분석하였다. 경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104경기의 

CPRP(1,705,714원, SD=675,780)는 <표 17>에서 조사한 전체 A매치 146경기 

프로그램 CPRP(1,982,466원, SD=1,492,223)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표 18 

참조>. 

2006-2014년 동안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효율성을 동 시간 경쟁 채

널 프로그램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A매치 프로그램의 

CPRP는 1,705,714원(SD=675,780)으로 경쟁 프로그램의 CPRP(2,053,716원, 

SD=1,209,478)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2.63, df=119, p<.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중계 방송

사가 시청률에 맞는 적절한 광고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뜻이다. 한편 광고

주에게 A매치 프로그램 광고는 다른 장르보다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비슷한 수준의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 차

이는 없지만 CPRP의 금액으로 볼 때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효율성은 경

쟁 채널과 비교하여 볼 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2010년 까

지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던 A매치의 CPRP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1년부터 경쟁 채널과 비교하여 높아지는 추세로 변

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A매치의 CPRP는 경쟁 채널 대비 2006년에는 

55%, 2007-2008년도에는 65% 수준에 머물러 방송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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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N
A 매치 경쟁채널

t df p
CPRP(원) (SD) CPRP(원) (SD)

2006 16 1,102,176 (365,722) 2,004,596 (680,844) -4.78 15 .000

2007 10 1,570,455 (372,030) 2,399,233 (762,446) -2.47 9 .036

2008 14 1,384,015 (401,389) 2,086,458 (771,926) -3.14 13 .008

2009 12 1,412,530 (560,909) 1,606,627 (642,357) -.71 11 .495

2010 18 1,974,046 (611,195) 2,704,271 (2,475,399) -1.35 17 .196

2011 13 2,132,053 (1,003,829) 1,864,580 (419,481) .79 12 .448

2012 5 2,225,169 (427,558) 1,422,518 (503,761) 2.83 4 .047

2013 11 1,919,051 (314,429) 1,951,999 (496,060) -.20 10 .846

2014 7 2,183,952 (668,959) 1,789,052 (647,296) .81 6 .451

2006-2014 104 1,705,714 (675,780) 2,053,716 (1,209,478) -2.63 119 .007

평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A매치의 CPRP는 경쟁 프로그램과 통계

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었으며 일시적이기는 하지

만 2012년 A매치의 CPRP는 경쟁프로그램 대비 155% 수준으로 고평가가 

되기도 했다. 

<표 18> 연도별 A매치 프로그램 광고 효율성 vs. 동 시간 경쟁채널 프로그램 광고 효율성(심야 제외)

4.2.3. 연구문제 2-2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2-2는 중계 방송사에 따른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효

율성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의 대상인 146경기 가운데 경

쟁 프로그램이 없는 새벽(1:00-6:00) 시간에 열린 53개 프로그램과 상업광

고 방송을 하지 않는 KBS1에서 중계 방송된 2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91개 

프로그램을 중계 방송사별로 분류하고 경쟁 방송사의 동 시간 프로그램과 

광고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19 참조>. 



- 99 -

방송사 N
A 매치 경쟁채널

t df p
CPRP(원) (SD) CPRP(원) (SD)

KBS2 46 1,606,294 (607,681) 1,928,352 (614,859) -2.20 45 .033

MBC 31 1,755,899 (765,087) 1,972,433 (695,375) -1.03 30 .309

SBS 29 1,797,108 (662,860) 2,370,020 (2,032,929) -1.62 28 .117

합계 91 1,635,758 (672,342) 2,092,975 (1,270,825) -3.19 90 .002

<표 19> 채널별 A매치 프로그램 광고 효율성 vs. 동 시간 경쟁채널 프로그램 광고 효율성(심야 제외)

방송사별 A매치 프로그램과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의 광고 효

율성을 비교한 결과 MBC와 SBS의 CPRP는 경쟁 채널의 CPRP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MBC: t=-1.03, df=30, p>.05, SBS: 

t=-1.62, df=28, p>.05) KBS2의 A매치 프로그램 CPRP는 1,606,294원

(SD=607,681)으로 경쟁 프로그램 CPRP(1,928,352원, SD=614,85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2.20, df=45, p<.05). 이는 KBS2의 광고가격이 프로그

램 시청률 대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KBS2  A매치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는 효율적

인 광고 집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4. 연구문제 2-3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2-3은 동 시간 경쟁 장르 프로그램 대비 축구 A매치의 광

고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를 위해서 A매치 프로그램의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을 연구문제 1에서와 마찬가지로 닐슨코리아의 텔레비

전 방송 장르 구분에 따라 드라마(영화), 보도, 오락(예능), 정보(시사, 교

양), 스포츠,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축구 A매치의 경쟁 프로그램으로 단 2

차례 등장한 교육 장르는 스포츠와 함께 기타 장르로 분류하였다<표 2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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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장르 N
A 매치 경쟁장르

t df p
CPRP(원) (SD) CPRP(원) (SD)

드라마 47 1,576,848 (9.38) 1,723,348 (7.47) 3.89 46 .328

보도 52 1,840,164 (8.69) 2,666,083 (4.15) 7.90 51 .034

오락 48 1,637,482 (10.08) 2,183,074 (3.59) 7.09 47 .006

정보 24 1,637,631 (8.32) 1,578,039 (2.78) 10.26 23 .634

기타 6 2,330,786 (4.25) 1,762,747 (6.54) 3.33 5 .234

<표 20> A매치 프로그램 광고 효율성 vs.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 장르별 광고 효율성(심야제외)

A매치 프로그램과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과의 장르별 광고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경쟁 장르인 드라마, 정보, 그리고 기

타 장르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드라마: t=3.89, df=47, p>.05, 정보: t=10.26, df=23, p>.05, 기타: 

t=3.33, df=5, p>.05). 하지만 경쟁 채널의 프로그램이 보도 또는 오락 장르

일 경우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보도: 

t=7.90, df=51, p<.05, 오락: t=7.09, df=47, p<.01). 따라서 A매치를 중계하는 

방송사는 경쟁 채널에서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광고 단가를 

조금 더 비싸게 책정하여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락

과 보도에 프로그램에 광고를 계획하는 광고주는 구매하는 광고방송 시간

이 A매치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시간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는 중계방송

사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에 방송되는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시청률

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평가 되었던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을 기점으로 시청률에 어울리는 적

절한 시세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광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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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되었다. 

5. 논의

연구 1의 연구목적은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 방송콘텐츠

로서 축구 A매치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A매치의 시청

률과 광고 효율성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과 광

고 효율성의 차이, 경쟁 장르에 따른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

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평가해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콘텐츠로

서 A매치의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9년간 방송 3사(KBS, MBC, SBS)를 통해 중계 방송된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 데이터 분석 결과 A매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A매치 프로그램은 중계 방

송사에 관계없이 경쟁 채널 보다 뛰어난 시청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축구 A매치의 시청률 경쟁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김기한, 정지규, 

2010; 노예영, 2013)와 일치하는 것이며 방송사들이 스포츠중계권 획득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축구 A매치 프로그램 시청률은 최근 9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준 높

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가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률의 하락 현상은 우선 2005년 말 시작된 DMB 서

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시

청자의 스포츠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보편화된 야외 응원 문화와 지인들과 음식을 

나누며 경기를 관람하는 스포츠 관전 문화의 변화도 집안에 머물러 있던 

시청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시청률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축구 A매치의 텔레비전 시청률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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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A매

치 프로그램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모바일 시청률과 

PC 시청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스포츠 시청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연구대상 스포

츠이벤트 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정규 프로그램 또는 타사 경쟁 프로그램

으로 한정하여 시청률을 비교(김기한, 정지규, 2010; 노예영, 2013; 황정호, 

박현수, 이서용, 2012)한 것과 달리 경쟁 프로그램을 장르별, 방송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시청률 선행 연

구들은 올림픽,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박현수, 이서용, 2010; 최영환, 2010b) 

등 1회성 특정 이벤트의 시청률 분석에 제한되었으나 본 연구는 지상파 방

송 3사(KBS, MBC, SBS)를 통해 9년간 중계 방송된 A매치의 모든 경기를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최근 9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가 미디어콘

텐츠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박현수, 이서용(2010)의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텔레비전 시청

률 하락, 스포츠 중계권료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과 제작비의 상승으

로 인한 광고 단가의 상승은 광고 효율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A매치 프로그램의 광고 효율성 지표는 최근 9년 동안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매치가 여전히 

경쟁 프로그램과 유사한 광고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A매치

의 광고단가 상승 원인이 과도하게 저평가 되었던 A매치가 미디어콘텐츠

로서의 적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

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시청률 대비 과도한 중계권료의 상승은 방송사 수

익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포츠 연맹과 방송사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갈등과 긴장 관계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

지 않을 때 상생의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방송사와 스포츠 연맹은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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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시청률에 근거한 중계권료 책정을 통하여 상생의 접점 찾기에 고민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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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 축구 A매치 TV시청률 및 광고단가 결정요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1에서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은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로

서 스포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후속 연구는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 제 2장 4절에서 알아본 것처럼 스포츠이벤

트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Solberg & Hammervold, 

2004;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 상대팀(Feddersen & 

Rott, 2011; Buraimo & Simmons, 2008, 2009), 스타플레이어(Feddersen & 

Rott, 2011; Tainsky, Salaga, & Santos, 2012), 경기결과의 불확실성(Tainsky, 

Salaga, & Santos, 2012; Paul & Weinbach, 2007; Forrest, Simmons, & 

Buraimo, 2006)과 같은 경기 요인과 경기가 열리는 장소(Borland & Lye, 

1992; Welki & Zlatoper, 1994)와 시간(Tainsky, 2010; Forrest, Simmons, & 

Buraimo, 2006), 그리고 방송사(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 

2012; Tainsky, Salaga, & Santos, 2012) 등 경기외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만일 광고단가가 시청률에 의해 결정 된다면, 앞서 언급

한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동일하게 광고단가에 영향을 준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혜갑(1995), 박원기, 이규완(2008) 등이 주장한 시

청률에 비례한 합리적인 광고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광고 단가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고 

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분석함으로서 시청

률 제고와 합리적 광고 가격 결정을 위한 학문적 실무적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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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1 축구 A매치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1 축구 A매치의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2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문제

축구 A매치의 시청률과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한 세부 연구문제는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 2를 위한 세부 연구문제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연구 2를 위한 연구 자료는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가치를 

살펴본 연구 1과 같이 2006-2014년에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에

서 중계 방송된 150경기 프로그램의 닐슨코리아 방송광고 시청률과 광고단

가를 사용하였다. 연구 2를 위한 조사 대상도 연구 1과 동일한 전국 13개 

주요 도시의 모집단 10,820,980가구 가운데 닐슨코리아 표본 2,221가구의 4

세 이상 시청자이다. 

연구문제 3-1과 3-2에서는 축구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 1과 동일한 2006-2014년 동안 지상파 4개 채널

(KBS1, KBS2, MBC, SBS)에서 중계 방송된 A매치 150경기의 닐슨코리아 시

청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4-1과 4-2에서는 축구 A매치의 광고단가 결정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2006-2014년 동안 KBS1을 제외한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에서 중계 방송된 축구 A매치 148경기 가운데 경기

가 열린 시점이 2014년 10월로 연구시점에서 너무 가까워 데이터 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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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2경기를 제외한 146경기 프로그램의 닐슨코리아 방송광고 단가를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연구 2를 위한 독립변수로 경기 요인과 경기외적 요인을 설정하고 종

속변수로 텔레비전 시청률과 광고단가를 각각 연구문제 3-1,2와 4-1,2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연구문제 3-1,2의 종속변수인 시청률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축

구 A매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구문제 4-1,2

의 종속변수인 광고단가는 광고주가 축구 A매치 중계방송 프로그램에 15

초 광고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다. 시청률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경기 요인 변수로는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수준, 라이

벌 경기, 스타플레이어,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경기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

으며, 경기외적 요인은 경기가 열리는 장소, 경기시작 시간, 주말 경기 여

부, 계절, 연도(year), 중계방송 채널의 수 그리고 중계 방송사를 변수로 포

함하였다<표 22 참조>. 연구 2를 위한 시청률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시청률 = f{경기 요인(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수준, 라이벌 경기, 스타

플레이어,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경기 결과) + 경기외적 요인(장소, 

시간, 주말, 계절, 연도(year), 중계 채널 수, 중계 방송사)}

광고단가 = f{경기 요인(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수준, 라이벌 경기, 스

타플레이어,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경기 결과) + 경기외적 요인(장소, 

시간, 주말, 계절, 연도(year), 중계 채널 수, 중계 방송사)}

한편 연구 2를 위한 각각의 독립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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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의 설명

종속

변수

시청률

광고단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
광고주가 축구 A매치 중계방송 프로그램에 15초 광고를 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독립

변수

토너먼트 예선

토너먼트 본선

더미변수로 토너먼트 예선 경기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토너먼트 본선 경기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상태팀 FIFA
랭킹

상대팀의 FIFA 랭킹을 등각척도로 코딩(예, FIFA 랭킹 1위 =1, 50위
=50)

대 일본/북한 전
더미변수로 일본 또는 북한 팀과의 경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유럽리그 소속
선수 선발출전

경기시점 기준 유럽리그 소속을 경험한(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설기현, 차두리, 박주영, 구자철, 이청용, 기성용, 지동원, 손흥민)선발
출전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득점차 절댓값 양팀의 득점 차의 절대값을 등간척도로 코딩

한국팀 승리

양팀 총득점
직전경기 한국팀

승
직전경기 득점차

절댓값

더미변수로 한국팀이 승리한 경기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양팀의 총 득점을 더하여 등간척도로 코딩
더미변수로 직전에 열린 A매치에서 한국팀이 승리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직전에 열린 A매치에서 양팀의 득점 차의 절대값을 등간척도로 코딩

경기 장소 더미변수로 국내에서 열린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중계 채널 수

KBS

MBC

A매치를 중계방송 하는 채널 수에 따라 등간척도로 코딩(예, 단독중계
1, 방송 3사 동시중계 3)
더미변수로 KBS, 또는 KBS2에서 중계방송 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MBC에서 중계방송 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낮 경기(6-18시)

밤 경기(18-24시)

더미변수로 6-18시 사이에 경기가 시작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18-24시 사이에 경기가 시작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주말 더미변수로 주말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여름
가을
겨울

더미변수로 여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가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겨울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더미변수로 2007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08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09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10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11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12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13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더미변수로 2014년에 열리는 A매치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표 22>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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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의 중요도.

경기의 중요도는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Forrest, Simmons, & Buraimo, 2006; Feddersen & Rott, 2011;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 2012). 타이틀이 걸려있는 국가대항전 경기는 

단순히 친선을 위한 경기보다 팬들의 관심이 더 커진다. 국제축구연맹

(FIFA)은 국가대항전 경기를 그 중요도에 따라 친선경기, 월드컵 예선 또는 

연맹 주관 대회의 예선, 연맹 주관 대회 수준의 본선 또는 FIFA 연맹컵 대

회, 그리고 FIFA 월드컵 본선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경기의 중요도를 일반(친선경기), 예선(월드컵, 아시안컵 예선), 본선(월드

컵, 아시안 컵, 동아시안 컵)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

기의 중요도를 대한축구협회의 구분을 따라서 더미 변수로 코딩하여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②상대팀 수준

경기장 관람객과 텔레비전 시청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상대팀의 수

준은 관람객과 시청자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졌다(Rascher 

& Solmes, 2007; Feddersen & Rott, 2011). 상대팀의 경기력이 열등하여 쉽

게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관람객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5; Feddersen & Rott, 2011). 본 연구

에서는 A매치에 시청률에 상대팀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FA 랭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FIFA

랭킹은 FIFA에서 각국 대표팀의 최근 4년 동안의 경기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의 결과(M), 경기의 중요성(I), 상대팀의 랭킹(T)과 소속 연맹(C)을 고려

하여 포인트(P)를 부여하는 각국 국가대표팀의 순위를 말한다. 이때 P(포인

트)는 최근 1년 경기와 이전 3년 경기를 1:1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고 P = 

M x I x T x C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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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라이벌 경기

경기장 관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동일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라

이벌 팀 간의 더미 매치는 관람객을 유인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Baimbridge, Cameron, & Dawson, 1996). 국가 대항전에서도 특별히 라이

벌 의식을 느끼는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축구 

라이벌 국가로 일본과 북한을 설정하였다. 팬들은 물론 선수들은 이 두 나

라와의 경기를 대하는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추정된다. 

④스타플레이어

스타플레이어의 출전은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개인종목이나 농구, 축

구 등과 같은 단체 종목에 관계없이 팬들을 크게 유인하는 요인이다(Berri, 

Schmidt, & Brook, 2004; Feddersen & Rott, 2011). 팬들의 입장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출전하는 경기는 수준 높은 경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이 응

원하는 선수나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대

표 축구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이후 많은 팬을 확보한 스타 선수를 배출

하였으며 해외에 진출하여 활약하는 선수들이 늘어났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럽 축구 리그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스타 중 스타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빅3 리그에서 활약

한 11명의 선수들을 스타플레이어로 선정하여 이들의 선발 출전이 시청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⑤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스포츠 경기의 매력은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요소에 기인하기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팬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관

람객이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경기 종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Forrest, Simmons, & Buraimo, 2006; Rascher & Solmes, 2007). 

본 연구에서는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이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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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서 경기를 벌이는 두 팀의 골득실 차이의 절대값을 변수로 설정

하였다. 양 팀의 골득실의 차이가 적을수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

할 것이다.

⑥경기 결과

직전 경기 결과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Feddersen & 

Rott, 2011). 최근 경기 전적이 좋다면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무

기력한 결과를 보였다면 팬들은 실망감에 채널 선택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팀 직전 경기의 골득실 차이 절댓값을 독립 변

수로 설정하고 직전 경기 결과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당일 경기의 승패가 리모콘을 사용하여 채널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일 경기의 결과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자국팀이 승리하는 경기, 양 팀의 총득점 수가 많아 흥

미진진한 경기는 시청자들을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Welki & Zlatoper, 1994; Alavy, Gaskell, Leach, & Szymanski, 2010). 

⑦경기가 열리는 장소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비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기가 개최된

다면 홍보면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보다 유리하여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경기 여

부를 더미 변수로 포함 시켰다. 

⑧경기 시작 시간

경기가 열리는 시간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준다(Tainsky, 

2010; Feddersen & Rott ,2011). 월드컵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경기 시간을 

새벽, 낮 그리고 저녁 시간으로 구분한 김영산 외(2010)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시간대를 새벽, 낮, 밤으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로 코딩하였다. 

한편 주말과 주중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많은 선행연구

에서 주말경기 여부를 구분한 것처럼(Buraimo, 2008; Allan & Ro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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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주말과 주중 경기를 더미 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계절적

인 요인과 경기가 열리는 연도(year)를 통제하기 위하여 더미 변수로 설정

하였다(Forrest, Simmons, & Buraimo, 2005; Feddersen & Rott, 2011; 

Tainsky, Salaga, & Santos, 2012). 

⑨방송사 요인

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방송사와 채널 수는 시청자에 영향을 줄 수 있

다(최영환, 2008; 김영산 외, 2010, Feddersen & Rott(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동안 A매치를 중계방송한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중

계방송을 하는 채널의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문제 3-1의 연구결과

<표 23>은 축구 A매치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델 A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스포츠이벤트가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축구 A매치의 시청률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FIAFA 랭킹, 스타플레이어 출전과 같은 경기 

요인과 중계 채널의 수, 경기가 열리는 시간,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등의 

경기 외적 요인이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52, df=149, p<.01) 각 변수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의 중요도는 시청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친

선경기에 비해 월드컵, 동아시아 연맹, AFC 아시안컵과 같은 토너먼트 경

기의 예선전은 친선경기와 비교할 때 6% 이상의 시청률 상승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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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24.88 3.48 7.16 .000

경기
요인

경기의
중요도

토너먼트 예선 6.48 1.55 .28 4.18 .000

토너먼트 본선 12.50 1.50 .60 8.31 .000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070 .02 -.30 -4.30 .000

라이벌 매치 대 일본/북한 전 1.49 1.76 .05 .848 .398

스타플레이
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6.99 1.52 .34 4.59 .000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득점차 절댓값 -.45 .49 -.06 -.923 .358

경기결과

한국팀 승리 -1.79 1.06 -.10 -1.69 .094

양팀 총득점 .06 .39 .01 .158 .874

직전경기 한국팀 승 .87 .75 .06 1.16 .248

직전경기 득점차
절댓값 -.22 .35 -.03 -.634 .527

경기
외적
요인

경기 장소 국내 -1.93 1.32 -.10 -1.47 .144

방송사

중계 채널 수 -7.39 .90 -.61 -8.22 .000

KBS -.95 1.09 -.05 -.873 .384

MBC -.18 1.18 -.01 -.149 .882

경기 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8.82 2.10 .28 4.20 .000

밤 경기(18-24시) 11.52 1.47 .56 7.85 .000

요일(day) 주말 1.57 1.04 .08 1.51 .134

계절

여름 .32 1.67 .02 .193 .847

가을 -4.94 1.64 -.23 -3.02 .003

겨울 -2.66 2.00 -.13 -1.33 .185

연도(year)

2007년 -8.62 2.39 -.24 -3.61 .000

2008년 -10.01 2.04 -.33 -4.90 .000

2009년 -11.98 1.94 -.38 -6.18 .000

2010년 -8.32 1.83 -.31 -4.54 .000

2011년 -13.98 2.11 -.48 -6.61 .000

2012년 -12.59 2.49 -.29 -5.06 .000

2013년 -14.62 2.04 -.43 -7.18 .000

2014년 -14.01 1.74 -.50 -8.04 .000

Dependent Variable: 시청률(%)
Mean=16.64, N=150, R2=.749, adj.R2=.691, F=12.90

<표 23> A매치 TV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모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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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너먼트 본선경기는 친선경기에 배해 약 13% 높은 시

청률을 보였다. 또한 본선경기는 예선 경기에 비해 약 6%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청률의 차이는 시청자들이 A매치 가운데서도 

보다 더 비중 있는 경기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스페인 사이클 경

기(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 2012), 독일 국가대표 A매치

(Feddersen & Rott, 2011), 그리고 EPL(Forrest, Simmons, & Buraim, 2006)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경기의 중요도는 종목에 관계없이 시

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팀 수준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상대팀의 

FIFA 랭킹이 한 단계 내려갈 때 시청률이 약 .1% 내려가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 시청자들은 약체 팀과의 경기 보다는 강팀과의 수준 높은 경기 시청

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FIFA 랭킹 1위 팀과의 경기는 

FIFA 랭킹 100위 팀과의 경기보다 약 10%의 시청률 상승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FIFA 랭킹이 한국 대표팀보다 높은 팀과의 경기에서 한국팀이 

승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이

는 것은 시청자들은 손쉬운 상대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경기를 관람하는 것

보다 수준 높은 경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한 팬들은 한국팀의 승리 가능성

은 낮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효과’(Buraimo & Simmons, 2008)가 기대되

는 경기 관람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타플레이어 출전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팬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Hausman & Leonard, 1997; Tainsky, Salaga, & 

Santos, 2012; Forrest, Simmons, & Buraimo, 2006; Feddersen & Rott, 

2011). 박지성, 이영표, 기성용, 이청용 등 유럽리그에서 활약한 11명의 선

수들이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는 그렇지 않은 경기에 비해 시청률을 약 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은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수들로 실험

적인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검증된 스타플레이어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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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팀이 득점한 스코어 차이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경기 결과의 불확

실성 요인은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A매치 경기 결과는 시청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직전 경기결과 역시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 역시 

자국팀의 최근 성적이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독일 축구 A매치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Feddersen & Rott, 2011). 

경기 시작 시간은 경기의 중요도 다음으로 시청률에 큰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벽 경기에 비해 낮 경기는 8%이상의 시청률 상승 

그리고 저녁 경기는 11% 이상의 시청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김영산 외(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말에 

열리는 경기와 주중에 치러지는 경기에 대한 시청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경기는 특별히 시간을 따로내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는 

팬들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Carmichael, Millington, & 

Simmons, 1999; Buraimo, 2008)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

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절적 요인으로 가을 A매치의 

시청률은 봄에 비해 4%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 요인에서 A매치를 중계 방송하는 채널 수의 증가는 시청자 

분산효과를 유발하여 시청률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최영환(2008, 2010b)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방송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A매치 콘텐츠를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경쟁력 있는 시청

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방송사들의 A매치 콘텐츠 확보 경쟁에 사

활을 거는 이유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중계와 단

독중계에 따른 득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청률 상승요인으로 기대했던 일본이나 북한과의 라이벌 경기는 예

상과는 달리 시청률을 약 2% 상승시키는데 그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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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20.38 2.46 8.29 .000

경기
요인

경기의
중요도

토너먼트 예선 7.09 1.50 .30 4.74 .000

토너먼트 본선 12.78 1.32 .62 9.72 .000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08 .02 -.36 -5.64 .000

스타플레
이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8.70 1.26 .43 6.92 .000

경기
외적
요인

방송사 중계 채널 수 -7.20 .89 -.60 -8.10 .000

경기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7.83 2.03 .25 3.86 .000

밤 경기(18-24시) 12.27 1.28 .60 9.62 .000

계절 가을 -4.04 1.17 -.19 -3.45 .001

연도(year)

2007년 -6.33 2.23 -.18 -2.84 .005

2008년 -8.75 1.92 -.29 -4.55 .000

2009년 -10.94 1.90 -.34 -5.75 .000

2010년 -8.95 1.77 -.33 -5.07 .000

2011년 -14.84 1.97 -.51 -7.54 .000

2012년 -11.85 2.39 -.27 -4.97 .000

2013년 -14.30 2.01 -.42 -7.12 .000

2014년 -13.88 1.70 -.50 -8.17 .000

Dependent Variable: 시청률(%)
Mean=16.64, N=150, R2=.713, adj.R2=.679, F=20.70

<표 24> A매치 TV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계적 회귀분석(모델 B)

을 보이지는 못하였으며 직전 경기결과나 경기가 열리는 장소도 시청률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한으로 하여 시청률 예측 모델을 

구성하면 실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영산, 2010). <표 

24>는 모델 A의 독립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를 

찾은 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를 차례대로 찾아 설명 변량인 R2 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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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최소한의 변수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한 결과이다(모델A, R2=.749; 모델B, R2=.713). 분석결과 모델 

B에서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는 모델 A와 동

일하게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수준,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중계방송 채널

의 수 그리고 경기 시작 시간과 계절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4.2. 연구문제 3-2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3-2에서는 축구 A매치의 시청률 결정요인이 경기의 중요도

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표 25, 표 26 참조>.

모델 C와 D는 연구문제 3-1을 통해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수로 밝혀진 경기의 중요도를 토너먼트와 친선경기로 재분류하고 경기의 

중요도에 따른 시청률의 차이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경기의 

중요도에 따른 시청률은 예상했던 것처럼 토너먼트 경기(N=73)의 평균 시

청률(19.19%)이 친선경기(N=77)의 평균 시청률(13.24%)보다 5.95%p 높게 나

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변수는 라이벌 국가

와의 경기,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경기 장소, 경기시작 시간, 주말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너먼트 대회에서 시청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

던 일본/북한과의 라이벌 경기는 친선경기로 치러질 때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토너먼트 대회에서 시청률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던 스타플레이어의 출전은 친선 경기의 시청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의 중요도가 낮은 친선경기의 시청률은 토너먼트 경기보다 

경기가 열리는 시간과 요일 그리고 장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먼저 경기 시작시간 변수를 보면 토너먼트 A매치의 경우 새벽 경기

만 피하면 시청률이 증가하였지만 친선경기는 프라임타임에 중계방송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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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36.86 8.11 4.55 .000

경기
요인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12 .03 -.52 -4.06 .000

라이벌 매치 대 일본/북한 전 4.05 2.71 .14 1.50 .141

스타플레이
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13.57 3.53 .56 3.84 .000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득점차 절댓값 .62 .91 .09 .68 .499

경기결과

한국팀 승리 -1.00 1.99 -.05 -.50 .618

양팀 총득점 -.05 .66 -.01 -.08 .937

직전경기 한국팀 승 .82 1.32 .05 .62 .539

직전경기 득점차
절댓값

.05 .78 .01 .06 .954

경기
외적
요인

경기 장소 국내 -1.63 2.70 -.07 -.60 .549

방송사

중계 채널 수 -10.38 2.12 -.87 -4.90 .000

KBS .81 2.07 .04 .39 .699

MBC 2.17 2.29 .10 .95 .348

경기 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8.89 4.33 .20 2.05 .046

밤 경기(18-24시) 9.69 2.42 .44 4.01 .000

요일(day) 주말 -2.11 2.06 -.09 -1.02 .312

계절

여름 1.33 3.92 .07 .34 .736

가을 -13.03 4.43 -.50 -2.94 .005

겨울 -2.88 4.67 -.12 -.62 .541

연도(year)

2007년 -1.63 5.23 -.04 -.31 .756

2008년 -10.34 3.93 -.37 -2.63 .011

2009년 -18.25 4.84 -.45 -3.78 .000

2010년 -5.60 4.26 -.18 -1.31 .195

2011년 -11.94 4.63 -.42 -2.58 .013

2012년 -10.19 4.92 -.20 -2.07 .044

2013년 -22.18 5.04 -.49 -4.40 .000

2014년 -12.88 3.42 -.41 -3.76 .000

<표 25> 토너먼트 A매치 TV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모델 C)

Dependent Variable: 시청률(%)
Mean=19.19, N=73, R2=.782, adj.R2 =.659, F=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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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30.37 3.45 8.79 .000

경기
요인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04 .02 -.16 -2.44 .018

라이벌 매치 대 일본/북한 전 5.71 2.32 .15 2.46 .017

스타플레이
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1.63 1.45 .10 1.12 .267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득점차 절댓값 -.14 .62 -.02 -.23 .821

경기결과

한국팀 승리 -.82 .99 -.05 -.83 .413

양팀 총득점 .25 .43 .05 .59 .560

직전경기 한국팀 승 .28 .86 .02 .33 .743

직전경기 득점차
절댓값

- .37 .39 -.06 -.96 .341

경기
외적
요인

경기 장소 국내 -2.46 1.45 -.16 -1.70 .096

방송사

중계 채널 수 -6.88 .87 -.59 -7.91 .000

KBS 1.13 1.17 .08 .97 .336

MBC .22 1.22 .01 .18 .856

경기 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3.52 2.57 .16 1.37 .178

밤 경기(18-24시) 8.44 1.95 .48 4.34 .000

요일(day) 주말 3.06 1.06 .19 2.89 .006

계절

여름 -1.76 1.47 -.10 -1.20 .238

가을 -3.15 1.41 -.19 -2.23 .030

겨울 -4.23 1.81 -.26 -2.34 .023

연도(year)

2007년 -12.33 2.17 -.41 -5.68 .000

2008년 -15.25 2.49 -.45 -6.14 .000

2009년 -15.34 1.82 -.66 -8.46 .000

2010년 -11.41 1.62 -.55 -7.05 .000

2011년 -17.24 2.16 -.62 -7.98 .000

2012년 -19.94 2.57 -.59 -7.77 .000

2013년 -16.06 1.83 -.65 -8.78 .000

2014년 -16.53 1.70 -.74 -9.76 .000

<표 26> 친선경기 A매치 TV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모델 D)

Dependent Variable: 시청률(%)
Mean=14.22, N=77, R2=.873, adj.R2=.807, F=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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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시청률이 증가하였다. 둘째로 경기가 열리는 요일은 토너먼트 A매치

의 경우 주중/주말에 따른 시청률의 변화가 없었지만 친선경기는 주말에 

경기가 열릴 때 시청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기가 열리

는 장소도 토너먼트 A매치와는 달리 친선 A매치는 국내에서 열릴 경우 시

청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열리는 A매치의 경우 경

기장을 직접 찾는 팬의 규모가 크며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

며 경기를 보는 응원 문화가 시청률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팀의 FIFA 랭킹과 중계 채널의 수는 토너먼트 경기나 친선

경기에도 모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결과의 불확실

성, 경기의 결과, 중계 방송사는 경기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시청률에 영향

을 주지 않았다. 

4.3. 연구문제 4-1의 연구결과

<표 27>은 축구 A매치의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경기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의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외적 요인 가운데서는 중계방송 채널 수, 방송사, 경

기 시작시간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등이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타플레이어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

인이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동일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 요인 가운데 경기의 중요도에 따른 광고단가의 차이를 보

면 토너먼트 예선전의 광고단가는 본선 광고가격의 약 45%-55% 수준에 머

물렀는데 예선전의 시청률이 본선 시청률의 5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

면 광고단가의 차이는 시청률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상대팀 수준에 따른 광고단가의 차이는 FIFA 랭킹이 1단계 낮아질 때

마다 약 11만원씩 낮아졌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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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18,259 6207.38 2.94 .004

경기
요인

경기의
중요도

토너먼트 예선 7,754 2763.88 .23 2.81 .006

토너먼트 본선 17,206 2670.28 .56 6.44 .000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 113 28.67 -.34 -3.95 .000

라이벌 매치 대 일본/북한 전 - 2,963 3218.60 -.06 -.92 .359

스타플레이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3,661 2718.13 .12 1.35 .181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득점차 절댓값 - 3 860.88 .00 -.00 .997

경기결과

한국팀 승리 - 1,535 1919.14 -.06 -.80 .425

양팀 총득점 739 686.44 .09 1.07 .284

직전경기 한국팀 승 1,874 1335.50 .09 1.40 .163

직전경기 득점차
절댓값

- 418 619.38 -.04 -.67 .501

경기
외적
요인

경기 장소 국내 - 2,351 2341.50 -.08 -1.00 .317

방송사

중계 채널 수 - 5,112 1603.05 -.29 -3.19 .002

KBS - 7,756 1946.61 -.28 -3.98 .000

MBC - 3,635 2094.28 -.12 -1.74 .085

경기 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12,567 3736.86 .27 3.36 .001

밤 경기(18-24시) 10,631 2628.65 .35 4.04 .000

요일(day) 주말 622 1852.80 .02 .34 .737

계절

여름 4,730 2961.07 .17 1.60 .113

가을 - 2,078 2901.08 -.07 -.72 .475

겨울 - 7,868 3534.67 -.25 -2.23 .028

연도(year)

2007년 - 6,279 4229.95 -.12 -1.48 .140

2008년 - 233 3620.15 -.01 -.06 .949

2009년 - 4,106 3432.31 -.09 -1.20 .234

2010년 12,889 3289.95 .32 3.92 .000

2011년 - 958 3758.19 -.02 -.26 .799

2012년 1,962 4402.58 .03 .45 .657

2013년 - 2,529 3615.71 -.05 -.70 .486

2014년 1,315 3096.05 .03 .43 .672

Dependent Variable: 광고단가(천원)
Mean=18,538., N=148, R2=.636, adj.R2=.550, F=7.42

<표 27> A매치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모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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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17,218 3164.80 5.44 .000

경기
요인

경기의
중요도

토너먼트 예선 9,528 2531.64 .29 3.76 .000

토너먼트 본선 17,399 2101.21 .57 8.28 .000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138 25.23 -.41 -5.46 .000

경기
외적
요인

방송사
중계 채널 수 -3,444 1241.85 -.19 -2.77 .006

KBS2 -4,879 1598.93 -.18 -3.05 .003

계절 겨울 -11,451 1989.57 -.37 -5.76 .000

경기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10,553 3320.16 .23 3.18 .002

밤 경기(18-24시) 8,485 2186.01 .28 3.88 .000

연도 2010년 14,358 2388.69 .36 6.01 .000

Dependent Variable: 광고단가(천원)
Mean=18,538., N=148, R2=552, adj.R2=.523, F=18,93

<표 28> A매치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계적 회귀분석(모델 B)

킹 1위 팀과의 경기와 비교할 때 랭킹 100위 팀과의 경기 시 광고단가는 

약 1천100만원 낮아진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경기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경기를 중계하는 채널이 증가하

면 광고단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 중계 채널이 증가하

면 시청률이 분산되어 시청률이 낮아지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방송사 변수 가운데 KBS2의 광고단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2의 높은 광고 효율성(낮은 CPRP)은 낮은 광고

가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경기 시작시간과 광고단가와의 관계에서는 특이

하게 낮 경기의 광고단가가 밤 경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

기의 중요도 요인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겨울철 

광고가격의 급락 원인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문제 3-1에서 A매치 TV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경

기 결과의 불확실성, 경기결과, 경기가 열리는 장소, 주말 경기 등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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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타플레이어는 시청률

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광고단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28>은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모델 A의 독립변수들 가운데 종

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를 찾은 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를 차

례대로 찾아 설명 변량인 R2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최소한의 변

수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한 결과이다(모델A, R2=.636; 

모델B, R2=.552). 분석결과 모델 B에서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밝혀진 변수는 모델 A와 동일하게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수준, 중계방

송을 하는 채널의 수, 방송사, 그리고 경기 시작 시간으로 밝혀졌다. 

4.4. 연구문제 4-2의 연구결과

연구문제 4-2에서는 축구 A매치의 시청률 결정요인이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표 29, 표 30 참조>. 

모델 C와 D는 연구문제 4-1에서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밝혀진 경기의 중요도를 토너먼트와 친선경기로 재분류하고 경기 중요도에 

따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

분석을 한 결과이다. 경기의 중요도에 따른 광고단가의 차이는 예상했던 것

처럼 토너먼트 경기의 평균 광고단가(22,920만원)가 친선경기의 평균광고단가

(14,496만원) 보다 약 8,424만원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경기의 중요도

에 따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구체적

인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라이벌 매치, 직전 경기 결과의 승패, 경기 장소, 

중계방송 채널 수, 방송사, 경기시작 시간, 그리고 주말 요인인 것으로 밝혀

졌다. 

먼저 토너먼트 대회에서 광고단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았던 일본/북한과의 라이벌 경기와 직전 A매치에서의 한국팀의 승리

는 친선경기로 치러질 때 광고단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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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43,267 12363.12 3.50 .001

경기
요인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153 42.47 -.40 -3.59 .001

라이벌 매치 대 일본/북한 전 1,083 4163.59 .02 .26 .796

스타플레이
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8,458 5241.08 .20 1.61 .114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득점차 절대값 -454 1366.48 -.04 -.33 .741

경기결과

한국팀 승리 -694 3058.98 -.02 -.23 .822

양팀 총득점 1,621 985.49 .15 1.65 .107

직전경기 한국팀 승 -751 1967.78 -.03 -.38 .704

직전경기 득점차
절댓값

-903 1147.28 -.08 -.79 .435

경기
외적
요인

경기 장소 국내 -2,881 4001.71 -.07 -.72 .475

방송사

중계 채널 수 -10,675 3226.24 -.51 -3.31 .002

KBS -6,731 3081.33 -.18 -2.19 .034

MBC -2,577 3403.29 -.07 -.76 .453

경기 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9,085 6385.72 .12 1.42 .162

밤 경기(18-24시) 7,029 3626.08 .19 1.94 .059

요일(day) 주말 -3,330 3072.02 -.09 -1.08 .284

계절

여름 5,957 5812.88 .17 1.03 .311

가을 -13,220 6687.43 -.30 -1.98 .054

겨울 -17,381 6956.96 -.41 -2.50 .016

연도(year)

2007년 -4,840 7748.10 -.08 -.63 .535

2008년 -2,270 5783.29 -.05 -.39 .697

2009년 -16,365 7169.39 -.24 -2.28 .027

2010년 31,654 6472.58 .56 4.89 .000

2011년 4,825 6840.64 .10 .71 .484

2012년 6,634 7261.44 .08 .91 .366

2013년 -12,922 7553.60 -.17 -1.71 .094

2014년 9,462 5098.68 .18 1.86 .070

Dependent Variable: 광고단가(천원)
Mean=22,921., N=71, R2=.844,adj. R2=.752, F=9.15

<표 29> 토너먼트 A매치의 광고단가 회귀분석(모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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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수(Consta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11,067 2742.54 4.04 .000

경기
요인

상대팀 수준 상태팀 FIFA 랭킹 -30 14.21 -.15 -2.12 .039

라이벌 매치 대 일본/북한 전 7,844 1841.40 .26 4.26 .000

스타플레이어
유럽리그
소속선수
선발출전

1,436 1149.60 .12 1.250 .217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득점차 절댓값 255 495.92 .05 .52 .609

경기결과

한국팀 승리 391 786.17 .03 .50 .621

양팀 총득점 -76 339.66 -.02 -.22 .824

직전경기 한국팀
승

1,550 683.45 .16 2.27 .028

직전경기 득점차
절대값

-11 308.10 -.00 -.03 .973

경기
외적
요인

경기 장소 국내 -2,719 1150.55 -.24 -2.36 .022

방송사

중계 채널 수 -3,680 691.14 -.41 -5.33 .000

KBS -751 926.18 -.07 -.81 .421

MBC 1,736 966.85 .13 1.80 .079

경기 시작
시간

낮 경기(6-18시) 8,104 2043.65 .47 3.97 .000

밤 경기(18-24시) 9,844 1544.86 .74 6.37 .000

요일(day) 주말 2,095 840.47 .17 2.49 .016

계절

여름 1,195 1170.49 .09 1.02 .312

가을 406 1120.34 .03 .36 .718

겨울 -1,556 1435.19 -.12 -1.08 .284

연도(year)

2007년 -2,328 1724.10 -.10 -1.35 .183

2008년 -2,319 1973.58 -.09 -1.18 .246

2009년 -3,236 1441.48 -.18 -2.25 .029

2010년 441 1285.59 .03 .34 .733

2011년 -1,372 1715.76 -.06 -.80 .428

2012년 -2,167 2037.32 -.08 -1.06 .293

2013년 -1,275 1453.86 -.07 -.88 .385

2014년 -1,147 1345.87 -.07 -.85 .398

Dependent Variable: 광고단가(천원)
Mean=14,496., N=77, R2=.863, adj.R2=.792, F=12.14

<표 30> 친선경기 A매치의 광고단가 회귀분석(모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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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 요인은 중계방송 채널의 수와 방송사 

요인이었다. 중계방송을 하는 채널의 수가 늘어나면 광고단가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의 차이는 없었던 반면 KBS2

에서 중계 방송하는 토너먼트 A매치의 광고가격은 낮았으며(p<.05), MBC에

서 중계 방송하는 친선경기 A매치의 광고가격은 높았다(p<.10).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선경기

의 광고단가는 토너먼트 경기보다 경기가 열리는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가 열리는 요일은 토너먼트 A매치의 경우 주중/

주말에 따른 광고단가의 변화가 없었지만 친선경기는 주말에 경기가 열릴 

때 광고단가가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경기가 열리는 장소

도 토너먼트 A매치와는 달리 친선 A매치는 국내에서 열릴 경우 광고단가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국내에서 열리는 친선경기의 시

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광고단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상대팀의 FIFA 랭킹은 토너먼트 경기나 친선경기에도 모두 동

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플레이어의 출전은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5. 논의

연구 2의 연구목적은 방송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콘텐

츠로서 축구 A매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청률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시청률 제고의 길을 모색하고, 적절한 광

고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

를 중심으로 미디어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방법을 논

의 하고자 한다.

첫째, 축구 A매치 텔레비전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경기 시작 시간, 스타플레어어의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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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중요도가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Forrest, Simmons, & Buraimo(2006)의  EPL, Feddersen & 

Rott(2011)의 독일 축구 A매치, Rodriguez, Perez, Puente, & 

Rodriguez(2012)의 스페인 대표팀 사이클 경기 등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

과였으며,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 시청률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 역시 

Tainsky(2010), Feddersen, & Rott(2011), 최영환(2008) 등의 선행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스타플레이어의 출전도 시청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였는데 이는 Forrest, Simmons, & Buraimo(2006)의 EPL, Hausman & 

Leonard(1997)의 NBA, Tainsky, Salaga, & Santos(2012)의 UFC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팀의 직전 경기 성적이나 득점수는 본 연구에서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승률이나 승점이 시청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Tanisky,2010; Paul & Weinbach, 2007; 

Forrest, Simmons, & Buraimo, 2006)나 득점수가 시청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선행 연구(Paul & Weinbach, 2007)와는 다른 결과였다. 경기력과 

시청률의 관계가 연구결과에 따라 엇갈리게 나타는 것은 모든 시청자가 응

원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시청자들이 응원하는 팀이 나누어지는 클럽 스

포츠의 특성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경기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요인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EPL(Forrest, 

Simmons, & Buraimo, 2005)이나 독일 A매치(Feddersen & Rott, 2011)의 연

구 결과와 달리 주말에 열리는 경기일지라도 시청률이 상승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 대표팀의 친선경기는 자국에서 열

리는 경기의 시청률이 상승하였다는 Feddersen & Rott(2011)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시청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점은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이

다. 즉, 경기의 중요도가 떨어질수록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 시청률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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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열리는 친선경기는 주중 경기

보다 시청률이 3.06%p 상승하였으며 저녁 시간에 열리는 친선 경기는 낮 

시간보다 8.43%p 시청률이 올라갔다. 따라서 친선 경기의 스케줄을 조율하

는 축구협회는 경기 시작 시간에 대한 더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친선 경기로 열리는 일본 또는 북한과의 라이벌 경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 대표팀과의 경기보다 7.84%p의 시청률 상승효과가 있

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협회는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일본이

나 북한과의 정기전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축구 A매치 프로그램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수준, 중계 채널 수, 경기 시작 시간인 것으로 밝혀

졌다. 이는 월드컵 시청률을 분석한 김영산 외(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시청률에 영향을 주었던 스타플레이어 요인은 광

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가대표팀 선수의 구성은 감독의 권

한이며 선수 구성을 방송사나 광고주가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고단

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월드컵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주말 요인은 

2010년 월드컵 가격 산정 요인에서 제외되었는데(김영산 외, 2010) 경기 요

일이 축구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합리적인 결정

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친선경기 시청률에만 영향을 주었던 주말 요

인, 라이벌 경기 요인, 경기 장소 요인이 친선경기 광고가격에 동일하게 영

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광고가격 결정이 시청률 결정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방송사에 따른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BS2의 광고단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으며, MBC의 친선경기 광고단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 

이처럼 방송사 요인이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광고단가 결정에 

가격 왜곡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A매치 경기 광고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요인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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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크기로 광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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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송콘텐츠로서의 축구 A매치의 가치를 평가하고 A매

치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축구 A매

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축구 A매치의 시청

률 경쟁력을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과의 비교, 중계 방송사의 차이에 

따른 비교, 경쟁 장르에 따른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연구문제 2에서는 

축구 A매치 광고 효율성을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과의 비교, 중계 방

송사의 차이에 따른 비교, 동 시간 경쟁 장르에 따른 비교를 통해 알아보

았다. 또한 A매치 가치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

문제 3에서 축구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연구문제 

4에서는 축구 A매치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광고

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축구 A매치의 시청률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문제 1의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 A매치는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2012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청률 

경쟁력을 보였다. 축구 A매치의 최근 9년 평균 시청률은 18.05%(SD=8.71)로 

경쟁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8.91%(SD=3.61)보다 9.14%p 높은 시청률을 보

였다(t=10.72, df=123, p<.01). 둘째, 축구 A매치 프로그램은 중계 방송사에 

관계없이 경쟁 프로그램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A매치 51경기를 중계 

방송한 KBS2의 평균 시청률은 18.57%(SD=7.80), MBC가 중계 방송한 36경

기의 평균 시청률은 17.40%(SD=7.72), SBS가 중계 방송한 34경기의 평균 시

청률은 17.99%(SD=11.14)로 나타났으며 채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청

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118)=.186, p=.830). 셋째, 장르별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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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A매치는 모든 동 시간 경쟁 장르 프로그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A매치 프로그램은 드라마 장르보다 6.37%p, 

보도 장르보다 8.88%p, 오락 장르보다 11.05%p, 정보 장르보다 12.49%p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방송사들이 A매치 중계를 선

호하는 이유는 A매치를 중계 방송할 경우 쉽게 경쟁사보다 높은 시청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진지하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A매치를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중계를 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중계방송 진행자나 화려한 중계 카메라 기술이 A매치 콘텐츠

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1을 통하여 A매치는 방송콘텐츠로서 시청률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 경쟁력을 CPRP로 분석한 연구문제 2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9년간 축구 A매치 프로그

램의 CPRP를 동 시간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한 결과 A매치의 CPRP는 171

만원(SD=68만원)으로 경쟁 프로그램 평균 CPRP(205만원, SD=121만원)보다 

34만원 낮게 나타나(t=12.63, df=119, p<.01)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과 축구 A매치 CPRP의 연도

별 비교에서 A매치의 CPRP는 2012년도에만 경쟁 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

났을 뿐 그 외의 모든 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거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2006년 110만원(SD=36만원)으로 

경쟁 채널대비 50% 수준에 머물렀던 A매치 프로그램의 CPRP는 점차 상승

하여 2014년 218만원(SD=67만원)으로 2006년도의 약 2배까지 증가하였으나 

경쟁채널 CPRP와 여전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중계 방송사에 따른 축구 효율성 분석에서 A매치의 효율성은 

중계 방송사에 관계없이 경쟁 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났다. KBS2에서 중계

방송한 A매치 프로그램의 CPR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쟁 채널 

프로그램보다 낮았다(p<.05). MBC와 SBS에서 중계방송한 A매치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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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P 역시 경쟁 프로그램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셋째, 경쟁 장르에 따른 광고 효율성 분석에서 축구 A매치 프로그램

의 광고 효율성은 경쟁 장르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보도, 오락 프로그램이 경쟁 채널에서 방송될 경우 축구 A매치의 

광고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오락 프로그램과의 CPRP비교에서 A매치의 CPRP가 낮아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청률 대비 광고가격이 낮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A매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들은 경쟁 프로그램이 보도, 오락 장르

로 예상될 경우 정확한 시청률 예측을 통하여 방송콘텐츠로서 A매치의 가

치에 어울리는 높은 광고단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광고주는 A매

치와 경쟁하는 보도,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광고방송을 한다면 효율

적인 마케팅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매치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 방송사는 A매치 프로그

램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인 다른 종목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

하여 대응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종목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2의 결과는 A

매치 프로그램의 광고단가가 시청률 대비 여전히 저평가 되어있는 면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축구 A매치 시청률 제고를 위하여 시청률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경기 요인과 경기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A매치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경기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상대팀 FIFA 랭킹,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한국팀 승리 여부인 것으로 밝혀

졌으며 경기외적 요인은 경기 시작 시간, 중계 채널의 수로 나타났다. 특별

히 경기의 중요도와 경기 시작시간은 시청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경

기의 중요도 요인이 시청률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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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 친선에서 예선, 예선에서 본선으로 증가할수록 시청률은 각각 

6.48%p와 6.02%p씩 증가하였다. 또한 경기 시작 시간 요인을 보면 낮 경기

와 밤 경기의 시청률은 새벽 경기의 시청률에 비해 각각 약 8.82%p와 

11.52%p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조금 다르

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친선경기의 경우 토너먼트 경기의 시청률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던 한일전이나 남북한 경기와 같은 라이벌 경기와 주말 경

기가 각각 5.71%p와 3.06%p 시청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내

에서 열리는 친선경기는 유의확률 .1% 수준에서 약 2.46%p 시청률이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너먼트 경기에 긍정적 영향울 주었던 스타

플레이어의 출전은 친선경기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문제 4에서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경기의 중요도, 

경기 시작 시간, 중계 채널의 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선경기와 비교하여 

볼 때 토너먼트 예선의 15초 평균 광고단가는 약 950만원, 토너먼트 본선

은 약 1,740만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시작 시간을 보면 새벽 경기

와 비교하여 볼 때 낮 경기와 밤 경기의 광고 단가는 각각 1,060만원과 

850만원 높았으며, 중계 채널 수가 증가할 때마다 광고단가는 430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상대팀의 FIFA 랭킹, 계절적 요인과 

KBS 요인이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경기의 시청률에 영향을 주

었던 스타플레이어의 출전은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스타플레이어의 출전, 한국팀의 승리 요인을 제외한 모

든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매치 프로그램 광고단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 가운데 한일전이나 남북한전과 같은 라이벌 경기, 주말 경

기, 경기 장소, 직전경기 결과, MBC 요인들은 친선경기 광고단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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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 요인들 가운데 라이벌 경기, 주말 경기, 

경기 장소 요인은 친선경기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져 친선경

기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친선경기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방송콘텐츠로서 축구 A매치의 가치를 동 시간 경쟁 

채널 프로그램과의 시청률 및 광고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고 A매치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

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축

구 A매치 프로그램은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해 시청

률 경쟁력이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A매치 프로그램의 연도별 

시청률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하여 시청률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9년 동안 지상파를 통해 중계방송 된 

모든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 데이터 분석을 통해 A매치의 시청률이 경

쟁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선

행 연구들은 A매치를 동 시간에 방송되는 경쟁 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채

널의 정규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하여 A매치의 경쟁력을 알아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매치의 경쟁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중계 

방송사에 따른 시청률 차이 여부를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

를 통해서 A매치는 중계 방송사에 관계없이 드라마를 포함한 모든 경쟁 

장르보다 뛰어난 시청률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셋째, 본 연구

는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스포츠의 가치를 

시청률 또는 광고 효율성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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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의 가치는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와 광고주의 효용에서 나오

며, 따라서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판단

해야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이론을 정리함으로서 향후 다른 스포츠 종목의 

미디어콘텐츠로서 가치 판단 기준의 학문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학문적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가 스포츠 중계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사, 방송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는 광고주, 그리고 스포츠이벤트

를 기획하는 연맹에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계권 구매

를 통한 스포츠이벤트 방송 제작을 기획하는 방송사 실무자들에게 본 연구

는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률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다. 방송 실무자가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초 자료로 하여 축구 A매치의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예측

하고 중계권 구입 협상에 임한다면 콘텐츠 구매를 통해 방송 수익을 극대

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계권 구입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광고 마케팅을 구상하는 광고주의 합리적

인 의사결정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광고 실무자

들에게 경기의 중요성, 경기가 열리는 시간 등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시청률에 근거한 적정한 광고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대회를 기획하고 경기 일정을 

조율하는 연맹 담당자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기 시청률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시청률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국가 대표팀간의 친선 경기는 토너먼트 경기에 비해 경기 

일정, 경기 시간, 상대팀 선정에 실무자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

서 연맹은 친선 경기 시청률은 토너먼트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편을 준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연맹 실무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미

디어콘텐츠로서 A매치의 가치를 높이고 A매치가 더욱 국민적 관심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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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A매치 시청률 자료 수집을 지상파 4개 채널로 한정하였다. 스포츠는 그 특

성상 라이브(live) 중계가 의미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몰아보

기가 가능한 드라마나 오락 교양 프로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

용하여 스포츠 콘텐츠에 접속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장

르보다 스포츠콘텐츠 시청자들은 DMB,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시청률 데이터가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음은 아쉬운 점

이다. 추후 연구에서 인터넷이나 DMB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

한 연구가 가능하다면 A매치의 텔레비전 시청률의 하락 현상이 미디어콘

텐츠로서 매력이 떨어진 결과인지 스포츠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

해졌기 때문이지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콘텐츠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짧은 기간의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지만 본 연구는 최근 9

년간 방송 3사를 통해 중계 방송된 모든 축구 A매치 경기의 방대한 시청

률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다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의 시계열에 따른 흐름 분석에 집중되어 연도별 특성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던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

다 세분화된 연도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이 있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A매치의 경쟁 프로그램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약 

2시간 동안 경쟁 채널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선정

하였다. 이렇게 경쟁 프로그램을 선정하다보니 축구 A매치의 경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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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채널별 1개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은 짧지만 의미 있는 시청률을 보인 여러 경쟁프로그램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A매치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경쟁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전반전, 후반전, 하프타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세

밀한 시청률의 움직임을 분석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고단가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A매치에 영향을 주었던 경

기의 중요성과 경기 시작 시간은 광고단가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시청률 증가에 영향을 주는 동일한 비

율로 광고 단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 연관성을 알아본다면 흥미로

운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축구 A매치의 가치 분석을 통해 미디어콘텐츠로서 

스포츠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축구는 다른 여러 스포츠 종목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일종목 스포츠이다. 따라서 A매치의 시청

률 경쟁력이 높다는 사실을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 확대 해석하여 방송콘텐

츠로서 스포츠의 시청률이 좋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따

라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방송콘텐츠로서 어떠한 경쟁력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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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orts Event TV Rating and Advertising Efficiency 

Evaluation: The Case of Korean National Soccer Team

                     

Paik, Jong W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A-match value as a television contents through television rating 

and advertising efficiency. This study analyzes all 150 broadcasts of 

the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from January 2004 to October 2014 

and the data are based on television rating and sales price of 

advertisement time provided by Nielson Korea.

In research 1, this study analyzes TV rating and advertising 

efficiency of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A-match which have 

broadcasted through three different broadcasting networks(KBS, MBC, 

SBS) in Korea. In research 2,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which 

affect success of television rating and sales price of advertise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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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come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television rating of Korean National football match is 

better than its rival television programs regardless of broadcasting 

networks and the rival program genres. 

Second, the advertising efficiency of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match was better than its rival program.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 television rating of Korean National 

football A-match were type of match, game start time, star players, 

and the number of broadcasting networks.

Lastl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ales price of advertisement 

time of A-match were importance of the match, game start time, and 

the number of broadcasting networks. 

Key Words: Sport Events Evaluation, TV Rating, Advertising Efficiency,

National Soccer Team Mach.

Student Number: 201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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