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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디어시장 내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를 다양
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텔레비전 방송시장 내에
서의 경재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미디어는 스포츠시장과
미디어시장의 접점으로서 양 시장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시장 관점과 미디어 시장 관점을 모두 고려
하였다.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비자행동패턴은 크게 니즈를 파악하고 이
를 충족하려는 능동적 소비자 관점과 방송사의 방영전략 및 편성에 의해
시청하는 수동적 소비자 관점으로 구분된다. 두 관점 모두 소비자 행동
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시
청자들은 취향에 따른 시청 레퍼토리를 형성하고 이 중 상황에 맞게 시
청한다는 레퍼토리 관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레퍼토리 관점을
바탕으로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
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통해 시청자세분화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연구1과 시청자세분화를 바
탕으로 시청자들의 시청선택행위를 분석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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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청자들의 시청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2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1에
서는 시청자들의 시청로그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ABC닐슨에서 제공
한 시청로그자료를 토대로 각 시청자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몇 회 시청
하였는지에 대한 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을 구축한 후 tf-idf방식으로 정리
하였다. 구축한 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 대해 K-평
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스포
츠와 관계가 있는 군집은 5개가 나타났다. 각 군집내 속한 프로그램 및
시청자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방송콘텐츠는 40대 남성이 가장 확고한 시
청자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서 높
은 시청선호를 기록하였다. 각 시청자 집단에 따라 4~50대 시청자 집단
에서는 주로 뉴스 등 보도프로그램이 스포츠와 경쟁관계가 있으며 2~30
대 시청자에서는 드라마 및 예능이 주요 경쟁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2에서는 선택모형을 바탕으로 시청자 행동 및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였다. 선택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항로짓모형을 사
용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연구1의 결과로 도출한 시청자
집단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시청자 특
성에 따라 남자, 미혼자일 경우 스포츠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각 시청자 집단 별로 프로그램간 상대적 시청확률을 분석
한 결과 스포츠중심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택확률은 다른 프로그램
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시청군에서는 경쟁 프로그램인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선택확률을 기록하여 충
성스런 시청자를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청 중 채널 변경여부를 의미하는 계속시청확률에 있어서 스포츠는 다
른 대안 프로그램들에 비해 매우 낮은 확률을 보였으며 특히 인접효과에
있어서도 드라마나 예능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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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시청자 분석을 위해 사용하던 능동적
시청자 관점과 수동적 시청자 관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
을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
구에서 관점에 따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체적
인 연구 결과를 수립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미시적 단계인
프로그램 수준에서 시청자세분화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간의 경쟁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
을 선택모형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주의적인 시각에서 시청자들의
선호라는 능동적 관점을 포괄하는 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미디어시장 분석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관점들
을 통합하여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대
안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포츠 사업자 혹은
미디어 사업자들이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
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어: 스포츠시장가치망, 스포츠미디어, 스포츠방송콘텐츠, 경쟁구조,
K-평균 군집분석, 빅데이터, 선택모형, 다항로짓, 융합
학 번: 2012-3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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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스포츠미디어시장은 매우 큰 호황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다양한 스포츠콘텐츠를 미디어채널을 통해 중계하기 위한 경쟁이 지
속되고 있다. 영국의 1부 축구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의 2015년 중계권료
계약규모는 약 51억 4천만 파운드(약 9조 6천억 원) 이며 미국 메이저리
그 야구팀인 LA Dodgers의 지역 케이블 중계권료 계약규모는 70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스포츠가 미디어를 통해 창출하는 가치
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의 주요 관람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케이블 채널이
존재하며 이 외에도 NAVER 및 DAUM과 같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에
서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방송은 주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
러한 거대한 규모의 중계권 계약은 미디어시장에서 스포츠콘텐츠가 경쟁
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규모 확장은 전체적은 스포츠 시장의 확장을 유
도하고 있으며 상호 작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Van
Riper, 2013).
스포츠미디어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파생시장으로 1 관람

강준호, 김화섭과 김재진 (2013)은 스포츠미디어시장을‘스포츠시장 신분류’
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시장 신분류는 스포츠산업을 공급자관점에
서 이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관점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스포츠시장가치망(sport market value network)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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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참여스포츠이벤트를 콘텐트화 하여 텔레비전 혹은 기타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을 의미한다(강준호,
김화섭, 김재진, 2013). 특히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스포츠 중계방송과 기
타 관련 방송 등)은 스포츠본원시장의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공급자인 미디어는 마케팅관점의 경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스포
츠미디어 시장의 경우 미디어관점과 더불어 경영학적 관점을 통해 포괄
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방송
콘텐츠의 경쟁구조에 대한 이해는 스포츠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강군호, 김화섭, 오자왕, 2012).
미디어 시장에서 스포츠 콘텐츠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반적인 시장의 경쟁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미시
경제학 이론에서 시장구조는 시장참여기업들의 경쟁 정도로 정의한다
(Varian, 1992). 동일한 제품을 가정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가격
과 시장지배력을, 다양한 제품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제품간의 특성에
따른 대체/보완 관계와 가격이 시장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미시경제학이론과 실증분석은 시장에서 상품
의 가격변동, 신규 경쟁자의 진입 및 퇴출, 제품간의 대체 및 보완관계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다양한 형태의 시장 경쟁상황하에서도 소
비자의 선택은 대부분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경제학적으로 효용은 특정한 재화의 집합 안에서의 개인의 선호로 정의
할 수 있다(Varian, 1992). 대부분 경제이론에서 선호는 해당 재화의 특성

시장가치망은 본원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시장은 소비자가 스
포츠를 관람 또는 참여함으로써 1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며, 파생시장은 스포
츠 본원시장이 기타 다른 시장과의 융복합, 혹은 시장상황에 따른 분리 및 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파생상품이 공급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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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과 가격(price)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학 연
구에서는 가격경쟁의 결과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몇몇 범주에 속한 제품들의 경우 이와 같은 이론을 일괄
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엔진시
장의 경쟁의 경우, 각 제품의 명목 가격은 모두 0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개별 제품들의 특성 및 산출되는 결과 등이 소비
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상품의 경쟁에 대
한 분석은 종종 전통적 이론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는 제품의 명
목 가격은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간 명목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재화의 특성은 쉽게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Goettler & Shachar, 2001).
앞서 살펴본 검색엔진과 같은 IT산업, 텔레비전 방송 선택과 같은 미디
어 및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지식산업, 스포츠산업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미디어와 스포츠산업이 결합한 스포츠미디어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을 받는
경기장의 경우에도 경기에 따라 입장객 수에 큰 차이가 있으며, 같은 팀
간의 경기라 하여도 상황에 따라 관객수와 시청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등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변인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 특히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구조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
각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시청자들이 능동적인 시청자임을 가정하고 진행하
는 이용 충족 관점이고(Rubin, 1984) 후자는 수동적인 시청자를 가정하는
시청흐름 관점이다(Rust & Alpent, 1984).
이용 충족 관점의 연구들은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모바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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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또는 소셜 미디어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용자가 생각하는 사회
적 관계, 요구, 인지, 즐거움 등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다(Leung & Wei, 2000; Grellhesl & Punyanunt-Carter, 2012; Chua,
Goh & Lee, 2012; Stafford, Stafford, & Schkade, 2004; LaRose, Mastro, & Eastin,
2001; Leung & Louis, 2013). 스포츠 미디어의 소비형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스포츠 소비자들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팀동일시, 스
포츠관여도 등의 스포츠 팀과의 관계적인 요인(Wann, Raney & Briant,
2006), 스포츠 중계장면의 해설, 하이라이트, 극적 혹은 폭력적 장면 등
중계방송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인(Comisky, Bryant, & Zillmann, 1977;
Sullivan, 1991), 서스펜스와 같은 스포츠의 극적인 요소(Raney & Depalma,
2006; Peterson & Raney, 2008) 등이 스포츠 미디어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용 충족 관점은 미디어 시청자가 개인의 심리적
선호를 바탕으로 시청에 대해 결정하는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구조하의 경쟁구조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
가 있다. 즉 실제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자신의 여가시간
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용 충족 관점에
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방송 환경을 이
해하는 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용 충족 관점의 반대개념으로는 구조주의적 시각이 있다
(Webster & Wakshlag, 1983). 구조주의적 시각 하에서는 시청자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로서 방송국의 편성전략 등에 의해 시청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의 연구는 프로그램의 편성전략에 따른 방송의 인접효과를
시청률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노예영 & 김기한, 2014) 시청선택행위
를 구조적 요인에 의한 확률적 과정으로 간주하고 계량경제학적 모형인
이산적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Rust & Alpert, 1984; Shachar & Emerson, 2000; Goettler & Schchar, 2001)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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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산적 선택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각 제품이 갖
는 차별적 특징에 따른 개별 소비자의 선호의 차이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측정할 수 없으나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
을 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기반으로 한 확률적 효용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수요를 도출할 수 있
다. 특히 명목상으로 비용(cost)이 존재하지 않는 TV채널 변경에서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청흐름상황에 따른 상대적 전환
비용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어서 방송선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중요한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산적 선택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주 시
청시간(prime time, 오후 8시~11시) 사이의 대표 방송국들의 방송간의 선
택을 중심으로 모형을 적용하여 각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의 장르, 요일
및 시간배치 등 편성의 구조적 요인과 시청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구분
(socio-demographical segment)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의 결정요인들을 분석
하거나(Tavakoli & Cave, 1996; Rust & Alpert, 1984;Rust, Wagner, Kamakura &
Alpert, 1992; 장영희, 2011), 프로그램의 구조적 형태 혹은 장르에 따른 전
환비용을 도출하고(Shachar & Emerson, 2000) 공간적 경쟁(spatial competition)
에서 프로그램들과 채널들간의 위치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Goettler
& Schchar, 2001)가 대부분이었다. 위 연구결과들은 일반적인 공중파, 혹은
케이블 TV채널간의 채널선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스포츠 중계방송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단순히
채널 편성의 구조적 요인이 아닌 스포츠가 지닌 특성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쇼가 있다고 하
여도 더 재미있는 쇼를 한다면 채널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TV로 시청할 경우에는 다른 팀들간의 경기가 더 소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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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여도 쉽게 TV채널을 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
한 스포츠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스포츠 채널과 일반채널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채널을 중심으로 선택모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TV방송산업과 같이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간의 경쟁
에서는 이산적 선택모형을 통한 수요곡선을 도출한다 하여도 두 제품간
의 대체관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가격의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채널 혹은 프
로그램간의 대체관계 보다는 시청흐름(audience flow)의 유형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다. 시청흐름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심리
학적 관점의 연구(홍종배, 2009), 시청률 분석을 통한 연구(노예영 & 김기
한, 2014; 배진아, 2003),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시청흐름연구(최수진,
2013)등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들 연구는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분
석하고 유형을 파악하였으나, 프로그램간의 경쟁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통합하기 위해 레퍼토리(repertoire)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레퍼토리란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있어 방송
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로 시청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형성하여 이 안에서 프로그
램을 시청하는 것을 뜻한다 (Heeter, 1985; Ferguson & Perse, 1993; 심미선,
2005). 이러한 프로그램 레퍼토리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최근의 방송 시장 상황에 맞추어 나타나기 시
작한 개념이다. 최근의 방송 채널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시
청자의 입장에서 채널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며 또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로 시청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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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그룹 안에서 시청을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널 레퍼토리는
최근 들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무엇보다 레퍼토리를 유형화 함으로써 기존에 나타났던 시청자
의 능동성 혹은 수동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윤해진 & 문성철, 2011; 심미선, 2008).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
에 따른 능동적 선택과정이다. 그러나 실제 시청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
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내에서 현재 시청 가능한 방송을 시청하게 됨으로
방송국의 편성전략과 같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프로그
램 레퍼토리는 두 관점을 포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심미선, 2008).
기존 프로그램 레퍼토리 연구는 다양한 시청자 집단의 유형별
프로그램 레퍼토리 유형을 도출하여 유형별로 각 집단의 레퍼토리에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심미선, 2005).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시청자들을 유형화하고 시청자들의 시
청패턴을 분석 및 예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레퍼토리 연구는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 집단의 유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집
단 내에서의 레퍼토리 프로그램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형
태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
며 개인별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이용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밝
혀내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시청자 집단의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서로 경쟁관계로 볼 수 있
는 것인지, 같은 레퍼토리 안에서도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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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레퍼토리 개념을 통한 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
웠다. 이는 먼저 레퍼토리의 개념이 개인적인 선호 집합을 의미하고 기
존의 연구방향은 이러한 개인적 선호집단에 대한 유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개인의 레퍼토리에는 다양한 아이템이 혼
합되기 때문에 스포츠와 같은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은 레퍼토리에 속한
하나의 원소로 취급하여 특별히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레퍼토리 연구의 방향이 레퍼토리의 작성 및 유형화에 한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청자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하여
시청자를 시장세분화 하고 각 세분화 집단 별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중심
으로 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
여 전체적인 방송 시장 내에서 스포츠 콘텐츠가 어떠한 형태로 경쟁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용 충족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형성한 레퍼토리 내에서 시청선택
을 하는 것은 수동적인 시청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선택
에 관한 기존의 계량연구모형들은 대부분 구조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용충족적 개념 혹은 통합적 관점이 배제된 채로 연구된 경
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활용한 통합적
인 관점에서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선택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실제 프로그램 시청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시청흐름 모형에 통합적 관점을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레퍼토리 그룹이 결
합된 프로그램간의 상대적 전환비용을 비교하고, 각 프로그램 간의 대체
및 보완관계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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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 미디어시장 내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스포츠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시장에
서 마케팅 활동의 핵심은 표적고객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시장구조를 분
석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스포츠방송콘텐츠의 미
디어시장 내 경쟁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미디어소비자의 기존의 관점은
능동적 소비자를 가정하는 이용 충족적 관점과 수동적 시청자를 가정하
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 모두 타당
한 면이 있는 반면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여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하는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레퍼토리 연구는 두 관점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그
램 단위의 미시적 연구는 부족하며 시청자 집단의 대략적인 레퍼토리 구
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레퍼토리 그룹 내에서의 프로그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장르 혹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반면 시청자들의 시청선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구
조주의적 틀에 맞추어 시청흐름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시청선택에
대한 이용 충족적인 관점 혹은 통합적인 시각이 결합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레퍼토리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시청자 집단의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시청자들의 시청 레퍼토리를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하여 이를 유형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 별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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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프로그램의 경쟁구조를 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연구에 프로그램
레퍼토리 개념을 추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에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시청선택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구조적요인과 함께 통합적 관점의 레퍼토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이 방송 프로그램 시장
내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I.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의 경
쟁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II.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결합된 스포츠 중계방송의 선
택요인은 무엇인가?

앞선 두 개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먼저 연구문제 I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1.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시청자들은 어떻게
군집화 되며 각 세분화 집단 별 시청자 특징과 시청 선호는 어떻게 나타
나는가?
연구문제 I-2. 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 집단은 어
떠한 집단이 있으며 집단 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구조는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II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I-1.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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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연구문제 II-2. 시청자의 프로그램 군집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
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연구문제 II-3. 각 프로그램 별로 상태의존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
전환비용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현재
까지 밝혀진 이론들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두 번의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
구조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군집분석방법론을 활
용하면서 자료 처리에 있어서 문서처리 혹은 자연어처리 분야의 방법론
을 도입하고자 한다. 방대한 양의 시청자 시청기록에 대한 자료를 정리
하고 이 중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
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분석을 통한 문서 범주화 방법을 활용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프로그램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데
에서 더 나아가 레퍼토리 내에서도 프로그램 간의 선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스포츠 프로그
램의 경쟁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택모형을 활용한 계량적인 기존
시청선택 연구결과에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한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추
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선택 결정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분석하여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택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상대적 전환비용에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결합하는 결합 전환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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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관계를 분석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이 현재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장
내에서 어떠한 경쟁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스
포츠미디어 시장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레퍼토리 개념을 도입하
여 좀 더 명확한 시장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관련 문헌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스포츠미디어 시장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현상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반대로 미디어산업 관점에서의 시장분석은 포괄적 분석에 초
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는데 이는 프로그램 간의 경쟁구조를 파악하기 위
한 방법론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군집
분석 방법을 활용하면서 자료처리에 있어서 자연어 처리 방식의 자료처
리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레퍼토리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프로
그램 단위의 레퍼토리 분석과 함께 레퍼토리 내에서의 프로그램간의 선
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결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미
디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스포츠미디어 시장과 같은 세부시장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택모형을 활용한 시청흐름 연구에 프로그램 레퍼
토리를 추가하여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청자
들의 선택행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관
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자들의 시청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방송콘텐츠의 미디어시장
내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스포츠 시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
다. 또한 미디어시장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들과 어떠한 상호작용 혹은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미디어시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갖는다. 마케팅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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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행동적 관점의 시장세분화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연구에서 간과된 미디어 시청자의 특성을 결합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학술적으로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방송 편성 혹은 방송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방법에 비해 더 명
확한 시장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
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장의 경쟁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개별시청자 혹은 시장세
분화된 시청자들에게 효율적인 콘텐츠 제공 및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미디어 시장에서도 스포츠 콘텐츠의
경쟁구조, 주요 경쟁 프로그램 및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인하여 향후
스포츠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의 시장세분화를 통한 적절한 포지셔닝과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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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스포츠시장가치망과 스포츠미디어시장

1) 스포츠시장가치망

스포츠시장이란 스포츠 제도와 문화로부터 파생된 상품의 교환
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강준호, 김화섭, & 오자왕, 2012).
시장이 개념은 기존의 산업이란 표현보다 좀 더 광의적으로 이해해야 한
다. 실제로 산업이란 용어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생산자 중심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및 중개인들을 모두 포함하
는 개념이다. 따라서 스포츠시장은 과거 스포츠 관련 용품, 시설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스포츠산업(박영옥, 1998)에서 확장하
여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경제주체가 포함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시장은 스포츠제도와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다. 스포츠제도는 스포츠현상을 일으키는 제도적 시스템을 의미하며, 스
포츠문화는 스포츠제도에 의해 스포츠가 문화적 현상으로 정착된 것을
말한다. 스포츠산업이란 이러한 스포츠 제도 및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하
는 비즈니스 영역을 말하며, 스포츠시장가치망(sports value network)이란
스포츠제도 및 문화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상품들이 공급, 거래, 소비되는
여러 시장들의 연결망(network)을 의미한다(강준호 등, 2012).
강준호 등(2012)에 의하면 스포츠 문화는 크게 스포츠에 대한 참
여 및 관람의 두 가지 스포츠 소비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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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에서 두 가지 형태의 시장 즉 참여스포츠시장과
관람스포츠시장이 발현되게 되는데 이를 스포츠 본원시장이라 한다. 이
렇듯 본원시장은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관람스포츠 시장은 프로스포츠 이벤트시장 및 아마추어 스포츠 이
벤트 시장으로, 참여스포츠 시장은 이벤트형 참여스포츠 시장과 비(非)이
벤트형 참여스포츠시장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김화섭, 강준호, 이진면
& 김재진, 2014).
본원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스포츠 문화 제품(프로스포츠 이벤
트 등)은 기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스포츠 파생시장을 형성
하게 된다. 스포츠 본원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수익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산업체화의 협력 혹은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와 미디어시장이 결합하여 스포츠 중계권 시장을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시장들을 스포츠 파생시장이
라 정의하며 스포츠 본원시장으로부터 1차적으로 파생되는 1차 파생시장
부터 파생시장 간의 결합 혹은 파생시장과 기타 시장간의 결합으로 발생
되는 2차 파생시장과 같이 수많은 파생시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파생시
장들은 스포츠 본원시장 및 다른 파생시장들과 서로 연계하여 스포츠시
장가치망을 형성한다.

2) 스포츠미디어시장

스포츠 시장의 주요 파생시장 중 가장 대표적인 시장은 스포츠
미디어시장이다. 스포츠미디어란 스포츠 시장 관점에서는 관람 및 참여
스포츠 이벤트를 미디어를 통하여 노출하여 새로운 수요 및 가치를 창출
하는 시장으로서 주요 파생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준호 등, 20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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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스포츠미디어란 스포츠 시장과
미디어 시장의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두 시장의 연결체로서 생각
해 볼 수 있다(Nicholsen, 2007). 관람스포츠와 이에 대한 구전을 통한 원
시적인 스포츠미디어 형태는 이미 고대올림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Scanlon, 2006) 현대적인 스포츠미디어 시장이 형성된 것은 신
문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매스미디어의 주역이 변화하면서 형성되
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icholsen, 2007). 실제로 스포츠미디어 발전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포츠미디어의 시작을 미국 프로야구의 라디오
중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중계가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스포츠
미디어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다(Bryant & Holt, 2006).
스포츠미디어시장은 스포츠, 미디어 및 스폰서십이라는 3가지 축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Boyce & Haynes, 2009). 구체적으로 미디어는
스포츠를 중계방송하고 스포츠는 미디어어 중계권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
게 된다. 이 때 스폰서는 스포츠와 미디어 양쪽에 작용하며 미디어 시장
에서는 스포츠 중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며 이에 반대
급부로 중계방송 중 광고를 방송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 시장에서 스폰
서십은 중계방송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구단 혹은 선수에게 현물 혹은
현금의 지원을 하는 대신 방송화면에 스폰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노출하
여 이득을 얻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미디어 시장은 스포츠시장, 미
디어시장 그리고 스폰서십 시장이 결합된 시장으로서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방송콘텐츠로서 스포츠가 미디어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우선 스포츠의 다양한 특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Buhler와
Nufer(2012)에 의하면 스포츠는 경험재적인 속성을 가진 제품으로 소멸성,
불확실성, 무형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무형성이란 제품이 특정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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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고로 보관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소멸성은 무형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으로 스포츠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 즉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시점에 이를 소비하지
못하면 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또한 한
번 스포츠를 소비하면 소비와 동시에 소멸하여 경험으로 개인에게 축적
될 뿐 구체적인 형태로 보관 가능하지 않다. 불확실성이란 스포츠 제품
즉 경기의 경우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경기의 질 또한 쉽게 예
상할 수 없다. 실제로 같은 팀이 같은 선발선수를 기용하여 경기를 한다
하여도 매 경기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경기의 품질 역시 매 경기 다
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스포츠는 직접관람(live
game)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의 경우
주로 경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
어를 통해 스포츠를 중계방송 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Bryant & Holt, 2006).
또한 기본적으로 스포츠 콘텐츠는 방송 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Real, 2011). 스포츠 방송콘텐츠는 우선 연속적이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매 경기마다 독립적인 결말을 맺지만 각 결말이 누적
되어 하나의 시즌을 형성하고 이러한 시즌이 쌓여서 콘텐츠가 존재하는
스포츠의 역사로 누적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이 최근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경기이력으로 인하여 라이벌 구도 등의 흥미로운
콘텐츠가 축적되어 자연스러운 드라마 서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스포츠는 결말을 알게 될 경우 재미가 급격히 반감되기 때문에 생중계에
대한 수요가 항상 크게 존재하고 이러한 면에서 텔레비전 중계방송은 항
상 일정한 수의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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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서스팬스, 내용 및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
한 드라마적인 요소는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소구할 수 있는 중요
한 특성의 하나이다(Peterson & Raney, 2008). 스포츠 시청자 입장에서 자신
이 응원하는 팀 혹은 선수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주인공과 대비할 수 있
으며 유사하게 상대 팀 혹은 라이벌 선수 등은 악당에 대입하여 인지하
게 된다(Sayre & King, 2003). 이러한 영웅소설적인 서사구조는 시청자들에
게 있어서 스포츠 방송에 더욱 몰입하게 하며 시청자들이 방송 콘텐츠로
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시청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의 스포츠미디어 시장은 과거 스포츠구단이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미디어 시장에게 중계권을 판매하던 구조에서 발전하여 미디어에
서 오히려 스포츠 중계방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Gratton &
Solberg, 2007). 실제로 미디어 중계권료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
여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중계권료 계약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에도 약 300억원 규모의 중계권 계약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중계권료의 상승과 그로 인한 스포츠 구단의 이익 증
가는 새로운 스포츠 시장에 재투자 되고 있다. 실제 국내 양대 프로스포
츠라 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의 경우 중계권료 시장이 전체 시장에 대해
각각 19.2%,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화섭 등, 2012). 방송 시장측
면에서도 케이블 채널 기준으로 14개의 스포츠 전문 채널이 존재하고 있
으며 프로야구는 모든 경기가 여러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
고 있다. 또한 메이저리그(MLB), 북미 프로농구(NBA), 영국 프로축구 프
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리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등 다양한 외국 프로스포츠가 국내에서 생방송되고 있을 정도로 미디어
시장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
포츠미디어의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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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스포츠 프로그램의 대체재, 보완재 및 경쟁력 등을 파악하
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 스포츠미디어 시장을 통해 스포츠시장을 이해
하며 또한 스포츠미디어 시장을 통해 미디어 시장을 이해하는 연구로서
의 가치를 갖는다.

１９

2. 경쟁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
여 가장 높은 가치를 생산하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mith,
1776). 대부분의 미시경제학 이론에서는 시장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가
격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구조를 분류하고 있다(김영산 & 왕
규호, 2009). 경제학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참여자
를 가격수용자(price taker), 실제로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참여
자를 가격설정자(price setter)라 한다.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
내에 존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가격 설정가능 여부와 그 수를 바탕
으로 다양한 시장으로 분류하여 시장 내 경쟁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
였다.
Varian(1992)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시
장을 분류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시장구조는 완전경쟁시장(competitive
market)으로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수용자인 경우로 시장에서 자연스
레 형성된 가격에 제품이 거래되며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
개인이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 때 생산
자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는 즉각적으로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구
매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가격을 설정할 때 시장에서 형
성된 가격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생산자가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에 시장 소비자의 생산자간 전환이 자유롭고 따라
서 제품의 가격은 생산자의 한계비용으로 설정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독
점시장(monopoly market)은 다수의 소비자는 가격수용자이고 한 명의 생
산자가 가격설정자일 경우에 나타나는 시장을 의미한다. 독점시장에서는
생산자간의 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자신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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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점에서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독점시장에서 소비
자는 대체재 없이 구매하거나 하지 않는 선택밖에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따른 수요곡선을 바탕으로 생산자는 수익극대화하
는

형태의

가격설정을

하게된다.

유사한

개념으로

수요독점시장

(monopsony market)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일한 구매자가 가격설정자 역할
을 하고 수많은 판매자들이 모두 가격수용자인 시장을 의미한다. 소수의
생산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과점시장(oligopoly market)이라 하는데 과점시
장은 생산자간의 경쟁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대로 분류할 수 있다. 생산
자간 가격설정에 관한 전략적 결정에 있어서 소수의 생산자가 동시에 경
쟁하는 시장과 특정 생산자가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다른 생산자들이 해
당 가격에 따라가는 경쟁과 같은 생산자간 경쟁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경쟁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경영학적
으로 경쟁은 상대 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과 시장점유율을 거두기
위한 전략적 행위를 의미한다 (Kotler & Keller, 2015). 즉 시장 내에서 다
른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 기록하고 높은 수익을 거두며 판매
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은 경쟁우
위(competitive advangage)라는 개념이다(Barney, 1995). 경쟁우위는 같은 시
장 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보이거나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우위는 개념으로서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Barney, 1995). 실제로 경쟁우위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마진율이 높
다, 자산대비 수익율이 높다, 기술력이 월등하다, 시장점유율이 높다 등
다양한 표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을 경쟁우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경쟁자들에 비해 높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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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면 경쟁우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
고 이에 성공한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브랜드 태도 등에서 시장선도적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비용우위 전략과 차별화 우위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Barney, 1995). 비
용우위 전략은 실제 제품을 생산, 유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제품에 비해 비용적인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경쟁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비용우위를 보유한 기업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 제품가격 형성에서 선도적 영향력을 미치고
시장 내 경쟁우위를 획득하게 된다(Besanko, Dranove, & Shanley, 2001).
Besanko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유통업, 소매 및 도매업을 하고
있는 많은 수의 미국 주요 기업들에게서 경쟁자들에 비해 비용감소가 발
생한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비용변화에 따른 판매가격의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 비용감소가 있을
경우 판매가격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절대적 비용감소가 아닌 경쟁자들에 대한 상대적 비용감소로 얻는
가격경쟁우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화우위 전략은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에 비해 갖는 차별점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이다(Barney, 1995). 차별화우위를 달성하
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고급화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더 비싼가격을
책정하고 이에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차별화요인으로 강조하여 판
매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같은 내부적 혁신을 통
하여 제품의 효율성 혹은 편의성을 증대시켜 경쟁제품과의 차별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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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경쟁제품과 차
별화하는 방식이 주요한 차별화우위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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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시장 내 경쟁과 시장세분화
현대 기업의 마케팅활동의 근간은 시장세분화를 통한 정확한 소
비자 파악과 이들의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표적마케팅 활동이
다 (Weinstein, 2006). 시장세분화는 광의의 표적 시장을 소비자, 사업, 국
가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부분 시장으로 분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이질적인 소비자와 제품이 존재하는 시장을 동질적인 하위 제품군
(product cluster) 혹은 소비자군(consumer cluster)으로 세분화된 시장으로 분
리하여 각 시장 별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이나 마케팅 활동을 펼치
는 전략이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혜
선 & 이충기, 2009). 이는 다양한 관점과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업
의 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하
는 두 가지 측면의 효과가 있다.
시장세분화는 세분화 기준에 따라 혹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리적(geographic), 인
구통계학적(demographic),

사이코그래픽스적(psychographics)

및

행동적

(behavioral)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Karded, Cline &
Cronley, 2011). 대표적인 시장세분화는 지리적 시장세분화이다(Kotler &
Keller, 2015). 지리적 시장세분화란 국가, 주, 지역, 도시, 해안, 내륙 등
다양한 지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
인 시장세분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같은 제품이라 하여도
국가별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
가를 기준으로 시장세분화를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사용하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세분화와 함께 주로 사용하는 시장세분화 전략
은 인구통계학적 시장세분화(demographic segmentation)이다 (Reid & Boj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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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인구통계학적 세분화는 지리적 세분화와 다르게 거주자들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구획화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라인과 기성세대
를 위한 라인으로 분류하여 브랜딩을 하는 등의 활동이 이러한 인구통계
학적 시장세분화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지
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리적 시장세분화
와 인구통계학적 시장세분화가 결합한 형태의 지리-군집(geo-cluster)중심
의 시장세분화가 더 현실적인 형태의 시장세분화라 할 수 있으며 실제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지리-군집을 활용한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로 Xia, Chen, Jayaraman 과 Munson (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콜센터 서비스 공급망에 대한 시장세분화 연구를 진행하여 가
격 경쟁과 콜센터 서비스 간의 시장세분화 균형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저임금 거주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콜센터와 고
임금 거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콜센터 간에는 서비
스의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지역적으로 소비자의 임금격차에 따
라서 콜센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혀내어 각 지
역에 따른 서비스 전략을 설명하였다.
행동적 시장세분화는 시장을 단순히 지리적, 인구적 요인이 아닌
브랜드(혹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이다(Kotler & Keller, 2015). 이 때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행동적 요인들로 제품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률, 충성도
등의 요인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식이 적은 고
객들에게는 제품의 홍보 중심의 마케팅을, 충성고객에게는 관계형성 중
심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등 차별적 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략이 이와
같은 행동적 시장세분화에 기반한 마케팅전략 수립의 좋은 예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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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의 많은 경영학적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행동적 시장세분
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thannassopoulos(2000)은 그리스에
서 은행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바탕으로 은행 고객을 시장세분화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1. 다양한 형태의 시장세분화 예 (Kardes, Cline, & Cronley, 2011)
세분화 기준
인구통계학

주요변인
연령
성별
수입
교육수준
직업
사회적 지위
결혼여부
가족구성원
문화적 출신

지리적

인구밀도

싸이코그래픽

지역
기후
라이프스타일

행동적

특성/이득
상황
상품 이용여부

2

세부변인
나이,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밀레니엄세대 등
남성/여성
가계소득구간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석/박사 등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군인, 공무원
등
상/중/하
미혼/기혼/사별/이혼 등
아동, 청소년, 젊은 부부, 나이든 부
부, 노년 등
유렵계, 아프리카계, 동북아계, 동남
아계, 아랍계 등
도심, 도시근교, 준교외, 시 외각, 농
촌 등
동/서/남/북 등
온대, 냉대, 한대, 열대, 아열대 등
VALS2
4 C’s3
가격, 편이, 사용편이, 상태 등
아침, 저녁, 여가시간, 근무시간, 휴
일, 공휴일 등
현재 사용자, 잠재 사용자,

Value and lifestyles 의 약자로 SRI Consulting Business Intelligence (SRIC-

B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라이프스타일 분류기준
3

Young & Rubicam의 서로 다른 문화의 소비자 특성(cross cultural
consumer characterizati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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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도 점수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전환의도에도 유의미한 차이
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 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중심으로 시장을 세
분화하는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 세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in, 2002; Nasiopoulos, Sakas, Vlachos, & Mavrogianni, 2015).
사이코그래픽스란 개인의 생활습관, 신념, 가치체계 등을 연구하는 분야
를 일컫는다. 사이코그래픽스 시장세분화는 표적 고객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활동/관심/오피니언, 가치태도, 사회적 지위, 성격 등으로 구분한
다. 이는 소비자의의 행동적 특성들은 소비자의 사이코그래픽스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실제적으로 행동적 시장세분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가 사이
코그래픽스를 통한 시장 구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급 사치품 시장을 세분화 할 때 고객의 사회적 수준 등을 중심
으로 구분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ker & Burnham (2001)은 유전자 조작 식품(GMO)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은 GMO가 식품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며 생
물학적인 지식을 갖춘 소비자집단 일수록 GMO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리스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집단의 경우 GMO의 안정성에 대해 불신하는 반면 생물학적 지식이 부
족할수록 GMO에 거부감을 갖는다. Lin(2002)은 사람들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샴푸, 세제, 식기세척제, 화장지, 휴지, 세안제, 샤워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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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비누와 같은 생활용품 브랜드에 대해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가 제시한 17가지의 싸이코그래픽스 집단
즉 열정적(enthusiasm), 유아적(solipsism), 집에있는(Home-life), 유명한 브
랜드를 추구하는(well-known brand pursuer), 독립적인(independence), 편안한
(comfort),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free-living), 보수적인(conservatism), 비관
적인(pessimism), 절약적인(saving),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m), 반권위적
인(anty-authority), 전통적인(traditionalism), TV혐오적인(TV-dislike), 쾌락추
구적인(hedonism), 주관적인(subjectivity) 및 자기확신적인(self-confidence)
특징을 갖는 집단에 따라 선호하는 생필품 브랜드에 선호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적 시장세분화 등의 시장세분화 방법이 존재한다
(Furrer, Liu & Sudharshan, 2000). 문화적 시장세분화는 시장의 표적고객을
문화적인 뿌리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업, 국가, 조
직, 사회그룹 등 다양한 크기의 조직이 문화적 커뮤니티로 결합되어 있
기 때문에 문화적 시장세분화는 매우 중요한 시장세분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인 시장 세분화에서 사용하는 문화는 다양한 기준으로 구별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장세분화가 나
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유럽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민족
적인 문화차이를 중심으로 구별한다거나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Furrer 등(2000)은 소비자들
의 문화적인 집단의 차이가 서비스 품질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문화적

차원인

권력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

(individualism), 남성성(masculinity), 위험회피성(uncertainty avoidance)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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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long-term orientation)등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속한
고객군이 서비스 품질인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확실성
(assurance), 공감성(empathy) 및 실제성(tangibles)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각 문화적 차원의 차이에 따라 같은 서
비스에 대해서도 상이한 서비스 품질인식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유사하게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도 역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Furrer, &
Sudlharshan, 2001).
시장세분화는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시장을 구분하여 단일한
시장으로 나누는 것으로 특별한 기준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기업의 마케
팅 전략에 따라서 표적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하게 된다(Kardes, et al., 2011). 따라서 사회적 복잡성을
고려하면 어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
업이나 제품의 목적에 따라 표적고객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진행하며 이
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학문적인 편의를 위하여 이론적인 틀에 의거하여 시장세분화 방법을 구
분하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
다.
마케터 관점에서 시장세분화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집단으로 시
장을 세분화 한 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세분
화 집단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ardes, et al.,
2011). 이 때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표적 시장은 다양한 세분화시장 중
한 곳으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마케터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마케팅 표
적고객과의 소통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
화한 시장 중 한 가지 표적시작을 선택하는 행위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적 혹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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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 후의 전략수림은 효율적인 마케팅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식
이다. 특히 세분화된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포지셔닝(positioning) 전
략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시장세분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포지셔닝이란 기업의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여 표적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표적 고객과 표적 시장을 정의하여야
만 정확하고 효율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시대가 발
전하고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 및 마케팅
믹스를 통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시장 세분화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장세분화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으로 표적고객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
생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최근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지나친
과잉정보로 인하여 오히려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정확한 시장세
분화를 통한 포지셔닝 전략을 사용한다면 고객입장에서도 자신의 관심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정보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왜곡을 겪
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실제적으로 구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인 효과를 볼 수 있다(Kardes, et al., 2011).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더욱 강
조하여 단순히 표적 소비자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의 구매패턴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추천하
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Hung, 2005).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구매패턴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구매 가능
성이 높은 제품을 추정하여 추천하는 방법으로 이는 행동적 시장세분화
를 통한 포지셔닝의 발전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스포츠 팬 혹은 스포츠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세분화 역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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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Ross(2007)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시즌티겟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 브랜드와 결합한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
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하여 시즌 티켓 소비자
들은 크게 두 가지의 뚜렷한 군집으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두 그룹은 팀에 대한 몰입, 팀의 역사, 팀의 브랜드 마크, 지역사회공헌,
라이벌, 선수, 경기장, 사회적 상호작용, 선수 및 팀플레이 등 다양한 브
랜드 연상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각기 다른 소비자 그룹
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Funk와 James (2001)는 심리적 연속성 모형
(psychological continuum model)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스포츠 팬을 팀에
대한 충성심의 단계를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리를 인지, 흥미, 애
착 및 충성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른 소비자를 세분화하
여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위 가설을 Funk와
James (2006)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데, 위 연구자들은 각 단계별
로 소비자들의 행동적 충성도 즉 구매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규
명하여 이를 통해 스포츠 팬을 심리적 단계에 따라 시장세분화 하였다.
이렇듯 시장 세분화를 통한 표적 고객 선정과 포지셔닝은 다양
한 분야의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스포츠 중계방송을
비롯한 스포츠미디어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세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산업에서도 시청자들의 시청선택행위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전
략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비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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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Webster, Phalen, & Lichty, 2014). 미디어 산업 시장에서의 시
장세분화는 소비자의 시청선택행위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자의 관점은 보통 이용 충족(use and gratification) 관점이라
하고 후자의 관점은 시청자 흐름(audience flow)관점이라 하는데 두 관점
모두 시청자들의 시청행위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미디어 마케팅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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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청자이론과 시청자 세분화

강준호 등(201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스포츠미디어시장은 다양한
관람스포츠시장이 미디어시장과 결합하여 파생된 스포츠 시장가치망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특히 스포츠미디어시장은 단순히 스포츠 중계방송뿐
만 아니라 방송 중계권, 스폰서십, 스타마케팅 등 많은 파생시장이 결합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관람스포츠의 파생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나
타내고 있는 시장이다(강준호 등, 2013).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소
비자에 대한 시장세분화는 미디어 시장의 하위 시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주요 시장의 하나로서 관람스포츠산업의 근간을 형
성하는 시장으로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스포츠미디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소비자에 대한 시장세분화와 함께 미디어 소비자에 대한
시장세분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 중 미디어 시장의
시장세분화를 위해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소비행위 즉 미디어 시청이 어
떠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능동적 시청자(active audience) 관점

미디어 소비자들이 특정 미디어 혹은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는
행위의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은 다양하게 이어져 왔
다. 특히 시청자들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자의 시청
행위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축으로 연구되었다. 이 중 시청자 혹은 미
디어 소비자가 능동적임을 가정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자 하
는 이론으로 이용 및 충족 이론(Use and Gratification Theory)이 존재한다
(Severin & Tankard, 2000). 이용 및 충족 이론은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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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중심으로 시청자의 매스 미디어 소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이용과 충족 이론의 핵심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 혹은 효용을
추구하며 해당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능동적
소비자”를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한다(Levy, & Windahl, 1984).
이용과 충족관점에서 가정하는 능동적 소비자는 다른 이론과 달
리 미디어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의도를 인
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Severin & Tankard, 2000). 이
를 뒷밭침하는 능동적 소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는 적
극적이며 미디어 소비는 목적 지향적이다. 이는 소비자가 미디어를 시청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적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미디어 시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특정 미디어 선택과 관련된 충족의 주도권은 시청자에게
있다. 이는 첫 번째 가정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시청자는 적극적으로 목
표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청행위를 하며 이에 대한 충족 여부 역
시 소비자의 몫이다. 셋째, 미디어는 다른 정보 자원과 경쟁하는 존재이
다. 소비자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 자원을 이용할 수 있
으며 이 중 미디어를 하나의 대안으로 인지하고 이용하게 된다. 넷째, 대
중은 자신의 자신의 미디어 사용, 흥미, 동기 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연구자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시청
자에게 질문을 통하여 시청자가 미디어 시청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욕구 혹은 목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충족하였는지 여부 역시
시청자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 측정은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만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임의로 콘
텐츠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시청자에게 질문
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시청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충족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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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가치를 인지한다.
이러한 가정은 이용과 충족 관점 즉 능동적인 시청자를 가정하
는 연구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
과없이 사용하고 있다. 위 가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본인의 명확한 욕구
및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미디어 혹은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여 사용 및
시청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시청형태 혹은 시청동기에 대해 연구하
는 연구자들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욕구(시청동기)를 바탕으로 시청선택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질문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
비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교육 혹은 정보획득, 미디어 콘텐
츠 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캐릭터와의 동일시, 단순한 즐거움, 사회적
상호작용의 강화,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에서의 탈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McQuail, 2010).
이용 충족 관점의 연구는 과거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Katz, Blumler & Gurevitch, 1974).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 관심사
는 시청자들의 니즈와 이에 대한 충족의 상호관계이다. 즉 소비자들은
어떠한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니즈를 형성하는가, 그리
고 방송을 시청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 그리고 매스미디어
를 통하여 충족하려 하는지, 혹은 충분히 충족하였는지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족(gratification)의 개념은 욕구의 만족(satisfac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이용 및 충족
관점의 연구는 초기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의 주요 관점으로 사용되었
다.
이용 충족 관점을 통한 연구는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소
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었으나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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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충족(gratification)
과 만족(satisfaction)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Blumler, 1979). 즉
시청자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혹은 시청 후 사후적으로 프로그램
에 대해 만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용 충족 관점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불명확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이용 충족 관점의 이론
전개는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현상을 추가하여 이론적 틀을 마
련하는 방식이 아닌, 시청자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행동주의적 방법으로
이론의 토대를 삼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비판 받고 있다(Ruggiero, 2000).
유사하게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론을 바탕으
로 향후 시청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전환성, 1986).
그러나 이런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용 충족 관점은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하였다(Sundar
& Limperos, 2013). 과거 공중파 중심의 환경과 달리 현재 텔레비전 미디
어 환경은 수백 개의 채널이 존재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환경이
기 때문에 단순히 구조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또한 모
바일 채널,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TV방송시청
기술이 탄생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시청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능동적 시청자 관점과 대비되는 관점은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이는 소비자는 방송사의 편성전략에 의해 시청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이는 현재와 같은 뉴미디어에서의 콘텐츠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시청자(audience)가 아
닌 이용자(user)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적극적인 소비자 개념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Sundar 와 Limperos(2013)는 현대 기
술발전에 맞는 새로운 충족의 개념을 정리한 MAIN모형을 제시하였다.

３６

MAIN모형이란 양상중심 충족(modality-based gratification), 에이전시 중심
충족(agency-based

gratification),

상호작용중심

충족(interactivity-based

gratification) 및 조종가능성 중심 충족(navigability-based gratification)을 의
미하는 것으로 최근의 기술적인 발달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포괄하여 충
족의 개념을 세분화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양상중심 충족이란 다양
한 양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때 양상이라 함은
다른 형태의 콘텐츠의 표현은 유저의 인지기관에 다른 형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소리는 청각으로, 그림은 시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른바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양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만족은 실제감(realism), 쿨함(coolness), 신기함(novelty) 및 현
장감(being there)등의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Sundar와 Limperos(2013)의 MAIN모형의 두 번째 충족요소는 에
이전시 중심 충족이다. 에이전시란 정보의 매개가 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특정 형태의 문지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해야 했으나 현재는 모든 유저가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전시의
building),

발전(agency-enhancement),
시류를

탄

커뮤니티의

움직임(bandwagon),

필터링

형성(community
혹은

개인화

(filtering/tailoring) 등의 충족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충족요소인 상
호작용 중심의 충족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자체(interactive),

활동성(activity),

반응성

(responsiveness) 등의 만족 요인들이 이에 속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종
가능성 중심의 충족은 사용자가 미디어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서 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의미하는 브라우징(browsing), 정보의
이동 등에 도움을 주는 비계(scaffolds),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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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fu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AIN모형은 과거 매스미디어 연구에서
사용한 충족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던 제한점을 극복하고 이를 현대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충족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행위
를 이용 충족 관점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Stafford, Stafford와 Schkade (2004)는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용 충족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프로세스,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사
회작용에 대한 3가지 차원의 충족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
구자들은 이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에
게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 예를들어 정보, 이메일, 뉴스, 연구, 채팅 등을
나열하여 이 중 한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이 후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크게 3가지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세 가지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각각 인터넷 프로세스
충족, 인터넷 콘텐츠 충족, 인터넷 사회활동 충족으로 명명하였다. 인터
넷 프로세스에는 자원, 검색엔진, 검색, 서핑, 기술, 웹사이트 등이 동기
이며 인터넷 콘텐츠는 교육, 정보, 지식, 학습, 연구 등이 세부 동기로 조
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회작용의 충족은 채팅, 친구, 상호작용
및 사람과의 만남 등의 세부동기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구조적 요인에 의하기 보다는 적극
적으로 개인의 니즈를 찾아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
하는 것이 조사되어 뉴미디어 상황에서 소비자 행동에 대해 이용 충족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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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ng (2013)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Facebook과 개인블로그
및 인터넷포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5가지 차원에 대한
충족이 서비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5가지 차원은
각각 사회적 애정에 대한 욕구,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
구, 인정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욕구 그리고 인식의 욕구이다. SNS
이용자들은 해당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SNS를 활용하며 이를 더 충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2011)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연구로 SNS의 하나인 트위터(Twitter)를 사용하는 이용자들
의 이용 충족에 대해서 조사였다. 그 결과 트위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타인과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더 많이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적인 트위터 이용은 관계에 대한 충족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이렇듯 이용 충족 관점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다양한 비판을 받는 이론이다. 그러나 최근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발달하
고 뉴미디어와 개인 중심적인 미디어 소비가 나타나면서 이용 충족 관점
은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으로 새롭게 이
용되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용 충족 관점에서의 스포츠 미디어
소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aney(2006)에 의하면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동기요인은 크게 감정적인 동기, 지적
인 동기 그리고 행동적인 동기로 이루어 졌다. 감정적인 동기란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면서 시청자들은 감정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시청한다
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받고자 하는 감정적인 보상으로는 스포츠 방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entertainment), 스포츠의 서스펜스 혹은 경기에
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긴장감(eustress),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시청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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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자부심(self-esteem), 그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연실에서의 탈출감(escape)등이 시청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보상이다. 인지적인 목적은 먼저 수준 높은 선수들의 경기장면
을 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수와 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
고자 하는 학습(learning)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서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스포츠의 미학을 느끼게 되는 미학적
(aesthetic)목적이 있다. 행동적인 보상으로 중계방송을 보면서 휴식을 취
하는

동기(release),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시청하는

동기

(companionship), 동료 혹은 조직에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기
(group affiliation) 및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동기(family) 등
이 행동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요인들이다. 이 외에도 도박이나 판타지
게임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 위한 요인(economics)도 존재
한다. 이들 세부 동기들은 결국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각종 보상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이용 충족 이론을 적
용한 연구는 아니나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을 밝혀낸 연구로 이용 충족 관점의 연구로 볼 수 있다.
Wann, Raney와 Briant (2006)는 스포츠 소비자들이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는 동기요인에 대해서 팀 동일시(team identification), 스포츠 관여도
(sports involvement)와 같은 스포츠 팀과 개인의 관계적인 요인을 밝혀내
었다. Wann 등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적 요인들로 인한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것이 스포츠 방송 시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팀 동일시의 경우 스포츠에 대해 다양한 행동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소비에 주
는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팀 동일시가 높을 경우 팀과 관련한 소비가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상품의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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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동일시에 의해 소비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원인을 시청자들이 팀 동일시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Gunter(2006)는 스포츠 중계방송의 다양한 요소 중 폭력적인 부
분이 스포츠 시청자의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단 권투, 레
슬링과 같은 격투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신체
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폭력성을 내포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가 중계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콘텐츠 서사의 일종으로
라이벌전, 팀간의 경쟁, 긴장, 충돌 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있
으며 따라서 실제로 폭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재적으로 폭력성을 보
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스포츠에서 내
재된 폭력을 시청하는 동안 강한 긴장상태와 흥분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
러한 흥분상태를 계속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폭력이 시청동기
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Comisky, Bryant와 Zillmann (1977)은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해설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스포츠 팬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ullivan(1991)은 중계방송의 해설, 하
이라이트, 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과 같은 중계방송의 엔터테인먼트적
인 요소에 집중하였다. 위 요소들은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단순히 스포츠 자체가 아닌 추가적으로 추구하는 즐거움으로 이것이 충
족될 때 시청자들은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보내게 된
다. 즉 순수한 스포츠경기가 주는 즐거움 외에도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
청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용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Raney와
Depalma(2006), Peterson과 Raney(2008)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스포츠에서 심리드라마와 같은 서스펜스요소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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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스포츠의 극적인 요소가 스포츠 중계방송 수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이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동기 혹은 시청자
가스포츠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추구하는 보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들 연구는 미디여 연구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용 충족 이론을 적용하여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스포츠 중
계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스포츠 팬들이 능동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기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충족이 시청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 연구들은 능동적 시청자를 가정하는 이
용 충족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할 수 있다.

2) 시청자 흐름 관점(Audience flow)

시청자 흐름은 특정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음 프로
그램으로 유입되는 시청자의 크기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미디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시청자 흐름을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시청자들
의 능동적인 채널선택 보다는 방송사의 편성전략 따위의 구조적인 요인
에 의해서 채널선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Ehrenberg, Goodhardt, &
Barwise, 1990). 따라서 시청자 흐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심리적
요인보다는 방송 편성 즉 방송시간, 프로그램 장르 등에서 나타나는 차
이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청자 흐름에 대한 연구의 한가지 축은 시청자들의 사후적인
시청행위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확률적인 연구
를 통하여 방송국의 전략에 따른 시청자들의 시청선택에 대한 관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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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이다(Rust & Alpert, 1984; Goettler & Shachar, 2001; Kinjo & Ebina,
2015; Rust, Kamakura, & Alpert, 1992; Tavakoli & Cave, 1996; Shachar & Emerson,
2000; 장영희, 2011).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택모형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를 결
정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 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 후 개별 소
비자의 효용을 확률적 효용함수로 가정하여 모형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즉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더 크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
행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선택모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적 변인과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Rust와 Alpert (1984)는 미국 시청자들의 공중파 방송 시청선
택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청자들을 연령(저 연령/고 연령), 학력(저학력/
고학력), 성별(남/녀)로 구분하는 8개의 세부집단으로 나누고 시청흐름
상태를 이전 시간대와 동일한 채널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여부, 시청을
새로 시작했는지 계속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
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로 총 6개의 시청흐름을 구성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시간대와 동일한 채널을 지속 시청할 경우 시
청자흐름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을 예측하였으며 각 인구통계학적 변
인데 따라 프로그램의 장르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예를 들어 고 연령대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심리드라마가 가장 높은
선택확률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프로그램 선
택 선호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를 실시한 연구(Rust, Kamakura, & Alpert,
1992), 신규 채널의 등장에 따른 시청자 집단의 구성변화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편성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Tavakoli & Cave, 1996).
Shachar & Emerson (2000)은 기존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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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화하여 프로그램 장르 및 시청자 흐름요인에 대한 상대적 전환비용
개념을 도입하였다. 상대적 전환비용이란 명목적인 금액으로 나타나는
전환비용이 아니라 채널 전환에 저항하게 되는 힘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스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전환비용을 추정
하였다 하면 양의 값을 갖는 프로그램은 뉴스에 비해 더 높은 전환비용
을 갖는 프로그램 즉 소비자들이 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음의 값을 갖는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뉴스에 비해 더 쉽게 채널을 전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Goettler 와 Shachar (2001)은 전환비용 개념에 공간적 경쟁개념을 도
입한 확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적 경쟁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
기 위해 방문하는 매장까지의 거리를 비용개념에 추가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먼 매장에서 판매하면
가까운 곳에서 파는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Goettler 와 Shachar 는 시청자의 이상적인 취향과 프로그램간의
차이를 공간적 거리로 가정하여 프로그램간의 전환비용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들의 공간적 배치를 추정하였다.
Kinjo와 Ebina (2015)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y)을 구조적 요
인에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태의존성이란 과거의 경험이 현재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Heckman, 1981) 채널선택의 경
우 과거에 어떤 채널을 보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시리즈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할 때 과거에 지속적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해당 시리즈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상태의존성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Kinjo와 Ebina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상태의존성과
함께 프로그램의 시청률, 평판과 같은 거시적 외부성이 프로그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시청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택모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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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시청형태를 분석해 보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리즈 프로그램(드라마 등)의 경우 회가 진행될수록 더 시청
률이 높아지는 반면 낮은 시청률을 기록할 경우 점점 더 낮아지는 효과
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인기도
를 하나의 외부요인으로 가정하고 연구변인으로 이전 화의 시청률을 추
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시청률이 소비자들의 시

청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나이가 많을수
록 상태의존적인 시청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시청자의 채널선택 자료를 바탕으로 선택모형
을 통해 방송의 구조적 요인들이 시청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계량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들
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구조에 대한 함의
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시청자들을 인구통계학적 세분화를 통해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시
청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근거뿐만 아
니라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실제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할 때에는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여 각 세분화시장별 특징을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기본이다(Kardes, et al., 2012).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을
바탕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하고 세분집단 별 시청형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연구들은 실제 시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방법론의 문제라기 보다는 계
량모형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자 집단을 세분화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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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시장세분화 기준을 통한 시청자 집단 별 시
청형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조
주의적인 관점의 연구는 천편일률적으로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아 수행되어 왔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외 시청흐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분야는 시청자 흐름의 유입 및 유출효과와 같
은 인접효과(inheritance effect)에 대한 연구이다(Webster, 2006; 노예영 &
김기한, 2014; Webster, Phalen, & Lichty, 2014). 인접효과란 시청자들이 시청
을 할 때 있어서 한 번 채널을 선택하면 지속적으로 그 채널에 남아있고
자 하는 시청자의 특성을 통해 연달아 편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지속적으로 시청하려는 경향에 의해 시청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전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의 시
청률이 영향을 받는 것을 유출효과(lead-out effect), 이후 시간대의 프로그
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입효과(lead-in effect)라고 한다
(Webster. et al., 2014). 이 중 유입효과의 경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
어 있으며 방송국에서도 실제로 이를 받아들이고 편성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Webster. et al., 2014). 즉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뒤에 시청률이 고전
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시청률 증가 효과를 보
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기한과 정지규(2011), 노예영과 김기한
(2014) 등의 스포츠 방송콘텐츠의 유입/유출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위
연구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경우 방송 이후 시간대의 프로그램의
경우 평소에 비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을 발견하여 스포츠 중계방
송의 유입 및 유출 효과를 입증하였다. 인접효과는 미디어의 발전 및 시
대적 변화에 따라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Eastman, Newton, Riggs, & NealLunsford, 1997)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ebs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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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산업적인 맥락에서는 앞서 살펴본 김기한과 정지규(2011)
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치뤄진 국가대표 축
구팀간의 A매치 경기가 중계방송 이전/이후 스포츠 프로그램들에 어떠한
인접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프로그램
의 시청률을 동시간대 다른 채널의 시청률과 비교하여 대응표본 t-검정
을 통해 연구가설을 증명하였다. 국가대항 축구 경기 중 국가대표 선수
들이 출전하는 A매치의 경우 직접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도 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동 시
간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유의미한 시청률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축구 중계방송의 인접효과 즉 유입효과와 유출효과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우선 특정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이전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
을 받음을 의미하는 유출효과의 경우 축구 중계방송 30분 전부터 축구
중계방송 시작시점까지의 시청률을 타 채널 시청률과 비교한 결과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채널에 남아있고자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후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
향을 미친다는 유입효과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축구
중계방송 종류 이후 30분간 같은 채널의 시청률이 타 채널의 시청률에
비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방송사가 스포
츠이벤트를 중계함으로 인하여 시청률 상승이 나타남은 물론 중계방송
이후 프로그램까지 스포츠 중계방송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시청률을 기
록함을 의미한다. 이는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이 같은 채널에 남아있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뒤에 시청률 상승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편
성하여 시청률을 견인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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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노예영과 김기한(2014)은 메가이벤트 중계방송의 인접
효과를 통하여 스포츠 방송 편성이 방송국에 가져다 주는 이점을 제시하
여 스포츠 산업에서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2010년
SBS에 의해 독점적으로 중계된 남아공월드컵의 시청률 자료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스포츠이벤트의 인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공중파 방송사들
의 평균 시청률을 이용한 t-검정을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월드컵
기간 동안 경쟁 공중파 채널들과의 시청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 중
계방송이 끝난 이후 1시간 동안 SBS의 시청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리고 같은 채널(SBS)내에서도 월드컵기간 동안의 시청률이 월드컵 이전
및 이후 4주간의 평균 시청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스
포츠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직접효과 및 인접효과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선택모형을 이용한 시청흐름에 관한 연구 중 스포츠 프
로그램의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선택모
형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장르의 하위변인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존
재하지 않았다. 시청흐름을 분석하여 채널간의 상대적 전환비용을 분석
한 Shachar와 Emerson (2000)의 연구에서는 하위 연구의 하나로 프로그램
장르 중 드라마가 스포츠나 뉴스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채널에 남아있
으려 함을 보고하였다. 위 연구는 선택모형에 개별 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변수의 계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평균적으로 드라마
장르를 시청할 경우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뉴스, 스포츠, 코메디)의 경우
에 비해 더 높은 전환비용(더 낮은 전환의도)를 나타내며 전환비용의 크
기는 상대적으로 드라마-코메디-뉴스-스포츠 순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국의 주요 공중파 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적인 시
청확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장르만을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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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포츠, 음악, 예술, 영화 등의 다양한 채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현대의 방송환경에는 맞지 않는 연구라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국내 공중파 채널을 중심으로 하여 TV프로그램 시청
을 주제로 선택모형을 적용한 장영희(2011)의 연구에서는 각 채널 별 시
청자들의 선택확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환경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스포츠가 공중파에서 중계되는 경우가 적으며 대부
분의 방송이 케이블채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역시 스포츠
프로그램 혹은 스포츠미디어 분야에 관한 공헌은 미진하다. 장영희의 연
구에서 역시 프로그램의 장르를 연구변인의 하나로 추가하여 모형을 분
석하였으나 스포츠 장르는 예능 및 기타 오락장르와 통합하여 오락 및
스포츠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포츠 콘텐
츠가 공중파 방송국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 이
렇듯 선택모형을 사용한 많은 연구에서 스포츠는 하위변인의 하나로 분
석에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포츠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논할
수 있을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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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퍼토리
채널 레퍼토리(channel repertoire)는 “개인이나 가구에서 주기적으
로

시청하는

채널의

집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Heeter,

D’Alessio,

Greenberg, & McVoy, 1983). 채널 레퍼토리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케
이블채널 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발달하면서 과거 지상파 3~4
개 채널만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
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모든 채널을 시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몇 가지 채널을 중심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Heeter
등(1983)의 연구에서는 34개의 채널을 보유한 케이블 TV상품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0개 미만의 채널만을 주기적
으로 시청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채널집합을
채널 레퍼토리라 정의하면서 향후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요
한 개념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Heeter, 1985).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TV시장의 경우 수백 개의 채널을 구
독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은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기 보다는 파편화된 형태로 시청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bster, 2005; Webster & Ksiazek, 2012). Webster (2005)에 의하면 과거 지상
파 위주의 방송환경 에서는 주 시청시간대의 경우 특정 채널들의 시청률
의 합이 90%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시청자가 몇 가지 채널을 주
로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다채널 시대로 돌입하면서 이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미디어 소비의 파
편화(fragmentation)라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파편화되는 반면 특정 채
널에 대한 충성심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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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지만 개별 소비자들의 시청 채널 레퍼토리는 수백 개의 채널에
서 몇 개의 충성스러운 채널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Webster와 Ksiazek (2012)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채널들
사이에서 시청자의 채널 레퍼토리는 고정적인 몇 가지 채널로 이루어지
며 이들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TV채널과 인터넷 서비스의 분산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실제 분포 모양의 경우에도 TV채널이 인터넷 서비스에 비
해서 더 두터운 꼬리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채널
의 동시간대 전체시청률의 총합으로 조사한 TV채널 집중도는 CBS, FOX
등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나 시청률이 떨어지는 폭이 완만하며 자원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의 값은 144.17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사
용 집중도는 Google, Yahoo, MSN, Youtube, AOL, Facebook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HHI는 173.14를 기록, TV에 비해 더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미국의 시청자들은 다양한 채널로 파편화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한 파편화 연구를
진행하여 중복시청률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러한 파편화 현상 안에서도 뚜렷한 겹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는 특히 개인적 특성 보다는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특정한 형태를 따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개인의 채널 레퍼토리는 개인마다 고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나 이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 모습을 보인
다는 것을 제시하었다.
이러한 시청형태의 파편화 및 분극화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텔
레비전

채널

레퍼토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Ferguson과 Perse (1993)는 전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시청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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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경험이 있는 총 시청 채
널을 의미하는 총 채널 레퍼토리(total channel repertoire)와 소비자들이 꼽
은 자신들이 주로 좋아하는 채널집합인 주의적 채널 레퍼토리(mindful
channel repertoire)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총 채널 레퍼토리는 채널과 시
청자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주의적 채널 레퍼토리
는 채널 변경 동기, 인지된 노력 등 개인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Yuan과 Webster (2006)는 시청률 조사기간의 시청자료
를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 시민들의 채널 레퍼토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평균 13개 채널로 이루어진 채널 레퍼
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케이블채널 구독자의 시청시간에 대
해 6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채널 환경에서의 채널선택에서 벗어나 다 매체 환경
에서의 미디어 선택에 관한 미디어 레퍼토리로 연구범위가 확장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심미선, 2007; Yuan, 2011; Jung, Kim & Chan-Olmsted,
2014; Greer & Ferguson, 2015; Taneja, Webster, & Malthouse, 2012). 심미선(2007)
은 미디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매체 즉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
전, 위성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및 DMB의 7가치 미디어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도출해 내었다. 심
미선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앞서 언급한 7가지
미디어의 이용여부와 일단 이용시간을 조사하여 이들의 비중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작성하였다. 이 때 특정 매체의 이용
기준은 35%로 하여 레퍼토리 작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인터넷을 전
체 미디어 이용시간의 50%, 지상파 텔레비전을 45% 사용하는 이용자는
인터넷과 지상파 TV로 구성된 미디어 레퍼토리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
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중심 집단, 인터넷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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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집단, 케이블 및 위성 중심 집단, 지상파와 인터넷 중심 집단, 다중매
체 이용자 집단으로 군집화 할 수 있었다. 이 중 지상파 중심 집단은 다
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케이블-위성 중심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단독 거주자가 다소 높았으나 집단간에 큰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Yuan(2011)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를 연구하였다.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여 연구참여자들의 뉴스소비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중국의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서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모바
일매체, 신문 및 잡지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지의 여부를 통해 미디어
레퍼토리를 작성하였는데 이 결과 TV-신문, TV-인터넷, 신문-인터넷, 인터
넷-모바일 등의 레퍼토리를 형성하는 집단들이 주로 도출되었다. 위 연
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관심범위가 커질수록 뉴스 레퍼토리가 확장되며,
소비자들의 뉴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뉴스 레퍼토리가 유사한
그룹으로 나뉜다고 분석하였다.
Ju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레퍼토리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집중
도를 분석하였다. 닐슨에서 제공하는 KoreaClick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
폰 이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빈도를 추적조사 하여 이용자들의 어
플리케이션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구매단계에 설
치되어있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이용빈도는 다른
다채널환경의 미디어소비형태에 관한 선행연구와 같이 특정 레퍼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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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뉴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의 레퍼토리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집중도는 HHI로 557.2에서 2147.4 사이의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혹은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퍼토리는 2000이 넘는 HHI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
채널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집중도가
높은 레퍼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Greer와 Ferguson (2015)은 태블릿 PC를 통한 텔레비전 시청의 시
청자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실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레퍼토리와의 차이분
석을 통해 태블릿이 실제 전통적인 텔레비전을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Taneja 등(2012)은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몇
가지의 한정적인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용 충족 관점이나 시청흐름 관점에서의 시청형태에 대한 분석
에 비해 레퍼토리 분석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심미선,
2010).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용 충족 관점에서의 시청행위 분석은 시청
자들이 시청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시청행위를 하며 채널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며, 시청흐름 관점에서는 시청자는 수동적으로 방송편
성 등에 의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시청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자 할 때 보고 싶은 프로그
램이 있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며 반대로 단순히 휴식 혹
은 여가를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에도 무작위적으로 채널을 선택
하여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가 가장 높은 채널을 시청하게
된다(심미선, 2010). 따라서 시청행위는 단순히 구조적인 관점 혹은 개인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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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레퍼토리 연
구가 의미를 갖는다(윤해진 & 문성철, 2011; 심미선, 2008). 시청자들이 채
널 레퍼토리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용 충족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시청자들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혹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채널을 중심으로 본인의 채널 레퍼토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형성된 레퍼토리 중 실제로 채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 뉴스 및 다큐멘터리 채널로
이루어진 채널 레퍼토리를 갖는 소비자의 경우 방송 편성에 따라 야구
혹은 뉴스를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레퍼토리를 통한 연구는 앞
선 두 가지 관점의 논의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레퍼토리 연구가 중요한 점은 기존의 방법을 통한 미디어
시장 시청자의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가 인구통계학적 혹은 지리적 시
장세분화 만이 가능하였던 반면, 레퍼토리 연구를 통하여 행동적 시장세
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소
비자를 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군
집화 하여 개별 군집의 소비자집단이 특정 채널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구
조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Rust & Alpert, 1984; Goettler & Shachar, 2001;
Kinjo & Ebina, 2015; Rust, Kamakura, & Alpert, 1992; Tavakoli & Cave, 1996;
Shachar & Emerson, 2000; 장영희, 2011). 물론 인구통계학적 세분화를 통해
특정 집단의 미디어 이용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
는 연구임에는 분명하나 선택모형을 기초로 한 시장세분화 전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코그래픽스나 행동적 시장세분화를 적용하는데 있
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이용 충족 관점의 연구에서는 특정 소비집
단의 시장세분화를 통한 동질적 시청자 집단에 대한 도출보다는 개인적
니즈에 대한 충족이 미디어 소비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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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역시 시청자들에 대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세분화 전략
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듯 기존 연구들이 시청자들의 시장세분화에 한계점을 지니
고 있는 것에 비하여 레퍼토리 연구는 다양한 시장세분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미디어 마케팅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심미선, 2010). 실제로 국내의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레퍼토
리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
들의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였다(강남준, 이종영 & 이혜미, 2008; 심미선,
2008; 이찬구, 이종영, & 성지연, 2009; 윤해진 & 문성철, 2011). 레퍼토리
를 바탕으로 하는 시청자 시장세분화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채널 혹인 미
디어 레퍼토리를 보유한 사람들을 같은 군집으로 묶거나 비슷한 유형의
레퍼토리 형태를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유형화 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
으로 한 시청자 시장세분화는 행동적 시장세분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준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인쇄매치 수용자조사
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TV, 신문, 인터넷, 라디오, 잡지/서
적, 휴대전화, MP3 등의 7개의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레퍼토리를 조사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10,000여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디
어 레퍼토리를 조사하였는데 미디어 레퍼토리는 각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미디어의 하루 평균 사용량의 조합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해서 총 10,000명의 연구참여자 중 100명을 무선표집하여 이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군집의
수를 바탕으로 전체 대상에 대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 결과 총 10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군집의 미디
어 레퍼토리 특성은 휴대전화-MP3 이용군, 신문-TV이용군, 다매체 이용
군, 다매체 저 이용군, TV이용군, 라디오-신문 이용군, 인터넷 이용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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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 이용군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각 군의 미디어 이용 특성은 사용
량과 함께 이용자들의 이용빈도를 통하여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의 중요
도를 도출하여 복합적으로 계산하였다. 이후 각각의 미디어 이용군에 속
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미디어시장 세분화를
실시하였다. 시장세분화 결과 휴대전화-MP3 이용군은 10~20대의 미혼
남성이 가장 주된 이용자층을 형성하였고 신문-TV이용군은 30세이상 여
성으로 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미디어 이용군에 따른 시장
세분화를 실시하여 각 집단의 주요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공통점을
도출하여 미디어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미디
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들을 세분화하였으나 타 문헌과의 교차검증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구
통계적 요인만으로 이용집단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1차적으로 설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답자의 차이에서 기인한 특
성일 수 있으며 또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조사할 때 마
다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한 연구는 심미선(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테일러-닐슨이 제공한 개인시청률 자료를 활용하여 지상
파 방송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개인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심미선의 연구에
서는 방송사(KBS1, KBS2, MBC, SBS)와 장르(드라마, 생활정보, 오락, 뉴스,
리얼다큐, 시트콤)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의 레퍼토리를 요인분석법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의 특정한 레
퍼토리 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시청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 성분 분석 결과 평일에는 11개, 주말에는 12개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유형을 추출하였다. 각 레퍼토리 그룹은 KBS1 위주의 다양한 시청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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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오락지향, KBS2중심의 드라마 지향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채널레퍼토리 혹은 미디어레퍼토리에 관한 연구와는
다르게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자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
여 미디어에 관한 문헌에 공헌하였다. 그러니 이 연구는 먼저 케이블이
나 위성채널을 배제한 공중파 만을 활용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10% 이
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레퍼토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텔레비전 산업의 경우 더 다양한 매체가 탄생
하고 케이블 보급이 더욱 확대되면서 공중파의 시청점유율은 점점 떨어
지고 케이블에 대한 시청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미디
어로 시청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시청률이 분산되는 파편화 현상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미디어 텔레비전 환경에서는 적합하
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심미선(2008)은 개인의 미디어 이용시간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
여 지상파 중심군, 인터넷 중심군 등으로 미디어 소비자를 세분화하였다.
이찬구 등(2009)의 연구 및 윤해진과 문성철 (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
게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레퍼토리를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하
여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세분화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혹은 직접적인 분석을 통하여 미디어 이
용자들의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였다. 이들 소비자 시장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별하여 군집화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레퍼토리 연구를 통한 소비자의 시장세분화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행동적 시장세분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케
팅 관점에서 좀 더 정확한 표적고객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마케팅 전
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５８

그러나 스포츠 산업적인 맥락에서 채널 레퍼토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채널 혹은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에서 스포츠 채널이 레퍼토리 구성요인의 하나로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스포츠 산업적인 함의를 도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현재 레퍼토리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대부분 설문조사 혹은 시청률
조사와 같은 시청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며, 레퍼토리 항목 역시 프로
그램이 아닌 채널 혹은 사용하는 미디어 단위로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스포츠를 비롯한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레퍼토리
구성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산업 맥락의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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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표적고객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세분화 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미디어산업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정확하게 해당 콘텐츠의 표적 고객층을 확인하고 이를 통
해 명확하게 시정정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시청행
위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청자들의 시청선택에 대한 연구는 능
동적 시청자를 가정하는 이용 충족 관점과 수동적 시청자를 가정하는 시
청흐름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타당한 이론적 배경을 지
니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판 역시 존재하며, 실제 시청자들의 행위를 판
단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이 더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동향은 두 관점을 포괄하여 채널 레퍼토리를 통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미디어와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시청자들의 시청동
기에 대한 연구는 이용 충족적인 관점과 유사한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시청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시청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스포츠 방송 편성이 방송국에 줄 수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택모형을 적용한 스포츠 미디어
연구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채널 레퍼토리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선택모형을 통한 다양한 연구에서 스포츠는
하위 장르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채널 레퍼토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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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산업 맥락에서의 공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채널 레퍼토리를 통한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
했던 것은 (1) 레퍼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과거 연구가 대부분 특정 프로
그램이 아닌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2) 이는 대부분 소비자들
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기억에 의존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레퍼토
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 분석과 이에 따른 시청자 시장세분화
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시청자 레퍼토리 분석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중계방송, 9시 뉴스, 미니시리즈 드라마,
주말예능 등 소비자들이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설문조사를 통
한 유형분류, 시청률 미터를 통한 시청형태 분석 등이 아닌 시청자들의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 로그를 바탕으로 개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
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군집화하는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시청자 분석에서 더 나아가 세분화된 특정 군
집 내에서의 세부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특정 프로
그램간의 시청자 유사성 혹은 차이점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간의 경쟁관
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집단을 한정하고
이 안에서 선택모형 등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디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특정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 레퍼토리 분석, 특히, 스포츠 중계방송을 중
심으로 한 시청자 레퍼토리 분석을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이 방송 프로그
램 시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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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경쟁군을 시청하는 소비자집단이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1에서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시청로그를
분석하여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 기존의 자료처리 방법이 아닌 문서처리를 위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시청
로그자료에 적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주요 경쟁 프로그램들을 도출하고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
토리를 통하여 시청자 집단을 시장세분화 할 것이다. 연구2에서는 도출
한 시청자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활용하여 구조주의적 관점의 선택모형에
통합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결합하여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프로그램 편성의 구조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결합된 상대적 전환
비용의 차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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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1: 텔레비전 방송 시장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 구조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시청자들의 시청행위에 대한 분석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능
동적 시청자와 수동적 시청자 관점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통합
적인 방법의 하나로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레퍼토리 분석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 즉 채널 혹은 미디어에 대한 레퍼토리 분석이 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지금까지 프로야구 중계방송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경쟁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한 수요가 적었던 것과 함께 시청자들의 프로
그램 레퍼토리를 구성 및 분석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 프로그램 특히 프로야구 중계방송의 경쟁구조를 프로그램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청자가 어떻게 세분화 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1.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시청자들은 어떻게
군집화 되며 각 세분화 집단 별 시청자 특징과 시청 선호는 어떻게 나타
나는가?
연구문제 I-2. 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청자 집단은 어떻
게 나누어지며 집단 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구조는 어떠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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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가?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는 ABC닐슨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시청률 조사 패널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닐슨의 시청률 패널 원시자료는 2010년 1
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 사이의 시청로그 중 프로야구시즌 기간을 고
려하여 각 연도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의 6개월간의 시청로그를
사용하였다. 즉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까지 총 183일,
2011년 같은 기간 183일, 2012년 같은 기간 183일, 그리고 2013년 4월 1
일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122일을 더하여 총 671일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 닐슨의 패널구성원은 7226가구 23980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본 연구에선 프로그램과 채널의 일치성을 위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
는 총 1024세대 371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지역만을 사용한 이유
는 각 지역별로 TV사업자, 특히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사업자가 상이하
기 때문에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명칭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프로그램 시청 로그의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통일성
이 유지되는 지역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서울시 시청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청률 조사패널의 원시자료는 총 세 가지의 차별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자료는 프로그램 정보로 각 채널에서 특정 시각
에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으며 그 프로그램의 장르가 무엇인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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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프로그램의 광고시급과 광고비는 얼마인지에 대해 기록한 자료이
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 오후 9시 정각부터 9시 45분 00초 까지
KBS에서는 KBS 9시 뉴스가 방송되었다는 형태로 각 채널에서 시간대별
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구성되어 있다. 프
로그램 장르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로 나뉘는데, 대분류는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장르로 보도, 스포츠 등을
의미하며 총 8개로 나뉘어져 있다. 중분류는 대분류를 세분화 한 것으로
스포츠의 경우 야구, 배구, 축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분류는 중분류
를 더 세분화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가 중분류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좀 더 세분화 하여 소분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광
고시급은 광고비를 책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분으로서 C, B, A, SA, SS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C가 가장 낮은 광고비 급간이고 SS가 가장
높은 급간이다. 광고비는 실제 프로그램에 전/후 혹은 중간에 광고를 상
영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만원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원시자료에 기록된 프로그램 명칭은 방송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정제하는 작업
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위 자료의 경우 방송사 측에서 사용한 프로그
램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정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회에 걸쳐 방송되는 시리즈물의 드
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각 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같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즉, ‘신사의품격1회’, ‘신사의품
격15회’와 같이 같은 시리즈의 경우 모두 ‘심사의품격’으로 명칭을 통합
하였다. 유사하게 본방송과 재방송이 나뉘는 경우에도 이를 같은 프로그
램으로 통합하였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 별로 다른 프로그
램으로 기록되었으나 이를 모두 같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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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US오픈테니스 남자 단식 16강전’과 ‘US오픈테니스 남자 단식 8강전’
은 같은 ‘US오픈테니스’로 통합하였다. 정제작업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총 프로그램 수는 11,773개로 연구 대상 기간에 방송된 모든 채널
의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는 패널가구에 대한 자료이다. 패널가구에 대한 자
료는 시청률 조사 패널의 가구정보와 가구원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즉
각 가구별로 가구의 주거형태, 주택평수, 가구소득, 가족 수, 13세이하 아
이유무, 시청하는 방송공급자(공중파, 케이블, 위성TV등) 정보, 지역정보
등이 담겨 있으며 가구원 정보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및 결혼여부
의 정보가 조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정보를 가구원정보에 통합
하여 가구원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연구 변인은 가구소득, 주거형
태, 주택평수, 주택소유여부, 가구원 수,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및 결혼여부이다.
세 번째 자료는 시청로그로서 각 가구의 어떤 가구원이 몇 시에
어떤 채널을 시청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채널 시청 시작
시간 및 종료시간으로 통해 시청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채널 시
청 시작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 채널을 전환하여 새로운 채널을 시청하
기 시작하였거나 TV를 켜고 시청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채널 시청 종료
는 시청중인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전환하거나 TV를 종료함을 의미한다.
자료형태를

예를 들면

가구

ID가 140000인 가구의

가구원

AA가

20:21:18 부터 23:13:49 까지 KBS1을 시청했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청자가 약 3시간동안 KBS1을 시청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청로그에는 시청 채널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료인 프로그램 자료를 시청로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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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결합하여 이를 프로그램시청로그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앞서 예를 들었던 시청자의 경우 KBS1을 계속 시청하였는데 KBS1에서
20시부터 21시까지 드라마, 21시부터 22시까지 뉴스, 22시에서 24시까지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다 가정하면 위 시청자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청로그가 나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시청자들의 시청채널
과 채널 별 방송 프로그램을 대응하여 채널 시청로그를 프로그램 시청로
그로 재구성하였다.
자료 처리는 우선 앞서 구성한 채널 시청로그를 바탕으로 시청
자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몇 회 시청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재구성하여
시청자-프로그램의 행렬을 구성하였다. 이 때 프로그램 시청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1분 이상, 3분 이상, 5분 이상 및 10분 이상 시청한 경우로
나누어 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최소시청시간을
정한 이유는 시청자들이 채널탐색하는 과정과 실제 시청을 구분하기 위
함이다. 단 몇 초간의 시청을 시청행위로 가정할 경우 탐색을 위해 채널
을 돌리는 행위가 모두 시청으로 기록되어 실제 시청자의 프로그램 레퍼
토리를 구성하는데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채널탐색과 실
제 시청을 구분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최소시청시간대를 구성하여 차후 진행하는 군집분석에서 결과
의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최소시청시간을 가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여 보편적인 결과가 도출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하여 총 4개의 자료를 구성하였다. 1분 이상 시청이라 함은 프로
그램 시청 종료시간에서 시작시간을 뺀 값이 1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
며 3분, 5분 및 10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
로그램 레퍼토리를 통한 시청자 세분화이므로 광고를 시청한 것은 시청
행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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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은 개념적으로 행은 개별시청자, 열은 TV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렬의 원소는 시청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 횟수로 기록하였다. 즉 해당 기간동인 시청자가 각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한 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은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식을 통하여 한번 더 정제하였다. Tf-idf 방식이란 정보검색
혹은 문서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자료처리 기법 중 하나로 관
측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Rajaraman & Ullman, 2011). Tf란 단
어의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에 존재하는 각 단어의 빈도이며 idf
는 역문서빈도로서 해당 단어가 문서들에 얼마나 고르게 나타는가에 대
한 비율의 역수를 의미한다. 단어빈도에 역문서빈도를 가중치로 하여 곱
하여 나오는 총 빈도를 tf-idf라 한다. 만약 특정 문서에서만 ‘사과’라는
단어가 관찰된다면 ‘사과’는 해당 문서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모든 문서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발견될 경우
이는 문서를 특정하는 단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서자료분석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하
여 도입된 개념이 tf-idf이다.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의 빈도수(tf)는 단순
히 단어 수를 세어서 계산할 수 있으며 역문서빈도(idf)는 총 문서수를
단어가 존재하는 문서 수로 나눈 값의 로그를 취한 값을 의미하며 tf-idf
를 통해 도출한 빈도는 이 둘을 곱하면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f = 𝑓𝑡,𝑑
idf = log

𝑁
𝑛𝑡

tfidf = tf ∙ 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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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1)에서 𝑓𝑡,𝑑 는 문서 d에 속한 단어 t의 개수를 의미하며 N는
총 문서의 수, 𝑛𝑡 는 단어 t가 존재하는 문서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문서가 아닌 시청로그를 분석하기 때문에 문서 d는 시청자에, 단어
t는 프로그램에 대응된다. 따라서 𝑓𝑡,𝑑 는 시청자 d의 프로그램 t의 시청횟
수가 되며 N은 총 시청자의 수, 𝑛𝑡 는 프로그램 t를 시청한 시청자의 수
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을 사용하지 않고 tf-idf로 정제된
행렬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 시청자들의 시청선택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즉 모든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시청자
개개인의 시청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추정에 편의(bias)가 생길 수 있
기에 이를 미리 통제하기 위함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프
로그램이나 일상적으로 시청하는 저녁뉴스(KBS 9시 뉴스 등), 아침뉴스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청자의 시청 레퍼토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뉴스의 경우 매일 정시에 방송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시
청의도가 없다고 하더라고 누구라도 시청경험을 갖게 되며 특집프로그램
처럼 일회성인 방송에 비해 시청 빈도 역시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반대
로 특집 프로그램 등의 경우 시청자들의 시청 레퍼토리를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실제 시청횟수는 작게 나타나기에 일반적인 빈
도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력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 중 정보검색에서 주로 활용하는 tf-idf방법을 사용하여 시청횟수를
구성하였다.
Tf-idf방식은 관측치 벡터간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하
는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강점이 있다(Zho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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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차원적인 잠재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벡터 유사
성을 활용할 경우 위와 같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다
양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 K-평균 군집분석법을 활용할 경우
에는 tf-idf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율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유사하게 주식투자를 위한 시장예측모형에서 자료간의 군집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처리 방법 중 tf-idf방식을 활용할 경우 군
집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짐이 보고되었다(Nikfarjam, Emadzadeh &
Muthaiyah, 2010). Nikafarjam 등은 주식투자결정에 앞서 주식시장 예측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처리를 위한 방식으로 tf-idf방식의 가중치를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Netzer, Feldman, Goldenberg 와 Fresko
(2012)는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마이
닝 방법이 좋은 대안의 하나임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군집분
석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처리 방식으로 tf-idf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많은 기존 연구들이 군집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방식으로 tf-idf 방식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프로그램 및 시청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방송채널에 프로그램을 할당하고 가구와 가구원
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정보가 수록된 하나의 시청로
그 자료를 구성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Python 3.5을
이용하여 자료간의 결합을 실시하였다.

2)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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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이란 연구대상들을 몇 개의 유사한 군집(cluster)으로 나
누는 통계학적인 기법을 의미한다 (Tryon, 1939). 일반적으로 군집분석은
대상들 간의 ‘거리(distance)’를 계산하여 거리가 가까운 대상끼리 결합하
여 군집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요소는 거리로 이는 관측 값들의 유사성에 대한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나 코사인 유사성
(cosine similarity)등을 거리로 활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다양한 군집분석
방법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보통 주로 계층적 군집분석
과 k-평균 군집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우선 모
든 대상을 개별 군집으로 가정하고 최소거리 혹은 최대거리를 갖는 대상
끼리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군집 수를 줄여나가 모든 관측치가 군집에
포함될 때까지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전적인 군집에 대한 지
식이 없다고 하여도 최종적인 군집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후로 수렴할 때 까지 많은 계산단계를 거치게 됨으로 관측수가 많은
경우에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평균 군집분석은 사전에 군집
수(k)를 미리 결정하여 대상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를 상대적
으로 유사한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에 비해
계산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적으로 군집수를 가정해야 하
기 때문에 부정확할 확률이 높다. 또한 모든 관측 변수가 연속형일 경우
에만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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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널 레퍼토리를 활용한 시청자 군집분석 방법

군집분석은 경영학 및 마케팅 관련 분야에서 시장세분화, 경쟁구
조 등 집단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Punj &
Stewart, 1983). 유사하게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는 레퍼토리 유형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상의 군집화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강남
준, 이종영 & 이혜미, 2008; 이찬구, 이종영, & 성지연, 2009; 윤해진 & 문
성철, 2011). 강남준 등 (2008)은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을 10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고 각 군집 별로 미디어 레퍼토리의 이용
형태를 분석하였다. 유사하게 이찬구 등(2009)은 다매체 미디어 이용 방
식 패턴을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였고 윤해진과 문성철(2011)은 지상파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대한 유형화를 하는데 있어서 군집분석을 활용하였
다. 이 연구들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한 미디어 이용 혹은 프로그램 이용
비율의 유사성을 거리로 하여 대상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그러나 이는 시청자들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혹은 미디어
이용 패턴)을 그룹화하는 연구로 각 그룹별로 원소가 배타적으로 할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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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또한 그룹 내에서 원소(프로그램 혹은 미디어)간의 상호작용 구
조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실제로 위 연구의 결과
에서 나타나는 군집의 경우 “라디오 이용군집”, “KBS1 이용군집”등으로
특정되는 군집이 추출되었으며 해당 군집에 속한 시청자 특성에 대한 분
석이 주된 연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미디어 관련 문헌에서는 시
장세분화 혹은 소비자 유형과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집
분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군집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간의 거리를 활용한
연구로는 Ksiazek(2011), 최수진(2012)의 연구 등이 있다. 두 연구 모두
시청흐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면서 채널간의 거리개념을 사용
하였다. 이 때 채널간의 거리는 채널간 시청자 중복률을 사용하였다. 시
청자 중복률의 개념은 시청자가 어느 한 채널을 시청하다 다른 채널로
이동하여 1분 이상 시청하는 경우를 시청자 중복이라 하며 이러한 시청
자 중복이 발생하는 비율을 시청자 중복률이라 정의하였다(최수진, 2012).
예를 들어 A채널을 시청하던 시청자 중 50%가 B채널로 채널을 변경하
였으면 50%의 중복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중복률
을 대상간의 거리로 간주하여 중복률이 높을수록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노드로 삼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채널간의 중복
률을 통한 채널간 거리측정을 프로그램간 중복률을 통한 거리측정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시간차이에 의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8시에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이 9시에는 TV를 보지 않고 10시에
다시 다른 드라마 B를 시청하였다고 하면 이 방법을 통해 계산한 A와
B의 거리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 중복률을 활용한 프로
그램의 거리개념은 유사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비
교적 정확한 값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이한 시간대의 프로그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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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있어서는 부정확한 값을 사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미디어 분야의 군
집분석은 주로 소비자의 그룹화에 사용되었으며 프로그램 간의 거리를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방법
을 통해서는 동일 시간대의 프로그램간의 거리측정이 어려우며 연구자의
의도에 맞는 프로그램 군집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앞서 구성한 시청자-프로그램 행렬을 바탕으로 하여 시청자의 프
로그램 벡터를 바탕으로 하여 시청자 집단을 군집분석 하고 이를 통해
각 군집 별 대표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k)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군집의 수를 구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루엣 방법(Silhouette method)을 사용하여 k를 도
출하였다(Rousseuw, 1987). 실루엣 방법은 군집분석 후 각 군집에 속한 임
의의 원소에 대해 같은 군집내에 존재하는 다른 원소들간의 평균 거리와
다른 군집에 존재하는 원소들간의 평균 거리 중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
여 구성한 지수를 통해 군집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𝑎(𝑖)
𝑎(𝑖 ) < 𝑏(𝑖)
𝑏(𝑖)
𝑠 (𝑖 ) =
𝑖𝑓 𝑎(𝑖 ) − 𝑏(𝑖)
0
𝑎(𝑖)
𝑎(𝑖 ) > 𝑏(𝑖)
1+
{
𝑏(𝑖)
1−

(2)

식 (2)에서 𝑎(𝑖 )와 𝑏(𝑖 )는 식 (3)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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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 (𝑖 ) = 원소 i와 같은군집(A)내 다른 원소 간의 평균 거리
𝑑(𝑖, 𝐶 ) = 군집 A의 원소 i와 군집C에 속한
원소간의 평균거리

(3)

𝑏(𝑖 ) = min 𝑑(𝑖, 𝐶)
𝐶≠𝐴

이 때 도출할 수 있는 지수 𝑠(𝑖 ) 를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라 하며 이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개념적으로
실루엣 계수가 -1에 근접할수록 군집구성이 잘못 된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군집이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
루엣 계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우의 군집 수를 바탕으로 최적의 군집
수, 즉 가장 높은 실루엣 계수를 나타내는 군집 수를 도출하였다. 실루엣
계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실루엣 계수 방법의 경우에는 다른 배경 이론
없이 순수 데이터 구조의 형태(실루엣)를 바탕으로 군집의 타당성을 계
산하는 방식이기에(Rousseuw, 1987)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도출한 시청자 군집을 바탕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
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중간점 벡터(centroid vector)를 분석하여 도출하
였다. 중간점은 각 군집의 중심을 의미하는 점으로 해당 군집 내에서 다
른 원소들과의 거리가 가장 작은 거리로 이루어진 점을 의미한다. 중간
점을 도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rthur
와 Vassilvitskii (2007)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심점은 군집분석에서 각 군을 대표하는 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
구에 사용한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 시청자의 프로그램 시청빈도를
tf-idf방식으로 가중치를 준 벡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점 벡터에
서 나타난 프로그램 시청빈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각 군집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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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레퍼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청자 100명으로 이루어진
군 A와 시청자 50명으로 이루어진 군 B가 있다 가정하고 각 벡터의 원
소가 각각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및 다큐멘터리의 5개라고 가정하
자. 이 때 A의 중심점 벡터는 (30, 20, 25, 6, 10)이고 B의 중심점 벡터는 (8,
21, 11, 48, 60)이라 하면 A군은 뉴스, 드라마, 예능을 프로그램 레퍼토리로
삼고 있는 군집이며 B는 다큐멘터리, 스포츠 및 드라마를 프로그램 레퍼
토리로 삼고 있는 군집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을 종합하면 (1)실루엣 계수를 통해 최적의 군집 수를
결정하고 (2)결정한 군집 수를 바탕으로 시청자 집단에 대한 K-평균 군
집분석을 실시한 후 (3)각 군집의 중심점 벡터를 분석하여 각 군의 프로
그램 레퍼토리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야구 중계방
송의 방송산업 내에서의 경쟁구조와 주요 시청자의 시장세분화 분석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문제 I-1의 결과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시청자들은
어떻게 군집화 되며 각 세분화 집단 별 시청자 특징과 시청 선호는 어떻
게 나타나는가?”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군집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인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
루엣 계수를 통해 K-평균 군집분석의 군집 수를 도출하였다. <표 2>는
각 군집 수 별 실루엣 계수를 정리하였다. 시청의 기준을 1분, 3분, 5분

７６

및 10분으로 하였을 경우에 따라 각각 실루엣 계수를 도출하여 정리하였
다. 조사 결과 실루엣 계수는 모든 자료에서 군집이 16개일 때 가장 높
은 값을 기록하여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군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K-평균 군집분석의 실루엣 계수

군집 수
10
15
16
17
20

1분
0.04024
0.04582
0.04655
0.04581
0.03428

3분
0.04082
0.04471
0.04744
0.04311
0.04357

5분
0.04149
0.04190
0.04558
0.04466
0.04026

10분
0.03802
0.04157
0.04394
0.04196
0.04066

16개의 군집을 중심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
나타난 각 군집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시청자의 시청 레퍼토리를 각 군의
대표 프로그램 레퍼토리로 분석하였다. 각 시간대별로 군집분석 결과는
거의 유사하며 중심점 벡터값만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중 5분 이상 시청한 시청의 경우를 최종 결과로 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실제적으로 1분, 3분, 5분 및 10분의 최소시청시간 자료를 바탕으
로 군집분석 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최소시청시간대
와 상관없이 연구 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
련분야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 중 5분을 최소시청시간으로 한 연
구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타 시간대에 대한 분
석결과는 부록에 정리하였다. 군집 별 대표 레퍼토리에 속한 프로그램
중 시청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10개의 프로그램을 주요 시청 프로그
램으로 가정하고 프로그램 레퍼토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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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평균 군집분석으로 도출한 프로그램 레퍼토리
군집
1

2

3

4

5

6

7

8

9

프로그램 레퍼토리(중심점 벡터값)
1박2일(0.123), TV동물농장(0.114), 무한도전(0.101), 주말연속극(0.0852),
KBS9시뉴스(0.085), 일일연속극(0.081), KBS기타뉴스(0.080),
기타스포츠(0.078), 프로야구(0.078), MBC9시뉴스(0.065)
주말연속극(0.198), 일일연속극(0.154), KBS9시뉴스 (0.151),
MBC9시뉴스(0.139), KBS기타뉴스(0.112), 개그콘서트(0.109),
해피선데이(0.109), 드라마스페셜(0.108), 특별기획드라마(0.107),
일일시트콤(0.097)
프로야구(0.699), KBS9시뉴스 (0.113), 메이저리그(0.080), 무한도전
(0.063),
KBS기타뉴스(0.063), 기타스포츠(0.058), 주말연속극(0.057),
KBS아침뉴스(0.055), 일일연속극(0.050), 개그콘서트(0.048)
여자골프(0.452), 남자골프(0.352), KBS9시뉴스 (0.135), 프로야구(0.108),
KBS기타뉴스(0.094), 메이저리그(0.079), 일일연속극(0.075),
주말연속극(0.069), 기타스포츠(0.061), 특별기획드라마(0.060),
MBC9시뉴스(0.056)
주말연속극(0.041), KBS기타뉴스(0.040), 무한도전(0.039),
개그콘서트(0.038), 해피선데이(0.037), KBS9시뉴스(0.037),
게임_롤(0.035), MBC9시뉴스(0.031), 특별드라마(0.029), 게임_스타
(0.029)
YTN뉴스(0.193), KBS9시뉴스(0.163), MBN뉴스(0.127), KBS기타뉴스
(0.121),
뉴스출발(0.115), TV조선뉴스(0.101), KBS아침뉴스(0.089), 인간극장
(0.067),
아침마당(0.067), 일일연속극(0.066)
KBS아침뉴스(0.512), KBS9시뉴스 (0.239), KBS기타뉴스(0.208),
인간극장(0.148), 아침마당(0.137), 일일연속극(0.122), SBS아침뉴스
(0.092),
MBC아침뉴스(0.088), 6시내고향(0.070), 주말연속극(0.066), 프로야구
(0.055)
MBC아침드라마(0.317), MBC아침뉴스(0.207), 생방송오늘아침(0.159),
일일연속극(0.155), KBS기타뉴스(0.139), 아침연속극(0.135),
SBS아침뉴스(0.128), KBS 9시뉴스 (0.106), 주말연속극(0.094),
MBC9시뉴스(0.086)
일밤(0.176), 개그콘서트(0.095), 무한도전(0.098), 주말연속극(0.093),
주말드라마(0.084), KBS9시뉴스 (0.079), 드라마스페셜(0.078),
주말특별드라마(0.074), 정글의법칙(0.073), 특별기획드라마(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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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15

16

SBS아침뉴스(0.309), KBS기타뉴스(0.280), 아침마당(0.166),
KBS9시뉴스 (0.151), KBS아침뉴스(0.122), 인간극장(0.120),
일일연속극(0.104), 생방송오늘아침(0.100), 좋은아침(0.098)
생생정보통(0.230), 주말연속극(0.140), 생방송세계는지금(0.139),
tv특강(0.122), 다큐(0.122), 리빙쇼당신의(0.122), 개그콘서트(0.113),
KBS기타뉴스(0.111), 해피선데이(0.111), 월화드라마(0.106)
KBS9시뉴스 (0.430), KBS기타뉴스(0.220), 일일연속극(0.207),
주말연속극(0.109), 6시내고향(0.094), 아침마당(0.086), MBC9시뉴스
(0.086),
생생정보통(0.077),
저녁일일극(우리집여자들)(0.071),
KBS아침뉴스
(0.064)
생방송톡톡보니하니(0.292), 딩동댕유치원(0.200), 로보카폴리(0.115),
방귀대장뿡뿡이(0.106), 부릉부릉브루미즈(0.104), 꼬마버스타요(0.092),
모여라딩동댕(0.090), 뽀로로(0.084), 숲속친구파파룰라(0.076),
와글와글(0.066)
TV문학관(0.248), 아침연속극(0.208), KBS기타뉴스(0.140),
일일연속극(0.135), 일일드라마(0.130), MBC아침드라마(0.127),
좋은아침(0.116), KBS9시뉴스(0.112), 여유만만(0.098),
생방송오늘아침(0.087), 주말연속극(0.085)
무한도전(0.405), 1박2일(0.135), 런닝맨(0.113), 우리결혼했어요(0.096),
프로야구(0.083), 개그콘서트(0.079), 해피선데이(0.073),
주말연속극(0.065), 슈퍼스타k(0.062), 일요일이좋다(0.062)
짱구는못말려(0.315), 포켓몬스터(0.190), 명탐정코난(0.162),
도라에몽(0.133),
키테레츠대백과(0.129),
티미의못말리는수호천사
(0.117),
보글보글스폰지밥(0.113), 아따맘마(0.069), 마다가스카의펭귄(0.069),
톰과제리(0.068)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각 시청자 집단을 세분화 한 후
집단별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각 집단에 속한 시청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4>는 각 시청자 집단 별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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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집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평균연령
39.40
(15.164)
31.19
(15.070)
43.80
(17.025)
49.82
(13.103)
31.80
(17.623)
56.24
(11.319)
54.65
(13.196)
50.13
(12.926)
33.28
(15.089)
50.92
(11.722)
33.45
(16.146)
52.58
(14.418)
17.26
(17.067)
49.42
(14.014)
23.40
(10.816)
13.09
(11.537)
38.66
(19.009)

성별
여성
195
(63.5%)
215
(53.9%)
65
(23.4%)
20
(27.8%)
187
(42.3%)
71
(41.5%)
79
(45.1%)
141
(73.1%)
155
(52.7%)
144
(63.2%)
62
(55.4%)
170
(52.1%)
72
(48.6%)
121
(76.1%)
118
(50.2%)
87
(48.6%)
1902
(51.2%)

남성
112
(36.5%)
184
(46.1%)
213
(76.6%)
52
(72.2%)
255
(57.7%)
100
(58.5%)
96
(54.9%)
52
(26.9%)
139
(47.3%)
84
(36.8%)
50
(44.6%)
156
(47.9%)
76
(51.4%)
38
(23.9%)
117
(49.8%)
92
(51.4%)
1816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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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무
기혼
미혼
181
126
(59.0%)
(41.0%)
170
229
(42.6%)
(57.4%)
184
94
(66.2%)
(33.8%)
63
9
(87.5%)
(12.5%)
171
271
(38.7%)
(61.3%)
151
20
(88.3%)
(11.7%)
154
21
(88.0%)
(12.0%)
162
31
(83.9%)
(16.1%)
135
159
(45.9%)
(54.1%)
207
21
(90.8%)
(9.2%)
62
50
(55.4%)
(44.6%)
277
49
(85.0%)
(15.0%)
42
106
(28.4%)
(71.6%)
147
12
(92.5%)
(7.5%)
33
202
(14.0%)
(86.0%)
22
157
(12.3%)
(87.7%)
2161
1557
(58.1%)
(41.9%)

총원
307
399
278
72
442
171
175
193
294
228
112
326
148
159
235
179
3718

각 시청자 집단에 대해 분석하여 보면,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예
능, 뉴스, 드라마,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유사한 선호도로 두루 시청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은 39.4세의 평균연령을 보이며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등시청군’
으로 명명하였다. 평등시청군은 일반적인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연속극,
뉴스 및 스포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고른 시청빈도를 기록하여 다양
한 방송을 시청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평등시청군의 시청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보면 주말 낮 시간(TV동물농장) 및 저녁시간 예능(1박2일, 무
한도전), 주말 및 주중 드라마, 9시 뉴스, 기타스포츠 및 프로야구 등 특
정한 시청패턴 보다는 다양한 시청이 이루어지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TV를 즐겨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루 챙겨보는 레퍼토리를 형
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드라마중심시청1군’으로 명명하였다. 드라마중
심 시청군은 평균 31.19세의 시청자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으며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청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뉴스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시청선호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청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주중드라마, 주말드라마,
특집드라마 및 시트콤 등 다양한 드라마를 주로 시청하고 있으며 9시 뉴
스와 주말 저녁 예능(1박2일, 해피선데이)를 중심으로 시청하는 것을 보
아 주시청시간대 인기드라마를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형성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9시 뉴스의 경우 KBS뉴
스를 선호하는 반면 드라마중심 시청군에서는 MBC뉴스를 선호하는 특
징이 있다.
세 번째 집단은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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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43.8세의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및 기타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러나 프
로야구의 시청선호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
징이다. 네 번째 집단은 ‘골프중심 시청군’으로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에
비해 연령대가 높으며(49.8세) 프로야구에 비해 골프 중계방송을 위주로
시청하는 집단이다. 이 외의 시청레퍼토리는 프로야구중심 시청군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섯 번째 집단은 ‘게임시청군’으로 드라마 및 예능을 즐겨 시청
하면서 동시에 게임방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레퍼토리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게임시청군은 31.8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미혼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시청자
(3718명) 중 442명으로 약 12%의 비율로 가장 많은 시청자 집단을 형성
하여 많은 수의 젊은 남성 시청자들이 이 시청군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여섯 번째 집단은 ‘보도중심군’으로 공중파 및 각종 케이블 채널
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높은 시청빈도를 보이며 특히 다른 시청군
에 비해 종편뉴스에도 높은 시청빈도를 기록하였다. 보도중심군의 시청
자는 56.24세의 비교적 높은 연령대의 남성 시청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 시청자 그룹은 ‘뉴스중심군’으로 공중파 특히 KBS중심

으로 뉴스를 시청하며 아침뉴스 및 보도프로그램, “인간극장”과 “6시내고
향”과 같은 KBS1채널의 주요 교양 및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높은
시청빈도를 보이는 레퍼토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프로야구에 대해서
도 시청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중심군의 시청자는 54.65세의
여덟 번째 ‘아침방송중심1군’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명하였다. 아침방송중심군의 시청자들은 주로 아침드라마,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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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정보프로그램 등 아침방송에 대한 시청빈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MBC를 선호하는 집단이다. 이 외에 주말연속극이나 저녁 뉴스 등을 시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방송중심군은 50.13세의 여성중심으로 대부
분 주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 번째 시청자집단은 ‘주말중심군’으로 주말예능(일밤, 개그콘
서트, 무한도전 등)과 주말연속극 등 주말방송을 중심으로 시청레퍼토리
를 형성하고 있다. 주말중심군은 33.28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많
은 집단으로 주로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 번째 시청
자군은 ‘아침방송중심2군’으로 아침방송중심1군과 유사한 프로그램 장르
에 대해 시청빈도를 보이나 SBS와 KBS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프로그램의 특성은 아침방송1군과 2군이 거의 유사하나 2군에 비해
1군은 MBC에 대해 높은 시청집중이 이루어 지는 차이가 있다. 아침방송
중심2군은 50.92세의 여성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아침방송중
심1군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열한 번째 시청자집단은 ‘정보중심군’으로 다양한 “생생정보통”,
“생방송세계는지금”, “TV특강”등 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정보중심군은 평
균적으로 33.45세로 비교적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으나 전체 시청자에 비해 작은 시청자 집단으로 확인되
었다. 열두 번째 집단은 ‘뉴스 및 드라마 시청군’으로 앞선 드라마 중심
군, 뉴스중심군과는 다르게 뉴스를 주로 시청하며 드라마를 같이 시청하
는데, 뉴스에 대한 시청빈도와 드라마에 대한 시청빈도가 유사하게 나타
난다. 뉴스 및 드라마 시청군은 52.58세로 여성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열세 번째 집단은 ‘유아방송시청군’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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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인형극, TV유치원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시청빈도를 보인다. 평
균연령은 17.26세로 남녀 비율은 비슷하다. 유아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
는 것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열
네 번째 집단은 “드라마중심 시청2군”으로 드라마1군과는 다르게 아침연
속극, 일일연속극과 같이 매일 방송하는 드라마에 대한 선호가 주말드라
마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비해서 정보
프로그램을 더 시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드라마 1군과의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드라마중심 시청2군은 49.42세
의 여성중심으로 드라마중심 1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큰 차이를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열 다섯 번째 시청자군집은 ‘예능중심 시청군’으로 “무한도전”,
“1박 2일”과 같은 지상파 방송3사의 대표 주말예능을 주로 시청하는 집
단으로 예능 외에 프로야구 및 주말연속극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집단이다. 예능중심 시청군은 23.4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집단은 ‘만화중심군’으로 각종 만화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
하는 시청자 집단이다. 유아방송시청군에 비해서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집단이나 평균연령은 유아방송군에 비해
낮은 13.09세이다. 이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주로 이 시청자 집단에 포함
되어 있으며 유아와는 다르게 부모와 따로 시청하기에 오히려 평균 연령
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연구문제 I-2의 결과

연구문제 I-2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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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집단이 있으며 집단 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구조는 어떠한 차
이를 보이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군
집 별 프로그램 레퍼토리 중 스포츠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는 5개의 레퍼
토리 그룹을 중심으로 스포츠방송 콘텐츠의 경쟁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스포츠 프로그램이 시청 레퍼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자집단은 평등시
청군, 프로야구중심 시청군, 골프중심 시청군, 뉴스중심군 및 예능중심군
의 5개 시청자집단이다. <표 3>에 제시한 각 프로그램의 벡터값은 해당
군집의 중심점의 좌표로서 군집의 중심점 시청자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횟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즉 프로그램의 벡터값이 클수록 해당
군집의 시청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각 군의 프로야구 프로그램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각 군집
별 시청자 특성을 조사하였다. 평등시청군은 ‘1박2일’과 ‘TV동물농장’ 그
리고 ‘무한도전’이 모두 0.1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고 주
말연속극, KBS 9시 뉴스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스포츠 방송과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모두 0.07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포
함되어있다. 그러나 평등시청군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들과 드라마, 뉴스
및 스포츠의 빈도수의 차이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 프로야구 중계방송이 0.699의 빈도수를 기
록하여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였다. 또한 레퍼토
리 안에 메이저리그(0.080), 기타스포츠(0.058)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야구
및 스포츠를 즐겨 시청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KBS 9시 뉴
스’, ‘무한도전’ 등을 시청하지만 프로야구와의 빈도수 차이가 매우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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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중심 시청군은 프로야구 중계방송 보다는 골프 방송을 중심
으로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여자골프방
송’(0.452)과 ‘남자골프방송’(0.352)이 가장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고 있
으며 이를 제외하고 레퍼토리 구성 자체는 프로야구중심 시청군과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골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였으나
이를 동일 방송으로 간주한다면 골프 중계방송을 프로야구 및 기타 방송
에 비해 압도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 외에 ‘KBS 9시 뉴스’(0.135), ‘프로
야구’(0.108) 순으로 시청 레퍼토리를 형성하며 메이저리그, 일일연속극,
기타스포츠 등이 레퍼토리에 포함되어 있다.
뉴스중심 시청군은 ‘KBS아침뉴스’(0.512)와 ‘KBS 9시뉴스’(0.239)
및 ‘KBS기타뉴스’(0.208)등 뉴스를 시청하는 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뉴스
외에도 아침방송 및 드라마 등을 주로 시청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서
프로야구는 0.055의 빈도수를 기록하여 레퍼토리에 포함되어 있다. 프로
야구가 속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낮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프로
야구가 레퍼토리에 포함되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는 많이 시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능중심군은 ‘무한도전’(0.405)을 가장 많이 시청하
며 이 외에 ‘1박2일’(0.135), ‘런닝맨’(0.113), ‘우리결혼했어요’(0.096), ‘개그
콘서트’(0.079), ‘해피선데이’(0.073) 등 공중파 주말예능 중심으로 시청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야구는 0.083으로 ‘개그콘서트’에 비해 높
은 시청빈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무한도전’을 비롯한 인기 예능프로그램
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청자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보
면 30대 평균적인 모습을 보이는 평등시청군에서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예능, 드라마 및 뉴스 등과 비슷한 빈도로 시청하고 있으며 따라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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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레퍼토리에 속한 프로그램들과 강한 경쟁관계를 갖는다고 추측
할 수 있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의 경우 프로야구 시청빈도가 다른 방
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40대 남성의 경
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프로야구가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골프중심 시청군의 경우 골프가 앞도적으로 높은 시청빈도를 기록
하고 그 뒤를 뉴스와 프로야구가 잇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40대
후반의 남성에게서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루 수 있다. 뉴스
중심 시청군은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주로 관찰되며 다양한 뉴스 및 시
사교양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프로야구는 이 집단에서는 경쟁관계에 속하
고는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초반의 경우 프로야구를 시청하기는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며 프로야구는 ‘무한도전’과 같은 인기 예능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낮지만 ‘개그콘서트’ 등과 유사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본 장에서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시청자
집단을 군집분석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유형화 하고 시청자 집단을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스포츠 중계방송이 어떠한 프로그램들과 군
집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와 각 군집의 시청자 특성에 대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청빈도에 대한 tf-idf방식의
자료처리를 통하여 각 프로그램 레퍼토리 그룹 내에서 경쟁 프로그램간
의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군집 내에서 스포츠 프로그
램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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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집단의 세분화 분석 결과 스포츠 콘텐츠의 방송시장 내
경쟁력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스포츠 방송의
경우 40대 남성을 가장 충성스러운 집단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30대 후반
및 50대 초반에서 높은 시청선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를
주로시청하는 프로야구중심 시청군과 골프중심 시청군은 모두 40대 중후
반의 남성 시청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시청군과 뉴스중심 시청
군은 각각 3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의 인기가 많은 부분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 초반 세대로 구성된 예능중심 시청군에서 스포츠 방송 콘
텐츠는 상당한 선호를 기록하였으나 기타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에 비
해서 확고한 우위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주요
스포츠 팬으로 알려진 30대 초반 남성의 경우 예능 혹은 게임 프로그램
에 대한 선호가 더 높으며(게임시청군) 그 규모도 상당히 큼을 알 수 있
다. 또한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드라마중심군에 속해 드
라마를 중심으로 시청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석하여 볼 때 스포츠 방송 콘텐츠는 방송 시장 내
에서 확고한 인기층을 보유한 주요 콘텐츠로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는 킬러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김기한, 정지규, 2011; 노예영, 김기한, 2014). 그러나 스포츠 콘텐
츠의 발전성 혹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젊은 세대에서의 시청선호가 떨
어진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e-sport라고 하는 게임
관련 콘텐츠의 방송이 시작된 이래 미디어 시장에서 게임 방송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시장의 주요 소비자
인 젊은 남성 세대의 이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Hutchins, 2008).
본 연구결과에서 30대 초반 세대에 대한 스포츠 방송 콘텐츠의 선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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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게임 관련 시청선호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대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스포츠 시장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큰 위협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후속세대로 인기를 계승하지 못하고 쇠퇴기에 접
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방송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 시청
자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KBO에서
20대 초반 여성팬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라고 생
각된다. 기존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성팬 집단에 더해 여성팬이 추가되
면서 전체적인 팬기반이 확장된 것이 방송 시청 레퍼토리에도 반영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스포츠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젊은 세대에서는 스포츠 방송이 예
전과 같은 인기를 구가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게임방송과 같은 경쟁제품
으로 인하여 스포츠의 인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
단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퍼티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학문
적 시사점을 갖는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보다는 채널 레퍼토리 분석을 통한 시청자의 시청패턴 연구
(Ferguson & Perse, 1993; Webster, 2005; Webster & Ksiazek, 2012), 혹은 미디어
레퍼토리를 통한 미디어 사용 패턴 연구(Yuan, 2011; Jung, Kim & ChanOlmsted, 2014; Greer & Ferguson, 2015; Taneja, Webster, & Malthouse, 2012)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좀 더 미시적 단위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좀더 심층적인 시청
패턴,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가 가능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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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 선행연구들의 경우 미디어 마케팅 관점이
아닌 미디어 분야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시장 중
심적인 관점에서 시청자들의 시청 행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
기 때문에 나타난 관점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나
기술적, 방법론 적 발달로 인하여 시청자들의 시청로그를 중심으로 직접
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청자 세분화를 시도한 다른 연구들과 상이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장 세분화의 경우 연구 시점에 따라 시장과 방
송상황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이러한 시장
세분화에서 나타난 시청자 그룹의 차이가 학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레퍼토리 내에서의 프로그램간
선호도를 구성하여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로 수행한 심미선(2005)은 각 프로그램의
시청비중을 통하여 공중파 저녁시간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이
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군집분석 하였다. 유사하게 윤해진과 문성철(2010)
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들의 중복시청률을 도출하여 이
를 군집분석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방법론은 각 그룹별로 프로그램
이 배타적으로 할당되며 그룹 내에서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에 대한 분
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도와 드라마
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예능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처럼 프로
그램 레퍼토리 유형 분류 시 다소간의 프로그램 중복은 불가피하다. 본

９０

연구에서는 시청 중복률 혹은 시청비중 등이 아닌 시청 빈도를 활용하여
시청자 유사도를 도출하고 시청자 집단을 군집분석 하였으며 각 군집 중
심점의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시청자 집단의 대표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각 프로그램 별로 배타적으로 할당하는 기존
의 방법에 비해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레퍼토리
유형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방식에서 시청자 세분화는 시청자들의 기
호를 분류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시청자 집단 내에서 세밀한
시청자 세분화를 통해 시청자 집단 별로 유사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프
로그램 시청형태를 통해 각 집단별 시청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청자 집단
의 특징을 명확하게 짚어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유사하게
스포츠를 중심적으로 시청하는 프로야구중심 시청군과 골프중심 시청군
을 비교하여 보면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은 스포츠 중 프로야구를 가장 선
호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선호한다.
스포츠 외에는 뉴스 일일연속극 등을 주로 시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비해 골프중심군에서는 골프를 중심으로 시청이 이루어지며 기
타 시청 레퍼토리는 프로야구 중심군과 유사하다. 그러나 같은 스포츠라
하여도 야구와 골프는 서로 다른 큰 시장으로 국내 스포츠 시장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의 양대
축으로 국내 스포츠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김화섭 등, 2014). 이러한 관점
에서 두 시청자층은 유사한 시청자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나 스포츠 관점
에서는 명확히 다른 소비자집단이며 이러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연구
는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
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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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처리과정에서 tf-idf방식을 사용하여 프
로그램의 가중시청빈도를 도출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 내에서의 프로그
램 선호도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군집분석 혹은 레퍼토리 분석을 수
행한 기존의 연구는 군집별로 속한 원소들이 무엇인지(강남준 등, 2008;
심미선, 2004; 심미선, 2008; Ferguson & Perse, 1993; Webster, 2005; Webster &
Ksiazek, 2012) 혹은 군집화된 집단이 대표적으로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윤해진 & 문성철, 2010). 이는 대부분의 군집분석 방법
이 관측자료들을 유사한 자료들끼리 유형화하며 구체적인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평균
군집분석 방법 역시 군집분석 자체의 방법론으로는 프로그램 간의 선호
도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처리하고
군집의 중심점을 구하는데 있어 문서 분석에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의 유형분석과 동시에 각 그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통해 프로그램간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에 대해서 분석하여 프로그램 래퍼토
리 연구에 관한 연구분야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스포츠 방송을 주요 프로그
램 레퍼토리에 포함하고 있는 그룹은 16개의 그룹 중 5개로 이는 각각
‘평등시청군’, ‘프로야구중심 시청군’, ‘골프중심 시청군’, ‘뉴스중심 시청군’
및 ‘예능중심 시청군’이다. 이 중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은 프로야구와 기
타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며 예능, 뉴스, 드라마 등
이 부차적인 시청 선호를 기록하였다. 골프중심 시청군은 남•녀골프대
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전반을 선호하며 이와 함께 다른 프로그램들을 시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시청군에서는 예능,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이 서로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특정 프로그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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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지만 대신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
스중심 시청군과 예능중심 시청군은 각각 뉴스와 예능이 중심적인 시청
레퍼토리를 구성하며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방송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방송의 경쟁에 대한 다양한
문헌의 내용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Raney와 Depalma(2006),
Peterson과 Raney(2008) 등은 스포츠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소비자에게 소
구하여 유사한 프로그램과 경쟁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결과들은 시
청자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스포츠와 주로 경쟁관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군집 별로 다르지만 뉴스, 드라마, 예능 등이 주요 경쟁관
계에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는 드라마가 주요 경쟁상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스포츠 시청자들이 드라마적인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시청한다는 기존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중년 세대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
이 뉴스와 주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젊은(20대) 여성에게는 예능
과 주로 경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의 경쟁제
품 혹은 대체재에 대한 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특정 시청자 시장세분화
집단에 따라 주요 경쟁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레퍼토리 내에서의 프
로그램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경쟁관계에 관한 분석은 미디어
시장관련 연구에서는 최초의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시장분석
혹은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론을 적용
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본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법을 확장하
여 문서처리를 위한 기계학습 방법론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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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역을 확장하고 프로그램 경쟁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앞으로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연구에 있어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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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2: 시청자들의 스포츠 방송 시청 결
정요인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연구1에서는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시청자들의 시청 레
퍼토리를 구성하여 이를 군집화 하고 이에 따라 군집 내에서 어떠한 형
태로 경쟁이 이루어 지는지 살펴 보았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군집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용 충
족 관점에서 시청자의 취향 혹은 흥미에 의해 구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방송국의 전략적인 방영 전
략 즉 프로그램 편성에 의한 수동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시청
자가 여가시간에 TV시청을 결정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시청 선택은 그
시간에 방송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청자
들의 시청선택행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선택에서 레퍼토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각 프로그램 레퍼토리 군집을
중심으로 하여 행동적 관점의 시장세분화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시
청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혹은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구조주의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이용 충족적인 관점이 결합된 통합적 관점의 연구
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레퍼토리를 활용한 통합적 관점에서 명목
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선택의 경쟁구조에서 프로그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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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지속시청확률을 도출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의 방송 산업 내에서의
경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I-1.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연구문제 II-2. 시청자의 프로그램 군집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
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연구문제 II-3. 각 프로그램 별로 상태의존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
지속시청확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1) 이산적 선택모형

소비자가 소비재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작
용한다. 시장에 동일한 제품만이 경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로지 가
격만이 경쟁의 대상이 된다. 기본적인 미시경제학 이론들은 이와 같이
동일한 제품(homogeneous good)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전
개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실증분석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
격, 판매량, 기타 제품의 특성들을 변인으로 한 OLS회귀분석으로 손쉽게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단순히 같은 제품간
의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제품간의 경쟁도 존재하며 다양한 제품이 다양
한 회사에서 생산되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Barry, Lavinsohn 와 Pakes
(1995)의 연구를 예로 들면 자동차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조업체 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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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경쟁한다. 예를 들어 2,000cc 급의 승용
차 시장을 가정하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 등급의 차량을 판매
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조사는 2,000cc급 이외에도 다양한 차종을 판매하
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경쟁과 제품간 경쟁이 모두 혼재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할 경우 가격의 수요에 대한 교
차탄력성(cross elasticity)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교차탄력성이란 서로 대
체 혹은 보완관계에 있는 두 제품간에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을 측정한 것으로, 두 제품 사이에서 한 제품의 가격이 1단위 상승하였
을 때 다른 제품의 수요에 대한 퍼센티지(%) 변화량을 의미한다 (Varian,
2008). 각각 다른 제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각 제품간의 가격차이
에 대한 소비자들의 교차탄력성을 수요예측함수에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정확한 수요곡선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이 N개 존재하는 시장에
서 제품간의 교차탄력성은 자기가격탄력성을 포함하여 N(N+1)/2 개 존재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추정해야 하는 수요함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교차탄력성의 경우 기존의 수요곡
선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수요곡선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요곡선
을 통해 도출하는 변수를 결정변인으로 추가해야 하는 모순점이 존재한
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og(𝑞) = 𝜂log(𝑝) + 𝛽𝑋 + 𝜀

(4)

식 (4)는 일반적인 동일제품 시장의 수요곡선이다. p와 q는 가격
과 수요를, X는 가격을 제외한 다양한 제품의 결정요인의 벡터를 의미한
다. 위 식에서 가격의 로그항의 계수인 η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즉 가격
에 따른 수요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를 J개의 제품이 경쟁하는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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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하면 수요곡선은 식 (5)로 표현하게 된다.
𝐽

log(𝑞𝑗 ) = ∑ 𝜂𝑗𝑘 log(𝑝𝑗 ) + 𝛽𝑗 𝑋𝑗 + 𝜀𝑗 ,

(5)

𝑘=1

𝑗 = 1, 2, ⋯ , 𝐽
식 (5)에서 𝜂𝑗𝑘 는 제품 j 와 k 간의 교차탄력성을 나타낸다. 즉
단순히 추정하려는 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경쟁
제품의 가격변화에 대한 반응도 추가적으로 식에 포함하여야 한다. 각
제품에 대해서 J개의 교차탄력성이 포함된 함수를 추정하며 이와 같은
식을 J번 반복해서 추정해야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을 측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불가능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바탕으로 경제학 혹은 계량적 마케팅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대안모형을 연구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연
구는 McFadden(1974)이 제시한 다차원적 선택모형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이산적 선택자료를(discrete choice) 바탕으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등
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확률적 효용을 추정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하는 모형이다. 다차원적 선택모형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대안
제품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선택하는 확률에 대
한 함수를 계산하는데 방법이다. 이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연구자는 실
제 시장내 경쟁제품 간의 교차탄력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소비
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매출액 혹은 판매량과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합계자료(aggregate data)가
아닌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대한 선택(구매)이력에 관한 자료만을 활용
하여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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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 있어 이점이 있다. 다차원적 선택모형은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혹은 선택)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수요 및 공급을 측정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마케팅, 산업조직론 등이 대표적인 연구분야이다(Guadagni &
Little, 1982; Kamakura & Russell, 1989; Gonul & Srinivasan, 1993; Abramson,
Andrews, Currim & Jones, 2000).
선택모형에서는 먼저 효용(utility)에 대한 공리적 접근을 중심으
로 모형을 전개한다. 첨자 i가 개인을 의미하고 첨자 j가 각 제품을 의미
한다고 하면 개인 i가 제품 j에 대해 인지하는 효용은 식 (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𝑢𝑖𝑗 = 𝑣𝑖𝑗 + 𝜀𝑖𝑗

(6)

식 (6)에서 𝑢𝑖𝑗 는 개인의 효용이며 𝑣𝑖𝑗 는 연구자가 관찰 가능하여
추정할 수 있는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함수를 의미한다. 𝜀𝑖𝑗 는
무작위적인 요인으로 각 시장참여자 개인은 인지하나 연구자는 관찰할
수 없는 개인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모든 대안(시장 혹은 경쟁제품)의 집
합을 S라 가정하면 특정 개인이 S에 속한 제품 j를 구매(혹은 선택)할
확률은 식 (7)의 방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𝑝𝑖𝑗 = 𝑃(𝑢𝑖𝑗 ≥ 𝑢𝑖𝑘 , ∀𝑘 ≠ 𝑗)
= ∫[ 𝑢𝑖𝑗 (𝜀𝑖𝑗 ) ≥ 𝑢𝑖𝑘 (𝜀𝑖𝑘 ), ∀𝑘 ≠ 𝑗]𝑓(𝜀𝑖 )𝑑𝜀𝑖

(7)

식 (7)에서 𝑓 (𝜀𝑖 ) 는 개인차 항인 𝜀𝑖 의 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한다.
시장에서 제품 j가 판매될 확률은 각 개인들이 제품 j를 선택할 확률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8)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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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𝑗 =

1
∑ 𝑝𝑖𝑗 , 𝑖 = 1,2, ⋯ , 𝑛
𝑛

(8)

𝑖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취향변인인 𝜀𝑖𝑗 를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1종 특이 값 분포(i.i.d type I extreme value)로 가정하고 독립변수 y
가 제품 j에 대한 선택 유무라 하면 식 (8)은 식 (9)와 같은 다항로짓
(multinomial logistic) 형태로 간략화 할 수 있다.

𝑝𝑗 = 𝑝(𝑦 = 𝑗) =

𝑒 𝑣𝑖𝑗
∑𝐽𝑘=1 𝑒 𝑣𝑖𝑘

(9)

다항로짓 함수는 일반적은 회귀분석과 다르게 최대우도추정법
(maximal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값을 추정하게 된다. 𝑗(𝑖)를 제
품 j를 개인 i가 구매했을 때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이항분포함수라
하면 위 식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2개의 선택
만이 존재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식(logistic regression)의 일반화된 형태
이다. 이항 로짓 모형의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v라 가정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조건에 의해 구매를 결정한다고 하자.

{

𝑦=0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𝑦 = 1 𝑖𝑓 𝑣 = 𝛽0 + 𝛽1 𝑥 + 𝜖 > 0

(10)

이 식을 제 1종 특이값 분포를 갖는 오차항 𝜖 분포를 가정하여
v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확률에 대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
면 식 (11)의 형태로 간략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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𝐹(𝑥) =

1
(
1 + exp(− 𝛽0 + 𝛽1 𝑥))

(11)

이 식은 정리하면 식 (12)형태의 축약형(reduced form)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회귀분석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
다.

𝐹 (𝑥)
𝑔(𝐹 (𝑥)) = ln (
) = 𝛽0 + 𝛽1 𝑥
1 − 𝐹 (𝑥)

(12)

식 (9)은 식 (11)을 3개 이상의 선택이 가능할 때로 확장한 식으
로서 이는 식 (12)와 같은 축약형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일반항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다항 로짓의 경우에는 우도함수
를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하여 가
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값을 찾는 수치해석적 추정법인 최대우도법
(maximal likelihood estimate: MLE)을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근사치를 구하게 된다. 식 (9)의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
다.

𝑗(𝑖)

𝐿 = ∏ ∏ 𝑝𝑖𝑗
𝑖

(13)

𝑗

이 때 𝑗(𝑖)는 개인 i가 제품 j를 구매하였을 때 1을, 기타의 경우
에는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MLE의 경우 우도함수에 로그를 취하여
로그우도함수를 도출하여 수치해석(numerical)방법을 통하여 최대값을 계
산하게 된다. 즉 실질적으로 다항로짓모형에서 추정하게 되는 식은 식
(14)의 로그우도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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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𝐿 = log(𝐿) = ∑ ∑ 𝑗(𝑖 )log(𝑝𝑖𝑗 )
𝑖

(14)

𝑗

2) 상태의존성 추정과 상대적 전환비용

선택모형에서 상태의존성은 횡단면적인 자료(cross-sectional data)
즉 특정 제품에 대한 선택의 유무에서 한 차원 나아가서 시간적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관성적으로 구매하고 있는지, 과거에 구
매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미디어와 관련된 선택모형 연구에서는 시청흐름, 채널 변경 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태의존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Shachar 와
Emerson (2000)에 의하면 미디어 연구에서 상태의존성이란 t-1기의 결정
이 t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시청흐름에서 유출효과, 유입효과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송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시청선택과 같은 의미
를 갖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상태의존성을 활용하여 시청흐름에 따른
상대적 전환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환비용은 사전적으로 “ 소비자가 제품의 공급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Thompson & Cats-Baril, 2002). 예
를 들어 핸드폰을 교체하는 경우 위약금, 가입비 등 제품의 가격을 제외
한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환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환비용이 실질적인 금전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
하나 이와 다르게 제품에 대한 탐색 비용, 제품에 대한 학습 비용, 인지
적 노력, 감정적 비용, 장비 교체, 설치 및 시작에 따른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전환비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을 전부 고려하여 비
용을 추정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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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전환에 따른 명목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텔레비전 방
송 시장에서는 전환비용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
램 혹은 채널간 전환비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선택모형을 통
한 효용주의적 관점에서는 Rust 와 Alpert (1984)의 개념에서 발전된 비용
을 보통 전환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Rust와 Alpert의 연구에 의하면 시
청자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채널에 남아있
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시청흐름이 시청자에게 있어 전환비용 개념
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적인 화폐가치로 추정할 수는 없으
나, 시청자들의 채널간 이동경향성의 대소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간에
혹은 채널간에 상대적인 전환비용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Shachar & Emerson, 2000; Goettler & Shachar, 2001). 이들 모형에서는 간단하
게 식 (6)의 효용함수에서 상태항을 추가하여 추정한 매개변인들의 조건
부 한계효과를 전환비용의 크기로 가정하여 각 상태 혹은 프로그램간 차
이 등에 따른 상대적 전환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전환비용의 크기를 선택모형을 통해 비교한 Shachar 와 Emerson
(2000)의 연구에서는 개별프로그램, 채널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전환비
용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각 프로그램의 시작, 중간, 끝나는 시점에 따
른 전환비용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먼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할 때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어떠한 시점에서 채널을 돌릴 확률이 가장
낮은가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 가장 높은
전환비용을 보이며 프로그램 중간, 시작시간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와 함께 코메디, 드라마, 뉴스 및 스포츠로 구분한 각 장르의
전환비용은 코메디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드라마는 더 높고 스포츠와 뉴
스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태의존항이 포함된 개인의 효용함수는 표 (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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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𝑢𝑖𝑗𝑡 = 𝑣𝑖𝑗𝑡 + 𝑠𝑖𝑗𝑡 + 𝜀𝑖𝑗𝑡

(15)

위 함수는 기존의 식에서 시간에 대한 첨자 t를 추가하고 상태항
인 𝑠𝑖𝑗𝑡 를 추가하는 형태이다. 상태항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𝑠𝑖𝑗𝑡 = 𝑆𝑖𝑗,𝑡−1
Γ𝛿

(16)

′
여기서 𝑆𝑖𝑗,𝑡−1
는 이전기의 선택결과에 대한 벡터, Γ𝛿 는 추정하고

자 하는 계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드라마와 뉴스간의 전환비
용을 계산하고자 하면 𝑠𝑖𝑗𝑡 는 식 (17)과 같이 풀어서 나타낼 수 있다.

𝑠𝑖𝑗𝑡 = 𝛿𝐷𝑅𝐴𝑀𝐴 + 𝛿𝑁𝐸𝑊𝑆 𝑆𝑖,𝑁𝐸𝑊𝑆,𝑡−1

(17)

위 식은 드라마를 기저로 하여 뉴스의 전환비용의 대소를 비교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식이다. 여기서 𝛿는 추정해야하는 계수
값을 의미하고 𝑆𝑖,𝑁𝐸𝑊𝑆,𝑡−1 는 전기의 선택에 한 가변수로 시청자 i가 t-1기
에 뉴스를 시청하였다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위
항을 효용함수에 추가하여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추정한 𝛿 는 각 프로
그램의 전환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𝛿𝐷𝑅𝐴𝑀𝐴 는 1, 𝛿𝑁𝐸𝑊𝑆 는 -0.5의
값을 나타냈다고 하면 드라마는 뉴스에 비해 높은 전환비용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태의존성 항을 추가한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하면
명목적인 화폐가치로 나타나는 전환비용을 도출할 수는 없으나, 각 제품
별로 상대적인 전환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Shachar & Emerson (2000)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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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는 시청흐름이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장르(코메디, 드라마, 뉴스,
스포츠)와 프로그램의 시작, 1/4시점, 중간 및 3/4시점의 4가지 진행시간
에 따른 전환비용을 추정하였다. 유사하게 Goettler & Shachar (2001)은 위
의 전환비용에 타임슬롯에 따른 전환비용을 추가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타임슬롯이란 각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전환비용을 따로 추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 1/4 지점이라 하여도 8시~9시 시간대에 방영
하는 프로그램과 9시~10시 시간대에 방영하는 프로그램간에 다른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시간대를 연구 대상인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를 15분 단위로 나누어 타임슬롯 변인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택모형에 상태의존항을 추가하여 전환비용을 도출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간의 전환비용의 대소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프로
그램간의 경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시청흐름이
론을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나 전환비용의 사전
적 개념과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전환비용은
실제 채널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시청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당 비
용의 크기에 따라 시청자들의 채널전환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Shachar & Emerson (2000) 혹은 Goettler & Shachar (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시청자의 채널 전환하고자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력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속시청확
률’이란 용어로 규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지속시청확률이라 표현한 이
유는 전환비용 개념에서 전환비용이 클수록 해당 제품을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에서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
청하게 하는 유인과 의미가 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시청확률 개념
을 통해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장 내 경쟁구조에 대해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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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설정 및 자료 처리

1) 연구모형 설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
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려 한다. 기본적인 개인별 효용함수는 상태의
존항이 포함된 개인별 효용함수를 활용하는 Shachar 와 Emerson (2000)의
함수와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시청자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확률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청자집단별 프로그램
간의 지속시청확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모형에 시청
자 집단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효용함수는 식 (18)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𝑢𝑖𝑗𝑡 = 𝑣𝑖𝑗𝑡 + 𝑠𝑖𝑗𝑡 + 𝜀𝑖𝑗𝑡

(18)

식 (18)에서 𝑣𝑖𝑗𝑡 는 연구자가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
는 식 (19)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𝑣𝑖𝑗𝑡 = 𝑋𝑗′ 𝛽 + 𝑇𝑗𝑡′ 𝜂 + 𝑑𝑖′ 𝛾

(19)

여기서 𝑋𝑗′ 는 제품의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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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개별 특징에 포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후에 기술한다. 𝑇𝑗𝑡′ 프
로그램의 타임슬롯을 의미하며 각각 황금시간대인 8시, 9시 및 10시를 사
용한다. 해당 시간에 방송중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𝑑𝑖′ 는 시청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이에 포함되는
개별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수집 항목에서 다루도록 한다.
𝑠𝑖𝑗𝑡 는 상대적 전환확률항으로 구체적으로 식 (20)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
𝑠𝑖𝑗𝑡 = 𝑐′𝑖 𝛿𝑐 + 𝐹𝐿𝑂𝑊𝑖𝑗,𝑡−1
𝛿𝐹𝐿𝑂𝑊 + 𝐴𝐼𝑅′𝑖𝑗𝑡 𝛿𝐴𝐼𝑅

(20)

우선 Shachar & Emerson (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인과 동
일하게 시청흐름에 대한 상태의존항을 통하여 시청흐름이 시청자의 선택
′
에 미치는 상대적 지속시청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𝐹𝐿𝑂𝑊𝑖𝑗,𝑡−1
는 시청

흐름에 대한 항으로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시작, 중간 및 끝을
의미하는 가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𝐴𝐼𝑅′𝑖𝑗𝑡 는 공중파만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중파와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방송이 포함된 본
연구의 특징이 포함된 항목으로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이 공중파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공중파에 대한 항을 추가하여 자료를 통제한 이유는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시청하는데 있어 공중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접근성과 채널에 대한 인지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공중파에 대한 정보를 따로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𝑐′𝑖 는 본 연구의 핵
심이 되는 항으로 각 개인이 속한 프로그램 군집으로 연구1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한 가변수의 벡터이다. 만약 개인 i가 1군집에 속한다면 해
당 군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는 1의 값을, 기타 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군집에 대한 항을 통하여 시청자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확률과 프로그램간의 상대적 지속시청확률을 추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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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변인에 속한 개별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수집 항목에
서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모형의 기본형태는 Shachar 와 Emerson
(2000)의 식과 유사하나 상태의존항에 있어 연구1에서 도출한 프로그램
레퍼토리 군집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군집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국의 편성전략과 시청자의 시청흐름이라는 구조주의적 연
구방식인 기존 연구에 비해 시청자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라는 통합적 관
점의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각 시청자가 속한 군집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채널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미치는 구체적 요인을 프로그램
별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지속시청확률 매개변수들과의 결합
을 통하여 추가적인 한계효과를 도출하여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요인
과 지속시청확률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모형의 종속변인은 프로그램의 선택으로 이루어
진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이다. 참고모형으로 활용한 Shachar 와
Emerson (2000)의 연구를 비롯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공중파 채널선택
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채널보다는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공중파만이 아닌 모든
채널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모형을 활용한 연구 역시 종속변인으
로 프로그램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다항로짓모형
의 경우 너무 과도한 숫자의 종속변수의 범주가 존재할 경우 추정과정에
서 하나의 근사치를 도출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프로그램단위에서 한 단계 높여 프로그램의 대분류를 최종적인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대분류 기준은 프로그램 방송사가 자료
수집 업체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대분
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수집 항목에서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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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량모형은 모두 R 3.2.4 버전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R에서 제
공하는

Zelig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각

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al

likelihood estimate)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된 모형의 적합성(goodness-of-fit)
은 맥파든의 R제곱(McFadden’s R2) 및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한 우도비 검
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AGB닐슨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시청률
조사 패널 원시자료이다. 자료의 기간은 2013년 프로야구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총 31일이며 시간대는 평일은 야구 시작 30분 전
인 6시부터 일반적으로 야구 시합이 종료하는 9시 30분을 중심으로 하여
11시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야구 종료 시간에 더 시간 여유를 많이 두는
이유는 야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시합 시간
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말의 경우 야구 시작 시간인 5시
를 기준으로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청 자료를 사용한다.
닐슨의 시청률패널은 총 7,226가구의 23,980명의 인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의 시청 자료를 바탕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청률 패널 원시자료에서 제공하는 시청률자
료는 모든 데이터가 초 단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간에 대해 조
사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방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 연구에서는 매 5분단위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하였다. 즉 매 시 정각 1초부터 5분을 시간 단위로 하여 한 시간을 12개
의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시청자들이 해당 시간단위에 어떠한 프로그램
을 시청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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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프로야구과 관련된 5시간동안의 시청자들의 시청선택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며 총 31일 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시청단
위는 최대 1860개이다. 만약 하나의 시간단위 동안 다른 채널로 채널을
변경할 경우 3분 이상 머무른 채널을 선택한 것으로 하였다. 즉 6시 정
각부터 KBS를 시청하다가 6시 2분 00초에 MBC로 채널을 변경하여 계
속 시청하였으면 6정각부터 6시 5분사이의 시간단위에는 MBC를 시청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각 시청자들의 시간단위별 시
청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닐슨 시청률 조사 패널을 구성하는 인원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는 가구소득, 주택 평수, 주택 형태, 자가/전세 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TV
소유 대수, 케이블 및 위성방송 가입 여부 및 가입 상품, IPTV가입여부
등의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인구통계학적 자
료만을 사용한다. TV소유 대수 등의 자료는 방송사 및 조사기관 입장에
서는 중요한 자료이나 프로그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크게 중
요하지 않다. 또한 국내의 방송시장 상황에서 지역 케이블채널, 위성방송,
IPTV등 유로 TV방송 서비스의 경우 채널번호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
으로 제공되는 채널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은 연구변인에
서 제거하였다.
닐슨의 데이터의 프로그램자료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
및 외부성으로 방송사,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이름, 장르, 시급(classcode)
및 광고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광고 가격을 프로
그램의 특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시급의 경우 광고 가격을 책정하는 기
본 기준으로 광고 가격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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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격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의 인기도에 대한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 프로그램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방송사
혹은 장르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프로그램 대분류를 사용
하고 있기에 제외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 중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시청한 인원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연구1
에서는 1분 이상 시청할 경우에만 시청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모든 시청시간을 5분단위로 나누어 이 중 3분 이상 시청한 프로
그램의 경우에만 시청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10시
2분부터 10시 16분 까지 시청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하면 10시 ~ 10
시 4분 구간은 시청, 10시 5분 ~ 10시 9분 구간은 시청, 10시 10분 ~ 10시
14분 구간은 시청으로 간주되난 10시 15분 ~ 10시 20분 구간에서는 미시
청으로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택모형에서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선택
하지 않은 상황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진행하는 방법과 미선택은 연구
에서 제외하고 선택이 이루어진 상황만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선택은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청한 자료만 정리하여 총 1549명의 시청자의 시청 기록이 사
용되었으며 3,136,810분의 시청 기록 즉 627,362개의 시간단위에 대한 비
대칭패널(unbalance panel) 시청로그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과정에서
원시자료로부터 추출 시 자료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인 Python 3.5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추출한 자료의 처리는 모두 R 3.2.4
버전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
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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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종속변인(프로그램 대분류)
분류
기타
아동
드라마와 영화
예능
정보
보도
스포츠
계

변수형태

범주형

빈도
17,358
12,614
201,067
156,500
96,802
104,296
38,725
627,362

비율(%)
2.77
2.01
32.05
24.95
15.43
16.62
6.17
100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에 대해 정리한 표 이다.
기타프로그램은 기금모집방송, 시보(時報), 선거방송 등 일반적인 장르로
결합할 수 없는 방송들과 교육방송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아동은 만화,
인형극 등 아동용 방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마와 영화는 일일드
라마, 주말드라마 등 드라마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영화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분류이다. 예능은 코메디를 비롯한 주요 예능방송 및 음
악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는 각종 다큐멘터리, ‘생생정보통’과 같은
일상 정보 프로그램, 요리프로그램, 맛 집 탐방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는 뉴스를 비롯한 보도 프로그램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각종 스포츠 중계방송과 스포츠 콘텐츠를 활
용한 2차 가공 방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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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항로짓 모형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𝑑𝑖′
변인

변수 명

변수 형
태

설명

빈도

비율

성별

SEX

가변수

여성(=0)
남성(=1)

연령

AGE

연속형

연령/10

MARITAL

가변수

H_OWNER

가변수

INCOME

구간변수

기준점
SCL_1
SCL_2
SCL_3
기준점
OCC_1
OCC_2
OCC_3
OCC_4
OCC_5
OCC_6
OCC_7
OCC_8
OCC_9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353,718
273,644
평균
(4.920)
125,460
501,902
210,327
417,035
평균
(4.583)
57,871
59,624
214,687
295,180
98,971
2,494
214,686
67,221
46,371
55,307
61,897
68,106
8,252
4,057

56.38
43.62
표준편차
(1.724)
20.00
80.00
33.53
66.47
표준편차
(1.872)
9.22
9.50
34.22
47.05
15.78
0.40
34.22
10.71
7.39
8.82
9.87
10.86
1.32
0.65

결혼
여부
주택
보유
소득

학력

직업

미혼(=0)
기혼(=1)
임대(=0)
자가(=1)
구간간격 50만원
시작구간 100만원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상
무직(=0)
농/임/어업
주부
사무직
전문직/관리직
자영업
서비스/기술/생산직
학생
미취학
기타

<표 6>은 시청자의 다양한 특성 중 본 모형에서 사용한 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의 경우 추정 계수가 너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원 연령을 1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
른 한계체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모형에서는 연령의 제곱값을
같이 포함하였다. 소득은 구간 변수로 100만원 미만은 1,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은 2로 코딩하여 총 7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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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모두 가변수로 각 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표 6>에 자세히 나타
나 있다. <표 7>은 프로그램 구조에 관한 변인 이다. 프로그램의 정보로
서 광고 시급과 광고 가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광고 가격만 사용하
기로 하였다. 이는 광고 가격은 광고 시급에 맞춰 설정되기 때문에 두
정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실제 광고 가격은 만원 단위로 설정되어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정 계수의 값을 정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10,000으
로 나누어 억 원 단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표 7. 다항로짓 모형의 프로그램 구조 변인
𝑿′𝒋
변인

변수 명

변수 형태

설명

광고비

COST

연속형

광고비(억원)

빈도
평균
(.507)

비율
표준편차
(.521)

빈도
406,375
220,987
235,167
115,312
139,995
136,888

비율
64.78
35.22
37.49
18.38
22.31
21.82

표 8. 다항로짓 모형의 요일 및 시간대에 관한 변인

𝑻′𝒋𝒕
변인

변수 명

변수 형태

요일

WKEND

가변수

시간대

기준점
GOLD_8
GOLD_9
GOLD_10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가변수

설명
주중(=0)
주말(=1)
기타(=0)
20:00~20:59
21:00~21:59
22:00~22:59

<표 8>은 방송 편성 시간대에 대한 변인으로 주말과 8시부터 11
시 사이의 주시청시간대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주말의 경우 평일에 비
해 여가시간이 많아 시청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
해 추가하였다. 유사하게 주시청시간대인 8시부터 11시 사이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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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의 시청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역시 이를
통제하였다.
표 9. 다항로짓 모형의 시청흐름 관련 변인

𝑭𝑳𝑶𝑾′𝒊𝒋,𝒕−𝟏
변인

변수 명

변수 형태

공중파

AIR

가변수

START

가변수

S_START

가변수

S_MID

가변수

S_CLMX

가변수

S_FIN

가변수

이전기
시청
흐름

설명
케이블(=0)
공중파(=1)
프로그램 방금 시작
t-1기에 프로그램 시작
한지 15분 이내
t-1기에 시청중인 프로
그램이 시작 15분부터
중간 사이
t-1기에 시청중인 프로
그램이 중간부터 종료
15분 전 사이
t-1기에 시청중인 프로
그램이 종료 15분 전부
터 종료까지

빈도
224,158
403,204
23,168

비율
35.73
64.27
3.69

72,088

11.49

232,291

37.03

205,692

32.79

95,216

15.18

<표 9>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관한 변수이다. 시청흐름은 총 5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START는 시청자가 TV를 처음 켰을 때, 혹은
채널을 돌려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청 결정 하였을 때 시청한 프로그램
이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청자가 시작시점부터 방송을 보기 위
한 의도를 갖고 채널 변경을 실시하였다고 가정하여 추가한 변인다. 이
를 제외한 4개의 변수는 모두 해당 프로그램을 이전 시기부터 계속 시청
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중 S_START는 이전기에 프로그램이 시작
하여 15분이 지나지 않았을 시점을 의미한다. S_MID는 프로그램이 초반
15분 부분부터 중반(중심점)까지 지난 시점 이었음을 의미한다. S_CLMX
는 t-1기에 프로그램이 중반부터 끝나기 15분 전 지점 사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_FIN은 프로그램이 종료 15분 전부터 종료 시 까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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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청흐름의 기저는 계속시청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전환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시청흐름 변수 예

4. 연구결과

1) 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의 연구 모형 적합성 검증은 종속변인과 절편만으로 이
루어진 기저 모형(baseline model), 시청자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군집이 포
함되지 않은 비교 모형(alternative model) 그리고 모든 변인이 포함된 연
구 모형간의 우도비(likelihood)를 비교한 𝑥 2 검정과 베이지안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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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적용하였다.
𝑥 2 검정은 기저 모형의 우도비와 추정 모형 간의 우도비를 비교하여 추
정 모형의 우도비가 기저 모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대우도비를 추정하고자 하는 MLE방식의 추
정법에서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BIC는
Schwarz(1978)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기존의 우도비를 통한 적합성 검
증 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변인(parameter)수가 증가할수록 우도비의 값
이 커져 과도하게 적합하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기존의 우도비에 패
널티항을 추가한 방법이다. BIC를 활용한 적합성 검증은 다양한 모형 중
가장 BIC가 작은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BIC의 계산
방법은 식 (21)의 방법과 같다.

BIC = −2 𝑙𝑛(𝐿) + 𝑘 ∙ 𝑙𝑛(𝑛)

(21)

여기서 L은 추정식의 우도비, k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부변인의
수, n는 관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
형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모형의 적합성 검정

모형
기저모형
비교모형
연구모형

우도비
-1033534
-862475.8
-819756.2

𝑥2

df

p

342116.368
427555.682

192
276

<.01
<.01

BIC
2067148
1727515
1643197

𝑥 2 를 통한 검증에서는 비교모형과 연구모형 모두 기저모형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기록하여 모형이 타당함을 나타내었다. BIC
를 통한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비교모형과 연구모형 모두 기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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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148)에 비해 낮은 BIC를 기록하였다. 특히 연구모형의 BIC는
1643197로 비교모형의 BIC인 1727515보다 더 낮은 값을 기록하여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자 한 연구모형이 비교모형에 비해 더 적합함을 보장하
였다.
<표 11>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수를 제시한 것으로 다
양한 R제곱 값을 의미한다. 다항로짓모형의 경우 축약형을 통해 파라미
터의 해를 구하는 형식의 추정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R제곱을 구하는 방
식이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4가지의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가장 낮은 McFadden의 R제곱은 0.207이며 가장 높은 Cragg &
Uhler의 R제곱은 0.513이다. 이를 통해 본 모형은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행위에 대해 낮게는 20.7%, 높게는 51.3%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모형의 설명력
지수명
McFadden’s R2
McFadden’s Adj. R2
Maximum Likelihood R2
Cragg & Uhler’s R2

값
0.207
0.207
0.494
0.513

2) 연구문제 검증 결과

<표 12>부터 <표 17>은 기타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를 기
저모형으로 하여 추정한 다항로짓모형의 결과를 각 종속변인별로 구별하
여 정리한 결과이다. 로짓모형의 경우 추정 계수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는 이에 대한 승산비(odds ratio)를 분석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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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용이하다. 승산비는 계수에 초월(exponential)함수값을 취한 값으로 각
변수의 변화에 의한 종속변인의 선택확률의 기저모형에 대한 비율을 의
미한다. 즉 승산비가 1.1이라 하면 기저모형에 비해 종속변인을 선택할
확률이 1.1배(10%)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변
인이 프로그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 연구문제 II-1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아동 프로그램 선택의 경우
종속변인: 아동
변수
Demographic
SEX
AGE
AGE2
MARITAL
H_OWNER
INCOME
INCOME2
SCL_
1
2
3
OCC_
1
2
3
4
5
6
7
8
9
Program
AD_COST
Time
WKEND
GOLD_8
GOLD_9
GOLD_10

계수

표준오차

P값

승산비

0.178
0.614
-0.001
0.836
-0.085
0.258
-0.034

0.033
0.078
0.000
0.072
0.028
0.037
0.004

0.000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1.194
1.847
0.999
2.306
0.919
1.294
0.967

-0.361
-0.704
-0.838

0.061
0.060
0.063

0.000
0.000
0.000

0.697
0.495
0.433

-15.008
-0.294
-0.604
-0.022
0.134
-0.372
0.630
0.355
-0.070

631.733
0.060
0.075
0.073
0.068
0.067
0.096
0.130
0.245

0.981
0.000
0.000
0.760
0.048
0.000
0.000
0.006
0.774

0.000
0.745
0.547
0.978
1.143
0.689
1.877
1.426
0.932

-8.187

0.277

0.000

0.000

-0.698
-1.079
-1.024
-1.191

0.029
0.034
0.037
0.041

0.000
0.000
0.000
0.000

0.497
0.340
0.35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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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CLUSTE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IR
START
S_START
S_MID
S_CLMX
S_FIN
(intersection)

0.164
0.537
-0.486
0.431
-0.093
0.276
0.670
0.426
-0.118
0.259
0.974
2.813
0.236
-0.322
1.738
-1.364
-1.798
-0.990
-0.983
-1.028
-1.097
0.756

0.164
0.149
0.183
0.153
0.157
0.160
0.163
0.145
0.167
0.171
0.150
0.154
0.148
0.155
0.150
0.037
0.309
0.311
0.311
0.311
0.309
0.383

0.316
0.000
0.008
0.005
0.554
0.084
0.000
0.003
0.479
0.129
0.000
0.000
0.111
0.038
0.000
0.000
0.000
0.001
0.002
0.001
0.000
0.048

1.179
1.710
0.615
1.539
0.911
1.318
1.954
1.531
0.889
1.295
2.649
16.653
1.267
0.725
5.683
0.256
0.166
0.371
0.374
0.358
0.334
2.129

<표 12>는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중 아동 프로그램의 결과
만을 분리하여 정리한 표이다. 아동용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이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시청하며 임대주택에 사는
기혼자가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아동프로그램을
아동이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학력은 초졸 이하가 가장 많이 보며 자영업, 학생
및 미취학아동 위주로 시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용 프로그
램 시청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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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드라마와 영화 프로그램 선택의 경우
종속변인: 드라마와
변수
Demographic
SEX
AGE
AGE2
MARITAL
H_OWNER
INCOME
INCOME2
SCL_
1
2
3
OCC_
1
2
3
4
5
6
7
8
9
Program
AD_COST
Time
WKEND
GOLD_8
GOLD_9
GOLD_10
Switching
CLUSTER
2
3
4
5
6
7
8
9
10
11

영화
계수

표준오차

P값

승산비

-0.025
-0.092
0.000
-0.089
0.001
0.180
-0.014

0.023
0.051
0.000
0.040
0.018
0.024
0.003

0.280
0.070
0.000
0.025
0.973
0.000
0.000

0.975
0.912
1.000
0.914
1.001
1.197
0.987

0.137
0.066
0.066

0.042
0.039
0.039

0.001
0.087
0.095

1.147
1.068
1.068

1.235
-0.070
-0.130
-0.044
0.049
-0.116
-0.266
-0.543
0.605

0.200
0.034
0.038
0.041
0.040
0.038
0.059
0.098
0.124

0.000
0.041
0.001
0.285
0.225
0.002
0.000
0.000
0.000

3.440
0.933
0.879
0.957
1.050
0.891
0.767
0.581
1.831

3.715

0.037

0.000

41.076

-0.583
-0.293
-0.243
0.173

0.018
0.022
0.023
0.025

0.000
0.000
0.000
0.000

0.558
0.746
0.784
1.189

-0.387
-0.103
-0.629
-0.812
-0.805
-0.137
-0.237
-0.294
-0.543
-0.436

0.084
0.079
0.085
0.084
0.079
0.081
0.089
0.076
0.082
0.092

0.000
0.193
0.000
0.000
0.000
0.090
0.008
0.000
0.000
0.000

0.679
0.902
0.533
0.444
0.447
0.872
0.789
0.745
0.58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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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AIR
START
S_START
S_MID
S_CLMX
S_FIN
(intersection)

-0.077
-0.385
-0.122
-0.773
-1.287
0.173
-1.963
-0.602
0.545
0.484
0.101
1.244

0.079
0.092
0.077
0.084
0.087
0.019
0.115
0.118
0.118
0.118
0.114
0.182

0.328
0.000
0.11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376
0.000

0.926
0.680
0.885
0.461
0.276
1.189
0.140
0.548
1.725
1.622
1.106
3.468

<표 13>은 드라마 및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드
라마 및 영화는 여성 시청자에게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나이가 어
릴수록 시청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자에 비해 미혼
자의 시청 확률이 더 높으며 주택보유여부는 시청 선택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 보다 높은 학력 대에서 높은 선
택 확률을 보였으며 농림어업, 자영업 등의 직업군에서 높은 시청 확률
을 나타냈다.

표 14.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예능 프로그램 선택의 경우
종속변인: 예능
변수
Demographic
SEX
AGE
AGE2
MARITAL
H_OWNER
INCOME
INCOME2
SCL_
1
2

계수

표준오차

P값

승산비

-0.038
-0.096
0.000
-0.063
-0.120
0.187
-0.014

0.023
0.051
0.000
0.040
0.018
0.024
0.003

0.100
0.059
0.063
0.118
0.000
0.000
0.000

0.963
0.908
1.000
0.939
0.887
1.205
0.986

0.047
0.121

0.042
0.039

0.261
0.002

1.04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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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25

0.040

0.002

1.133

1
2
3
4
5
6
7
8
9

0.443
-0.011
0.004
-0.058
0.141
0.211
-0.067
-0.583
0.731

0.206
0.035
0.038
0.042
0.041
0.038
0.059
0.097
0.124

0.032
0.742
0.916
0.167
0.001
0.000
0.258
0.000
0.000

1.557
0.989
1.004
0.944
1.152
1.235
0.935
0.558
2.078

3.296

0.037

0.000

26.994

0.247
-1.404
-0.571
-0.721

0.018
0.022
0.023
0.025

0.000
0.000
0.000
0.000

1.280
0.246
0.565
0.486

-0.192
-0.099
-0.675
-0.771
-0.325
-0.024
0.033
-0.318
-0.240
-0.125
-0.031
-0.234
-0.307
-0.281
-0.834
0.049
-3.063
-1.802
-0.457
-0.501
-0.354
2.460

0.085
0.080
0.085
0.085
0.080
0.082
0.089
0.077
0.083
0.092
0.080
0.093
0.078
0.084
0.087
0.020
0.131
0.133
0.133
0.133
0.130
0.192

0.023
0.214
0.000
0.000
0.000
0.771
0.712
0.000
0.004
0.177
0.698
0.012
0.000
0.001
0.000
0.013
0.000
0.000
0.001
0.000
0.007
0.000

0.825
0.906
0.509
0.463
0.722
0.976
1.034
0.728
0.787
0.883
0.970
0.791
0.736
0.755
0.434
1.050
0.047
0.165
0.633
0.606
0.702
11.702

OCC_

Program
AD_COST
Time
WKEND
GOLD_8
GOLD_9
GOLD_10
Switching
CLUSTE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IR
START
S_START
S_MID
S_CLMX
S_FIN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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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높은 시청 확률을 나타냈고 나이가 어릴
수록 더 시청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졸 이하 학력에 비해 기타 학력자
들이 더 높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였으며 농림어업, 사무직, 자영업자, 서
비스직종,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높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였다.

표 15.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정보 프로그램 선택의 경우
종속변인: 정보
변수
Demographic
SEX
AGE
AGE2
MARITAL
H_OWNER
INCOME
INCOME2
SCL_
1
2
3
OCC_
1
2
3
4
5
6
7
8
9
Program
AD_COST
Time
WKEND
GOLD_8
GOLD_9
GOLD_10

계수

표준오차

P값

승산비

0.144
0.249
0.000
-0.107
0.070
-0.004
0.007

0.024
0.053
0.000
0.041
0.019
0.025
0.003

0.000
0.000
0.005
0.010
0.000
0.866
0.019

1.155
1.283
1.000
0.898
1.073
0.996
1.007

-0.024
0.019
0.040

0.043
0.040
0.041

0.573
0.635
0.320

0.976
1.019
1.041

0.251
0.123
-0.025
0.076
0.136
0.260
0.211
0.051
0.842

0.202
0.035
0.039
0.042
0.041
0.039
0.063
0.106
0.127

0.214
0.000
0.526
0.073
0.001
0.000
0.001
0.628
0.000

1.286
1.131
0.975
1.079
1.146
1.296
1.235
1.053
2.320

1.477

0.038

0.000

4.379

-1.027
-1.023
-0.689
-0.122

0.019
0.023
0.024
0.025

0.000
0.000
0.000
0.000

0.358
0.360
0.502
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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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CLUSTE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IR
START
S_START
S_MID
S_CLMX
S_FIN
(intersection)

-0.101
-0.059
-0.590
-0.831
0.437
0.204
0.105
-0.365
-0.067
-0.193
0.163
-0.255
-0.258
-0.869
-0.915
1.669
-2.369
-1.294
-0.289
-0.287
-0.342
0.768

0.088
0.083
0.089
0.090
0.083
0.084
0.092
0.080
0.085
0.096
0.082
0.096
0.081
0.090
0.093
0.020
0.129
0.131
0.131
0.131
0.128
0.196

0.251
0.474
0.000
0.000
0.000
0.016
0.257
0.000
0.430
0.045
0.048
0.008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28
0.029
0.008
0.000

0.904
0.942
0.554
0.436
1.548
1.226
1.110
0.694
0.935
0.824
1.177
0.775
0.773
0.419
0.401
5.306
0.094
0.274
0.749
0.750
0.710
2.155

<표 15>는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정보프로그램
은 남성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시청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졸에서 높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였으며 무직자에 비해 모든 직업군에
서 유사한 높은 시청 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보도 프로그램 선택의 경우
종속변인: 보도
변수
Demographic
SEX
AGE
AGE2

계수

표준오차

P값

승산비

0.275
0.166
0.000

0.024
0.053
0.000

0.000
0.002
0.521

1.317
1.1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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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0.031
0.007
0.000

0.041
0.019
0.025
0.003

0.790
0.103
0.765
0.932

1.011
0.970
1.007
1.000

1
2
3

0.105
0.087
0.092

0.043
0.039
0.040

0.014
0.027
0.022

1.111
1.091
1.097

1
2
3
4
5
6
7
8
9

0.384
0.076
0.021
0.034
0.111
-0.029
0.164
0.031
0.646

0.199
0.035
0.039
0.042
0.041
0.038
0.063
0.106
0.128

0.053
0.028
0.594
0.414
0.006
0.456
0.009
0.770
0.000

1.469
1.079
1.021
1.035
1.118
0.972
1.178
1.032
1.907

2.083

0.037

0.000

8.027

-1.003
-0.016
0.643
-0.253

0.019
0.022
0.024
0.026

0.000
0.470
0.000
0.000

0.367
0.984
1.902
0.777

-0.129
0.405
-0.210
-0.721
0.946
0.593
0.144
-0.305
0.110
-0.082
0.598
0.078
-0.224
-0.981
-0.868
1.024
-1.811
-0.996

0.089
0.083
0.089
0.091
0.083
0.085
0.093
0.081
0.086
0.097
0.083
0.097
0.082
0.092
0.094
0.020
0.116
0.119

0.144
0.000
0.018
0.000
0.000
0.000
0.122
0.000
0.204
0.398
0.000
0.420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879
1.499
0.811
0.486
2.575
1.809
1.155
0.737
1.116
0.921
1.819
1.081
0.800
0.375
0.420
2.784
0.163
0.369

MARITAL
H_OWNER
INCOME
INCOME2
SCL_

OCC_

Program
AD_COST
Time
WKEND
GOLD_8
GOLD_9
GOLD_10
Switching
CLUSTE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IR
START
S_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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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MID
S_CLMX
S_FIN
(intersection)

-0.403
-0.607
-0.454
0.460

0.119
0.119
0.115
0.189

0.001
0.000
0.000
0.015

0.668
0.545
0.635
1.584

<표 16>은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보도는 정보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시청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에 비해 기타 학력에서 높은 시
청 확률을 기록하였으며 무직자에 비해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높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스포츠 프로그램 선택의 경우
종속변인: 스포츠
변수
Demographic
SEX
AGE
AGE2
MARITAL
H_OWNER
INCOME
INCOME2
SCL_
1
2
3
OCC_
1
2
3
4
5
6
7
8
9
Program

계수

표준오차

P값

승산비

0.483
0.199
0.000
-0.203
0.184
0.398
-0.043

0.029
0.061
0.000
0.046
0.022
0.029
0.003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1.622
1.220
1.000
0.816
1.202
1.490
0.958

-0.348
-0.061
-0.087

0.053
0.047
0.048

0.000
0.195
0.072

0.706
0.941
0.917

-0.576
0.147
0.223
0.478
0.161
0.036
0.165
-0.948
-0.938

0.335
0.043
0.045
0.047
0.046
0.044
0.070
0.137
0.246

0.086
0.001
0.000
0.000
0.001
0.413
0.018
0.000
0.000

0.562
1.158
1.249
1.613
1.175
1.037
1.179
0.388
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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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_COST
Time
WKEND
GOLD_8
GOLD_9
GOLD_10
Switching
CLUSTE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IR
START
S_START
S_MID
S_CLMX
S_FIN
(intersection)

4.301

0.043

0.000

73.798

-0.127
-0.310
-0.065
-0.838

0.021
0.026
0.028
0.030

0.000
0.000
0.019
0.000

0.880
0.733
0.937
0.433

0.476
2.793
1.606
0.899
0.296
1.040
0.670
0.073
0.334
0.548
1.284
0.150
0.722
-0.004
0.272
-4.482
-3.645
-2.597
-0.871
-0.987
-0.651
-0.510

0.131
0.120
0.125
0.125
0.122
0.124
0.133
0.120
0.128
0.136
0.122
0.144
0.121
0.128
0.130
0.040
0.289
0.292
0.292
0.292
0.290
0.344

0.000
0.000
0.000
0.000
0.015
0.000
0.000
0.545
0.009
0.000
0.000
0.298
0.000
0.977
0.037
0.000
0.000
0.000
0.003
0.001
0.025
0.138

1.610
16.323
4.984
2.457
1.345
2.828
1.954
1.075
1.397
1.730
3.611
1.162
2.058
0.996
1.312
0.011
0.026
0.075
0.419
0.373
0.522
0.601

<표 17>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스포츠는 남
성이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였으며 기
혼자의 경우 시청 확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
하의 경우 초졸 이하에 비해 낮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졸 및 대
졸이상의 학력에서는 학력이 시청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청소년 사이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농림어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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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은 무직자에 비해 매우 낮은 시청 확률을 보인 반면 다른 직종 종
사자들은 무직자와 유사한 시청 확률 혹은 더 높은 시청 확률을 기록하
였다.
각 종속변인 간, 즉 프로그램 간 시청확률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의 승산비 계산법을 활용해야 한다. 예
를 들어 3개의 선택이 가능한, 즉 종속변인이 3개인 경우 다항로짓 모형
은 식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1 + exp(𝑋𝛽2 ) + exp(𝑋𝛽3 )
exp (𝑋𝛽2 )
𝑝(𝑦 = 2) =
1 + exp(𝑋𝛽2 ) + exp(𝑋𝛽3 )
exp (𝑋𝛽3 )
𝑝(𝑦 = 3) =
1 + exp(𝑋𝛽2 ) + exp(𝑋𝛽3 )
𝑝(𝑦 = 1) =

(22)

이 때 2를 선택할 확률에 대한 3을 선택할 확률의 비율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p(𝑋𝛽3 )
𝑝(𝑦 = 3) 1 + exp (𝑋𝛽2 ) + exp (𝑋𝛽3 )
=
exp(𝑋𝛽2 )
𝑝(𝑦 = 2)
1 + exp (𝑋𝛽2 ) + exp (𝑋𝛽3 )
=

exp (𝑋𝛽3 )
exp (𝑋𝛽2 )

(23)

= exp(𝑋𝛽3 − 𝑋𝛽2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선택의 경우에 대해서 승산비를 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가 매우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연구목적에
맞는 승산비 위주로 계산하여 보도록 한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절편
항(intersection)을 살펴보면 승산비를 기준으로 하여 예능(11.702), 드라마

１２９

(3.468), 정보(2.155), 아동(2.129), 보도(1.584), 스포츠(0.601)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기저모형인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
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 혹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저상태(모
든 변인이 0)인 사람이 스포츠를 시청할 확률은 기타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에 비해 0.601배, 39.9%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요인들
이 결합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간의 선호의 차이
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해 검증해보도록 한다.
연구문제 II-1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남
자가 드라마에 대해 스포츠를 선택할 확률은 <표 17>의 스포츠의 절편
의 승산비 0.601과 성별의 승산비 1.622을 곱한 값을 <표 13>의 드라마
절편의 승산비 3.468과 드라마 성별의 승산비 0.975을 곱한 값으로 나누
어 주면 된다. 즉 (0.601·1.622)/(3.468·0.975)를 계산한 0.288이 최종적
으로 도출한 승산비가 되며 이를 해석하면 드라마에 비해 스포츠를 선택
할 확률이 71.2%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시청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인 연구문제 II-2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 방법을 여러 번 적용하여
최종적인 승산비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우선 각 조합 별 승산비를 계
산하기 위해 연구 1에서 도출한 스포츠 시청과 관련된 군집인 1, 3, 4, 7,
15군의 대표적 인물을 설정하였다.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은 <표 18>에 제
시하였다.

표 18. 각 군의 대표적 인물 설정 결과

성별
연령

1군
여성
39

3군
남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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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남성
50

7군
남성
55

15군
여성
23

혼인여부
주택보유
소득
학력
직업

기혼
자가
500만원
대졸
주부

기혼
자가
300만원
대졸
사무직

기혼
자가
500만원
대졸
사무직

기혼
자가
300만원
대졸
주부

미혼
자가
400만원
대졸
학생

위와 같은 인물을 설정한 기준은 각 군에 속한 시청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평균 혹은 최빈값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 외 프로
그램의 특성, 시간슬롯 및 시청흐름 등의 변인은 모두 기저값(0)으로 가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군집 별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에 대
한 승산비를 도출하여 <표 19>부터 <표 23>까지 정리하였다.
표 19. 1군(평등시청군) 대표인물의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

기타
아동
드라마
예능
정보
보도
스포츠

기타
1
0.687
0.171
0.092
0.371
0.544
1.598

아동
1.455
1
0.249
0.133
0.541
0.792
2.325

드라마
5.848
4.018
1
0.535
2.172
3.180
9.342

예능
10.921
7.504
1.868
1
4.056
5.940
17.447

정보
2.693
1.850
0.460
0.247
1
1.464
4.301

보도
1.839
1.263
0.314
0.168
0.683
1
2.937

스포츠
0.626
0.430
0.107
0.057
0.232
0.340
1

표 20. 3군(프로야구중심 시청군) 대표인물의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

기타
아동
드라마
예능
정보
보도
스포츠

기타
1
0.458
0.382
0.102
0.436
0.291
0.056

아동
2.182
1
0.833
0.223
0.952
0.635
0.122

드라마
2.620
1.201
1
0.268
1.142
0.763
0.147

예능
9.767
4.476
3.728
1
4.259
2.84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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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293
1.051
0.875
0.235
1
0.668
0.128

보도
3.435
1.574
1.311
0.352
1.498
1
0.192

스포츠
17.875
8.193
6.824
1.830
7.795
5.204
1

표 21. 4군(골프중심 시청군) 대표인물의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

기타
아동
드라마
예능
정보
보도
스포츠

기타
1
1.274
0.646
0.189
0.742
0.538
0.183

아동
0.785
1
0.507
0.149
0.582
0.422
0.144

드라마
1.548
1.973
1
0.293
1.148
0.833
0.284

예능
5.277
6.725
3.409
1
3.913
2.840
0.967

정보
1.349
1.719
0.871
0.256
1
0.726
0.247

보도
1.858
2.368
1.201
0.352
1.378
1
0.340

스포츠
5.458
6.955
3.526
1.034
4.047
2.937
1

표 22. 7군(뉴스중심 시청군) 대표인물의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

기타
아동
드라마
예능
정보
보도
스포츠

기타
1
0.437
0.372
0.097
0.289
0.228
0.348

아동
2.290
1
0.852
0.223
0.662
0.523
0.798

드라마
2.688
1.174
1
0.262
0.776
0.614
0.936

예능
10.265
4.482
3.819
1
2.965
2.343
3.575

정보
3.462
1.511
1.288
0.337
1
0.790
1.206

보도
4.381
1.913
1.630
0.427
1.265
1
1.526

스포츠
2.871
1.254
1.068
0.280
0.829
0.655
1

표 23. 15군(예능중심 시청군) 대표인물의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

기타
아동
드라마
예능
정보
보도
스포츠

기타
1
0.867
0.763
0.120
0.803
1.343
1.286

아동
1.153
1
0.879
0.139
0.926
1.548
1.482

드라마
1.311
1.137
1
0.158
1.052
1.761
1.685

예능
8.302
7.201
6.333
1
6.665
11.150
10.672

정보
1.246
1.080
0.950
0.150
1
1.673
1.601

보도
0.745
0.646
0.568
0.090
0.598
1
0.957

스포츠
0.778
0.675
0.593
0.094
0.625
1.045
1

<표 19>부터 <표 23>은 설정한 인물을 토대로 앞서 상황에 따라
계산한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이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표 19>
에서 평균시청군의 대표인물이 드라마 보다 스포츠를 선택할 확률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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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값은 0.107로서 드라마에 비해 스포츠를 선택할 확률이 89.3% 더 낮
다. 이와 같이 각 군 별로 프로그램 간 상대적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각 프로그램 레퍼토리 군을 분석
할 수 있다. 연구문제 II-2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군에 대해
서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각 레퍼토
리 집단 내에서의 경쟁 구조를 살펴보면 평등시청군에서 스포츠 프로그
램은 다름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시청확률을 기록하고 있다(1보다 작은
승산비).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더 낮은 승산비를 기록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평등시청군에서는 스포츠는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
였으며 예능 및 드라마가 높은 시청선택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아동 및 기타 프로그램이 따르는 구조라 볼 수 있다(<표 19>). 프로야구
중심 시청군과 골프중심 시청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앞도적으로 높은 상대적 승산비를 기록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확률로 시청자들이 선택함을 알 수 있다(<표 20>, <표 21>). 뉴스중
심 시청군에서 스포츠는 드라마, 아동 및 기타방송에 비해서는 높은 선
택을 받고 있지만 예능, 정보 혹은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낮은 선택
확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표 22>). 마지막으로 예능중심군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4>).
시청흐름에 따른 상대적 지속시청확률에 관한 연구인 연구문제
II-3은 추정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상태의존항들의 승산비를 비교하
여 검증할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결정 했을 시점에 프로
그램이 시작하였을 때 승산비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1보다 낮은 값을 기
록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막 시작했을 시점에서의 지속시청확률 상대
적으로 낮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쉬움을 의미한다. 드라마를 제
외한 방송의 시작 시, 중간, 클라이맥스 및 종료시점까지 전환비용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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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1보다 작은 값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방송의 시청흐름은 시청선택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드라마의 경우
시작시점(0.477)을 제외한 중간(1.725), 클라이맥스(1.622) 및 종료 시점
(1.106)에서 모두 1보다 큰 승산비를 기록하여 드라마는 시청 중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드라마는
종료 시점에서도 1.106의 승산비를 기록하여 시청자의 유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점에서 다른 프
로그램에 비해 더 낮은 승산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상대적 전환비용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더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시청흐름 관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다른 프로그램 특히
드라마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장에서는 기존의 선택모형을 활용한 시청흐름 연구를 확장하
여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추가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시청선택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선택모형을 활용한 기
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용 충족 관점을 추가하여 구조주의적 관
점과 통합된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7개의 방송 선택 대안 중
각 그룹의 대표적인 시청자의 상대적 선택 확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프로그램 레퍼토리 그룹 별 프로그램 선택확률을 밝혀낼 수 있으
며 그룹간 프로그램 상대적 선택확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태의존항을 통하여 시청흐름의 상대적 지속시청확률을 도출하여 미디
어 시장 내에서의 프로그램 유형간 경쟁구조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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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프로그램의 경쟁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시청자의 시청 행위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
존 연구는 시청자의 능동적 선택 보다는 구조적 특징과 인구통계학적 특
징에 의해 수동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Rust &
Alpert, 1984; Goettler & Shachar, 2001; Kinjo & Ebina, 2015; Rust, Kamakura, &
Alpert, 1992; Tavakoli & Cave, 1996; Shachar & Emerson, 2000; 장영희, 2011).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시청흐름 즉 이전에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진행과
정에 의해 현재 시청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탐구하거나(Goettler & Shachar,
2001; Shachar & Emerson, 2000), 방송 편성 전략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형태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 졌다(Kinjo & Ebina, 2015; Rust,
Kamakura, & Alpert, 1992; Tavakoli & Cave, 1996; 장영희, 2011). 장영희(2011)
는 요일과 시간대 별 방송국의 편성 전략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Kinjo 와
Ebina(2015)는 연속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전회의 시청률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중심으로 방송편성에 따른 시청 확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Rust 등(1992)는 시청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시청선택에 미치는 영
향을 바탕으로 시청자 집단을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Shachar 와 Emerson
(2000) 및 Goettler 와 Shachar (2001)의 연구는 시청흐름에 따른 채널 지
속시청확률의 차이를 도출하여 프로그램의 진척상황에 따른 채널 전환의
도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
한 기존 연구 결과는 시청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부분이 연구에서 제외
되어 있기에 구조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연구변인
에 추가하여 시청자들의 능동적 선택과정이 구조적 변인들에 미치는 영
향을 함께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레퍼토리에 따라서 다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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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간 상대적 시청확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레퍼토리의
차이가 구조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에도 개입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
는 기존의 연구에서 구조적 요인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더불
어 절대적인 프로그램 선택 결정요인으로 가정하고 진행하였을 때 발생
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간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1)종속변인을 프로그램단위가 아닌 채널단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채널의 경쟁력, 그리고 각 방송사의 편성전략이 시청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었으며 (2)사전적인 시
청자 세분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시
청선택을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기준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
다. 우선 프로그램 대분류 단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프로그램간 경
쟁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Shachar 와 Emerson (2000)을 비롯한 다
양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장르는 채널을 선택하는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취급되었으며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간의 경쟁력 분석은 불가능하였고
특정 장르가 채널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방송환경에서는 공중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한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만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방송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채널간의 경쟁력 보다는 프로그램간의 경쟁
력을 분석하는 것이 미디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전적인 시청자 세분화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
문에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시청선택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세분화에 있어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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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 시장세분화는 가장 단순환 세분화로 최근의 시장상황에서는 소
비자의 행동적 기준 혹은 사회심리적 기준에 의해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
하고 집단별로 다양한 포지셔닝과 마케팅을 실시한다(Kardes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발전하여 행동적 관점의 시청자 세분화
를 바탕으로 시청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행동 관점의 마케팅 이론을 시청선택 연구에 포
괄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고려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살펴
보면 평등시청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경
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과 골프중심 시청
군처럼 스포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청하는 시청자 집단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중심
시청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동용 프로그램 및 예능 프로그램과 유
사한 선택확률을 보이며 경쟁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보도 및 정보 프로그
램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은 선택 확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예능중심
시청군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높은 시청확률을 기록하였으며
스포츠 프로그램은 정보 프로그램과 유사한 선택 확률을 나타냈으며 드
라마에 비해서는 다소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방송 시장내에서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재에 대해서 새
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 간의 대체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의 취향을 분석하여 유사한 프
로그램을 유추하거나(Gunter, 2006; Peterson & Raney, 2008; Raney & Depalma,
2006; Sullivan, 1991) 혹은 편성전략에 의한 구조적 상황에 의해서 동 시
간대 방송중인 프로그램과의 대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Goettler & Shachar, 2001; Shachar & Emerson, 2000).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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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프로그램간의 대체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
고 시청자 세분화 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프로그램 간의 경쟁 구조
를 파악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간의 대체관계를 소
비자의 구조적 요인과 능동적 취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흐름에 따른 지속시청확률은 드라마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에 계
속 채널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유출효과의 경우 0.564의 승부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스포츠 프로그램
이 방송국의 킬러콘텐츠로서 높은 유출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이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갖는 가치를 연구한 김기한과 정지규
(2011), 노예영과 김기한(2014)등의 연구결과와는 대치되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시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된 기간 동안의 스포
츠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야구 중계방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대부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게임이 종료되게 된다. 따라서 주
시청시간대에 겹치는 드라마 혹은 뉴스와 같은 대체 제품으로 전환하려
는 의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기존 연구는 올림픽 혹은
월드컵과 같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방송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송
채널도 공중파 채널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케이블 채널
에서 방송되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이므로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경기 종료
후 채널을 옮기게 되는 유인이 기존의 연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
다. 반대로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스포츠 중계방송은 다른 방송 콘텐츠에
비해 그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한 시기에 벌어지는 특별한 스포츠 중계방송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１３８

본 연구의 대상은 매일 방송되는 일상적인 중계방송이 대상이 되었기 때
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별한 이벤트의 경우
방송용 킬러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는 반면 매일 중계되는
시즌중의 프로야구 중계방송과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드라마나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서 특정 시청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소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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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 즉,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에서 스
포츠 중계방송의 경쟁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결합된 스포츠 중계방송의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시청자
들의 방송 시청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자 시청 빈도를 활용하여 군
집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레퍼토리 군집을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첫
번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추가하여 선택모형을 적용한 다항로
짓 모형을 분석하여 두 번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의 세 가지 세부 연구과제에 대한 개
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포츠 프로그램의 군집형성에 관한
첫 번째 세부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스포츠 프로그램이 포함된 프
로그램 레퍼토리 군집은 총 16개의 군집 중 5개가 주로 스포츠를 시청하
는 군집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각각 ‘평등시청군’, ‘프로야구중심 시청군’,
‘골프중심 시청군’, ‘뉴스중심 시청군’ 및 ‘예능중심 시청군’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평등시청군은 주로 예능, 드라마, 뉴스 등을 프로야구 및 기
타스포츠 중계방송과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유사한 빈도로 시청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은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하여 메
이저리그 및 기타스포츠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뉴스와 예능을
같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중심 시청군은 골프 중계방송을 특
히 중심적으로 시청하며 프로야구 및 기타스포츠의 스포츠 프로그램과
뉴스 및 드라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중심 시청군은 뉴스를

１４０

주로 시청하며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같이 시청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
로 예능중심 시청군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면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하는 그룹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시청군은 대부분
높은 연령대를 기록한 시청자집단으로 20대의 젊은 시청자 집단에서는
스포츠방송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대 남성의
경우 게임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여성에서
는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30대 초반 시청자들에서는 대
부분 주말예능 및 주말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청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
포츠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집단은 30대 후반에서 40대 및 50대 사이의
시청자들로 특히 40대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 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구조를 연구한 세부 연
구문제I-2의 결과 먼저 평등시청군의 경우 1박2일, TV동물농장, 무한도전,
주말연속극, KBS9시 뉴스, 일일연속극, 기타스포츠, 프로야구 중계방송
순으로 시청 빈도를 기록하였으며 그 차이는 다른 군에 비해서는 매우
적었다. 평등시청군의 시청자는 여성이 주를 이루었으며 평균연령은 39
세의 기혼자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는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은
프로야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청빈도를 보이며 이 뒤를 KBS9시 뉴스,
메이저리그, 무한도전 등이 잊는 형태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롤 보인 KBS 9시 뉴스와 프로야구의 빈도가 약 6배 차
이가 나는 등 프로야구 중계방송에 집중된 시청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은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44세의 기혼자로 이루어져 있다. 골프중심 시청군은 남녀골프에 대한 시
청비율이 매우 높고 그 뒤를 KBS 9시 뉴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일일
연속극 순으로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골프중심 시청군은 프로야구
중심 시청군군과 같이 골프 방송에 대한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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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평균 연령 50세의 기혼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중심 시청
군은 다양한 채널의 뉴스가 높은 시청빈도를 보이고 프로야구는 뉴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시청빈도를 기록하였다. 이 군은 남녀비율이 유사하
며 평균연령 55세의 기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예능중
심 시청군은 무한도전에 대한 시청빈도가 가장 높으며 1박2일, 런닝맨
등의 각 방송국 대표 주말예능이 그 뒤를 잊는 시청빈도를 보이고 있다.
프로야구 중계방송의 경우 예능중심 시청군에서 5순위의 시청빈도를 기
록하였으며 개그콘서트에 비해 높은 시청빈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능중심 시청군은 평균 23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고 대부분 미혼자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문제 I을 통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따라서 다양
한 시청자 집단으로 시장세분화 하여 각 세분화 집단별로 시청자들의 시
청형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프로그램과 주로 경쟁하
고 있는 경쟁관계의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 인구통계
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주요 소비 계층과 집단 별 주
요 경쟁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결합된 스포츠 중계방송의 선택요인은 다
항로짓모형을 적용한 두 번째 요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II의 세부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청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징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이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문제 II-1의 결과 다른 기준이 전부 동일하다고 가
정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선택확률에 성별의 승산비는 1.772로서 이는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스포츠를 시청할 확률이 77.2% 더 높음을 의
미한다. 결혼여부의 승산비는 0.930이므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기혼일 경우 미혼에 비해 7.0% 낮은 확률로 시청선택을 하게 된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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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여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시청할 확률이 12.9%더 높으며 소득
에 따라서는 250~299만원 사이의 소득구간의 시청자가 스포츠를 시청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고졸인 시청자가, 직업은 전문직 및 관리직
인 시청자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의
특징 중 광고비 등급은 큰 영향력이 없었으며 프로그램의 광고비용 역시
선택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시간대에 따른 구조적 요인은
주말의 경우 시청확률이 높았으며 8시부터 9시 사이의 시간이 기타 시간
에 비해서 높은 시청확률을 보였다. 그러나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스포
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 프로그램 군집이 시청자 프로그램 선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문제 II-2의 결과 평등시청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름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시청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및
아동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선택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
등시청군에서는 스포츠는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드라마, 예능
및 보도 프로그램이 유사하게 경쟁하는 반면 스포츠는 조금 뒤쳐진 상황
에서 경쟁하고 있다. 프로야구중심 시청군과 골프중심 시청군에서 스포
츠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앞도적으로 높은 상대적 선택확률
을 기록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확률로 시청자들이 선택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뉴스중심 시청군에서 스포츠는 드라마와 교육 프로
그램에 비해 높은 확률로 선택을 받고 있으나 예능 프로그램과는 유사한
확률로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보 혹은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낮은 선택 확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예능중심 시청군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이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스포츠는 예능프로그램의 뒤를 이어 높은 경쟁력을 보
이고 있었으며 정보 프로그램과 유사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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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마지막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상태의존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
전환비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 II-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시청자들의 상대적 전환비용은 모두 낮은 값을
기록하여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채널을 전환할 확
률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청흐름이 시작되었을 경우 스포츠는 이전
시점에 시청중인 프로그램이 시작시점, 중간시점, 클라이맥스 시점 및 종
료시점 모두 1보다 낮은 상대적 전환비용을 기록하여 모든 시점에서 시
청흐름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전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드라마는 중간시점, 클라이맥스 시점 및 종료시점에서 모두 높
은 상대적 전환비용을 기록하여 본격적으로 드라마를 시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전환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능이나 보도프로그
램의 경우 모두 1보다 작은 전환비용을 기록하여 채널을 변경할 확률이
큼을 알 수 있었으나 모두 스포츠 보다는 높은 값을 기록하여 스포츠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 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II를 통해 연구문제 I에서 도출한 프로그램 레퍼토리가
시청자들의 시청선택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를 주로 시청하는 특정 군에서는
스포츠가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낮은 경쟁력
을 갖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 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
관계의 차이를 분석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 및 대체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학술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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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의 시청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유형별로 군집분석 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을
비롯한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를 연구하였다. 또한 시청자의 행동적 시
장세분화 관점에서 프로그램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시청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연구된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 들이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프로그램 간의 경쟁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는 기존의 미디어 소비자의 행동
분석을 위한 틀 중의 하나인 선택모형을 적용하면서 선택모형의 기본 가
정인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능동적 소비와 수동적 소비가 결합
된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능동
적 채널 탐색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구조적 특징에 기반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였고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시장세분화 관점에서만 소비자
행동분석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시청선택에 프로그램
레퍼토리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시청자들의 시청선
택 행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행동적 시장세분화 관점에서
시청자 행위를 분석하여 선택모형을 활용한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레퍼토리 유형별로 시청 선택에 미치
는 영향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요인의 영향 그리고 시청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청자의 프로
그램 선택행위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다.
통합적 관점을 통한 연구 수행은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시청자의
시청행위를 분석하는 연구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프
로그램간의 경쟁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에 대해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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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 프로그램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는
시청자들의 취향을 분석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유추하는 방법이나 편성
전략에 의한 구조적 상황에 의한 동 시간대 방송중인 프로그램과의 대체
관계 위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 레퍼토리 유형을
연구에 추가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청자 세분화 집단 간 분석
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간 대체관계를
소비자의 구조적 요인과 능동적 취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포츠매니지먼트 관점, 마케팅 관점 및 미디어 관점
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 먼저 스포츠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본 연구
는 스포츠 시장의 주요 파생시장인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경쟁구조를 파
악하였다. 스포츠미디어 시장은 스포츠의 중요한 파생시장이자 미디어
시장과의 결합시장으로 미디어시장 내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 분
석을 통해 스포츠미디어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
며 이를 스포츠 시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미디
어 마케팅 관련 기존 문헌에서는 주로 미디어 콘텐츠가 제품의 한 종류
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미디어관점의 시청자 분석 보다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소비자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
세분화 관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미디어 콘텐츠의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중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관점과 미디어
관점을 결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미디어 소비자의 능동적 특성과 수동
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적 시장세
분화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시청자 행동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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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행동적 시장세분화 연구가 소비자의 제
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문
서분석 방법을 소비자세분화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세분화
집단 내 제품간 경쟁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마케팅
분야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
미디어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
던 미디어 콘텐츠 간의 상호 경쟁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미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학
문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스포츠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시장 내 방
송컨텐츠들의 경쟁구조에 대해 분석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미디어 시장의 특징과 미디어 소비자들의 행
동양식을 분석하고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경쟁
자들에 대해 경쟁우위를 갖을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또한 문서분석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여 향후 미디어
콘텐츠분석에 있어서 대안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으로 텔
레비전 방송 시장을 넘어서 뉴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시장의 연
구에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하나의 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확장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가 특정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다차원적 시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 학
술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해 왔던 프로그램 레퍼토리
분석과 함께 레퍼토리 내에서의 경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가치
가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 간 경쟁구조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취향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분석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실제적인 시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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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행위를 중심으로 한 경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실
제 시청자들의 시청 기록을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
에 대해 연구하여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했으며 특히 스
포츠 프로그램의 방송콘텐츠 시장 내에서의 경쟁에 대해 연구하여 스포
츠미디어 및 스포츠마케팅 관련 분야에 기여하였다. 특히 스포츠시장가
치망(강준호 외, 2012)의 중요한 파생 시장인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서 나
타나는 경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시장과 스포츠 시장
의 접점의 구조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는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 도입을 통해 프로그램레퍼
토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서분석을 위한 기계학습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처리 방법인 tf-idf방법을 적용하여 시청기
록을 정리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레퍼토리 연구는 프로그
램 단위의 미시적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간에
나타나는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적용한
레퍼토리 분석 및 군집분석 방식이 프로그램 간의 선호도 혹은 시청 기
록이 아닌 시청 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유형분류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tf-idf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여 시청자
들의 시청빈도에 대한 합리적인 가중치를 제시하였으며 군집분석을 수행
함에 있어 중심점에 대한 시청빈도 벡터를 도출하여 각 군집 별 대표 프
로그램 레퍼토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표 프로그램 레퍼토리의 시청빈
도를 바탕으로 각 레퍼토리 내에서 프로그램 간 시청 선호도의 차이를
도출하여 프로그램간의 경쟁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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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연구 시점에서 방송 시장 내에서 갖는 경쟁력을 파악
하고 방송시장 내에서 스포츠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우선 스포츠방송콘텐츠의 전
체적인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면, 스포츠콘텐츠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충성도 높은 시청자 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통한 시청자 세분화 연구 및 선
택모형을 통한 방송간 경쟁력 연구 모두에서 스포츠 방송을 주로 시청하
는 시청자 층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스포츠방송콘텐츠가 이런 튼튼한 매니아 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
해 보편적으로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소구하고 있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6개의 군집 중 스포츠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집단은 총
5개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개의 군에서 스포츠가 독보적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군집에서는 스포츠는 다른 경쟁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유사하게 선택모형
을 활용한 연구에서 역시 스포츠는 스포츠 중심 군집을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장르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낮은 선택확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과 같은 주요 경쟁 프로그램에 비하여 시청자들의 계속시
청확률이 매우 낮아 스포츠방송콘텐츠가 시청자들을 잡아두는 유인이 매
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방송은 중계방송 자체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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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추가적 방송 콘텐츠를 포함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구하고 있다. 그
러나 스포츠의 서사구조는 장기간에 걸쳐 쌓여나가는 것으로서 한 시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려 시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에 비해 짧은, 즉 10~15주 정도의 단기간에 서사구조가 확
실하게 나타나는 드라마에 비해 몰입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
거의 이력에 대해 잘 모르는 신규 시청자들에게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
다. 또한 재미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확실한 강점
을 지닌 예능 프로그램들에 비해 스포츠 중계방송의 재미측면에서 경쟁
력은 쉽게 우위를 보인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콘텐츠
공급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방송콘텐츠 소구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신규 시청자들이 기존의 스포츠방송콘텐츠가 쌓아온 라이벌, 에피소
드, 경쟁 및 협력 등의 다양한 서사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
로 앞으로 진행될 시즌의 서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이 시각적으
로 혹은 경기 자체로 인한 재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촬영기법,
편집기법 등을 개발하여 중계방송 자체의 흥미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수
립하여야 한다.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과 함께 본 연구는 스포츠미디어 시청자
특징에서도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이 제시할 수 있다. 연구1의 결과에 의
하면 스포츠 방송의 주요 시청자는 주로 40대의 중년 남성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0대 여성에서 프로야구의 인기가 증가함을
반영하여 20대 여성에서도 높은 시청 선호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방송콘
텐츠는 외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프로그램으로 e-스포츠에 대한
시청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스포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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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중년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및 젊은 세대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은 향후 스포츠시장에 새로운 소비자가 새로 유입되지 않
고 그 결과 시장이 점차 쇠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여성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과 함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
청 선호가 높아지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를 향후 스포츠시장의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마케팅전략의 하나이다. 그러나 젊은 시
청자들의 선호도 감소는 향후 스포츠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전통적 스포츠 보
다는 e-스포츠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의 인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는 최근 여성팬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을 거울삼아 향후 청소년 및 아동들을
스포츠 팬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유럽
의 주요 축구단은 산하기관으로 프로게임단을 창단하여 e-스포츠팬들을
자연스레 축구구단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Peter, 2016).
대표적인 인기구단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살케04,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 등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게임단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스포츠에 관심이 적은 e-스포츠팬들을 축구팀의 팬으로 흡수하여
장기적으로 팀의 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방송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이
특정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며 그 변화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시장상황을 예측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 원하는 시점에 방송 프로그
램 시장 구조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간의 경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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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파악하고 시청자 집단을 시청 형태에 따라 유형화 하여 대표적
인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도출하고 시청자 집단의 시장세분화 및 표적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본 시장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주요 소비자들을 파악하고 새로
운 소비자들에 대한 유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였다. 현재 텔레비전 스포츠 프로그램 소비자들은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대의 여성층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스포츠미디어 시장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잘 보지 않는
시청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집단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스포츠가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시청자 시장세분화를 실시한 연구 1의 경
우 3년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시장에 일
반화 할 수 있으나 연구2의 경우 2013년 7월 한 달간의 자료를 활용하였
기에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체적인 스포츠미디어
시장에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디어시장의 경우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수년 후에서 동일하게 도
출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장 분석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스포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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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시장에 대한 연구 분야에 기여하였기에 의미를 갖는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과 구조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여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동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소비자의 시청행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1에서는 프로그램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연구2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프로그램 단
위가 아닌 프로그램 대분류 단위로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다항
로짓모형과 같이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근사치를 구하는 연구방법론에서
는 연구 변인이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지고 추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좀 더 미시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법론적,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이 개발되어, 더 큰 자료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개발될 경우 본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
장으로 텔레비전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을 통한 시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방송시간
이 지난 후에도 다운로드를 통한 시청 등으로 다양하게 시청이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의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와 프
로그램간의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향
후 다양한 매체간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에 대한 빅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스포츠미디어 시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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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에 제기한 연구의 한계점은 현재 기술적, 방법론적 및 자료
의 미비로 인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에
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양한 시청형태
대한 자료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시청자 분석이다. 최근 스포츠 중계방
송의 경우 TV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네이
버,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중계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SPOTV와 같은 방송사업자는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각
종 스포츠 프로그램을 TV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생중계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TV시청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시청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면 스포츠방송콘텐
츠의 더 정확한 경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결
과에 의하면 젊은 세대에서는 스포츠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실제로 TV를 제외한 기타 매체에서 스포츠를 무료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 비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TV이외의 매체에서는 비용
이 발생함으로 실제 인기에 비해 시청선호도가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방송 스트리밍에 대한 이용자정
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추
가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에서 발전하여 베이지안 통계 모형 등을 적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
고 더 적합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규모
가 큰 통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데이터 처리 기
법과 대형 자료 분석 기법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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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시장 내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시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스포츠시장 관점 및 미디어시장 관점
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방향에서 방송콘텐츠시장을 조망할 수 있었다. 특
히 기존 연구에서 시청자 분석을 위해 사용하던 능동적 시청자 관점과
수동적 시청자 관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을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관점에
따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체적인 연구 결과를
수립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미시적 단계인 프로그램 수준에서 시청자세
분화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간의 경쟁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방송콘텐츠시장 내에서 스포츠방송콘텐츠의 경쟁구조에 구체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계층과 스포츠
의 주된 경쟁상대, 그리고 스포츠 팬들의 특징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계층은 40대 남성 시청자로 이들은 다른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스포츠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가장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충성스러운 선호도를 보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대 여성에서 시청 선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선호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른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뚜렷한 선호를 기록하지는 않았
다. 특히 주요 스포츠 팬이라 예상되는 2~30대 남성에서 크게 높지 않은
선호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스포츠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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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경쟁하며 시청자들이 스포츠방송콘텐츠를 시청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청자의 시청선택행위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레퍼토리 관점을 선
택모형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주의적인 시각에서 시청자들의 선호
라는 능동적 관점을 포괄하는 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미디
어시장 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선호계층 내에서 압도적인 시청
선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집단에서는 오히려 다른 경
쟁프로그램인 드라마, 예능 및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선택 확
률을 기록하여 충성시청자와 기타 시청자 간의 간극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경쟁제품들에 비해 계속시청확률이 낮
아서 시청자들을 붙잡아 두는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스포츠미디어시장 분석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관점들
을 통합하여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대
안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포츠 사업
자 혹은 미디어 사업자들이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국내 미디어시장과 스포츠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자명 하기에 본 연구와 같이 다양
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스포츠시장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
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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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A 1. 1분단위 시청자 세분화 결과
군집
1

2

3

4

5

6

7

8

프로그램 레퍼토리(중심점 벡터값)
장옥정사랑에살다(0.099937), kbo(0.098631), 일밤(0.091989), kbs뉴스
(0.087618), 궁중잔혹사꽃들의전쟁(0.086485), 백년의유산(0.079518), 일
일연속극(0.073364), 무한도전(0.072954), 주말연속극(0.072068), 인간극
장(0.071635)
kbs뉴스(0.411237), kbs_news(0.212122), 일일연속극(0.209766),
mbc_news_9시(0.132728), 주말연속극(0.107632), 생생정보통(0.080940), 6
시내고향(0.080549), 다큐(0.078193), 일일드라마(0.068557), 특별기획드
라마(0.064767)
kbo(0.731884), kbs뉴스(0.110416), 메이저리그(0.075245),
kbs_news(0.067808), 무한도전(0.064959), 기타스포츠(0.060235),
mbc_news_9시(0.053834), 주말연속극(0.051458), 일일연속극(0.050755),
개그콘서트(0.047300)
주말연속극(0.177304), kbs_news(0.170681), mbc_news_9시(0.163626), kbs
뉴스(0.154000), 생생정보통(0.133694), 일일연속극(0.131922), 다큐
(0.119562), 드라마스페셜(0.115664), 해피선데이(0.106546), 특별드라마
(0.104115)
생방송톡톡보니하니(0.344808), 딩동댕유치원(0.250573), 로보카폴리
(0.112541), 방귀대장뿡뿡이(0.098885), 부릉부릉브루미즈(0.094052), 꼬
마버스타요(0.082992), 뽀로로(0.080715), 모여라딩동댕(0.076609), kbs뉴
스(0.072943), 숲속친구파파룰라(0.071589)
무한도전(0.292576), 1박2일(0.164448), kbo(0.096374), 런닝맨(0.095510),
우리결혼했어요(0.094656), tv동물농장(0.093266), 개그콘서트(0.082080),
mbc_news_9시(0.076822), 주말연속극(0.069683), 해피선데이(0.068122)
wgolf(0.482437), golf(0.376565), kbo(0.152851), kbs뉴스(0.124000), 메이저
리그(0.102347), kbs_news(0.097024), 일일연속극(0.064212), mbc_news_9시
(0.062463), 기타스포츠(0.062167), 주말연속극(0.058280)
짱구는못말려(0.398248), 포켓몬스터(0.228313), 명탐정코난(0.218559),
도라에몽(0.135148), 아따맘마(0.079067), 개구리중사케로로(0.072915),
안녕자두야(0.066203), 개그콘서트(0.062195), 주말연속극(0.053604), 런
닝맨(0.05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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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16

mbc_news_morning(0.415463), mbc아침드라마(0.238190), sbs_news_아침
(0.152075), kbs_news(0.144152), 생방송오늘아침(0.140220),
kbs_news_morning(0.127855), mbc_news_9시(0.120944), 일일연속극
(0.107165), kbs뉴스(0.099413), 생방송오늘(0.085159)
kbs_news(0.141778), 일일연속극(0.128386), kbs뉴스(0.127917), 주말연속
극(0.114642), mbc_news_9시(0.101357), sbs대하드라마(0.097517), tv동물농
장(0.095004), 특별드라마(0.090137), 기타스포츠(0.088961), 무한도전
(0.088218)
일밤(0.161244), 주말연속극(0.145342), 개그콘서트(0.144543), kbs뉴스
(0.114360), 해피선데이(0.104951), mbc_news_9시(0.093989), 다큐
(0.091297), 드라마스페셜(0.085562), 특별기획드라마(0.084405), 무한도
전(0.083466)
kbs_news(0.257317), sbs_news_아침(0.231245), 좋은아침(0.140784), 아침
연속극(0.132615), kbs뉴스(0.124017), 생방송오늘아침(0.112873), 일일연
속극(0.109910), 아침마당(0.106192), 여유만만(0.100888), tv문학관
(0.098728)
kbs_news_morning(0.361432), kbs_news(0.287846), kbs뉴스(0.269440), 아침
마당(0.196770), 인간극장(0.153651), 일일연속극(0.138353), sbs_news_아
침(0.098628), 6시내고향(0.091786), 주말연속극(0.079796),
mbc_news_morning(0.077389)
무한도전(0.049672), kbs_news(0.044628), kbs뉴스(0.043606), 해피선데이
(0.036667), 주말연속극(0.035210), mbc_news_9시(0.035199), 개그콘서트
(0.031900), 게임_스타(0.031828), kbo(0.031580), 게임_롤(0.029908)
키테레츠대백과(0.275810), 티미의못말리는수호천사(0.248833), 보글보
글스폰지밥(0.221202), 짱구는못말려(0.167275), 마다가스카의펭귄
(0.150035), 포켓몬스터(0.127084), 톰과제리(0.126587), 도라에몽
(0.098305), 네모바지스폰지밥(0.071282)
ytn_news(0.188078), kbs뉴스(0.162519), mbn_news(0.145703),
kbs_news(0.125266), 뉴스출발(0.114638), tv조선_news(0.107938),
kbs_news_morning(0.102321), mbc_news_9시(0.072484), 인간극장
(0.071052), sbs_news_아침(0.0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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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2. 3분단위 시청자 세분화 결과
군집
1

2

3

4

5

6

7

8

9

10

프로그램 레퍼토리(중심점 벡터값)
키테레츠대백과(0.286765), 티미의못말리는수호천사(0.261032), 보글보
글스폰지밥(0.232299), 짱구는못말려(0.179357), 마다가스카의펭귄
(0.147669), 톰과제리(0.128319), 포켓몬스터(0.122952), 도라에몽
(0.106580), 파워퍼프걸(0.075581), 명탐정코난(0.066161)
kbs뉴스(0.391596), kbs_news(0.207044), 일일연속극(0.204928),
mbc_news_9시(0.124064), 주말연속극(0.113706), 생생정보통(0.085576), 6
시내고향(0.076859), 특별드라마(0.076564), 다큐(0.074731), 저녁일일극
(우리집여자들)(0.064259)
ytn_news(0.187669), kbs뉴스(0.163120), mbn_news(0.137230),
kbs_news(0.119120), 뉴스출발(0.116484), tv조선_news(0.110618),
kbs_news_morning(0.097241), 인간극장(0.069905), 아침마당(0.069358),
뉴스q(0.066491)
무한도전(0.043311), kbs_news(0.042827), 해피선데이(0.042388), kbs뉴스
(0.040749), mbc_news_9시(0.037957), 주말연속극(0.037006), 개그콘서트
(0.032387), 드라마스페셜(0.028174), 일밤(0.027988), kbo(0.027741)
짱구는못말려(0.388336), 포켓몬스터(0.232396), 명탐정코난(0.213689),
도라에몽(0.132228), 아따맘마(0.077633), 개구리중사케로로(0.074166),
개그콘서트(0.068107), 안녕자두야(0.065179), 주말연속극(0.054571), 무
한도전(0.054077)
kbs_news_morning(0.385436), kbs_news(0.269060), kbs뉴스(0.263420), 아침
마당(0.201999), 인간극장(0.154331), 일일연속극(0.134491), 6시내고향
(0.094053), sbs_news_아침(0.092678), 주말연속극(0.071541),
mbc_news_morning(0.069404)
무한도전(0.359898), 1박2일(0.159442), 런닝맨(0.109338), 우리결혼했어요
(0.097084), 개그콘서트(0.083830), kbo(0.079885), tv동물농장(0.073771),
해피투게더시즌(0.067068), 해피선데이(0.066556), 슈퍼스타k(0.065344)
wgolf(0.462070), golf(0.352685), kbs뉴스(0.131231), kbo(0.117228),
kbs_news(0.095218), 메이저리그(0.092228), 일일연속극(0.074653), 주말
연속극(0.068710), mbc_news_9시(0.064819), 기타스포츠(0.061720)
일밤(0.135585), 주말연속극(0.086395), 일일연속극(0.084767), 무한도전
(0.082482), kbs뉴스(0.080980), 주말드라마(0.075759), 안녕하세요
(0.075168), 개그콘서트(0.073527), 특별기획드라마(0.072426), 주말특별
드라마(0.071082)
생방송톡톡보니하니(0.349581), 딩동댕유치원(0.214697), 로보카폴리
(0.111804), 방귀대장뿡뿡이(0.098946), 부릉부릉브루미즈(0.095336), 꼬
마버스타요(0.083374), 뽀로로(0.082508), 모여라딩동댕(0.076868), 숲속
친구파파룰라(0.06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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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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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0.710130), kbs뉴스(0.115268), 메이저리그(0.076001),
kbs_news(0.065144), 무한도전(0.064707), 기타스포츠(0.057932), 주말연
속극(0.057423), kbs_news_morning(0.051597), mbc_news_9시(0.051186), 개
그콘서트(0.050911),
mbc_news_morning(0.405861), mbc아침드라마(0.273140), 생방송오늘아침
(0.150106), sbs_news_아침(0.136211), kbs_news(0.129183),
kbs_news_morning(0.127462), 일일연속극(0.119703), mbc_news_9시
(0.109747), kbs뉴스(0.094323), 주말연속극(0.081572)
kbs_news(0.251034), sbs_news_아침(0.244968), 아침연속극(0.162209), kbs
뉴스(0.126231), 일일연속극(0.122318), 좋은아침(0.121716), 아침마당
(0.104599), 생방송오늘아침(0.103999), mbc아침드라마(0.099843), 주말연
속극(0.095972)
주말연속극(0.185954), 개그콘서트(0.134564), kbs_news(0.123812), kbs뉴
스(0.120271), 해피선데이(0.119362), 드라마스페셜(0.119281), 생생정보
통(0.117584), mbc_news_9시(0.115127), 일일연속극(0.105611), 다큐
(0.097966)
주말연속극(0.117687), 일일연속극(0.108671), tv동물농장(0.105656), 무한
도전(0.104235), kbs_news(0.103429), mbc_news_9시(0.102237), 1박2일
(0.098920), kbs뉴스(0.096600), 특별기획드라마(0.081005), kbo(0.078948)
게임_롤(0.597823), 게임_스타(0.176493), 켠김에왕까지(0.096771),
kbo(0.096070), 더테스터(0.095459), 무한도전(0.093876), 짱구는못말려
(0.072827), 명탐정코난(0.065382), 주말연속극(0.052387), 일밤(0.0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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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3. 10분단위 시청자 세분화 결과
군집
1

2

3

4

5

6

7

8

9

10

프로그램 레퍼토리(중심점 벡터값)
kbo(0.674037), kbs뉴스(0.108565), 메이저리그(0.078666), 무한도전
(0.063671), 기타스포츠(0.056898), kbs_news_morning(0.055519), 주말연속
극(0.053480), 개그콘서트(0.048524), 일일연속극(0.047420),
kbs_news(0.045107)
kbs뉴스(0.410608), kbs_news(0.195484), 일일연속극(0.186127), 아침마당
(0.132054), 6시내고향(0.112113), 주말연속극(0.100219), kbs뉴스
1(0.081535), kbs_news_morning(0.081284), 인간극장(0.077180),
mbc_news_9시(0.074603)
sbs_news_아침(0.444544), kbs_news(0.193035), kbs뉴스(0.105416),
kbs_news_morning(0.101046), 좋은아침(0.093402), 아침마당(0.093014),
아침연속극(0.090939), 주말연속극(0.090625), 일일연속극(0.088012), 생
방송오늘(0.086131)
kbs뉴스(0.044484), 주말연속극(0.040120), 무한도전(0.039819), 1박2일
(0.037622), tv동물농장(0.037441), kbs_news(0.036678), 특별드라마
(0.036092), 해피선데이(0.035934), 개그콘서트(0.035879), mbc_news_9시
(0.033652)
mbc아침드라마(0.353907), mbc_news_morning(0.199595), 생방송오늘아침
(0.163836), 일일연속극(0.148636), 아침연속극(0.139227),
kbs_news(0.112148), sbs_news_아침(0.100021), 주말연속극(0.098870), kbs
뉴스(0.097456), 일일드라마(0.084559)
생생정보통(0.230719), 주말연속극(0.142837), 생방송세계는지금
(0.135095), 해피선데이(0.123489), 리빙쇼당신의(0.119473), tv특강
(0.116673), 개그콘서트(0.115186), 다큐(0.110998), 월화드라마(0.102735),
수목드라마(0.099988)
생방송톡톡보니하니(0.178543), 로보카폴리(0.124335), 부릉부릉브루미
즈(0.116047), 방귀대장뿡뿡이(0.114940), 꼬마버스타요(0.114426), 모여
라딩동댕(0.111629), 딩동댕유치원(0.101524), 뽀로로(0.100644), 숲속친
구파파룰라(0.095551), 우당탕탕아이쿠(0.070903)
주말연속극(0.209478), 일일연속극(0.171849), kbs뉴스(0.147187),
mbc_news_9시(0.132112), 특별기획드라마(0.113550), 개그콘서트
(0.101684), 해피선데이(0.100760), 드라마스페셜(0.099640), 일일시트콤
(0.098179), 특별드라마(0.084949)
ytn_news(0.202095), kbs뉴스(0.151805), 뉴스출발(0.146330),
mbn_news(0.131235), kbs_news_morning(0.091271), kbs_news(0.086891), tv
조선_news(0.074197), 인간극장(0.071148), 뉴스q(0.069992), 뉴스오늘
(0.069988)
wgolf(0.451767), golf(0.341496), kbs뉴스(0.125067), kbo(0.077632), 일일연
속극(0.075208), 주말연속극(0.072122), kbs_news(0.071837), 특별기획드라
마(0.066179), 기타스포츠(0.063267), 메이저리그(0.0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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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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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_news_morning(0.526376), kbs뉴스(0.217772), 인간극장(0.159816),
kbs_news(0.154440), 아침마당(0.141103), 일일연속극(0.114442),
sbs_news_아침(0.087533), mbc_news_morning(0.085812), 주말연속극
(0.067496), 6시내고향(0.062476)
일밤(0.149221), 주말연속극(0.088737), 개그콘서트(0.083983), 주말드라
마(0.082536), 무한도전(0.080729), kbs뉴스(0.075908), 특별기획드라마
(0.074274), 주말특별드라마(0.073766), 드라마스페셜(0.069858), 정글의
법칙(0.067984)
무한도전(0.378044), 1박2일(0.136890), 런닝맨(0.100419), 우리결혼했어요
(0.095882), kbo(0.079938), 해피선데이(0.078235), 개그콘서트(0.077448),
주말연속극(0.074754), 일요일이좋다(0.062097), 슈퍼스타k(0.061451)
tv문학관(0.324774), 아침연속극(0.235187), 일일연속극(0.146298), 일일드
라마(0.136085), kbs_news(0.124425), mbc아침드라마(0.121686), kbs뉴스
(0.121482), 좋은아침(0.102151), 여유만만(0.097188), 주말연속극
(0.093705)
짱구는못말려(0.362913), 포켓몬스터(0.205691), 명탐정코난(0.193208),
도라에몽(0.161375), 개그콘서트(0.070863), 개구리중사케로로(0.067141),
아따맘마(0.066738), 무한도전(0.058885), 런닝맨(0.055125), 안녕자두야
(0.053544)
키테레츠대백과(0.354732), 보글보글스폰지밥(0.215786), 티미의못말리
는수호천사(0.214205), 짱구는못말려(0.154862), 톰과제리(0.133667), 포
켓몬스터(0.118743), 마다가스카의펭귄(0.118071), 파워퍼프걸(0.098743),
도라에몽(0.082305), 몬스터왕자몽짱(0.0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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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in media industry such as TV programs is hard to be explained
by traditional economic theories because it does not have a nominal price (or the
difference in price is negligible) and it is difficult to observe its characteristics. With
this perspectiv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the behavior of audiences to
analyze the competition in media contents market. There are two distinct categories
of the audience; active and passive audience. Repertoire theory provides combined
perspectives of active and passive audiences. Repertoire in media literature means
the set of channels, medium or programs that individuals or households were mainly
watching. Based on repertoire theory, researchers can analyze the competition of
channels based on active audience perspective that is explained by use and
gratification theory. The formation of repertoires of the audience can be explained
by U & G process. Specific viewing decision of individuals among their repertoires
can be explained by passive audience perspective so-called audience flow. By
analyzing channel repertoires, researchers can better understand how channels
compete and audiences make their decisions.
To investigate competitions in media contents such as mediated sport,
analysis of microscopic repertoires including program repertoire need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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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d but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is was because (1) most
studies of repertoire have been examined by media researchers who are not
concerned about microscopic issues such as a certain program and (2) only limited
methodologies have been applied to construct repertoires, i.e. survey based on
memory. In this study, we attempt to provide a new methodology using big data in
order to investigate microscopic repertoires such as program repertoires. This
methodology enables the researchers to analyze the watching behavior of audience
in terms of each program, conduct market segmentation of media audiences and
analyze competition structure of sport media in broadcasting market.
In study 1, I applied K-means clustering analysis to identify competition
structure of broadcasted sports contents through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viewer
segmentations. This study used the viewing log of ABC Nielsen’s TV rate research
panels in Korea recording who watches which program at what time. I investigated
the data for four years (2010 ~ 2011) and observed 3,718 individuals. The viewing
log was re-formulized into viewer-program matrix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viewing, and it was refined by adopting tf-idf method. The clustering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matrix and it derived 16 viewer clusters and repertoire patterns.
Among clusters, sports broadcasting contents were included in five clusters
competing with other programs such as news, comedy, and drama. Main viewers of
sports were males between in the age of 30s and 50s and especially the 40s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age group of 40s~50s, the main competitor of
sports program was news, but the main competitors of sports program were drama
and comedy for younger generations.
In the second study, I analyzed competition structure based on the viewing
behavior of viewers by applying choice model. To examine the proposed model, I
conducted multinomial logit model that includes clusters from the first study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showed that choice probability was higher for
single male. For comparing segmentations, choice probability of sports programs
showed overwhelmingly high number of probability than other types of program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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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related clusters, but it had remarkably low choice probability in other
segmentations compared to drama or comedy programs. This result, however,
implied that sports programs appeal only for loyal fans. In addition, the result of
probability of continuous viewing also known as the probability of staying in certain
channel indicated that sports showed lower probability than other competitors. It was
concluded that sport has less incentive to maintain watching program than others do
and recorded low adjacen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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