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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주고 방송사에 높은 시

청률을 보장해 킬러 콘텐츠라고 불린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관 방송사의 시청률 상승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률 상승효과를 직접효과, 유출효과, 유입효과로 나

누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스포츠이벤

트 프로그램의 앞에 인접한 시간대, 뒤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

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SBS가 단독으로 중계한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월드컵 중계방송이 SBS에

가져오는 직접적인 시청률 변화,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 상승효과 등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인 TNmS의 분당 시청률 데이터를 수

집하고, 이를 최소분석단위로 하였다. 시청률은 표본이 되는 각각의 경기에 대한

경기 시작 시각부터 경기 종료 시각까지의 분당 시청률을 합산하여 경기 시간으



로 나눈 평균 시청률을 해당 경기의 시청률로 정의하였다. 시청률 분석 채널은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 4채널로 하였고,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64개 경기를 표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대응표본 T검

정(paired 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BS는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을 단

독으로 중계하면서 월드컵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동시간대 경쟁 채널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SBS의 전·후 4주의 동시간대 시청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의 SBS 전체 시청률이 월드컵이

아닌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월드컵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청률 상승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부분적

으로 동시간대 타채널의 시청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분적으

로 남아공 월드컵 프로그램 앞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이 SBS의 전·후 4주의

동시간대 시청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월드컵 프로그램으로 인한

앞 시간대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유출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뒤에 인접한 시간대 시청률은

동시간대 경쟁 채널의 시청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아공 월

드컵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 SBS의 시청률도 전·후 4주의 동시간대 시청률보

다 높았다. 이에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뒤 시간대의 시청률이 상승하

는 유입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 시청률, 직접효과, 인접효과

학 번: 2011-2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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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TV 시청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Wakshlag,

Agostino, Terry, Driscoll, & Ramsey, 1983).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다채널·다

매체 방송환경 속에서 각 방송사에서는 많은 시청자들이 자사의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하기를 원한다(Chan-Olmsted & Kim, 2002). 시청자들의 채널 선

택은 시청률이라는 정량적인 지수로 나타나며, 시청률은 방송환경에서 프로그램

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Cantor,

1980; 이준웅, 김은미, 심미선, 2003). 높은 시청률은 광고 판매를 촉진시키면서

방송사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조정식, 김경희, 1997). 이에 방송사에서는 시

청률을 염두에 두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자사의 채널로 시청층을 유입시키

기 위한 편성과 제작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준웅, 김은미, 심미선, 2003).

하지만 시청자들이 TV 프로그램의 시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김현주(2002)

는 편성 및 제작 요소나 채널 요소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시청자들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닌 리모콘을 들고 능

동적으로 TV 시청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시청 유무를 결정하

거나 또는 채널을 이동해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의 자발적인 행동을 보이

게 되는 것이다(Webster, 1986). 이러한 관점에서 시청자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결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Minoru & Kiyoshi,

2003). 이에 시청자들의 채널 이탈을 방지하고 시청 흐름을 잡으며 궁극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들에게는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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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2002)은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연구를 통해 지상파 TV

장르별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조사 결과의 1위는

스포츠 콘텐츠였다. 그 뒤로 다큐멘터리, 뉴스·추적보도물, 드라마, 퀴즈·게임프로

순으로 이어졌으며, 만족도가 낮은 장르의 순서로는 광고, 어린이 프로그램, 대

담·토론프로그램, 토크쇼, 쇼·음악·연예·오락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의 조사

시기가 2002 FIFA 한·일 월드컵이 진행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기적 특수성이

작용하여 스포츠 콘텐츠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 2002), 이는 그만큼 시청자들의 스포츠이벤트 방송에 대한 관

심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만족도 또한 높음을 조사 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스포츠 콘텐츠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방송사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이다. 스

포츠가 방송사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는 시청

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주면서 방송사에게는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주기 때

문이다. 이에 스포츠 콘텐츠를 다루는 전문방송 채널들이 급증하였고 대부분의

스포츠 관련 정보는 방송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Whetmore,

1993). 매년 2월 열리는 미국 NFL(National Football League) 결승전인 슈퍼볼

(Super Bowl)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최고

의 스포츠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NBC에서 중계한 제 46회 슈퍼볼 경

기는 미국 내에서만 1억 1,130명이 TV를 통해서 시청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높

은 시청률인 47.8%를 기록하였다(Nielsen, 2012). 시청률 조사 업체인 Nielsen의

시청률 자료에서는 미국 내 역대 TV 시청률 상위 5개 프로그램 중 스포츠 콘텐

츠가 4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MBC가 2013년 미국

MLB 중계권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중계방송하면서 시청률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

였다. 일례로 MBC는 2013년 4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까지 류현진의 선

발 등판 경기를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한 주 전 동시간대 시청률보다 상승한 수

치를 기록하였고, 덕분에 전체적인 시청률 또한 상승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주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다(닐슨코리아, 2013).

이처럼 스포츠 콘텐츠는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여 다른 방송 콘텐츠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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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라

고 불리고 있으며(김정현, 김대근, 2010),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방

송사들의 이윤창출의 가능성은 시청률이 입증해준다(이은미, 2005). 더욱이 월드

컵, 올림픽 등과 같은 상품성이 있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

기 위한 방송사들 간 치열한 경쟁은 스포츠 콘텐츠가 방송 편성에 중요한 콘텐

츠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해준다(조성식, 2010; 최종수, 조광민, 임범규,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조정식, 박영옥(2001)은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콘텐츠는 스포츠라 하였다. 특히 국제적

인 메가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률 측면에서 더욱 돋보이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라고 언급하였으며, 최영환(2010)도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관련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과 점유율을 보

장해주기 때문에 방송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방송사가 느끼는

올림픽과 FIFA 월드컵과 같은 규모가 큰 스포츠이벤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황정호, 이서용, 박현수, 2012). 임기태(2009) 또한 올림픽,

FIFA 월드컵, WBC(World Baseball Classic)와 같은 규모가 큰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는 시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채국병(2008)도

시청자들이 메가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기라

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특히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의 TV 중계방송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역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한 편

의 드라마와도 같아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포츠이벤

트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민섭(2008)은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하여 누적

도달률1)의 수치가 한국이 가장 높음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

한 높은 관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올림픽과 FIFA 월드컵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TV 시청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

1) 누적도달률(coverage percent): 전체 인구 대비 해당 프로그램을 1분 이상 시청

한 시청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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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직접 관람을 제외하면 스포츠이벤트에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유

일한 도구가 미디어이고, 이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경기를 접할 수 있는 가장 대

표적인 매체가 TV이기 때문에 TV 시청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는 더욱 능동적

으로 변하게 되어 스포츠이벤트는 방송사의 시청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박현수, 이서용, 2010).

전언한 바와 같이 다매체·다채널 환경과 리모콘의 대중화는 시청자들에게 그

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적극적인 채널이동을 유발시켰다

(Walker & Bellamy, 1991). 이러한 시청자의 채널이동은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영향뿐만 아니라 앞과 뒤에 편성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

는다(이혜갑, 2001). 즉,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에 따라 시청자들이 미리

채널을 이동시켜 놓고 있거나, 시청 후에도 계속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으며 시청률을 보

장해주는 스포츠 콘텐츠를 앞다투어 편성하고자 한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시청층이 유입되면서 시청률이 상승하고, 이와 함께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은 앞과 뒤에 편성된 선행 프로그램 또는 후속 프로그램

의 시청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Fort(2006)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관 방송사의 전체적인 시청률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앞과 뒤에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ort, 2006;

김기한, 정지규, 2011의 재인용). 일례로, 앞서 언급한 슈퍼볼 경기 덕분에 직전에

방송되는 선행 프로그램과 뒤이어 방영되는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슈퍼볼의

영향으로 동반 상승하여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며, 이는 Fort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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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시청자들은 시청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과 뒤에 위치한 프로그램에 영

향을 받는다(이혜갑, 2001). 후속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시작 전부터 미리 채

널을 이동해놓고 있거나, 선행 프로그램을 본 후에 계속 그 채널에 머물러 후속

프로그램까지 시청하는 것이다. 이에 시청자들의 채널이동 관습에 프로그램의 배

열이 큰 역할을 한다(Tiedge & Ksobiech, 1988).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이 앞과 뒤에 위치한 선행 프로

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에 주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Alpert, 1984;

Cooper, 1993; Davis & Walker, 1990; Goodhardt & Ehrenberg, 1969;

Goodhardt, Ehrenberg, & Collins, 1987; Headen, McDowell, & Dick, 2003;

Henry & Rinne, 1984; Klompmaker & Rust, 1979; Rust & Webster, 1985;

Tiedge & Ksobiech, 1986; Tiedge & Ksobiech, 1988; Walker, 1988; Wester &

Wakshlag, 1983; Webster & Wang, 1992)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앞

프로그램이 뒤에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그리고 뒤에 위치한 프로그램이

앞에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 즉, 인접효과

(adjacency effect)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김기한,

정지규, 2011; 김성희, 2001; 류영미, 1998; 류흥렬, 2010; 박달화, 2001; 이종성, 박

노성, 오세성, 2005; 이혜갑, 2001; 정성욱, 2010; 최양수, 1992; 한은영, 1992)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선행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선행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점유율이

후속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혹은 선행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후속 프로그

램의 시청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또한 시

청자 중복률(audience duplication) 또는 중복 시청자(duplication viewer)를 측정

하여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 간 인접효과를 밝혀내었다. 이처럼 인접효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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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 즉 두 개의 인접 프로그

램 간 시청률 상관관계 분석 또는 시청자 중복률을 통해 분석 하는 방법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서, 인접한 앞·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중복을 불러

일으키는 선행요인들과 중복시청과의 관계를 밝혀내며 편성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청률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

한 인접효과를 밝혀낸 학술적인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나 이러한 연구들은 체육학 분야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가 공급되고 채널 또한 증가하면서, 시

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박현수, 이서용,

2010). 이와 같은 방송 환경에서 스포츠 콘텐츠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높은 만족

도를 주어 이를 방송하는 채널의 시청률 상승과 채널 브랜드를 높이는 가교 역

할을 하고 있다(이준웅, 김은미, 심미선, 2003).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이 시청자

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면서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여, 선행 프로그램이나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동반 상승한 수치는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인접효과를 스포츠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시청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는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앞 혹은 뒤에 편성된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그리고 스포츠이벤트 기

간 중 주관 방송사의 전체적인 시청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실증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 또한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 연구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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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

으면서 해당 프로그램과 앞·뒤로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즉,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이

벤트 프로그램의 시작전 시간대와 종료후 시간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인

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궁

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직접효과를 알아

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스포츠이벤트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스포

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해당 채널의 동시간대 전주, 후주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며, 또한 동시간대 경쟁 채널의 시청률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스포츠 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시청률 상

승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 앞에 편성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출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청자들은 관심 있는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하여 선행

프로그램부터 시청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프로

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

는 유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 뒤에

편성된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입효과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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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시청자들은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계속 그 채널에

남아 후속 프로그램까지 시청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이

벤트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

아 상승하는 유입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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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이벤트 방송

1) 스포츠 TV 방송프로그램

방송법 제 2조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

이라고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스포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여러 내용물 중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대상으로 방송의 요소와 스포츠의 기본적

인 요소가 상호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봉미선, 2011). 한이석

(2002)은 방송 환경에서 스포츠 뉴스와 중계방송과 같은 스포츠 방송프로그램은

세상을 알게 해주고, 상징적인 환경을 만들게 하는 중요한 문화의 원천임을 강조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TV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 시청자들은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을 전체의 61.4%로 가장 많이 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드라마가 54.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가 37.1%

의 비율의 시청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포츠 프로그램이

뉴스 및 드라마의 방송 편성 횟수와 월등히 차이가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포

츠 프로그램이 TV 시청 순위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08;

김일광, 김성덕, 김주영, 2011의 재인용). 이는 방송사가 스포츠 콘텐츠에 집중하

는 이유이기도 하며 스포츠가 이미 대중화되어 있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수경, 2005).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스

포츠 콘텐츠를 TV로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의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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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스포츠

를 접하던지 간에 TV는 스포츠를 친숙한 콘텐츠로 만들었고, TV 중계방송이 없

는 스포츠는 상상이 어려울 만큼 TV 속의 스포츠 중계는 그 비중이 증가되었으

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김민철, 강준형, 2008). 스포츠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

목의 스포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TV 시청을 통해 스포츠를 소비하는

행위는 하나의 문화적인 행위의 틀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

그램은 시청률을 올리는 촉진제로서 방송사의 경영전략과 밀접한 재원적 가치관

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송해룡, 2001).

2) 스포츠 TV 방송프로그램 중계권의 변천

국내의 스포츠이벤트 TV 중계방송 시초는 1957년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렸던

전국 고교 축구선수권 대회의 중계방송이었다(최환수, 최영환, 1998). 이후 KBS

와 TBS에 이어 MBC가 1969년 개국하면서 FIFA 멕시코 월드컵을 독점으로 방

송하였고, 방송 3사는 스포츠이벤트 중계방송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다(정용준, 이희진, 윤석환, 2011). 1970년대에 들어 고교야구, 프로복싱 등의

인기에 힘입어 스포츠 프로그램의 TV 중계방송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

어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가 차례로 출범하면서 스포츠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났으며, 1981년 8%에 불과했던 스포츠이벤트 중계 시간이 1983년에

20%로 2년 만에 12% 증가하면서 스포츠 방송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이창

섭, 남상우, 2009). 1990년대에는 1991년 SBS의 등장과 함께 스포츠 방송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방송권료 또한 급상승하였다.

이에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스포츠이벤트 방송권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고, 올림픽, FIFA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방

송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자 코리아풀(Korea Pool)을 발족하였다. 하지만, 1996년

KBS가 아시안컵 축구대회와 FA컵을, MBC가 1998년 1998 FIFA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독점으로 중계하면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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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계약 방송사 내용

1998
MLB(1998-2000) iTV KBS와 협상 결렬 후 iTV가 계약

LPGA(1999-2007) SBS SBS 독점 계약

1999

2000 시드니 올림픽

2002 솔트레이크 올림픽

2004 아테네 올림픽

2006 토리노 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

Korea Pool

지상파 방송 3사 협의체인

Korea Pool이 향후 5개 올림픽 

대회에 대한 독점 계약

2001

MLB(2001-2004) MBC MBC-ESPN과 계약

2001 FIFA

Confederations Cup

KBS
MBC

KBS, MBC가 SBS를 

제외하고 공동계약

AFC 패키지 SBS

2004 올림픽 아시아 예선

2004 아시안컵

2006 FIFA월드컵 아시아 예선

2002

2002 FIFA 한일 월드컵
Korea Pool 지상파 3사 공동계약

2006 FIFA 독일 월드컵

2002 한일월드컵 남미예선
SBS

남미예선 90경기 독점

2002 한일월드컵 유럽예선 유럽 예선 150경기 독점

2003
2003-2004 FIFA 이벤트 SBS

세계 유소년, 청소년 축구,

여자월드컵 등 독점

한·일전 MBC -

2004

PGA (2004-2006)

SBS

-

2006 독일월드컵 유럽예선 유럽 예선 100경기 독점

2006

2010 밴쿠버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

2014 소치 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SBS

SBS 독점 계약

(2011년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중계로 합의)
2010 남아공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

출처: 선호(2005).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와 IB스포츠 분쟁’ 재구성

표 1.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중계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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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었던 코리아풀이 파기되기 시작하였다(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2007). 더욱이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지상파 방송사 간의 경쟁과 함께 케이블 방송사

간들과도 스포츠 중계방송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붙었다. 2005년 스포

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는 지상파 방송사를 제치고 아시아 축구연맹(AFC)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따내면서,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을

둘러싼 파장이 확대되었다(김정현, 김대근 2010). SBS는 2006년, 올림픽 4개 대

회와, FIFA 월드컵 2개 대회에 대한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획득였고, 결국엔 국

내에서 최초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FIFA 남아공 월드컵이 SBS의 독점 중

계로 방송되었다. <표 1>은 스포츠이벤트에 대하여 방송사들 간의 TV 방송 중

계권 분쟁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2. 인접효과와 전이효과

1) 인접효과(adjacent effect)

인접효과(adjacency effect)는 특정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모으면

서 주목 받고 있을 때, 그 영향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선행 프로그램이나 후속 프

로그램에까지 시청자를 끌어들이며 인접한 프로그램들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시청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정의할 수 있다(최양수, 1992). 즉, 특정한 프로그램

이 앞이나 뒤에 인접한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Goodhardt et al., 1987).

인접효과는 유출효과(lead-out effect)와 유입효과(lead-in effect) 두 가지 형

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출효과는 뒤에 위치한 시청률이 좋은 프로그램

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fellow

effect’라고도 한다(Webster, 1985). 이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채널을 고정시켜 같은 채널에서 방영하는 선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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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접효과 (adjacent effect)

(출처: 한은영(1993), ‘방송편성에 있어서의 인접효과에 관한 연구’ 재구성)

을 시청하면서 후속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데에서 기인한다(Webster, 1986). 반대

로 유입효과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채널에 남아

후속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이종성 외, 2005), 이를 승

계효과(inheritance effect) 또는 이월효과(carry over effect)라고도 한다(Webster,

1985; 최양수, 1992). 즉, 유입효과는 시청률 또는 점유율이 높은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층이 후속 프로그램에 까지 이어져 시청률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출효과보다는, 선행 프로그램

이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효과의 영향력이 보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류영미, 1998; 한국방송개발원, 1996).

이러한 인접효과를 보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방송국에서는 편성전략

중 중요한 하나로 여기게 되었으며(Tiedge & Ksobiech, 1988), 이에 대부분의 지

상파 방송사에서는 인접효과를 기대한 편성전략을 활용하고 있다(이종성 외,

2005). 인기 있는 프로그램 사이에 인기를 끌지 못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

그램을 앞 또는 후에 배치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이용

해 시청률을 높여보고자 하는 편성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메인 뉴스인 9시 뉴스 혹은 8시 뉴스의 높은 시

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뉴스 프로그램 앞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좋

은 일일 드라마를 편성함으로써, 뉴스까지 시청층을 끌어 높은 시청률로 이어가



14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접효과는 동일한 시청자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연속해

서 시청하는 시청자 중복(audience duplication)2)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점유율과 선행 프로그램 시청률 또는 점유율,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로 나타난다(Tiedge &

Ksobiech, 1986). 시청자 중복을 유발시키는 인접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

청자들이 같은 채널에 잔류하는 것에 대한 채널고정관성(tuning inertia) 또한 중

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Head & Sterlling, 1987). 채널고정관성이란 하나의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시청자는 관성적으로 그 채널의 후속 프로그램까지 시청하

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Bellamy & Walker, 1996). Webster(1985)의 연

구에서는 약 80%의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채널의 후속

프로그램까지 연속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배열 한다면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긍정적

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뜻한다(조성호, 1998).

인접효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Davis & Walker, 1990; Goodhardt &

Ehrenberg, 1969; Goodhardt, Ehrenberg, & Collins, 1987; Tiedge & Ksobiech,

1986; Walker, 1988; Wester & Wakshlag, 1983; Wester & Wakshlag, 1988;

Webster & Wang, 1992; Webster, 1985)에 의하면 인접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가시청자수(audience availability),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동시간대에

시작하는 경쟁 프로그램의 수), 인접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 등 세 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을 시청할 시청자가 많을수록 인접효과는 증대되는 정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특정 프로그램이 끝난 후 후속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에

2) Webster는 시청자 중복(audience duplication)을 “두 개의 프로그램(any pair of programs)을

보는 시청자의 전체 시청자에 대한 비율” 또는 “한 프로그램의 시청자 중 다른 특정 프로그램

(another program)을 보는 시청자의 백분율(the percentage)”이라고 했으며, Goodhardt &

Ehrenberg는 “두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Webster. 1985.

Program Audience Duplication: A Study of Television Inheritance Effect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29(4); Goodhardt & Ehrenberg. 1969. Duplication of

television viewing between and within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 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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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채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많다면 인접효과는 감소하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며 이 둘은 반비례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간에 시작하는 경쟁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인접효과는 감소하게

된다(Tiedge & Ksobiech, 1986; Webster, 1985). Tiedge & Ksobiech(1986)와

Webster(1985) 등은 경쟁 채널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적으면 인접한

앞·뒤 프로그램의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같은 시간대

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을 때에 인접효과는 극대화 된다(Tiedge &

Ksobiech, 1986). 수용자들은 특정 프로그램이 끝나고 타 채널로 이동하여 타 프

로그램을 시청할 경우에, 이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면 타 채널로 이동하지 않

고 기존 채널에 머물러 시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Walker &

Bellamy(1991)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동시에 시작하는 경쟁 프로그램의 수

가 적다고해서 인접효과와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는 특정 프로그램이 끝나고 광고가 진행될 때, 오히려 광고 시간에 다른 프로그

램 시청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접한 프로그램들 간 장르의 유사성도 시청자 중복을 불러일으

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Tiedge & Ksobiech(1986)와

Webster(1985) 등의 연구를 보면, 인접한 두 개의 프로그램 유형이 비슷할 때의

잔류효과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류영미(1998)도 국내 지상파 3사의 KBS1, MBC, SBS 3개 채널의 시청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채널 간에 유사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시

청자 분산으로 인해서 인접효과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 편성전략에 인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용하여 타 채널의 경쟁 프로그램 시작 시

간대와 겹치지 않도록 엇물리기 편성(cross programming)을 한다거나, 시간대로

구분한 구획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구획편성(blocking programming)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Eastman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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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이효과(transition effect)

전이효과(transition effect)는 앞서 말한 인접효과와 함께 이야기 되고 있는

개념이다. 전이효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 즉,

후속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인 전이 시간 동안 전략적인 방법을 사

용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짧게 느끼도록 하여 시청자의 흐름을 유지

시켜 시청자 중복이 극대화 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Eastman et al., 1993;

1995). 기술의 발달과 위성방송·케이블TV 등의 등장으로 다채널·다매체 시대가

도래 하였고, 더불어 채널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리모콘의 보급과 사용 증가로

시청자들의 시청행태에 변혁이 일어나며 방송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Eastman

& Ferguson, 1993). 시청자는 리모콘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수시로 프

로그램을 옮겨 다니며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인접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시청 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전이효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다(Walker, 1988; 심미선, 강형철, 2000; 주영호, 2003).

이에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의 흐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들의 채널 이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편성전략을 이루어왔다. 예컨대,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자막에

비프로그램적인 요소를 줄임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빨리 후속 프

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심미선, 강형철, 2000). 미국의

공중파 방송사 편성 담당자들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 즉 프로그램

간의 전이 시간에 관심을 모으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스테이션 브레이

크나 광고 브레이크 그리고 프로그램내 비프로그램 내용의 길이를 줄이거나 구

성방식에 변화를 주었다(Eastman et al., 1993).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선행 프로

그램에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길이를 단축함으로써 리모콘에 손

을 뻗으려는 시청자의 충동을 완화시켜보자 한 것이다(Eastman et al., 1993;

1995). 즉, 변덕스러운 시청자를 채널에 붙잡아 두기 위한 새로운 전이의 편성기

법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프로그램 간 비프로그램적인 요소를 줄임으로

써 앞·뒤로 인접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전이를 전략적으로 통제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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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접효과와 전이효과 연구영역

(출처: 주영호(2003), ‘프로그램의 전환가속화 방식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청자의 경쟁 채널로의 이탈을 막고, 시청층 및 시청률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전

이효과를 고려한 편성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주영호, 2003).

Eastman 등(1995; 1997)의 전이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이의 시간

적 길이와 시청자 흐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전

이길이가 짧을수록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는 중복시청자

는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결국 이처럼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을 실재 시간보다 빠르게 느끼게 하는 심리적인 시간(psychological time)을 이용

하는 것이 결국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내기 방식 등을 포함한 전이효과의 근거

라 할 수 있겠다(Zettle, 1990).

3. 인접효과와 전이효과 관련 선행연구

1) 인접효과 관련 선행연구

인접효과(adjacency effect)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략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인접효과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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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 즉 두 개의 인접 프로그램 간 시청자 중복률을 통해

분석 하는 방법과, 앞·뒤로 인접한 두 프로그램 간의 시청률 또는 점유율을 사용

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박달화, 2001).3)

Tiedge와 Sobiech(1986)의 연구에서는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의 장

르가 같고,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동시간대 타 채널의 프로그램 수가 적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일수록 유입효과4)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더불어 Tiedge와 Sobiech(1988)는 A-B-C 순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편

성에서 A와 C프로그램 사이 B프로그램의 자리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편

성을 통한 인접효과를 시청률 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 프

로그램의 영향으로 후속 프로그램까지 시청하는 유입효과는 나타난 반면, 후속

프로그램로 인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유출효과(lead-out)는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Goodhardt 등(1988)은 시청자 중복(audience duplication 또는

audience overlap)을 “두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으

로 인접시청(audience inheritance), 채널 충성도(channel loyalty), 반복시청

(repeat-viewing)등을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인접시청은 같은 채널에서 방송되

는 시간적으로 인접한 두 프로그램 간의 시청자 중복을 의미한다. Goodhardt 등

은 두개의 인접 프로그램 간의 시청자 중복률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Webster와

Wang(1992)은 회귀분석을 통해서 편성 요인(스토리의 연속성 여부), 시청률, 프

로그램 유형 등이 중복시청을 설명해주는 변인임을 입증하였고, 특히 편성 요인

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들 간의 인접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채널 내 인접 프로그

램의 시청점유율은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3) 최근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인접효과는 특정 프로그램의 점유율과 그와 인접한 프로그

램의 점유율간의 상관관계로 개념적 조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통한 분석

에서 나타나는 인접효과가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의 점유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채널 충

성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류영미, 1998).

4) 유입효과(lead-in effect)는 승계효과(inheritance effect) 또는 이월효과(carry over effect)라

고도 하며(Webster, 1985; 최양수, 1992), 시청률 또는 점유율이 높은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층

이 후속 프로그램에 까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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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대개의 경우 선행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후속 프로그램의 영향력보다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Tiedge & Ksobiech, 1986; 1988; Webster, 1985; 최양수,

1992; 한은영, 1993). 이들 연구들에서는 인접 프로그램과의 점유율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인접 프로그램의 수용자 크기가 클수록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수용

자 크기 역시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인접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다른 어떤 변인

들보다도 채널 내 인접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강력한 변인임을 주장해왔다(Davis

& Walker, 1990; 류영미, 1998; 정영희, 2000; 한은영, 1993).

Webster(2006)는 기존 연구(Webster, 1985)와 비교하여 중복 시청(duplication

audience)을 통해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들 간의 유입효과(lead-in effect) 즉,

계승효과(inheritance effects)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Webster는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앞·뒤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한 정도를 중복시청의 정도로

조작적 개념화 하였으며, 중복시청의 정도가 높을수록 선행 프로그램에서 후속

프로그램으로의 시청률 계승효과가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조작적으로 정

의된 중복시청의 정도는 중복시청비율(duplicated audience)과 primary

duplication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중복시청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 요인으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 동시 시작

경쟁 프로그램의 수(타 채널에서 동시간대에 시작하는 경쟁 프로그램의 수), 선

행 프로그램, 후속 프로그램의 장르 유사성을 선별하여 각각의 선행요인이 높을

수록 중복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중복시청자를 종속변수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 동

시시작 경쟁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의 장르의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1982년과 2004년의 ABC, CBS, NBC

FOX, PAX, UPN 그리고 WB 등 7개 채널에서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된 총 88개

프로그램의 시청률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복시청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첫 번

째 연구에서는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예측했던 대

로 중복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타채널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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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시작하는 프로그램 수는 많을수록 중복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뒤 인접한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은 예측과는 달리

중복시청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복시청자수를

앞 프로그램의 시청률로 나눈 primary duplication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외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인접한

프로그램 간 장르의 유사성이 중복시청률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첫 번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시간대 타채널에서 시작

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수록 중복시청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에서는 높은 비율의 중복 시청

이 낮은 비율의 중복 시청보다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국내에서도 인접효과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강익희, 은혜정(2003)은 잔

류시청비율을 프로그램의 전이 이후 실제 동일한 채널에 잔류한 시청자의 규모

로 산출하여, 뒤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 시청자수에 대한 앞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잔류시청자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것을 선행 프로그램 종료 5분전부터 후속

프로그램 시작 후 5분 동안의 잔류시청자 비율로 조작적 개념화 했다. 강익희와

은혜정은 잔류시청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 간 장르의 유사성, 선행 프로그램의 점유율, 타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작

하는 경쟁 프로그램의 수 등의 세 가지로 선별하였다. 이어 KBS2, MBC, SBS

등 지상파 3개 채널에서 4주 동안 방영된 478개의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

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접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선행요인

들과 잔류시청자 비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이효과 관련 선행연구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리모콘의 보급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로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채널 전환이 가능하게 되자, 시청자의 채널 이탈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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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Eastman et al., 1997). 이로 인해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의 사이 즉, 전이(transition)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시청자들이 인식

하는 전이 시간의 길이를 단축하며 시청자의 흐름을 유지시키고자 역동적 끝처

리(live ends), 브레이크 길이의 축소(shorter breaks), 빠른 시작(cold start) 등의

전략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Eastman 등(1997)은 시청자의 채널 이동에 주목하고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복 시청자(duplicated viewers)

비율은 ‘프라임 타임 시간대 인접한 앞·뒤 프로그램 5분 동안의 시청자 비율’로

조작적 정의 되었다. 전이 전·후 두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시청 비율 정도는 앞·

뒤로 인접한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 동시 시작 경쟁 프로그램 수와 더불어, 프

로그램의 종료 및 시작 방식, 브레이크 시간의 길이 정도, 브레이크 수의 정도에

관련된 가속화 전략 사용하였을 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는 진행되었으며, ABC와 CBS는 빠른시작 기법

을, FOX 네트워크는 역동적 끝처리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앞서 말한 전이의 가속화 전략들이 중복 시청자 증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이의 시간적 길이와 시청자의 흐름 간에

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전이길이가 짧을수록 전이 전후 프로그램

을 모두 시청하는 중복시청자는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전이효과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배진한(1997)은 잔류

시청자를 선행 프로그램의 종료시점 시청자 중에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동안 채널을 돌리지 않고 그 채널에 잔류하여 후속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까지

계속 시청한 시청자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선행 프로그램의 특정 시점

부터 전환 직후 프로그램인 후속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까지 계속 시청한 시청률

을 선행 프로그램 종료 시점 시청률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였다. 배진한은 잔류시

청자의 비율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 앞·뒤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 전이 시간의 길이 등으로 선

별하였다. 이후 잔류시청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후속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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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시청률,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 전이 시간의 길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5일 동안 KBS1, KBS2, MBC, SBS 4개 채널에서

20:00부터 23:00까지 방송 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을수록 잔류시청자가 증가하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면 전이의 시간이 길수록 잔류시청자는 감소하는 부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Eastman 등의 기존 연구(1997) 결과와는 달리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과의 관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이 시간의 길이 외의 변인들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전이 시간의 길이와 잔류시

청자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심미선, 강형철(2000)의 연구에서는 배진한의 연구(1997)와 마찬가지로 잔류

시청 비율을 선행 프로그램에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전이 시점부터 후

속 프로그램 시작 시점까지 계속 시청한 시청자 수를 후속 프로그램 시작 시점

시청자수로 나눈 비율로 측정했다. 즉, 선행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 5분전부터의

시청자가 후속 프로그램 시작 시점 5분후까지 계속 그 채널에 남아 있는 시청자

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배진한(1997)의 연구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가구시청률이

아닌 시청자 수로 측정한 것이다. 잔류시청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는 전이 시간의 길이,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 동시에 시

작하는 타 채널의 프로그램 수, 그리고 역동적 끝내기라 불리는 편집과정에서 잘

려나간 장면들을 엔딩 크레딧 화면에 내보내는 전략의 사용 유무를 선별하였다.

더불어 채널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고 광고가 없는 KBS1과 그 외의 채널의 전

이효과를 구분하여 14일간 KBS1, KBS2, MBC, SBS 4개 채널에서에서 20:00부

터 23:00까지 방영된 183개의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변

량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 프로그램에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전이 시간의 길

이가 길고, 타 채널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잔류시청자가

줄어드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잔류시청자 비율

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이 시간의 길이였다. KBS1 채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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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을 때에는 앞·뒤로 인접한 프로그램 장르의 유사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선

행요인이었고, KBS1을 제외한 채널 3개만 분석했을 때에는 타 채널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잔류시청자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익희, 은혜정(2003)의 연구에서는 잔류시청비율을 프로그램의 전이 이후 실

제 동일채널에 잔류한 시청자의 규모로 산출하였다. 후속 프로그램 시작 시점의

시청자수에 대한 선행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잔류시청자수의 비율로 정의하고, 선

행 프로그램 종료 전 5분부터 후속 프로그램 시작후 5분 동안의 잔류시청자 비

율로 조작화 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시작 유형, 프로그램 종료유형, 앞·

뒤 인접한 프로그램 사이의 전이 시간 길이를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서 프로그램 시작유형을 로고 또는 메인타이틀, 로고+주요내용, 로고+주요내용+

비디오클립 등 세 가지로 구분한 후 첫 번째 유형을 낮은 전이효과, 나머지 유형

들을 높은 전이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유형은 역

동적 끝내기 기법의 사용 유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낮음,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예고가 없는 것은 중간, 기법 사용과 예고가 있는 것을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이 시간의 길이는 선행 광고의 종료 시점에서 후속 광

고의 시작 시점의 길이로 조작화했다. 이후 KBS2, MBC, SBS 3개 채널에서 4주

동안 방영된 478개의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선행요인들은 잔류시청자 비율과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정 계

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상관관계가 낮더라도 편성 전략들이 잔류시청 비율

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영호(2003)는 기존 연구들이 프로그램간의 시청흐름에 중점을 두고 종속변

인과 독립변인들을 설정한 데에 반해,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의 시청흐름으로 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속변인인 잔류시청자 또는 중복시청 비율을

분당 시청률 변화로 치환하였다. 시청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전이효과를 나타내는 전략으로 밝혀진 브레이크 시간 길이의

축소를 ‘스튜디오 브레이크의 축소 또는 삭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역동적 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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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마지막 구성단위와 에필로그의 축소 또는 삭제’로, 빠른 시작 기법을 ‘리

포터 오프닝의 삭제와 도입가속화 방법’으로 단일 프로그램에 맞도록 치환하여

설정하였다. 이후 매주 화요일 19:20부터 18:30까지 편성되어 있는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을 대상으로 총 17회 실험처치를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영호는

프로그램내의 스튜디오물의 존재는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프로그램 코너 구

성물의 역동적인 끝내기 방법은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코너 구성물의 시작 방법은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스튜디오분의 존재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환의 가

속화 이론에서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비프로그램적 요소와 같은 역할을 하여

분당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코너 구

성물의 역동적인 끝처리 방법에 따라서는 역동적인 끝처리 방법을 사용한 것과

일반적인 끝처리 방법을 사용한 것에 의한 분당시청률의 증감폭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구성분의 시작 부분의 시간적

길이에 따른 종속변인 분당 시청률과의 관계는 유입되는 시청률 또는 코너시청

률에 따라 대조군을 설정하여 가외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하였는데, 가외변

인에 관계없이 빠른 시작은 종속변인 분당시청률의 저하를 억제하고 시청흐름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청자의 채널 이탈을 방지하고 흐름을 유지하면서 앞

혹은 뒤에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으로 이어지게 되면 시청자 중복을 불러일으

킨다(Eastman et al., 1997; Tiedge & Ksobiech, 1986; 1988; Webster, 1985;

Webster & Wang, 1992; 강익희, 은혜정, 2003; 심미선, 강형철, 2000; 최양수,

1992; 한은영, 1993). 이는 특정 프로그램이 인접한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주며

이른바, 인접효과 혹은 전이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존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체육학에서는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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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기한과 정지규(2011)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시청률 상승효과와 유출효과

및 유입효과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이벤트 방송이 가져오는 방송사의 평균시청률

상승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기한과 정지규는 해당 스포츠 경기 방송

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밝혀지는 시청률의 변화를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시청률 직접효과”라고 조작적 개념화 하였으며, 스포츠이벤트 방송에 앞 혹은 뒤

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시청률 변화를 인접효과, 즉 유

출효과와 유입효과라 하였다.

김기한과 정지규는 스포츠이벤트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동일방

송사의 전주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서 TV 시청률이 높고, 동시간대 동일주 경쟁

채널의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TV 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스포츠이벤트 방송프로

그램의 직접효과를 예측하였다. 또한,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선행 프로

그램은 동시간대 동일방송사의 전주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서 TV 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선행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경쟁방송사의

해당주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스포츠

이벤트 방송프로그램의 후속 방송프로그램은 동시간대 동일방송사의 전주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TV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스포츠이벤

트 방송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은 동 시간대 경쟁방송사의 해당주 정규 프로

그램에 비해서 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2009

년에서 2010년까지 국내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를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고, TNmS 시청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시청률의 채널내 비교와

채널간 비교를 통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평균시청률은 해당프로그램

의 실제 방송된 경기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청률로 정의되었으며, 선행 프로

그램과 후속 프로그램 시청률의 경우 경기 시작 30분전과 종료 30분후 동안의

평균시청률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스포츠이벤트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전주 동일채널내 정규 프

로그램의 평균시청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동일주 경쟁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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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프로그램과의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스포츠이

벤트 방송의 직접효과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방송

전 30분간의 평균시청률은 동일 채널의 전주 정규 프로그램 시청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널간 비교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 중계방송 종료후 30분간 평균 시청률

이 정규 프로그램 방영시 동일시간대 평균 시청률보다 높게 나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간대 경쟁방송사의 정규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과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정호, 이서용, 박현수(2012)는 스포츠이벤트 방송프로그램이 TV 광고 시청

률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지상파 TV에서 단독중계

혹은 공동중계에 따라 광고시청률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황정호 등은 스

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TV 광고 시청률이 지상파 TV의 단독 또는 공동중계

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더불어 단독·공동 중계 유형에 관계없이 올

림픽을 중계하는 방송사의 광고시청률은 올림픽이 중계되지 않는 기간에 비해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중계유형에 따라 채널별 광고 시청률이 성별,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중계유형에 따라 올림픽 기간 내 채널 간 광고단가는 차이

를 보일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 방송사와 중계를 하지 않은 방

송사 간 광고의 비용효율성 또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설

을 바탕으로 황정호 등은 TNmS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 도구로 삼고 일원다변량

분석, 이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BS의 광고 시청률이 공동중계였던 베이징 올림픽 때보다, 단독

중계였던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에 더 높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두 번째, 올림픽 중계 채널인 SBS와 중계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채널의

기간에 따른 광고 시청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

별 간 차이에서는 여성의 시청률 상승폭보다 오히려 남성의 시청률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상승폭 또한 10-20대의 상승폭이 30-50대의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나 SBS로의 시청자들의 유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27

Ⅲ.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과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앞·뒤로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로 인한 주관 방송사 시청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이론

적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의 시청률 직접효과

김기한과 정지규(2011)는 스포츠이벤트 경기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동시간

대 시청률 변화를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시청률 직접효과”라고 조작적 개념

화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김기한과 정지규의 연구에서 정의한 직접효과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기한과 정지규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방송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청률과 점유율

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에

다수의 시청층이 유입되면서 해당 이벤트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상승하여 스

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청률 직접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시청률 직접효과는 해당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동일 채널의 동시간대 전·후주 시청률(채널내 비교) 또는 경쟁 채널의

동시간대 시청률(채널간 비교)을 비교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가설을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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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가설 1a
SBS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1b
SBS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와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a
스포츠이벤트 기간 동안 SBS의 평균 시청률은

비기간의 평균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b
스포츠이벤트 기간 동안 KBS1, KBS2, MBC의 평균 시청률은

비기간의 평균시청률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3a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b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표 2.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

2.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의 시청률 인접효과

인접효과는 특정 프로그램이 앞과 뒤에 인접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Goodhardt et al., 1987). 최양수(1992)는 특정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인

기를 모으며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그 영향으로 선행 프로그램 혹은 후속 프로그

램에까지 시청자수를 끌어 모아 시청률 상승의 효과를 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

는 현상이라고 인접효과(adjacent effect)를 정의하였다. 인접효과는 유출효과

(lead-out effect)와 유입효과(lead-in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Webster, 1985).

1) 시청률 유출효과(lead-out effect)

유출효과는 시청률이 좋은 후속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fellow effect’라고도 한다고 Webster(198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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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출효과 (lead-out effect)

정의하였다. 이는 시청자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시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같은

채널의 선행 프로그램부터 시청하며 후속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데에서 기인한다

(Webster, 1985). 스포츠이벤트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킬러 콘텐츠이기에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이벤트 경기를 방송하는 채널에 많은 시청자들이 유

입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은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 시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작 전부터 미리 주관 방송사에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있을 것이다. 이에 스포

츠이벤트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시간대의 시청률이 스포츠이벤트 방송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높아지는 유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출효과의 구체적인 가설이다.

가설 내용

가설 4a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4b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5a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가설 5b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표 3. 유출효과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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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률 유입효과(lead-in effect)

유입효과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채널에 남아 후속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종성 외,

2005). 이를 Webster(1985)와 최양수(1992)는 승계효과(inheritance effect) 또는

이월효과(carry over effect)라고도 하였다. 즉, 시청자는 선호 프로그램 시청 종

료 후에도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 혹은 점유율이 높은 선행

프로그램이 후속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주어 시청률이 상승하는 유입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언한 바와 같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시청한 많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채널에 남아 후속 프로그램까지 시청할 것이다. 이에

그 영향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종료후 시간대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은 유

입효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내용

가설 6a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6b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7a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가설 7b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표 4. 유입효과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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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입효과 (lead-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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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청률의 변

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SBS가 단독으로 중계한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2010년 6월 11일～7월 12일)’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인 TNmS의 분당 시청률 및 점

유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당 시청률을 최소분석단위로 하였다. 시청률은 표본이

되는 각각의 경기에 대한 경기 시작 시각부터 경기 종료 시각까지의 분당시청률

을 합산하여 경기 시간으로 나눈 평균 시청률을 해당 경기의 시청률로 정의하였

다. 시청률 조사대상은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 4채널로 하였고, 분

석에 사용된 시청률 자료의 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이

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은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27일간

64경기가 치러졌으며, 경기는 한국시각으로 3시 30분, 20시 30분 그리고 23시에

시작되었다. 이를 SBS가 지상파 채널을 통해 전 경기 중계방송을 하였고, 동시

간대에 진행된 일부 경기는 딜레이 방송하였다. SBS의 남아공 월드컵 방송 편성

표 분석결과, 월드컵 경기가 진행된 3시 30분, 20시 30분, 23시 중 3시 30분 경기

는 평주에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없어 분석이 의미 없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3시 30분에 진행된 25경기는 제외하였다. 또한 23시와 3시

30분에 동시 진행된 각 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1시에, 3경기는 6

시 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과 종료후 동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일부 20시 30분 경기의 유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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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날짜 시간 경기명 경기결과

1 06. 11 (금) 23:00 조별리그 남아공 0 : 1 멕시코

2

06. 12 (토)

03:30 조별리그 우루과이 0 : 0 프랑스

3 20:30 조별리그 대한민국 2 : 0 그리스

4 23:00 조별리그 아르헨티나 1 : 1 나이지리아

5

06. 13 (일)

03:30 조별리그 잉글랜드 1 : 1 미국

6 20:30 조별리그 알제리 0 : 1 슬로베니아

7 23:00 조별리그 세르비아 0 : 1 가나

8

06. 14 (월)

03:30 조별리그 독일 4 : 0 호주

9 20:30 조별리그 네덜란드 2 : 0 덴마크

10 23:00 조별리그 일본 1 : 0 카메룬

11

06. 15 (화)

03:30 조별리그 이탈리아 1 : 1 파라과이

12 20:30 조별리그 뉴질랜드 1 : 1 슬로바키아

13 23:00 조별리그 코트디부아르 0 : 0 포르투갈

14

06. 16 (수)

03:30 조별리그 브라질 2 : 1 북한

15 20:30 조별리그 온두라스 0 : 1 칠레

16 23:00 조별리그 스페인 0 : 1 스위스

17

06. 17 (목)

03:30 조별리그 남아공 0 :  3 우루과이

18 20:30 조별리그 아르헨티나 4 : 1 대한민국

19 23:00 조별리그 그리스 2 : 2 나이지리아

20

06. 18 (금)

03:30 조별리그 프랑스 0 : 2 멕시코

21 20:30 조별리그 독일 0 : 1 세르비아

22 23:00 조별리그 슬로베니아 2 : 2 미국

표 5.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일정 및 경기 결과

과와 23시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부분 겹쳐,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대상 경기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5>는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당시의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유출효과와 유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앞·뒤에 인접한

선행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의 경우, 경기 시작전 1분에서 60동안을 유출효과

시간대, 경기 종료후 1분에서 60분 동안을 유입효과 시간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60분을 1～15분, 16～30분, 31～45분, 46～60분과 같이 15분 단위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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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6. 19 (토)

03:30 조별리그 잉글랜드 0 : 0 알제리

24 20:30 조별리그 네덜란드 1 : 0 일본

25 23:00 조별리그 가나 1 : 1 호주

26

06. 20 (일)

03:30 조별리그 카메룬 1 : 2 덴마크

27 20:30 조별리그 슬로바키아 0 : 2 파라과이

28 23:00 조별리그 이탈리아 1 : 1 뉴질랜드

29

06. 21 (월)

03:30 조별리그 브라질 3 : 1 코트디부아르

30 20:30 조별리그 포르투갈 7 : 0 북한

31 23:00 조별리그 칠레 1 : 0 스위스

32

06. 22 (화)

03:30 조별리그 스페인 2 : 0 온두라스

33 23:00 조별리그 멕시코 0 : 1 우루과이

34 23:00 조별리그 프랑스 1 : 2 남아공

35

06. 23 (수)

03:30 조별리그 나이지리아 2 : 2 대한민국

36 03:30 조별리그 그리스 0 : 2 아르헨티나

37 23:00 조별리그 슬로베니아 0 : 1 잉글랜드

38 23:00 조별리그 미국 1 : 0 알제리

39

06. 24 (목)

03:30 조별리그 가나 0 : 1 독일

40 03:30 조별리그 호주 2 : 1 세르비아

41 23:00 조별리그 슬로바키아 3 : 2 이탈리아

42 23:00 조별리그 파라과이 0 : 0 뉴질랜드

43

06. 25 (금)

03:30 조별리그 덴마크 1 : 3 일본

44 03:30 조별리그 카메룬 1 : 3 네덜란드

45 23:00 조별리그 포르투갈 0 : 0 브라질

46 23:00 조별리그 북한 0 : 3 코트디부아르

47

06. 26 (토)

03:30 조별리그 칠레 1 : 2 스페인

48 03:30 조별리그 스위스 0 : 0 온두라스

49 23:00 16강 우루과이 2 : 1 대한민국

50
06. 27 (일)

03:30 16강 미국 1 : 2 가나

51 23:00 16강 독일 4 : 1 잉글랜드

52
06. 28 (월)

03:30 16강 아르헨티나 3 : 1 멕시코

53 23:00 16강 네덜란드 2 : 1 슬로바키아

54
06. 29 (화)

03:30 16강 브라질 3 : 0 칠레

55 23:00 16강 파라과이 0(5) : 0(3) 일본

56 06. 30 (수) 03:30 16강 스페인 1 : 0 포르투갈

57 07. 02 (금) 23:00 8강 네덜란드 2 : 1 브라질

58 07. 03 (토) 03:30 8강 우루과이 1(4) : 1(2)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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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07. 03 (토) 23:00 8강 아르헨티나 0 : 4 독일

60 07. 04 (일) 03:30 8강 파라과이 0 : 1 스페인

61 07. 07 (수) 03:30 4강 우루과이 2 : 3 네덜란드

62 07. 08 (목) 03:30 4강 독일 0 : 1 스페인

63 07. 11 (일) 03:30 3,4위전 우루과이 2 : 3 독일

64 07. 12 (월) 03:30 결승 네덜란드 0 : 1 스페인

* ( )는 승부차기 결과

2. 자료처리방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

한 기본적인 특징(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2) T검정(t-test)

본 연구에서는 SBS 시청률과 KBS1, KBS2, MBC, 그리고 3채널 평균간 시

청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채널간 분석을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SBS의 당일 시청률과 전·후 4주간 시청률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한 채널내 분석은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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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가설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1a 검증 결과 (직접효과)

연구가설 1a에서는 시청자들이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SBS로 시청층이 유입될 것이라 여겼다. 이러한 맥

락에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동시간대 KBS1, KBS2,

MBC에서 방영한 정규 프로그램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H1a :

SBS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

송 주관 방송사인 SBS와 월드컵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KBS1,

KBS2, MBC와의 채널간 시청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월드컵

조별예선, 16강, 8강, 4강, 3·4위전, 결승을 포함한 총 64경기 중 35경기였으며,

<표 6>에 대상 경기에 따른 각 채널의 시청률과 이를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

률을 제시하였다.

SBS와 MBC, KBS1, KBS2 채널 간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7>과 같

다. 먼저, SBS에서 방송한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률 평균(M=21.28, SD=15.83)과 MBC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8.48, SD=3.5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67, df=68, p<.001).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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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26.14 6.40 2.89 10.66 6.65 

2 3 61.21 3.19 3.24 7.29 4.57 

3 4 29.05 12.30 1.75 15.71 9.92 

4 6 13.38 9.96 14.53 7.41 10.64 

5 7 13.03 6.20 6.47 5.95 6.20 

6 9 14.96 12.91 17.08 15.35 15.11 

7 10 28.65 12.31 3.80 15.06 10.39 

8 12 10.05 15.36 16.83 15.11 15.77 

9 13 22.76 9.10 3.47 10.58 7.71 

10 15 11.73 9.51 15.29 10.52 11.77 

11 16 20.37 10.04 4.17 14.49 9.57 

12 18 65.11 3.69 5.83 10.48 6.67 

13 19 23.02 3.31 4.33 3.83 3.82 

14 21 12.55 8.92 16.11 10.24 11.75 

15 22 13.06 8.66 3.75 6.40 6.27 

16 24 27.57 8.49 6.78 3.18 6.15 

17 25 15.39 16.29 4.22 12.57 11.03 

18 27 12.41 10.64 13.33 9.96 11.31 

19 28 14.73 5.01 5.38 6.17 5.52 

20 30 28.95 10.88 11.64 13.12 11.88 

21 31 10.96 10.85 4.28 12.41 9.18 

22 33 10.33 9.48 3.82 9.10 7.47 

23 36 6.70 6.84 5.72 3.87 5.48 

24 37 15.17 12.96 4.70 10.26 9.31 

25 40 4.62 6.37 7.57 6.60 6.85 

26 41 13.89 5.23 3.84 3.31 4.13 

27 44 5.35 5.49 8.41 6.15 6.68 

28 46 17.92 6.28 3.75 8.78 6.27 

29 48 4.35 5.20 4.51 5.11 4.94 

30 49 69.56 3.64 1.13 16.18 6.98 

31 51 18.81 5.49 6.27 5.01 5.59 

32 53 12.87 13.71 4.99 11.02 9.91 

33 55 25.43 6.15 1.92 7.62 5.23 

34 57 27.94 5.28 2.81 6.23 4.77 

35 59 36.82 10.67 1.39 3.64 5.23 

평균(표준편차) 21.28
(15.83)

8.48
(3.52)

6.46
(4.68)

9.12
(3.96)

8.02
(3.06)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하여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6. H1a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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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35 21.28 15.83
68 4.67 p<.001

MBC 35 8.48 3.52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32 17.16 8.28
62 5.21 p<.001

MBC 32 8.95 3.32

SBS-
KBS1

SBS 35 21.28 15.83
68 5.31 p<.001

KBS1 35 6.46 4.68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32 17.16 8.28
62 6.17 p<.001

KBS1 32 6.74 4.76

SBS-
KBS2

SBS 35 21.28 15.83
68 4.40 p<.001

KBS2 35 9.12 3.96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32 17.16 8.28
62 5.09 p<.001

KBS2 32 8.92 3.92

SBS-
3채널 평균

SBS 35 21.28 15.83
68 4.87 p<.001

3채널 평균 35 8.02 3.06

표 7. 채널간 시청률 차이 검증 결과: H1a

어 SBS의 평균 시청률과 KBS1의 시청률 평균(M=6.46, SD=4.68) 차이 또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5.31, df=68, p<.001), SBS와 KBS2(M=9.12, SD=3.96)

두 채널간의 평균 시청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4.40, df=68, p<.001). 마지막으로 SBS와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평균

(M=8.02, SD=3.06)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4.87, df=68, p<.001).

또한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이 치른 3경기(6월 3일 토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그리스, 6월 18일 목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한 후, 채널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한국경기를 제외한 SBS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17.16%로(SD=8.28)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

8.95%(SD=3.32)와 차이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5.21, df=62,

p<.001). 그리고 한국경기를 제외한 SBS 평균 시청률과 KBS1 평균 시청률



39

(M=6.74, SD=4.76)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t=6.17, df=62, p<.001). 마지막으로 SBS와 KBS2(M=8.92, SD=3.92) 두 채널

간의 평균 시청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5.09,

df=62, p<.001). 연구가설 1a 검증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연구가설 1a는 지지되

었다.

(2) 연구가설 1b 검증 결과 (직접효과)

<H1b>에서도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시청

하기 위한 시청층이 SBS 채널로 유입되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당일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 전 4주와 후 4주의 정규 프로그램 시청률보다 높

을 것으로 예측되었다(H1b : SBS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

간대 SBS의 전 4주와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

해서 SBS의 월드컵 경기들의 중계방송 시청률과 전 4주, 후 4주 동시간대 정규

방송 시청률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채널내 비교를 대응표본 T검정으

로 실시하였다.

H1a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가설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35경기이다.

<표 8>에는 각각의 경기에 따른 당일과 전 4주 평균 시청률을 제시하였고, 후 4

주 평균 시청률은 <표 9>에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일과 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 방송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21.28,

SD=15.83)과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청률(M=9.28, SD=4.18)은 전주 대비

1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

다(t=4.57, df=34, p<.001). 또한 동시간대 전 2주 평균 시청률(M=9.71, SD=4.59),

동시간대 전 3주 시청률의 평균(M=9.37, SD=3.40), 동시간대 전 4주 평균 시청

률(M=8.59, SD=3.68)간의 차이에서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전2주=4.59, t전3주

=4.60, t전4주=4.78, df=34, p<.001). 더불어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의 평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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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26.14 8.25 7.11 7.97 8.29 7.91 

2 3 61.21 16.73 17.99 18.63 10.17 15.88 

3 4 29.05 7.34 10.58 7.63 9.34 8.72 

4 6 13.38 17.45 19.61 18.43 19.52 18.75 

5 7 13.03 6.77 7.50 8.07 7.53 7.47 

6 9 14.96 8.14 10.46 7.23 8.44 8.57 

7 10 28.65 6.01 8.60 8.60 4.85 7.01 

8 12 10.05 9.29 8.81 8.08 8.12 8.58 

9 13 22.76 18.15 17.62 15.04 14.50 16.33 

10 15 11.73 7.16 5.56 8.07 8.79 7.40 

11 16 20.37 4.04 6.17 5.79 5.37 5.34 

12 18 65.11 12.43 12.03 10.86 9.33 11.16 

13 19 23.02 7.85 6.12 9.00 7.55 7.63 

14 21 12.55 9.74 7.02 6.36 6.69 7.45 

15 22 13.06 8.25 7.11 7.97 8.29 7.91 

16 24 27.57 16.76 17.99 18.63 10.23 15.90 

17 25 15.39 7.30 10.74 7.62 9.41 8.77 

18 27 12.41 17.45 19.61 18.43 19.52 18.75 

19 28 14.73 6.74 7.46 8.02 7.48 7.42 

20 30 28.95 8.19 10.51 7.30 8.46 8.61 

21 31 10.96 6.02 8.65 8.64 4.88 7.05 

22 33 10.33 18.15 17.62 15.04 14.50 16.33 

23 36 6.70 6.02 3.93 5.18 5.25 5.10 

24 37 15.17 4.11 6.11 5.92 5.48 5.40 

25 40 4.62 8.45 4.34 8.58 4.02 6.35 

26 41 13.89 7.85 6.12 9.00 7.55 7.63 

27 44 5.35 6.60 3.90 4.55 4.13 4.80 

28 46 17.92 8.36 7.19 8.06 8.37 7.99 

29 48 4.35 5.98 5.50 4.42 4.45 5.09 

30 49 69.56 7.31 10.68 7.62 9.39 8.75 

31 51 18.81 6.74 7.46 8.02 7.48 7.42 

32 53 12.87 6.07 8.74 8.73 4.93 7.12 

33 55 25.43 13.51 13.07 10.70 10.59 11.97 

34 57 27.94 8.30 7.15 8.01 8.33 7.95 

35 59 36.82 7.31 10.68 7.62 9.39 8.75 

평균(표준편차) 21.28 
(15.83)

9.28
(4.18)

9.71
(4.59)

9.37
(3.40)

8.59
(3.68)

9.24 
(3.9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

계되어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8. H1b 기술통계 결과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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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26.14 6.55 8.38 11.17 9.15 8.81 

2 3 61.21 14.77 15.90 17.88 18.41 16.74 

3 4 29.05 7.23 8.40 8.60 10.19 8.61 

4 6 13.38 16.35 18.71 18.48 20.60 18.53 

5 7 13.03 10.58 8.54 8.34 7.23 8.67 

6 9 14.96 9.27 8.66 8.69 8.48 8.77 

7 10 28.65 10.95 6.23 9.58 10.85 9.40 

8 12 10.05 9.97 8.78 7.89 9.44 9.02 

9 13 22.76 17.70 14.38 16.62 17.55 16.56 

10 15 11.73 11.00 6.79 8.22 8.33 8.58 

11 16 20.37 3.11 3.68 3.88 4.48 3.79 

12 18 65.11 11.42 12.32 11.06 10.87 11.42 

13 19 23.02 7.41 5.26 7.07 6.54 6.57 

14 21 12.55 5.10 8.91 8.12 10.15 8.07 

15 22 13.06 6.55 8.38 16.52 9.15 10.15 

16 24 27.57 14.84 15.94 17.89 18.44 16.78 

17 25 15.39 7.26 8.51 8.66 10.28 8.68 

18 27 12.41 16.35 18.71 18.48 20.60 18.53 

19 28 14.73 10.54 8.51 8.30 7.20 8.64 

20 30 28.95 9.35 8.70 8.75 8.53 8.83 

21 31 10.96 11.02 6.28 9.64 10.92 9.46 

22 33 10.33 17.70 14.38 16.62 17.55 16.56 

23 36 6.70 4.84 6.63 4.13 5.08 5.17 

24 37 15.17 3.13 3.71 3.95 4.52 3.83 

25 40 4.62 5.37 6.49 4.65 3.12 4.91 

26 41 13.89 7.41 5.26 7.07 6.54 6.57 

27 44 5.35 5.25 3.93 4.22 3.34 4.18 

28 46 17.92 6.62 8.48 11.30 9.28 8.92 

29 48 4.35 6.15 2.93 4.11 4.25 4.36 

30 49 69.56 7.25 8.47 8.64 10.25 8.65 

31 51 18.81 10.54 8.51 8.30 7.20 8.64 

32 53 12.87 11.16 6.37 9.77 11.04 9.58 

33 55 25.43 13.46 10.26 11.97 12.78 12.12 

34 57 27.94 6.58 8.43 11.24 9.21 8.87 

35 59 36.82 7.25 8.47 8.64 10.25 8.65 

평균(표준편차) 21.28 
(15.83)

9.43
(4.02)

8.92
(4.00)

9.96
(4.41)

10.05 
(4.72)

9.59 
(4.0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하여 동시간대 경쟁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표 9. H1b 기술통계 결과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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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35 21.28 15.83
34 4.57 p<.001

전1주 35 9.28 4.18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13 p<.001

전1주 32 9.01 4.11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35 21.28 15.83
34 4.59 p<.001

전2주 35 9.71 4.59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29 p<.001

전2주 32 9.35 4.53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35 21.28 15.83
34 4.60 p<.001

전3주 35 9.37 3.40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29 p<.001

전3주 32 9.08 3.81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35 21.28 15.83
34 4.78 p<.001

전4주 35 8.59 3.68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72 p<.001

전4주 32 8.49 3.84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35 21.28 15.83
34 4.65 p<.001

전주평균 35 9.24 3.90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41 p<.001

전주평균 32 8.98 3.89

표 10. 채널내 당일-전주 시청률 차이 검증 결과: H1b

률(M=9.24, SD=3.90)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65, df=34, p<.001).

또한 연구가설 1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치른 3경기(6월 3일 토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그리스, 6월 18일 목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한 후, SBS 채널내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한국경기를 제외한

SBS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 방송 당일의 평균 시청률(M=17.16,

SD=8.28)과 SBS의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청률(M=9.01, SD=4.11)간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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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35 21.28 15.83
34 4.45 p<.001

후1주 35 9.43 4.02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00 p<.001

후1주 32 9.27 4.06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35 21.28 15.83
34 4.81 p<.001

후2주 35 8.92 4.00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61 p<.001

후2주 32 8.61 3.94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35 21.28 15.83
34 4.37 p<.001

후3주 35 9.96 4.41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00 p<.001

후3주 32 9.71 4.38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35 21.28 15.83
34 4.37 p<.001

후4주 35 10.05 4.72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4.93 p<.001

후4주 32 9.76 4.70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35 21.28 15.83
34 4.52 p<.001

후주평균 35 9.59 4.08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32 17.16 8.28
31 5.20 p<.001

후주평균 32 9.33 4.05

표 11. 채널내 당일-후주 시청률 차이 검증 결과: H1b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5.13, df=34, p<.001). 전 2주의 평균 시청률

(M=9.35, SD=4.53) 역시 당일 평균 시청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5.29, df=31, p<.001). 더불어 전 3주 평균 시청률(M=9.08, SD=3.81)과 전 4주

(M=8.49, SD=3.84) 평균 시청률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3주=5.29, t전4주=5.72, df=31, p<.001). 마지막으로 동시간대 전 1, 2, 3, 4주

간 평균 시청률(M=8.98, SD=3.89)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41,

df=3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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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표 11>은 당일과 후주간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SBS의 평균 시

청률(M=21.28, SD=15.83)과 후 1주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9.43, SD=4.02)간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t=4.57, df=34, p<.001), 동시간대 후 2주 평균 시

청률(M=8.92, SD=4.00), 후 3주 시청률의 평균(M=9.96, SD=4.41), 후 4주 평균

시청률(M=10.05, SD=4.72)간의 차이 또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t후1주=4.81, t후2주=4.37, t후3주=4.37, df=34, p<.001).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간

대 후 1, 2, 3, 4주 간의 평균 시청률(M=9.59, SD=4.08)과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치른 3경기(6월 3일 토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그리스, 6월

18일 목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경기를 제

외한 SBS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 방송 당일의 평균 시청률(M=17.16,

SD=8.28)과 SBS의 동시간대 후 1주의 평균 시청률(M=9.27, SD=4.06), 후 2주

평균 시청률(M=8.61, SD=3.94), 후 3주 평균 시청률(M=9.71, SD=4.38), 후 4주의

평균 시청률(M=9.76, SD=4.70)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후1주=5.00, t후2주=5.61, t후3주=5.00, t후4주=4.93, df=31, p<.001). 그리고 동시간대 후 1,

2, 3, 4주간 평균 시청률(M=9.33, SD=4.05)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5.41, df=31, p<.001). 연구가설 1b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SBS의 남아공 월

드컵 중계 프로그램 방송 당일의 평균 시청률과 전·후 4주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여 연구가설 1b는 지지되었다.

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2a 검증 결과 (직접효과)

<H2a>에서는 시청자들이 월드컵 중계방송에 관심을 가지면서, SBS 채널로

많은 시청층이 유입될 것이라 여겼다. 이에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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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월드컵기간 46142 7.47 8.51

480182 65.25 p<.001
월드컵 비기간 434042 5.53 5.73

* 월드컵 기간: 2010. 06. 11 ~ 2010. 07. 12

월드컵 비기간: 2010. 10. 01 ~ 2010. 06. 10, 2010. 07. 13 ~ 2010. 09. 30

표 12. SBS의 월드컵 기간-비기간 집단간 시청률 차이 검증 결과: H2a 

SBS의 평균 시청률은 월드컵 기간이 아닌 비기간의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H2a : 스포츠이벤트 기간 동안 SBS의 평균 시청률은 비기간의

평균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남아공 월드

컵 기간이었던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를 ‘스포츠이벤트 기간’으로, 이

벤트 기간을 제외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를 ‘스포츠이벤트

비기간’으로 정의하고 두 집단의 평균 시청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월드컵 기간이었던 2010년 6월 11일부터 2010년 7월 12일 총 27일 동안 SBS의

전체 시청률 평균은 7.47%(SD=8.51)를 나타내면서, 비기간의 평균 시청률인

5.53%(SD=5.7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5.25,

df=480182, p<.001). 따라서 연구가설 2a는 지지된다.

(2) 연구가설 2b 검증 결과 (직접효과)

<H2b>에서는 남아공 월드컵 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월드컵 중계방송을 시청

하기 위해 경쟁채널인 MBC, KBS1, KBS2의 기존 시청층이 SBS로 유출될 것이

라 여겼다. 즉,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기간 동안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은 월드컵 기간이 아닌 비기간의 평균 시청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H2b : 스포츠이벤트 기간 동안 KBS1, KBS2, MBC의 평균 시청률은 비기

간의 평균시청률보다 낮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H2a와 마찬가지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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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MBC
KBS1
KBS2
평균

월드컵 기간 46142 5.14 4.31

601239 -12.73 p<.001

월드컵 비기간 434042 5.43 4.64

* 월드컵 기간: 2010. 06. 011 ~ 2010. 07. 12

월드컵 비기간: 2010. 10. 01 ~ 2010. 06. 10, 2010. 07. 13 ~ 2010. 09. 30

표 13. 3채널 평균 월드컵 기간-비기간 집단간 시청률 차이 검증 결과: H2b

아공 월드컵 기간이었던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를 ‘스포츠이벤트 기

간’으로, 이벤트 기간을 제외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를 ‘스

포츠이벤트 비기간’으로 정의하고 두 집단의 평균 시청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3>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월드컵 기간이었던 27일 동

안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전체 시청률 평균(M=5.14, SD=8.51)과 비기

간의 평균 시청률(M=5.43, SD=5.7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t=-12.73, df=601239, p<.001), H2b는 지지되었다.

3) 연구가설 3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3a 검증 결과 (직접효과)

<H3a>에서는 비프라임 타임대 보다 프라임 타임5)대가 시청률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프라임 타임대의 SBS-MBC, KBS1, KBS2간 시청률 직접

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3a : 비프라임 타임대 보다 프라임 타

임대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방송법 시

행령 제 50조 3항에 따라 ‘프라임 타임대’를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일요일

5) 프라임 타임(Prim Time): 주시청시간대라고 하며,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

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말한다(방송법 시행령 제 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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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 61.21 3.19 3.24 7.29 4.57 56.63 

2 프라임 6 13.38 9.96 14.53 7.41 10.64 2.74 

3 프라임 9 14.96 12.91 17.08 15.35 15.11 -0.15 

4 프라임 12 10.05 15.36 16.83 15.11 15.77 -5.72 

5 프라임 15 11.73 9.51 15.29 10.52 11.77 -0.04 

6 프라임 18 65.11 3.69 5.83 10.48 6.67 58.44 

7 프라임 21 12.55 8.92 16.11 10.24 11.75 0.80 

8 프라임 24 27.57 8.49 6.78 3.18 6.15 21.42 

9 프라임 27 12.41 10.64 13.33 9.96 11.31 1.10 

10 프라임 30 28.95 10.88 11.64 13.12 11.88 17.07 

11 프라임 33 10.33 9.48 3.82 9.10 7.47 2.87 

평균(표준편차) 24.39 
(20.25)

9.37 
(3.52)

11.32 
(3.38)

10.16 
(3.55)

10.28 
(3.64) 14.11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

가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하여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24경기가 제외됨.

표 14. H3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비프라임 타임대’는 그 외의 시간으로 정

의하고 SBS와 나머지 3채널 두 집단간의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3a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프라임 타임대는 11경기, 비프라

임 타임대는 24경기이다. <표 14>에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경기들에 대한

SBS의 평균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평균 시청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 평균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표 15>는 비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경기들에 대한

SBS의 시청률, 동시간대 타채널의 시청률, SBS를 제외한 3개 채널의 평균 시청

률, 마지막으로 SBS와 3개 채널 평균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를 제시한 기술통

계 결과이다.

<표 16>은 이를 바탕으로 프라임 타임과 비프라임 타임간 비교를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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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26.14 6.40 2.89 10.66 6.65 19.49 

2 비프라임 4 29.05 12.30 1.75 15.71 9.92 19.13 

3 비프라임 7 13.03 6.20 6.47 5.95 6.20 6.83 

4 비프라임 10 28.65 12.31 3.80 15.06 10.39 18.26 

5 비프라임 13 22.76 9.10 3.47 10.58 7.71 15.05 

6 비프라임 16 20.37 10.04 4.17 14.49 9.57 10.80 

7 비프라임 19 23.02 3.31 4.33 3.83 3.82 19.20 

8 비프라임 22 13.06 8.66 3.75 6.40 6.27 6.79 

9 비프라임 25 15.39 16.29 4.22 12.57 11.03 4.37 

10 비프라임 28 14.73 5.01 5.38 6.17 5.52 9.21 

11 비프라임 31 10.96 10.85 4.28 12.41 9.18 1.77 

12 비프라임 36 6.70 6.84 5.72 3.87 5.48 1.22 

13 비프라임 37 15.17 12.96 4.70 10.26 9.31 5.86 

14 비프라임 40 4.62 6.37 7.57 6.60 6.85 -2.22 

15 비프라임 41 13.89 5.23 3.84 3.31 4.13 9.77 

16 비프라임 44 5.35 5.49 8.41 6.15 6.68 -1.33 

17 비프라임 46 17.92 6.28 3.75 8.78 6.27 11.65 

18 비프라임 48 4.35 5.20 4.51 5.11 4.94 -0.59 

19 비프라임 49 69.56 3.64 1.13 16.18 6.98 62.57 

20 비프라임 51 18.81 5.49 6.27 5.01 5.59 13.22 

21 비프라임 53 12.87 13.71 4.99 11.02 9.91 2.96 

22 비프라임 55 25.43 6.15 1.92 7.62 5.23 20.20 

23 비프라임 57 27.94 5.28 2.81 6.23 4.77 23.16 

24 비프라임 59 36.82 10.67 1.39 3.64 5.23 31.59 

평균(표준편차) 19.86 
(13.61)

8.07 
(3.52)

4.23 
(1.82)

8.65 
(4.11)

6.98 
(2.13) 12.8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1경기를 제외함.

표 15. H3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M=14.11, SD=22.88)와 비프라임 타임대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M=12.87,

SD=13.7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20, df=33,

p>.05).

더불어 <표 16>에 나타났듯이, 한국경기 3경기(프라임 타임 2경기, 비프라임

타임 1경기)를 통제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 직접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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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프라임타임 11 14.11 22.88
33 .20 .422

비프라임타임 24 12.87 13.72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프라임타임 9 4.45 8.82
30 -1.79 .959

비프라임타임 23 10.71 8.92

표 16. 프라임 타임-비프라임 타임 집단간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 검증 결과 : H3a

차이(M=4.45, SD=8.82)와 비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M=10.71,

SD=8.9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79, df=30,

p>.05). 따라서 프라임 타임대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H3a는 기각되

었다.

(2) 연구가설 3b 검증 결과 (직접효과)

<H3b>에서는 평일보다 주말에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

말의 매개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이 시

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말의 SBS-MBC, KBS1, KBS2간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3b :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

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SBS와 나머지

3채널 두 집단간의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주말 12경기, 평일 24경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 17>에 주말에 진행된 경기들의 SBS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

의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

널 평균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평일에 치러진 경기들의

SBS 시청률과 동시간대의 각 방송사별 시청률, 그리고 SBS와 MBC, KBS1,

KBS2 등 3개 채널간 평균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이를 <표 18>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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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3 61.21 3.19 3.24 7.29 4.57 56.63 

2 주말 4 29.05 12.30 1.75 15.71 9.92 19.13 

3 주말 6 13.38 9.96 14.53 7.41 10.64 2.74 

4 주말 7 13.03 6.20 6.47 5.95 6.20 6.83 

5 주말 24 27.57 8.49 6.78 3.18 6.15 21.42 

6 주말 25 15.39 16.29 4.22 12.57 11.03 4.37 

7 주말 27 12.41 10.64 13.33 9.96 11.31 1.10 

8 주말 28 14.73 5.01 5.38 6.17 5.52 9.21 

9 주말 48 4.35 5.20 4.51 5.11 4.94 -0.59 

10 주말 49 69.56 3.64 1.13 16.18 6.98 62.57 

11 주말 51 18.81 5.49 6.27 5.01 5.59 13.22 

12 주말 59 36.82 10.67 1.39 3.64 5.23 31.59 

평균(표준편차) 26.36 
(20.31)

8.09 
(3.97)

5.75 
(4.30)

8.18 
(4.46)

7.34 
(2.59) 19.02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23경기를 제외함.

표 17. H3b 기술통계 결과 (주말)

<표 19>는 주말 경기와 평일에 진행된 경기간 직접효과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실시한 결과이다. <표 19>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주말 경기의

직접효과 차이(M=19.02, SD=21.19)와 평일 경기의 직접효과의 차이(M=10.26,

SD=13.53)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49, df=33, p>.05).

또한 한국경기(주말 2경기, 평일 1경기)를 통제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결과는 <표 19>에 나타났듯이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M=10.90, SD=10.37)와 평일 시청률 직접효과의 차

이(M=8.07, SD=8.74)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0.80, df=30, p>.05). 따라서 주말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구가설

3b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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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26.14 6.40 2.89 10.66 6.65 19.49 

2 평일 9 14.96 12.91 17.08 15.35 15.11 -0.15 

3 평일 10 28.65 12.31 3.80 15.06 10.39 18.26 

4 평일 12 10.05 15.36 16.83 15.11 15.77 -5.72 

5 평일 13 22.76 9.10 3.47 10.58 7.71 15.05 

6 평일 15 11.73 9.51 15.29 10.52 11.77 -0.04 

7 평일 16 20.37 10.04 4.17 14.49 9.57 10.80 

8 평일 18 65.11 3.69 5.83 10.48 6.67 58.44 

9 평일 19 23.02 3.31 4.33 3.83 3.82 19.20 

10 평일 21 12.55 8.92 16.11 10.24 11.75 0.80 

11 평일 22 13.06 8.66 3.75 6.40 6.27 6.79 

12 평일 30 28.95 10.88 11.64 13.12 11.88 17.07 

13 평일 31 10.96 10.85 4.28 12.41 9.18 1.77 

14 평일 33 10.33 9.48 3.82 9.10 7.47 2.87 

15 평일 36 6.70 6.84 5.72 3.87 5.48 1.22 

16 평일 37 15.17 12.96 4.70 10.26 9.31 5.86 

17 평일 40 4.62 6.37 7.57 6.60 6.85 -2.22 

18 평일 41 13.89 5.23 3.84 3.31 4.13 9.77 

19 평일 44 5.35 5.49 8.41 6.15 6.68 -1.33 

20 평일 46 17.92 6.28 3.75 8.78 6.27 11.65 

21 평일 53 12.87 13.71 4.99 11.02 9.91 2.96 

22 평일 55 25.43 6.15 1.92 7.62 5.23 20.20 

23 평일 57 27.94 5.28 2.81 6.23 4.77 23.16 

평균(표준편차) 18.63 
(12.63)

8.68 
(3.34)

6.83 
(4.92)

9.62 
(3.67)

8.38 
(3.27) 10.26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하여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주말에 진행된 12

경기가 제외됨.

표 18. H3b 기술통계 결과 (평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12 19.02 21.19
33 1.49 .073

평일 23 10.26 13.53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10 10.90 10.37
30 0.80 .214

평일 22 8.07 8.74

표 19.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 검증 결과: H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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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4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4a 검증 결과 (유출효과)

<H4a>에서는 시청자들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시

작 전부터 미리 SBS에 채널을 고정시켜놓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1시간 앞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이 동

시간대 KBS1, KBS2, M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4a :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

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SBS와 KBS1, KBS2, MBC 4개의 채널간 시청률 차이를 비교

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설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총 22경기이며, 앞서 언급하였듯

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을 1～15분, 16～30분, 31～45분, 46～

60분과 같이 15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20>에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대의 연구대상 경기 각각에 따른 시청

률과 동시간대 KBS1, KBS2, MBC 각 채널의 평균 시청률, 그리고 KBS1,

KBS2, MBC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대의 채널간 독립표본 T검

정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SBS 평균 시청률

(M=13.31, SD=11.10)과 MBC 평균 시청률(M=14.63, SD=11.82)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38, df=42, p>.05). 반면에 SBS의 월드컵 중계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간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KBS1 시청률의 평

균(M=7.13, SD=4.68)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49, df=42, p<.05). 또

한 SBS와 KBS2(M=16.07, SD=11.78) 두 채널 간의 평균 시청률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t=-.80, df=42, p>.05), 마지막으로 SBS

와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평균(M=12.61, SD=4.04)에서도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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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13.44 11.29 3.37 18.92 11.19 

2 3 29.00 4.50 2.38 29.26 12.05 

3 6 8.04 5.97 3.05 44.11 17.71 

4 9 10.17 9.83 13.21 6.53 9.86 

5 12 6.16 15.15 11.99 7.17 11.44 

6 15 8.07 11.04 12.27 6.30 9.87 

7 18 41.66 7.72 6.33 4.38 6.14 

8 21 8.74 13.15 12.39 6.49 10.68 

9 24 12.48 12.14 5.44 19.87 12.48 

10 27 8.41 13.12 7.22 19.70 13.34 

11 30 12.58 11.14 12.14 6.98 10.09 

12 33 4.81 42.98 5.45 9.28 19.24 

13 36 12.54 10.04 8.48 4.03 7.52 

14 37 7.49 14.84 4.26 35.13 18.08 

15 41 3.51 12.11 3.03 38.32 17.82 

16 46 10.07 5.60 8.16 22.25 12.01 

17 49 44.13 4.46 6.36 10.38 7.07 

18 51 12.65 5.93 8.76 19.54 11.41 

19 53 3.46 40.99 8.15 8.05 19.06 

20 55 7.19 43.59 2.89 7.51 18.00 

21 57 8.00 15.04 5.41 20.53 13.66 

22 59 20.18 11.23 6.09 8.91 8.74 

평균(표준편차) 13.31
(11.10)

14.63
(11.82)

7.13
(3.48)

16.07
(11.78)

12.61
(4.0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

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0. H4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시작 1~15분 전)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t=.28, df=42, p>.05).

더불어 한국이 치른 3경기(6월 3일 토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그리스, 6

월 18일 목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

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한 후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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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2 13.31 11.10
42 -.38 .648

MBC 22 14.63 11.82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19 9.37 4.02
36 -2.29 .986

MBC 19 16.06 12.11

SBS-
KBS1

SBS 22 13.31 11.10
42 2.49 .009

KBS1 22 7.13 3.48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19 9.37 4.02
36 1.55 .065

KBS1 19 7.46 3.56

SBS-
KBS2

SBS 22 13.31 11.10
42 -.80 .786

KBS2 22 16.07 11.78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19 9.37 4.02
36 -2.40 .990

KBS2 19 16.30 11.95

SBS-
3채널 평균

SBS 22 13.31 11.10
42 .28 .392

3채널 평균 22 12.61 4.04

표 21.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15분 전): H4a

균 시청률(M=9.37, SD=4.02)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M=16.06,

SD=12.11)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2.29, df=36, p>.05). 또한

KBS1의 평균 시청률(M=7.46, SD=3.56)과의 차이도 한국경기를 포함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55, df=36, p>.05). KBS2의

평균 시청률(M=16.30, SD=11.95)과의 비교에서도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

작전 1～15분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2.40,

df=36, p>.05).

아울러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간 평균 시청률과 동

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은 <표 22>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23>은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 동안의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한 결과이다.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

램 시작전 16～30분간 평균 시청률(M=11.56, SD=7.05)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M=14.66, SD=10.4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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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9.53 16.79 4.27 15.61 12.22 

2 3 25.75 4.12 3.28 27.48 11.63 

3 6 8.25 5.08 2.43 37.93 15.15 

4 9 9.25 7.72 12.19 8.98 9.63 

5 12 6.54 10.16 11.69 8.47 10.11 

6 15 7.67 8.12 12.87 6.60 9.20 

7 18 29.78 8.47 5.02 8.18 7.22 

8 21 7.68 9.36 11.74 8.69 9.93 

9 24 10.01 10.14 4.13 19.05 11.11 

10 27 8.80 10.19 5.14 18.93 11.42 

11 30 8.95 8.43 12.40 6.85 9.23 

12 33 6.84 40.09 4.73 8.62 17.81 

13 36 15.23 8.49 9.74 4.98 7.73 

14 37 6.59 14.57 5.09 32.70 17.45 

15 41 4.06 11.75 3.08 37.05 17.29 

16 46 6.30 7.70 8.49 21.89 12.69 

17 49 27.10 14.07 7.71 10.24 10.67 

18 51 14.31 16.59 7.68 12.52 12.26 

19 53 10.86 37.45 7.33 5.52 16.77 

20 55 11.09 38.12 3.67 6.78 16.19 

21 57 6.89 16.53 9.89 15.54 13.99 

22 59 12.77 18.51 8.88 8.28 11.89 

평균(표준편차) 11.56 
(7.05)

14.66 
(10.46)

7.34 
(3.44)

15.04 
(10.32)

12.35 
(3.21)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2. H4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시작 16~30분 전)

다(t=-1.15, df=42, p>.05). 하지만 SBS와 KBS1 간의 평균 시청률(M=7.34,

SD=3.44)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52, df=42, p<.05). 더불어 SBS와

KBS2(M=15.04, SD=10.32) 두 채널 간의 평균 시청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t=-1.31, df=42, p>.05), 마지막으로 SBS와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평균 시청률(M=12.35, SD=3.2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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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2 11.56 7.05
42 -1.15 .872

MBC 22 14.66 10.46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19 9.03 2.86
36 -2.53 .992

MBC 19 15.57 10.88

SBS-
KBS1

SBS 22 11.56 7.05
42 2.52 .008

KBS1 22 7.34 3.44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19 9.03 2.86
36 1.32 .097

KBS1 19 7.65 3.53

SBS-
KBS2

SBS 22 11.56 7.05
42 -1.31 .901

KBS2 22 15.04 10.32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19 9.03 2.86
36 -2.38 .989

KBS2 19 15.00 10.57

SBS-
3채널 평균

SBS 22 11.56 7.05
42 -.48 .682

3채널 평균 22 12.35 3.21

표 23.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6~30분 전): H4a

견하지 못하였다(t=-.48, df=42, p>.05).

아울러 한국이 치른 경기를 통제하며 3경기를 제외하고서도 <표 23>을 보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간의 평균 시청률(M=9.03,

SD=2.86)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M=15.57, SD=10.88)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53, df=36, p>.05). 한편 KBS1의 평균 시청률

(M=7.65, SD=3.53)과의 비교에서는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르

게 유의미하지 않았다(t=1.32, df=36, p>.05). 마지막으로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대와 동시간대 KBS2의 평균 시청률(M=15.00,

SD=10.57)과의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2.38,

df=36, p>.05).

이어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을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5>

는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의 채널간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SBS의 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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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7.86 18.54 6.19 12.66 12.46 

2 3 21.23 8.99 10.01 10.96 9.98 

3 6 17.39 2.08 10.29 16.93 9.77 

4 9 10.03 5.86 10.56 9.89 8.77 

5 12 9.52 7.85 9.10 7.03 7.99 

6 15 8.85 7.11 10.63 5.31 7.68 

7 18 22.97 4.58 4.77 10.07 6.47 

8 21 9.52 8.05 10.59 7.88 8.84 

9 24 9.72 11.59 8.42 9.18 9.73 

10 27 10.33 7.46 10.50 11.06 9.67 

11 30 8.51 6.14 10.22 8.36 8.24 

12 33 17.44 31.43 4.52 6.65 14.20 

13 36 16.77 6.39 9.07 8.69 8.05 

14 37 11.60 13.12 5.71 30.52 16.45 

15 41 5.62 11.64 3.97 33.99 16.53 

16 46 6.20 5.72 7.18 24.59 12.50 

17 49 22.27 11.41 18.96 5.72 12.03 

18 51 20.48 10.98 14.19 15.13 13.43 

19 53 17.70 31.54 7.18 3.24 13.99 

20 55 17.60 33.05 3.75 5.79 14.20 

21 57 10.72 13.97 7.35 15.77 12.36 

22 59 21.20 12.35 11.72 5.03 9.70 

평균(표준편차) 13.80
(5.70)

12.27
(8.82)

8.86 
(3.56)

12.02
(8.15)

11.05
(2.9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4. H4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시작 31~45분 전)

31～45분 사이의 평균 시청률(M=13.80, SD=5.70)과 동시간대 MBC 평균 시청률

(M=12.27, SD=8.82)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68,

df=42, p>.05). 반면에 SBS와 KBS1 두 채널 간의 평균 시청률(M=8.86,

SD=3.56)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44, df=42, p<.001). 또한 SBS와

KBS2(M=12.02, SD=8.15)간의 평균 시청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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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2 13.80 5.70
42 .68 .249

MBC 22 12.27 8.82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19 12.48 4.93
36 -.17 .567

MBC 19 12.89 9.30

SBS-
KBS1

SBS 22 13.80 5.70
42 3.44 p<.001

KBS1 22 8.86 3.56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19 12.48 4.93
36 3.07 .002

KBS1 19 8.48 2.82

SBS-
KBS2

SBS 22 13.80 5.70
42 .84 .204

KBS2 22 12.02 8.15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19 12.48 4.93
36 -.01 .506

KBS2 19 12.51 8.65

SBS-
3채널 평균

SBS 22 13.80 5.70
42 2.01 .025

3채널 평균 22 11.05 2.90

표 25.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31~45분 전): H4a

은 반면(t=.84, df=42, p>.05), SBS와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평균 시청

률(M=11.05, SD=2.9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하였다(t=2.01,

df=42, p<.05).

또한 한국경기 3경기를 통제한 후에도 <표 25>를 참조하면, SBS 월드컵 중

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 평균 시청률(M=12.48, SD=4.93)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M=12.89, SD=9.3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

다(t=-.17, df=36, p>.05). 반면 한국경기를 제외한 월드컵 프로그램 시작전 31～

45분대의 동시간대 KBS1의 평균 시청률(M=8.48, SD=2.82)간에서는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07, df=36, p<.05). 마지

막으로 동시간대 KBS2의 평균 시청률(M=12.51, SD=8.65)간 비교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01, df=36, p>.05).

마지막으로, <표 26>은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대

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이다.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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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10.64 13.10 9.37 10.00 10.82 

2 3 14.57 22.65 6.06 10.15 12.95 

3 6 22.37 8.82 6.74 10.96 8.84 

4 9 12.79 5.64 7.87 5.56 6.36 

5 12 9.29 8.42 6.81 5.75 6.99 

6 15 10.09 6.82 7.65 5.21 6.56 

7 18 21.86 4.30 3.72 6.64 4.89 

8 21 10.20 6.11 10.42 7.02 7.85 

9 24 9.31 22.09 4.94 7.93 11.66 

10 27 13.52 13.52 6.72 8.08 9.44 

11 30 11.75 4.76 6.30 6.65 5.91 

12 33 18.36 22.72 8.87 5.39 12.33 

13 36 10.88 11.50 8.89 7.27 9.22 

14 37 15.79 10.09 11.66 23.25 15.00 

15 41 6.50 8.89 7.70 26.68 14.42 

16 46 7.31 5.96 12.68 15.88 11.51 

17 49 19.65 8.95 16.39 11.07 12.13 

18 51 19.48 9.77 13.46 20.13 14.45 

19 53 18.05 23.83 8.78 3.52 12.04 

20 55 18.30 24.37 6.25 5.52 12.05 

21 57 11.40 9.87 10.16 15.31 11.78 

22 59 18.09 10.33 11.11 11.25 10.90 

평균(표준편차) 14.10
(4.77)

11.93
(6.67)

8.75 
(3.00)

10.42
(6.21)

10.37
(2.9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46~6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6. H4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시작 46~60분 전)

한 시작전 46～60분대의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BS의 시작전 46～60분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

청률(M=11.93, SD=6.67)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24, df=42, p>.05). 반면에, 동시간대 KBS1의 시청률과(M=8.75, SD=3.00)

KBS2(M=10.42, SD=6.21), 그리고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평균 시청률

(M=10.37, SD=2.94)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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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2 14.10 4.77
42 1.24 .111

MBC 22 11.93 6.67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19 13.37 4.57
36 .80 .215

MBC 19 11.93 6.47

SBS-

KBS1

SBS 22 14.10 4.77
42 4.45 p<.001

KBS1 22 8.75 3.00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19 13.37 4.57
36 3.92 p<.001

KBS1 19 8.76 2.34

SBS-

KBS2

SBS 22 14.10 4.77
42 2.21 .017

KBS2 22 10.42 6.21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19 13.37 4.57
36 1.50 .071

KBS2 19 10.60 6.64

SBS-

3채널 평균

SBS 22 14.10 4.77
42 3.12 .002

3채널 평균 22 10.37 2.94

표 27.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46~60분 전): H4a

수 있었다(tSBS-KBS1=4.45, tSBS-KBS2=2.21, t3채널평균=3.12, df=42, p<.05).

또한 <표 2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경기 3경기를 제외한 후에도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간의 평균 시청률(M=13.37, SD=4.57)

과 동시간대의 MBC 평균 시청률(M=11.93, SD=6.47)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80, df=36, p>.05). 하지만, 동시간대 KBS1의 평

균 시청률(M=8.76, SD=2.34)간 비교에서는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찬가

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3.92, df=36, p<.001). 마지막으로 동시

간대 KBS2의 평균 시청률(M=12.51, SD=8.65)간 비교에서는 한국경기가 포함되

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르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50, df=36,

p>.05).

연구가설 4a 검증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SBS와 KBS1 채널간에서 유출효

과가 나타나며 연구가설 4a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61

(2) 연구가설 4b 검증 결과 (유출효과)

<H4b>에서도 시청자들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시작

전부터 미리 SBS에 채널을 고정시켜놓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SBS

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당일 1시간 앞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

률이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한 동시간대 SBS 전 4주와 후 4주 시청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H4b :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SBS의 월드컵 경기들의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 1시간전 시간

대의 시청률과 동시간대 SBS의 전 4주, 후 4주 시청률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채널내 비교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실시하였다.

H4a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선정된 경기는 22경기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을 1～15분, 16～30분, 31～45분, 46～

60분과 같이 15분 간격으로 4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28>에 SBS의 월드

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대의 연구대상 경기 각각에 따른 시청률과

동시간대 전 1주에서 전 4주까지의 평균 시청률, 그리고 전 4주 평균의 시청률을

종합하였다.

먼저 당일-전주간의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대 대응

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작전

1～15분 동안에서는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3.31, SD=11.10)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13.25, SD=7.28), 전 2주 평균 시청률(M=13.07, SD=7.09),

전 3주 평균 시청률(M=12.89, SD=6.52), 전 4주 평균 시청률(M=11.53, SD=5.64),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의 평균 시청률(M=12.69, SD=6.31)

간의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전1주=.02, t전2주

=.10, t전3주=.17, t전4주=.74, t전4주평균=.26, df=21, p>.05).

이어서 한국경기 3경기(6월 3일 토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그리스, 6월

18일 목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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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13.44 11.25 7.55 9.80 7.71 9.08 

2 3 29.00 5.56 4.56 7.61 5.65 5.85 

3 6 8.04 4.34 16.86 7.79 6.72 8.93 

4 9 10.17 8.34 10.90 8.93 8.15 9.08 

5 12 6.16 8.03 8.25 8.57 7.80 8.16 

6 15 8.07 9.20 5.57 8.70 7.25 7.68 

7 18 41.66 10.24 10.34 7.30 10.98 9.71 

8 21 8.74 11.01 8.27 8.67 10.29 9.56 

9 24 12.48 5.56 4.56 7.61 5.65 5.85 

10 27 8.41 4.34 16.86 7.79 6.72 8.93 

11 30 12.58 8.34 10.90 8.93 8.15 9.08 

12 33 4.81 15.81 18.15 15.62 14.64 16.06 

13 36 12.54 24.22 20.73 17.70 17.04 19.92 

14 37 7.49 13.94 4.86 13.00 12.33 11.03 

15 41 3.51 15.32 12.23 13.73 12.61 13.47 

16 46 10.07 11.25 7.55 9.80 7.71 9.08 

17 49 44.13 26.98 25.84 28.26 20.88 25.49 

18 51 12.65 27.04 25.56 23.66 26.36 25.65 

19 53 3.46 16.73 16.35 16.51 13.81 15.85 

20 55 7.19 15.81 18.15 15.62 14.64 16.06 

21 57 8.00 11.25 7.55 9.80 7.71 9.08 

22 59 20.18 26.98 25.84 28.26 20.88 25.49 

평균(표준편차) 13.31 
(11.10)

13.25 
(7.28)

13.07 
(7.09)

12.89 
(6.52)

11.53 
(5.64)

12.69 
(6.31)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8. H4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시작 1~15분 전)

vs 우루과이)를 통제한 후에도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 동안에서는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9.37,

SD=4.02)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13.09, SD=6.89), 전 2주 평균 시청

률(M=12.98, SD=6.72), 전 3주 평균 시청률(M=12.66, SD=5.76), 전 4주 평균 시

청률(M=11.38, SD=5.5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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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22 13.31 11.10
21 .02 .491

전1주 22 13.25 7.28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2.43 .988

전1주 19 13.09 6.89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22 13.31 11.10
21 .10 .476

전2주 22 13.07 7.09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2.32 .984

전2주 19 12.98 6.72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22 13.31 11.10
21 .17 .432

전3주 22 12.89 6.52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2.57 .992

전3주 19 12.66 5.76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22 13.31 11.10
21 .74 .233

전4주 22 11.53 5.64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1.50 .925

전4주 19 11.38 5.50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22 13.31 11.10
21 .26 .400

전주평균 22 12.69 6.31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2.35 .985

전주평균 19 12.53 5.85

표 29. 채널 내 당일-전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15분 전): H4b

청률(M=12.53, SD=5.85)간의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전1주=-2.43, t전2주=-2.32, t전3주=-2.57, t전4주=-1.50, t전4주평균=-2.35, df=18,

p>.05).

이어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간 평균 시청률과 동

시간대 전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4주간 평균 시청률은 <표 30>에 제

시하였다. <표 31>은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 사이 SBS의 당

일-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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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9.53 8.11 5.34 7.17 6.63 6.81 

2 3 25.75 5.85 4.34 8.97 6.97 6.53 

3 6 8.25 5.93 7.27 8.22 7.56 7.24 

4 9 9.25 8.05 10.60 7.22 7.75 8.40 

5 12 6.54 7.87 7.00 8.45 9.70 8.25 

6 15 7.67 6.83 5.25 7.66 6.54 6.57 

7 18 29.78 9.79 10.80 7.24 11.00 9.71 

8 21 7.68 9.86 7.61 8.59 10.59 9.16 

9 24 10.01 5.85 4.34 8.97 6.97 6.53 

10 27 8.80 5.93 7.27 8.22 7.56 7.24 

11 30 8.95 8.05 10.60 7.22 7.75 8.40 

12 33 6.84 15.20 17.82 14.53 14.34 15.47 

13 36 15.23 24.66 20.69 17.31 18.87 20.38 

14 37 6.59 13.40 6.62 10.85 11.36 10.56 

15 41 4.06 14.79 12.83 13.04 12.82 13.37 

16 46 6.30 8.11 5.34 7.17 6.63 6.81 

17 49 27.10 22.46 20.41 18.88 18.66 20.10 

18 51 14.31 23.75 18.41 19.05 19.02 20.06 

19 53 10.86 15.14 15.84 15.88 12.06 14.73 

20 55 11.09 15.20 17.82 14.53 14.34 15.47 

21 57 6.89 8.11 5.34 7.17 6.63 6.81 

22 59 12.77 22.46 20.41 18.88 18.66 20.10 

평균(표준편차) 11.56 
(4.77)

12.06 
(3.76)

11.00 
(4.99)

11.15 
(3.23)

11.02 
(2.98)

11.31
 (3.1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30. H4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시작 16~30분 전)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과 마찬가지로 16～30분 동안에서도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1.56, SD=4.77)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12.06, SD=3.76),

전 2주 평균 시청률(M=11.00, SD=4.99), 전 3주 평균 시청률(M=11.15, SD=3.23),

전 4주 평균 시청률(M=11.02, SD=2.98),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동

시간대의 평균 시청률(M=11.31, SD=3.14)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전1주=-.29, t전2주=.33, t전3주=.26, t전4주=.36, t전4주평균=.16, df=2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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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22 11.56 4.77
21 -.29 .613

전1주 22 12.06 3.76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2.64 .992

전1주 19 11.96 6.17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22 11.56 4.77
21 .33 .371

전2주 22 11.00 4.99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1.75 .952

전2주 19 10.86 5.80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22 11.56 4.77
21 .26 .398

전3주 22 11.15 3.23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2.65 .992

전3주 19 11.06 4.32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22 11.56 4.77
21 .36 .363

전4주 22 11.02 2.98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2.24 .982

전4주 19 10.83 4.42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22 11.56 4.77
21 .16 .438

전주평균 22 11.31 3.14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2.42 .987

전주평균 19 11.18 5.04

표 31. 채널 내 당일-전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6~30분 전): H4b

또한 한국경기 3경기를 통제한 후에도 <표 31>처럼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

램 시작전 15～30분 동안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당일 경기 시작전

15～30분간 SBS의 평균 시청률(M=9.03, SD=2.86)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

률(M=11.96, SD=6.17), 전 2주 평균 시청률(M=10.86, SD=6.72), 전 3주 평균 시

청률(M=11.06, SD=4.32), 전 4주 평균 시청률(M=10.83, SD=4.42),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청률(M=11.18, SD=5.04)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전1주=-2.64, t전2주=-1.75, t전3주=-2.65, t전4주

=-2.24, t전4주평균=-2.42, df=1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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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7.86 5.85 4.97 6.58 6.10 5.88 

2 3 21.23 10.04 5.67 7.16 7.33 7.55 

3 6 17.39 5.35 1.73 5.44 5.39 4.48 

4 9 10.03 9.04 8.67 6.31 8.78 8.20 

5 12 9.52 9.80 10.43 9.71 9.84 9.94 

6 15 8.85 6.53 5.90 7.75 6.18 6.59 

7 18 22.97 9.30 10.51 9.08 9.35 9.56 

8 21 9.52 9.35 8.89 9.00 6.85 8.52 

9 24 9.72 10.04 5.67 7.16 7.33 7.55 

10 27 10.33 5.35 1.73 5.44 5.39 4.48 

11 30 8.51 9.04 8.67 6.31 8.78 8.20 

12 33 17.44 14.26 17.47 13.93 13.29 14.74 

13 36 16.77 17.13 13.13 11.93 11.64 13.46 

14 37 11.60 13.14 6.41 11.12 10.70 10.34 

15 41 5.62 13.96 11.51 13.14 12.63 12.81 

16 46 6.20 5.85 4.97 6.58 6.10 5.88 

17 49 22.27 19.45 18.06 17.87 16.75 18.03 

18 51 20.48 19.93 16.33 16.57 16.46 17.32 

19 53 17.70 13.72 15.46 15.50 11.01 13.92 

20 55 17.60 14.26 17.47 13.93 13.29 14.74 

21 57 10.72 5.85 4.97 6.58 6.10 5.88 

22 59 21.20 19.45 18.06 17.87 16.75 18.03 

평균(표준편차) 13.80 
(5.70)

11.21 
(4.79)

9.85 
(5.38)

10.23 
(4.19)

9.82 
(3.75)

10.28 
(4.39)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32. H4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시작 31~45분 전)

다음으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간 평균 시청률,

동시간대 전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4주 평균 시청률을 <표 32>에 제

시하였다. <표 33>은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의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이다. <표 3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 동

안에서는 1～15분, 16～30분과는 다르게,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3.80,

SD=5.70)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11.21, SD=4.79), 전 2주 평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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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22 13.80 5.70
21 2.51 .010

전1주 22 11.21 4.79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1.72 .051

전1주 19 10.94 4.75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22 13.80 5.70
21 3.56 .001

전2주 22 9.85 5.38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2.88 .005

전2주 19 9.60 5.38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22 13.80 5.70
21 3.51 .001

전3주 22 10.23 4.19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2.92 .004

전3주 19 10.04 4.08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22 13.80 5.70
21 3.95 .001

전4주 22 9.82 3.75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3.34 .002

전4주 19 9.61 3.65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22 13.80 5.70
21 3.49 .001

전주평균 22 10.28 4.39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2.87 .005

전주평균 19 10.05 4.32

표 33. 채널내 당일-전주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31~45분 전): H4b

률(M=9.85, SD=5.38), 전 3주 평균 시청률(M=10.23, SD=4.19), 전 4주 평균 시청

률(M=9.82, SD=3.7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의 평균 시

청률(M=10.28, SD=4.39)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t전1주

=2.51, t전2주=3.56, t전3주=3.51, t전4주=3.95, t전4주평균=3.49, df=21, p<.05).

아울러 한국경기 3경기를 제외한 후에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

1～45분대 당일과 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3>에서처

럼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 동안 SBS의 평균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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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10.64 6.31 5.32 6.09 5.34 5.76 

2 3 14.57 14.11 10.82 15.84 14.24 13.75 

3 6 22.37 2.54 3.71 6.47 10.70 5.86 

4 9 12.79 13.38 13.05 11.33 12.18 12.48 

5 12 9.29 14.86 13.29 14.71 12.98 13.96 

6 15 10.09 11.07 6.88 12.09 8.14 9.54 

7 18 21.86 14.27 14.65 12.16 12.14 13.30 

8 21 10.20 13.11 12.47 12.38 7.75 11.43 

9 24 9.31 14.11 10.82 15.84 14.24 13.75 

10 27 13.52 2.54 3.71 6.47 10.70 5.86 

11 30 11.75 13.38 13.05 11.33 12.18 12.48 

12 33 18.36 12.69 13.52 13.86 11.55 12.90 

13 36 10.88 10.10 5.80 8.00 5.91 7.45 

14 37 15.79 11.59 4.80 10.47 10.37 9.31 

15 41 6.50 11.05 11.17 13.05 10.48 11.44 

16 46 7.31 6.31 5.32 6.09 5.34 5.76 

17 49 19.65 13.12 20.78 13.18 6.54 13.40 

18 51 19.48 14.26 11.94 12.41 12.77 12.85 

19 53 18.05 11.75 13.43 11.69 10.19 11.77 

20 55 18.30 12.69 13.52 13.86 11.55 12.90 

21 57 11.40 6.31 5.32 6.09 5.34 5.76 

22 59 18.09 13.12 20.78 13.18 6.54 13.40 

평균(표준편차) 14.10 
(4.77)

11.03 
(3.76)

10.64 
(4.99)

11.21 
(3.23)

9.87 
(2.98)

10.69 
(3.1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41~60분대의 동시간 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34. H4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시작 46~60분 전)

(M=12.48, SD=4.93)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10.94, SD=4.75), 전 2주

평균 시청률(M=9.60, SD=5.38), 전 3주 평균 시청률(M=10.04, SD=4.08), 전 4주

평균 시청률(M=9.61, SD=3.65),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

청률(M=10.05, SD=4.32)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1.72, t전2주=2.88, t전3주=2.92, t전4주=3.34, t전4주평균=2.87, df=1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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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22 14.10 4.77
21 2.47 .011

전1주 22 11.03 3.76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1.99 .031

전1주 19 10.59 3.86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22 14.10 4.77
21 2.91 .004

전2주 22 10.64 4.99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2.59 .009

전2주 19 9.89 4.67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22 14.10 4.77
21 2.49 .011

전3주 22 11.21 3.23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2.03 .028

전3주 19 10.81 3.25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22 14.10 4.77
21 3.93 .001

전4주 22 9.87 2.98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3.37 .001

전4주 19 9.70 2.89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22 14.10 4.77
21 3.18 .003

전주평균 22 10.69 3.14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2.62 .009

전주평균 19 10.25 3.16

표 35. 채널내 당일-전주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46~60분 전): H4b

마지막으로 <표 34>는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간

평균 시청률, 동시간대 전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4주 평균 시청률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일과 전주간 시작전 46～60분 사이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이는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 동안과 마찬가지로,

<표 35>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4.10, SD=4.77)

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11.03, SD=3.76), 전 2주 평균 시청률

(M=10.64, SD=4.99), 전 3주 평균 시청률(M=11.21, SD=3.23), 전 4주 평균 시청

률(M=9.87, SD=2.98),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의 평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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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률(M=10.69, SD=3.14)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t전1주

=2.47, t전2주=2.91, t전3주=2.49, t전4주=3.93, t전4주평균=3.18, df=21, p<.05).

또한 한국이 치른 3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한 결과에서도 <표 35>처럼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간 SBS의 평균 시청률(M=13.37, SD=4.57)과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청률(M=10.59, SD=3.86), 전 2주 평균 시청률

(M=9.89, SD=4.67), 전 3주의 평균 시청률(M=10.81, SD=3.25), 전 4주 평균 시청

률(M=9.70, SD=2.89),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청률

(M=10.25, SD=3.16)간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

=1.99, t전2주=2.59, t전3주=2.03, t전4주=3.37, t전4주평균=2.62, df=18, p<.05).

다음은 당일과 후주간 검증이며, <표 36>은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

램 시작전 1～15분대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후 1주에서 후 4주까지의 평균

시청률, 그리고 후 4주간 평균 시청률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당일과 후

주간 월드컵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에 나타난 것처럼 당일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 동안의 SBS 평균 시청률(M=13.31, SD=11.10)과 동시간대 후 1주 평균

시청률(M=13.97, SD=6.54), 동시간대 후 2주 평균 시청률(M=13.72, SD=6.73), 동

시간대의 후 3주 평균 시청률(M=14.02, SD=6.75), 후 4주 평균 시청률(M=13.94,

SD=7.15),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13.91,

SD=6.65)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전1주=-.31,

t전2주=-.17, t전3주=-.32, t전4주=-.26, t전4주평균=-.26, df=21, p>.05).

더불어 한국이 치른 3경기(6월 3일 토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그리스, 6

월 18일 목요일 20시 30분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

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한 후에 월드컵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의 당일과 후

주간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 3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월드

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 동안에서는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

(M=9.37, SD=4.02)과 동시간대 후 1주의 평균 시청률(M=13.31, SD=11.10), 후 2

주의 평균 시청률(M=13.42, SD=6.42), 후 3주의 평균 시청률(M=13.56, SD=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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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13.44 10.22 10.10 12.93 9.69 10.73 

2 3 29.00 15.84 10.72 10.08 10.84 11.87 

3 6 8.04 9.95 10.22 10.86 12.78 10.95 

4 9 10.17 7.95 10.19 9.93 8.31 9.10 

5 12 6.16 10.69 10.80 7.05 8.05 9.15 

6 15 8.07 14.06 9.99 9.36 7.80 10.30 

7 18 41.66 11.63 9.07 11.20 7.96 9.96 

8 21 8.74 8.22 9.37 8.34 11.36 9.32 

9 24 12.48 15.84 10.72 10.08 10.84 11.87 

10 27 8.41 9.95 10.22 10.86 12.78 10.95 

11 30 12.58 7.95 10.19 9.93 8.31 9.10 

12 33 4.81 15.14 16.53 16.93 18.99 16.90 

13 36 12.54 23.81 21.70 21.76 21.27 22.14 

14 37 7.49 6.90 6.83 8.30 7.42 7.36 

15 41 3.51 8.10 7.66 7.20 9.03 8.00 

16 46 10.07 10.22 10.10 12.93 9.69 10.73 

17 49 44.13 27.02 27.02 29.50 28.04 27.90 

18 51 12.65 27.02 27.17 26.71 29.20 27.52 

19 53 3.46 14.50 17.07 16.51 17.48 16.39 

20 55 7.19 15.14 16.53 16.93 18.99 16.90 

21 57 8.00 10.22 10.10 12.93 9.69 10.73 

22 59 20.18 27.02 29.50 28.04 28.21 28.19 

평균(표준편차) 13.31 
(11.10)

13.97 
(6.54)

13.72 
(6.73)

14.02 
(6.75)

13.94 
(7.15)

13.91 
(6.65)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36. H4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시작 1~15분 전)

후 4주의 평균 시청률(M=13.68, SD=6.78), 그리고 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

균 시청률(M=13.49, SD=6.28)간의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후1주=-3.22, t후2주=-3.18, t후3주=-3.47, t후4주=-2.97, t후4주평균=-3.28,

df=1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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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22 13.31 11.10
21 -.31 .619

후1주 22 13.97 6.54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3.22 .998

후1주 19 13.31 6.28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22 13.31 11.10
21 -.17 .568

후2주 22 13.72 6.73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3.18 .998

후2주 19 13.42 6.42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22 13.31 11.10
21 -.32 .622

후3주 22 14.02 6.75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3.47 .999

후3주 19 13.56 6.20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22 13.31 11.10
21 -.26 .600

후4주 22 13.94 7.15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2.97 .996

후4주 19 13.68 6.78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22 13.31 11.10
21 -.26 .603

후주평균 22 13.91 6.65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37 4.02
18 -3.28 .998

후주평균 19 13.49 6.28

표 37. 채널내 당일-후주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15분 전): H4b

이어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 16～30분전 동안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그리고 후 4주간 평균 시청률은 <표

38>에 나타냈다. <표 39>는 이를 토대로 시작전 16～30분 사이의 당일과 후주

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검증 결과는 <표 39>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시작전 1～15분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작 16～30분전 사이에서도 당

일 SBS의 평균 시청률(M=11.56, SD=4.77)과 동시간대 후 1주 평균 시청률

(M=12.66, SD=3.51), 후 2주 평균 시청률(M=13.27, SD=3.74), 후 3주의 평균 시

청률(M=12.88, SD=2.79), 전 4주 평균 시청률(M=12.75, SD=4.49), 그리고 마지막

으로 후 1, 2, 3, 4주간 동시간대의 평균 시청률(M=12.89, SD=3.38)간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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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9.53 9.94 9.73 12.81 9.01 10.37 

2 3 25.75 13.82 11.21 9.52 11.03 11.40 

3 6 8.25 11.50 10.72 9.24 12.85 11.08 

4 9 9.25 6.93 9.58 10.91 7.45 8.72 

5 12 6.54 7.93 11.19 6.77 6.22 8.03 

6 15 7.67 9.80 9.11 8.36 7.89 8.79 

7 18 29.78 8.86 9.59 8.44 6.32 8.30 

8 21 7.68 7.25 9.33 7.83 11.83 9.06 

9 24 10.01 13.82 11.21 9.52 11.03 11.40 

10 27 8.80 11.50 10.72 9.24 12.85 11.08 

11 30 8.95 6.93 9.58 10.91 7.45 8.72 

12 33 6.84 15.66 16.84 16.57 19.23 17.07 

13 36 15.23 22.87 22.89 21.09 19.38 21.56 

14 37 6.59 6.23 6.64 8.78 6.77 7.11 

15 41 4.06 7.58 7.12 6.75 7.69 7.28 

16 46 6.30 9.94 9.73 12.81 9.01 10.37 

17 49 27.10 22.45 25.28 22.68 22.77 23.30 

18 51 14.31 23.79 22.72 22.93 25.04 23.62 

19 53 10.86 13.74 16.89 16.20 15.77 15.65 

20 55 11.09 15.66 16.84 16.57 19.23 17.07 

21 57 6.89 9.94 9.73 12.81 9.01 10.37 

22 59 12.77 22.45 25.28 22.68 22.77 23.30 

평균(표준편차) 11.56 
(4.77)

12.66 
(3.51)

13.27 
(3.74)

12.88 
(2.79)

12.75 
(4.49)

12.89 
(3.3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38. H4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시작 16~30분 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후1주=-.75, t후2주=-1.12, t후3주=-.83, t후4주

=-.71, t후4주평균=-.86, df=21, p>.05).

또한 한국이 치른 경기 3경기를 제외한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 15～

30분전 동안에서도 경기 당일 시작전 16～30분간 SBS의 평균 시청률(M=9.03,

SD=2.86)과 동시간대 후 1주의 평균 시청률(M=12.29, SD=5.57), 동시간대 SBS

의 후 2주 평균 시청률(M=12.94, SD=5.60), 후 3주의 평균 시청률(M=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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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22 11.56 4.77
21 -.75 .769

후1주 22 12.66 3.51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3.96 .999

후1주 19 12.29 5.57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22 11.56 4.77
21 -1.12 .138

후2주 22 13.27 3.74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4.74 .999

후2주 19 12.94 5.60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22 11.56 4.77
21 -.83 .793

후3주 22 12.88 2.79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4.87 .999

후3주 19 12.78 5.19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22 11.56 4.77
21 -.71 .757

후4주 22 12.75 4.49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3.79 .999

후4주 19 12.66 5.86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22 11.56 4.77
21 -.86 .801

후주평균 22 12.89 3.38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9.03 2.86
18 -4.62 .999

후주평균 19 12.67 5.39

표 39. 채널내 당일-후주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6~30분 전): H4b

SD=5.19), 후 4주 평균 시청률(M=12.66, SD=5.86), 마지막으로 후 1주에서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청률(M=12.67, SD=5.39)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후1주=-3.96, t후2주=-4.74, t후3주=-4.87, t후4주=-3.79, t후4주평균

=-4.62, df=18, p>.05).

다음으로 <표 40>은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간 평

균 시청률, 동시간대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을 종합

한 것이다. 당일과 후주간 프로그램 시작 31～45분전 사이의 대응표본 T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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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7.86 9.14 10.39 11.19 8.72 9.86 

2 3 21.23 10.71 11.42 10.33 13.97 11.61 

3 6 17.39 7.90 5.99 9.02 11.73 8.66 

4 9 10.03 8.91 10.08 10.96 10.51 10.11 

5 12 9.52 7.11 6.51 9.42 10.35 8.35 

6 15 8.85 7.93 8.49 8.85 10.39 8.91 

7 18 22.97 8.78 10.77 10.92 9.53 10.00 

8 21 9.52 6.92 10.18 9.49 13.87 10.12 

9 24 9.72 10.71 11.42 10.33 13.97 11.61 

10 27 10.33 7.90 5.99 9.02 11.73 8.66 

11 30 8.51 8.91 10.08 10.96 10.51 10.11 

12 33 17.44 13.95 17.00 16.74 18.15 16.46 

13 36 16.77 15.73 12.92 12.78 11.08 13.13 

14 37 11.60 5.94 6.57 8.93 7.51 7.24 

15 41 5.62 7.05 6.71 6.78 7.67 7.05 

16 46 6.20 9.14 10.39 11.19 8.72 9.86 

17 49 22.27 19.60 22.22 20.04 20.77 20.66 

18 51 20.48 20.58 19.80 21.03 21.47 20.72 

19 53 17.70 13.03 16.26 14.41 14.46 14.54 

20 55 17.60 13.95 17.00 16.74 18.15 16.46 

21 57 10.72 9.14 10.39 11.19 8.72 9.86 

22 59 21.20 19.60 22.22 20.04 20.77 20.66 

평균(표준편차) 13.80 
(5.70)

11.03 
(4.42)

11.95 
(5.03)

12.29 
(4.07)

12.85 
(4.41)

12.03 
(4.33)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40. H4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시작 31~45분 전)

실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에서는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3.80, SD=5.70)과 동시간

대 후 1주 평균 시청률(M=11.03, SD=4.42), 동시간대 후 2주 평균 시청률

(M=11.95, SD=5.03)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후1주=3.14, t후2주=1.98,

df=21, p<.05). 반면, 당일 SBS 시청률의 평균(M=13.80, SD=5.70) 후 3주 평균

시청률(M=12.29, SD=4.07), 후 4주 평균 시청률(M=12.85, SD=4.41)간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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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22 13.80 5.70
21 3.14 .003

후1주 22 11.03 4.42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2.66 .008

후1주 19 10.71 4.27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22 13.80 5.70
21 1.98 .031

후2주 22 11.95 5.03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1.24 .115

후2주 19 11.49 4.83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22 13.80 5.70
21 1.68 .054

후3주 22 12.29 4.07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64 .266

후3주 19 12.06 3.96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22 13.80 5.70
21 1.05 .152

후4주 22 12.85 4.41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11 .544

후4주 19 12.55 4.29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22 13.80 5.70
21 2.04 .027

후주평균 22 12.03 4.33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2.48 4.93
18 1.21 .121

후주평균 19 11.70 4.18

표 41.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채널내 당일-후주 경기 시작 31~45분 전): H4b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후3주=1.68, t후4주=1.05, df=21,

p>.05). 마지막으로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3.80, SD=5.70)과 후 1, 2, 3, 4

주간 동시간대의 평균 시청률(M=12.03, SD=4.33)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t=2.04, df=21, p<.05).

아울러 <표 41>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이 치른 경기를 통제하여 3경기를 제

외한 후에는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 동안 SBS의 평균 시청

률(M=12.48, SD=4.93)과 동시간대 후 1주 평균 시청률(M=10.71, SD=4.27)간 차

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t=2.66, df=18, p<.05). 반면에 후 2주 평균 시청률

(M=11.49, SD=4.83), 후 3주 평균 시청률(M=12.06, SD=3.96), 후 4주의 평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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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10.64 6.40 8.16 10.28 7.00 7.96 

2 3 14.57 14.91 13.98 16.23 20.56 16.42 

3 6 22.37 8.57 4.29 11.38 11.91 9.04 

4 9 12.79 12.90 12.83 14.49 14.32 13.64 

5 12 9.29 9.26 10.10 11.26 13.72 11.08 

6 15 10.09 10.87 12.45 12.73 12.93 12.24 

7 18 21.86 12.83 13.70 14.07 13.19 13.45 

8 21 10.20 9.15 14.49 14.07 17.67 13.85 

9 24 9.31 14.91 13.98 16.23 20.56 16.42 

10 27 13.52 8.57 4.29 11.38 11.91 9.04 

11 30 11.75 12.90 12.83 14.49 14.32 13.64 

12 33 18.36 12.95 13.89 14.29 15.19 14.08 

13 36 10.88 9.30 5.62 7.84 4.37 6.78 

14 37 15.79 5.37 6.15 8.36 6.36 6.56 

15 41 6.50 8.29 6.33 7.64 7.86 7.53 

16 46 7.31 6.40 8.16 10.28 7.00 7.96 

17 49 19.65 15.40 14.11 15.73 15.79 15.26 

18 51 19.48 17.88 14.01 16.30 15.04 15.81 

19 53 18.05 11.02 14.59 13.57 13.38 13.14 

20 55 18.30 12.95 13.89 14.29 15.19 14.08 

21 57 11.40 6.40 8.16 10.28 7.00 7.96 

22 59 18.09 15.40 14.11 15.73 15.79 15.26 

평균(표준편차) 14.10 
(4.77)

11.03 
(3.51)

10.92 
(3.74)

12.77 
(2.79)

12.78 
(4.49)

11.87 
(3.3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후주 동시간대에 방송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이 또한 경기 시작전 45~60분대의 동시간 후주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

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42. H4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시작 46~60분 전)

청률 (M=12.55, SD=4.29)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후2주=1.24,

t후3주=.64, t후4주=-.11, df=18, p>.05). 그리고 후 1, 2, 3,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청률

(M=11.70, SD=4.18)간에서도 한국경기를 포함했을 때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1.21, df=18, p>.05).

마지막으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간의 평균 시청

률, 동시간대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그리고 후 4주 평균 시청률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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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에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시작 46～60분전대의 당일과 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을 참조하면,

당일 SBS의 프로그램 시작 46～60분전 동안의 평균 시청률(M=14.10, SD=4.77)

과 동시간대 후 1주 시청률의 평균(M=11.03, SD=3.51), 후 2주 평균 시청률

(M=10.92, SD=3.74)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후1주=3.23, t후2주=2.87,

df=21, p<.05)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

(M=14.10, SD=4.77)과 동시간대 후 3주의 평균 시청률(M=12.77, SD=2.79), 동시

간대 후 4주 평균 시청률(M=12.78, SD=4.49)간의 차이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t후3주=1.44, t후4주=1.12, df=21, p>.05). 마지막으로 당일 SBS 시청률의

평균(M=14.10, SD=4.77)과 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11.87,

SD=3.38)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2.22,

df=21, p<.05).

이어서 한국이 치른 3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한 후에 프로그램 시작 46～60분

전대의 당일과 후주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는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

간 SBS의 평균 시청률(M=13.37, SD=4.57)과 동시간대 후 1주 평균 시청률

(M=10.50, SD=3.46), 후 2주 평균 시청률(M=10.44, SD=3.81)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후1주=2.77, t후2주=2.36, df=18, p<.05). 반면에 후 3

주의 평균 시청률(M=12.36, SD=2.77), 후 4주 평균 시청률(M=12.78, SD=4.49)간

비교에서는 한국경기를 포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후3주=1.02, t후4주=.95, df=18, p>.05). 마지막으로 후 1, 2, 3, 4주간 평균 동시

간대 시청률(M=11.37, SD=3.33)과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1.85, df=18, p<.05).

연구가설 4b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드컵 중계방송 시작 31～45분전, 4

6～60분전 시간대에서 부분적으로 유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

설 4b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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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22 14.10 4.77
21 3.23 .002

후1주 22 11.03 3.51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2.77 .006

후1주 19 10.50 3.46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22 14.10 4.77
21 2.87 .005

후2주 22 10.92 3.74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2.36 .015

후2주 19 10.44 3.81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22 14.10 4.77
21 1.44 .082

후3주 22 12.77 2.79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1.02 .160

후3주 19 12.36 2.77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22 14.10 4.77
21 1.12 .139

후4주 22 12.78 4.49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95 .177

후4주 19 12.19 4.39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22 14.10 4.77
21 2.22 .019

후주평균 22 11.87 3.38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9 13.37 4.57
18 1.85 .040

후주평균 19 11.37 3.33

표 43.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채널내 당일-후주 경기 시작 46~60분 전): H4b

5) 연구가설 5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5a 검증 결과 (유출효과)

<H5a>에서는 프라임 타임대에 시청자들의 TV 시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

았다. 이에 연구가설 5a에서는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가 시청률 향

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프라임 타임대의 SBS-MBC, KBS1, KBS2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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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 29.00 4.50 2.38 29.26 12.05 16.95 

2 프라임 6 8.04 5.97 3.05 44.11 17.71 -9.67 

3 프라임 9 10.17 9.83 13.21 6.53 9.86 0.31 

4 프라임 12 6.16 15.15 11.99 7.17 11.44 -5.27 

5 프라임 15 8.07 11.04 12.27 6.30 9.87 -1.80 

6 프라임 18 41.66 7.72 6.33 4.38 6.14 35.52 

7 프라임 21 8.74 13.15 12.39 6.49 10.68 -1.93 

8 프라임 24 12.48 12.14 5.44 19.87 12.48 0.00 

9 프라임 27 8.41 13.12 7.22 19.70 13.34 -4.93 

10 프라임 30 12.58 11.14 12.14 6.98 10.09 2.49 

11 프라임 33 4.81 42.98 5.45 9.28 19.24 -14.43 

평균(표준편차) 13.65
(11.33)

13.34 
(10.34)

8.35 
(4.11)

14.55 
(12.59)

12.08 
(3.69) 1.5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11경기가 제외됨.

표 44. H5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1~15분 전)

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5a :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

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

하기 위해 연구가설 3a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 제 50조 3항에 따라 ‘프라

임 타임대’를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로 정의하였다. 또한 ‘비프라임 타임대’는 그 외 시간으로 정의하고 SBS와

나머지 3채널 즉, 두 집단간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프라임 타임대, 비프라임 타임

대 각각 11경기씩이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로그램 시작 1시간전을 1～15

분, 16～30분, 31～45분, 46～60분과 같이 15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월드

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간 프라임 타임대 각각 경기에 따른 SBS

의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

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

률의 유출효과 차이는 <표 44>와 같다. 이이서 <표 45>에 비프라임 타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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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13.44 11.29 3.37 18.92 11.19 2.24 

2 비프라임 36 12.54 10.04 8.48 4.03 7.52 5.03 

3 비프라임 37 7.49 14.84 4.26 35.13 18.08 -10.59 

4 비프라임 41 3.51 12.11 3.03 38.32 17.82 -14.31 

5 비프라임 46 10.07 5.60 8.16 22.25 12.01 -1.94 

6 비프라임 49 44.13 4.46 6.36 10.38 7.07 37.06 

7 비프라임 51 12.65 5.93 8.76 19.54 11.41 1.24 

8 비프라임 53 3.46 40.99 8.15 8.05 19.06 -15.60 

9 비프라임 55 7.19 43.59 2.89 7.51 18.00 -10.81 

10 비프라임 57 8.00 15.04 5.41 20.53 13.66 -5.65 

11 비프라임 59 20.18 11.23 6.09 8.91 8.74 11.44 

평균(표준편차) 12.97 
(11.40)

15.92 
(13.51)

5.90 
(2.28)

17.60 
(11.30)

13.14 
(4.48) -0.1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

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1경기를 

제외함.

표 45. H5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1~15분 전)

이루어진 경기들 시간대의 평균 시청률과 SBS와 MBC, KBS1, KBS2간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프라임 타임대와 비프라임 타임대간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각 채널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라임 타임대의 경기 시작전 1～15분 동

안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1.57, SD=13.74)와 비프라임 타임대 경기 시작전

1～15분 동안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0.17, SD=15.0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28, df=20, p>.05).

또한 <표 4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경기 3경기(프라임 타임 2경기, 비

프라임 타임 1경기)를 통제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3.91, SD=5.35)와 비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3.90, SD=8.9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t=-.01, df=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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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 25.75 4.12 3.28 27.48 11.63 14.13 

2 프라임 6 8.25 5.08 2.43 37.93 15.15 -6.90 

3 프라임 9 9.25 7.72 12.19 8.98 9.63 -0.38 

4 프라임 12 6.54 10.16 11.69 8.47 10.11 -3.57 

5 프라임 15 7.67 8.12 12.87 6.60 9.20 -1.52 

6 프라임 18 29.78 8.47 5.02 8.18 7.22 22.55 

7 프라임 21 7.68 9.36 11.74 8.69 9.93 -2.26 

8 프라임 24 10.01 10.14 4.13 19.05 11.11 -1.10 

9 프라임 27 8.80 10.19 5.14 18.93 11.42 -2.62 

10 프라임 30 8.95 8.43 12.40 6.85 9.23 -0.27 

11 프라임 33 6.84 40.09 4.73 8.62 17.81 -10.97 

평균(표준편차) 11.77 
(8.02)

11.08 
(9.83)

7.78 
(4.29)

14.53 
(10.27)

11.13 
(2.97) 0.6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11경기가 제외됨.

표 47. H5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16~30분 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프라임 타임 11 1.57 13.74
20 .28 .390

비프라임 타임 11 -.17 15.00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프라임 타임 9 -3.91 5.35
17 -.01 .512

비프라임 10 -3.90 8.97

표 46. 프라임 타임-비프라임 타임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15분 전): H5a

다음으로 <표 47>은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 동

안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각각의 경기에 따른 SBS, MBC, KBS1, KBS2의 시

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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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9.53 16.79 4.27 15.61 12.22 -2.69 

2 비프라임 36 15.23 8.49 9.74 4.98 7.73 7.50 

3 비프라임 37 6.59 14.57 5.09 32.70 17.45 -10.86 

4 비프라임 41 4.06 11.75 3.08 37.05 17.29 -13.23 

5 비프라임 46 6.30 7.70 8.49 21.89 12.69 -6.39 

6 비프라임 49 27.10 14.07 7.71 10.24 10.67 16.42 

7 비프라임 51 14.31 16.59 7.68 12.52 12.26 2.04 

8 비프라임 53 10.86 37.45 7.33 5.52 16.77 -5.91 

9 비프라임 55 11.09 38.12 3.67 6.78 16.19 -5.10 

10 비프라임 57 6.89 16.53 9.89 15.54 13.99 -7.10 

11 비프라임 59 12.77 18.51 8.88 8.28 11.89 0.88 

평균(표준편차) 11.34 
(6.31)

18.23 
(10.25)

6.89 
(2.45)

15.56 
(10.84)

13.56 
(3.10) -2.22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1경기를 

제외함.

표 48. H5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16~30분 전)

비프라임 타임대에 치러진 경기별 SBS, MBC, KBS1, KBS2의 시청률과 유

출효과의 차이는 <표 48>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

작전 16～30분 동안 프라임 타임과 비프라임 타임간 SBS와 나머지 3개 채널에

서 나타난 유출효과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경

기의 시작 16～30분전 동안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0.64, SD=9.49)와 비프라임

타임대 경기 시작전 16～30분 동안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2.22, SD=8.54)

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t=.75, df=20,

p>.05).

또한 한국이 치른 3경기(프라임 타임 2경기, 비프라임 타임 1경기)를 제외하

고 유출효과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9>에서

처럼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경기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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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프라임타임 11 .64 9.49
20 .75 .233

비프라임타임 11 -2.22 8.54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프라임타임 9 -3.29 3.52
17 .34 .369

비프라임타임 10 -4.09 6.21

표 49. 프라임 타임-비프라임 타임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6~30분 전): H5a

SD=3.52)와 비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경기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4.09,

SD=6.21)간에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34, df=17, p>.05).

이어서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의 프라임 타임

대에 진행된 경기의 SBS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를 <표 50>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51>에는 비프라임 타임대에 치러진 경기 시간대의 각 채널별 평균 시청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

이를 종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52>에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 프라임 타임대와 비프라임 타임대간 각 채널에서의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4.02, SD=5.44)와

비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1.48, SD=7.55)간에도 앞선 1～15

분, 16～30분전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90, df=20,

p>.05).

더불어 한국경기(프라임 타임 2경기, 비프라임 타임 1경기)를 통제한 후에도

<표 52>에 나타난 것처럼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1.82,

SD=2.37)와 비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61, SD=7.35)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47, df=17, p>.05).



85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 21.23 8.99 10.01 10.96 9.98 11.25 

2 프라임 6 17.39 2.08 10.29 16.93 9.77 7.63 

3 프라임 9 10.03 5.86 10.56 9.89 8.77 1.26 

4 프라임 12 9.52 7.85 9.10 7.03 7.99 1.53 

5 프라임 15 8.85 7.11 10.63 5.31 7.68 1.17 

6 프라임 18 22.97 4.58 4.77 10.07 6.47 16.50 

7 프라임 21 9.52 8.05 10.59 7.88 8.84 0.68 

8 프라임 24 9.72 11.59 8.42 9.18 9.73 -0.02 

9 프라임 27 10.33 7.46 10.50 11.06 9.67 0.66 

10 프라임 30 8.51 6.14 10.22 8.36 8.24 0.27 

11 프라임 33 17.44 31.43 4.52 6.65 14.20 3.24 

평균(표준편차) 13.23 
(5.42)

9.19 
(7.77)

9.06 
(2.29)

9.39 
(3.10)

9.21 
(1.97) 4.01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11경기가 제외됨.

표 50. H5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31~45분 전)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7.86 18.54 6.19 12.66 12.46 -4.60 

2 비프라임 36 16.77 6.39 9.07 8.69 8.05 8.72 

3 비프라임 37 11.60 13.12 5.71 30.52 16.45 -4.85 

4 비프라임 41 5.62 11.64 3.97 33.99 16.53 -10.92 

5 비프라임 46 6.20 5.72 7.18 24.59 12.50 -6.30 

6 비프라임 49 22.27 11.41 18.96 5.72 12.03 10.24 

7 비프라임 51 20.48 10.98 14.19 15.13 13.43 7.04 

8 비프라임 53 17.70 31.54 7.18 3.24 13.99 3.71 

9 비프라임 55 17.60 33.05 3.75 5.79 14.20 3.40 

10 비프라임 57 10.72 13.97 7.35 15.77 12.36 -1.64 

11 비프라임 59 21.20 12.35 11.72 5.03 9.70 11.50 

평균(표준편차) 14.36 
(6.17)

15.34 
(9.07)

8.66 
(4.62)

14.65 
(10.70)

12.88 
(2.53) 1.4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1경기

를 제외함.

표 51. H5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31~4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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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프라임타임 11 4.02 5.44
20 .90 .189

비프라임타임 11 1.48 7.55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프라임타임 9 1.82 2.37
17 .47 .320

비프라임타임 10 0.61 7.35

표 52. 프라임 타임-비프라임 타임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31~45분 전): H5a

마지막으로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 동안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각각의 경기에 따른 SBS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

의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

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는 <표 53>에 제시

하였다. 그리고 비프라임 타임대에 이루어진 경기 시간대의 각 채널별 시청률과,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는 <표

54>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표 55>에는 SBS의 2010 FIFA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6～60분대의 프라임 타임과 비프라임 타임대간의 각 채널에 따른 유출

효과 차이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5>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5.48,

SD=5.48)와 비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1.98, SD=5.00)간에도

앞선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57,

df=20, p>.05).

또한 한국경기 3경기를(프라임 타임 2경기, 비프라임 타임 1경기)를 제외한

후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5>에서처

럼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4.64, SD=4.28)와 비프라임 타임대

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1.43, SD=4.90)간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t=1.51, df=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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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 14.57 22.65 6.06 10.15 12.95 1.62 

2 프라임 6 22.37 8.82 6.74 10.96 8.84 13.53 

3 프라임 9 12.79 5.64 7.87 5.56 6.36 6.43 

4 프라임 12 9.29 8.42 6.81 5.75 6.99 2.30 

5 프라임 15 10.09 6.82 7.65 5.21 6.56 3.53 

6 프라임 18 21.86 4.30 3.72 6.64 4.89 16.97 

7 프라임 21 10.20 6.11 10.42 7.02 7.85 2.35 

8 프라임 24 9.31 22.09 4.94 7.93 11.66 -2.35 

9 프라임 27 13.52 13.52 6.72 8.08 9.44 4.08 

10 프라임 30 11.75 4.76 6.30 6.65 5.91 5.84 

11 프라임 33 18.36 22.72 8.87 5.39 12.33 6.03 

평균(표준편차) 14.01 
(4.81)

11.44 
(7.52)

6.92 
(1.81)

7.21 
(1.91)

8.52 
(2.76) 5.49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46~6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11경기가 제외됨.

표 53. H5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46~60분 전)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10.64 13.10 9.37 10.00 10.82 -0.18 

2 비프라임 36 10.88 11.50 8.89 7.27 9.22 1.66 

3 비프라임 37 15.79 10.09 11.66 23.25 15.00 0.79 

4 비프라임 41 6.50 8.89 7.70 26.68 14.42 -7.92 

5 비프라임 46 7.31 5.96 12.68 15.88 11.51 -4.20 

6 비프라임 49 19.65 8.95 16.39 11.07 12.13 7.52 

7 비프라임 51 19.48 9.77 13.46 20.13 14.45 5.03 

8 비프라임 53 18.05 23.83 8.78 3.52 12.04 6.01 

9 비프라임 55 18.30 24.37 6.25 5.52 12.05 6.26 

10 비프라임 57 11.40 9.87 10.16 15.31 11.78 -0.38 

11 비프라임 59 18.09 10.33 11.11 11.25 10.90 7.20 

평균(표준편차) 14.19 
(4.95)

12.42 
(6.03)

10.58 
(2.88)

13.62 
(7.39)

12.21 
(1.76) 1.9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46~6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1경기를 

제외함.

표 54. H5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시작 46~6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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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프라임타임 11 5.48 5.48
20 1.57 .067

비프라임타임 11 1.98 5.00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프라임타임 9 4.64 4.28
17 1.51 .078

비프라임타임 10 1.43 4.90

표 55. 프라임 타임-비프라임 타임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46~60

분 전): H5a

연구가설 5a 검증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전 1～15분, 16～30분, 31～45분, 46～60분에서 프라임 타임과 비프라임 타임

간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기를 제외한 후에도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전 1～15

분, 16～30분, 31～45분, 46～60분에서 프라임 타임과 비프라임 타임간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에서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라임 타임

대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구가설 5a는 기각되었다.

(2) 연구가설 5b 검증 결과 (유출효과)

연구가설 5b에서는 평일보다 주말에 시청자들의 TV 시청 시간이 많다고 보

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5b에서는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이 시청률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말에 진행된 경기의 동시간대 SBS-MBC,

KBS1, KBS2간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5b : 평

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에 본 가설

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간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주말 7경기, 평일 15경기였으며, 연구가설 5b에

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작 1시간전 동안을 15분 단위로 1～15분, 16～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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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3 29.00 4.50 2.38 29.26 12.05 16.95 

2 주말 6 8.04 5.97 3.05 44.11 17.71 -9.67 

3 주말 24 12.48 12.14 5.44 19.87 12.48 0.00 

4 주말 27 8.41 13.12 7.22 19.70 13.34 -4.93 

5 주말 49 44.13 4.46 6.36 10.38 7.07 37.06 

6 주말 51 12.65 5.93 8.76 19.54 11.41 1.24 

7 주말 59 20.18 11.23 6.09 8.91 8.74 11.44 

평균(표준편차) 19.27 
(13.21)

8.19 
(3.80)

5.61 
(2.25)

21.68 
(11.99)

11.83 
(3.40) 7.4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

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5경기를 제외함.

표 56. H5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시작 1~15분 전)

31～45분, 46～60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56>은 주말에 진행된 각각의

경기에 따른 시작전 1～15분대 SBS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이다.

그리고 평일에 치러진 경기별 SBS의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 시청

률과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

를 <표 57>에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말과 평일에 진행된 경기 시작 1～15분전대의 각 채널 유출

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말 경기 시작전 1～15분대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

(M=7.44, SD=15.93)와 평일 경기의 시작 1～15분전 동안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

이(M=-2.45, SD=12.43)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1.59, df=20, p>.05).

또한 <표 58>과 같이 한국경기 3경기(주말 2경기, 평일 1경기)를 통제한 후,

주말과 평일에 진행된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각 채널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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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사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13.44 11.29 3.37 18.92 11.19 2.24 

2 평일 9 10.17 9.83 13.21 6.53 9.86 0.31 

3 평일 12 6.16 15.15 11.99 7.17 11.44 -5.27 

4 평일 15 8.07 11.04 12.27 6.30 9.87 -1.80 

5 평일 18 41.66 7.72 6.33 4.38 6.14 35.52 

6 평일 21 8.74 13.15 12.39 6.49 10.68 -1.93 

7 평일 30 12.58 11.14 12.14 6.98 10.09 2.49 

8 평일 33 4.81 42.98 5.45 9.28 19.24 -14.43 

9 평일 36 12.54 10.04 8.48 4.03 7.52 5.03 

10 평일 37 7.49 14.84 4.26 35.13 18.08 -10.59 

11 평일 41 3.51 12.11 3.03 38.32 17.82 -14.31 

12 평일 46 10.07 5.60 8.16 22.25 12.01 -1.94 

13 평일 53 3.46 40.99 8.15 8.05 19.06 -15.60 

14 평일 55 7.19 43.59 2.89 7.51 18.00 -10.81 

15 평일 57 8.00 15.04 5.41 20.53 13.66 -5.65 

평균(표준편차) 10.53 
(9.15)

17.64 
(13.15)

7.83 
(3.78)

13.46 
(11.11)

12.98 
(4.37) -2.45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1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7경기를 제외함.

표 57. H5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시작 1~15분 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7 7.44 15.93
20 1.59 .064

평일 15 -2.45 12.43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5 -.38 7.90
17 1.28 .108

평일 14 -5.16 6.90

표 58.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15분 전): H5b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말 시청률 유출효과

의 차이(M=-.38, SD=7.90)와 평일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5.16, SD=6.9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28, df=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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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3 25.75 4.12 3.28 27.48 11.63 14.13 

2 주말 6 8.25 5.08 2.43 37.93 15.15 -6.90 

3 주말 24 10.01 10.14 4.13 19.05 11.11 -1.10 

4 주말 27 8.80 10.19 5.14 18.93 11.42 -2.62 

5 주말 49 27.10 14.07 7.71 10.24 10.67 16.42 

6 주말 51 14.31 16.59 7.68 12.52 12.26 2.04 

7 주말 59 12.77 18.51 8.88 8.28 11.89 0.88 

평균(표준편차) 15.28 
(7.91)

11.24 
(5.48)

5.61 
(2.49)

19.21 
(10.52)

12.02 
(1.47) 3.2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5경기를 제외함.

표 59. H5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시작 16~30분 전)

<표 59>는 주말에 진행된 경기에 따른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

6～30분 동안 SBS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

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

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평일

에 치러진 경기의 시작전 16～30분간 SBS의 시청률, 그리고 동시간대 타채널의

시청률과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를 <표 60>에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 동안의 주말과 평일간에 SBS와 나머지 3개 채널에서 나타난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 61>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말에 진행된 경기 시작전 16～30분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3.26, SD=8.71)와 평일 경기 시작전 16～30분 동안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2.68, SD=8.66)간에도 유의하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t=1.50, df=20,

p>.05).

또한 한국경기(주말 2경기, 평일 1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하고 월드컵 중계방

송 프로그램 시작전 16～30분 동안의 주말과 평일간 SBS와 나머지 3개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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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9.53 16.79 4.27 15.61 12.22 -2.69 

2 평일 9 9.25 7.72 12.19 8.98 9.63 -0.38 

3 평일 12 6.54 10.16 11.69 8.47 10.11 -3.57 

4 평일 15 7.67 8.12 12.87 6.60 9.20 -1.52 

5 평일 18 29.78 8.47 5.02 8.18 7.22 22.55 

6 평일 21 7.68 9.36 11.74 8.69 9.93 -2.26 

7 평일 30 8.95 8.43 12.40 6.85 9.23 -0.27 

8 평일 33 6.84 40.09 4.73 8.62 17.81 -10.97 

9 평일 36 15.23 8.49 9.74 4.98 7.73 7.50 

10 평일 37 6.59 14.57 5.09 32.70 17.45 -10.86 

11 평일 41 4.06 11.75 3.08 37.05 17.29 -13.23 

12 평일 46 6.30 7.70 8.49 21.89 12.69 -6.39 

13 평일 53 10.86 37.45 7.33 5.52 16.77 -5.91 

14 평일 55 11.09 38.12 3.67 6.78 16.19 -5.10 

15 평일 57 6.89 16.53 9.89 15.54 13.99 -7.10 

평균(표준편차) 9.82 
(6.12)

16.25 
(11.95)

8.15 
(3.59)

13.10 
(9.98)

12.50 
(3.80) -2.6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분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

가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

경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16~3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7경기를 제외함.

표 60. H5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시작 16~30분 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7 3.26 8.71
20 1.50 .075

평일 15 -2.68 8.66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5 -1.54 3.49
17 1.14 .135

평일 14 -4.48 5.32

표 61.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16~30분 전): H5b

서 나타난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표 61>

에 나타난 것처럼 주말에 치러진 경기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2.68,

SD=8.66)와 평일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4.48, SD=5.32)간에도 한국경기

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1.14, df=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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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3 21.23 8.99 10.01 10.96 9.98 11.25 

2 주말 6 17.39 2.08 10.29 16.93 9.77 7.63 

3 주말 24 9.72 11.59 8.42 9.18 9.73 -0.02 

4 주말 27 10.33 7.46 10.50 11.06 9.67 0.66 

5 주말 49 22.27 11.41 18.96 5.72 12.03 10.24 

6 주말 51 20.48 10.98 14.19 15.13 13.43 7.04 

7 주말 59 21.20 12.35 11.72 5.03 9.70 11.50 

평균(표준편차) 17.52 
(5.34)

9.27 
(3.59)

12.01 
(3.54)

10.57 
(4.43)

10.62 
(1.50) 6.9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시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5경기를 제외함.

표 62. H5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시작 31~45분 전)

시작전 31～45분 동안의 SBS 평균 시청률,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 각 채널에 따른 주

말과 평일간의 유출효과 차이를 본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64>와 같다.

<표 64>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주말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M=6.90,

SD=4.81)와 평일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0.81, SD=6.47)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2.21, df=20, p<.05).

또한 한국경기(주말 2경기, 평일 1경기)를 통제하여 3경기를 제외한 후 중계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31～45분대 각 채널에 따른 주말과 평일간의 유출효과 차

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검증 결과는 <표 64>에서처럼 주말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5.36, SD=4.92)와 평일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

(M=-.31, SD=4.98)에서도 한국경기를 포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 df=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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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7.86 18.54 6.19 12.66 12.46 -4.60 

2 평일 9 10.03 5.86 10.56 9.89 8.77 1.26 

3 평일 12 9.52 7.85 9.10 7.03 7.99 1.53 

4 평일 15 8.85 7.11 10.63 5.31 7.68 1.17 

5 평일 18 22.97 4.58 4.77 10.07 6.47 16.50 

6 평일 21 9.52 8.05 10.59 7.88 8.84 0.68 

7 평일 30 8.51 6.14 10.22 8.36 8.24 0.27 

8 평일 33 17.44 31.43 4.52 6.65 14.20 3.24 

9 평일 36 16.77 6.39 9.07 8.69 8.05 8.72 

10 평일 37 11.60 13.12 5.71 30.52 16.45 -4.85 

11 평일 41 5.62 11.64 3.97 33.99 16.53 -10.92 

12 평일 46 6.20 5.72 7.18 24.59 12.50 -6.30 

13 평일 53 17.70 31.54 7.18 3.24 13.99 3.71 

14 평일 55 17.60 33.05 3.75 5.79 14.20 3.40 

15 평일 57 10.72 13.97 7.35 15.77 12.36 -1.64 

평균(표준편차) 12.06 
(5.13)

13.67 
(10.22)

7.39 
(2.52)

12.70 
(9.47)

11.25 
(3.40) 0.81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분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

경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31~45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7경기를 제외함.

표 63. H5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시작 31~45분 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7 6.90 4.81
20 2.21 .020

평일 15 .81 6.47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5 5.36 4.92
17 2.19 .021

평일 14 -.31 4.98

표 64.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31~45분 전): H5b

마지막으로 주말에 진행된 경기에 따른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4

6～60분대의 SBS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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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3 14.57 22.65 6.06 10.15 12.95 1.62 

2 주말 6 22.37 8.82 6.74 10.96 8.84 13.53 

3 주말 24 9.31 22.09 4.94 7.93 11.66 -2.35 

4 주말 27 13.52 13.52 6.72 8.08 9.44 4.08 

5 주말 49 19.65 8.95 16.39 11.07 12.13 7.52 

6 주말 51 19.48 9.77 13.46 20.13 14.45 5.03 

7 주말 59 18.09 10.33 11.11 11.25 10.90 7.20 

평균(표준편차) 16.71 
(4.47)

13.73 
(6.11)

9.34 
(4.35)

11.37 
(4.11)

11.48 
(1.95) 5.23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분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

경기는 06:30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46~6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5경기를 제외함.

표 65. H5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시작 46~60분 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를 <표 65>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66>은 평일 경기 시작전 46～60분 동안의 SBS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

이를 나타냈다.

<표 67>은 이를 바탕으로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

그램 시작전 46～60분 간 주말과 평일간의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7>에 나타난 것처럼 주말 시청률의 유출효과 차이

(M=5.23, SD=5.00)와 평일의 시청률 유출효과(M=3.03, SD=5.63)간에는 1～15분,

16～30분대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t=.82, df=20, p>.05).

또한 한국경기(주말 2경기, 평일 1경기)를 통제한 후 경기 시작전 46～60분

간 주말과 평일간의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표 6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말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M=5.50, SD=5.73)

와 평일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M=2.04, SD=4.26)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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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10.64 13.10 9.37 10.00 10.82 -0.18 

2 평일 9 12.79 5.64 7.87 5.56 6.36 6.43 

3 평일 12 9.29 8.42 6.81 5.75 6.99 2.30 

4 평일 15 10.09 6.82 7.65 5.21 6.56 3.53 

5 평일 18 21.86 4.30 3.72 6.64 4.89 16.97 

6 평일 21 10.20 6.11 10.42 7.02 7.85 2.35 

7 평일 30 11.75 4.76 6.30 6.65 5.91 5.84 

8 평일 33 18.36 22.72 8.87 5.39 12.33 6.03 

9 평일 36 10.88 11.50 8.89 7.27 9.22 1.66 

10 평일 37 15.79 10.09 11.66 23.25 15.00 0.79 

11 평일 41 6.50 8.89 7.70 26.68 14.42 -7.92 

12 평일 46 7.31 5.96 12.68 15.88 11.51 -4.20 

13 평일 53 18.05 23.83 8.78 3.52 12.04 6.01 

14 평일 55 18.30 24.37 6.25 5.52 12.05 6.26 

15 평일 57 11.40 9.87 10.16 15.31 11.78 -0.38 

평균(표준편차) 12.88 
(4.53)

11.09 
(6.96)

8.47 
(2.27)

9.98 
(7.07)

9.85 
(3.23) 3.03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3:00와 03:3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3경

기는 06:30분에 딜레이 중계되어 경기 시작전 46~60분대의 동시간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3:0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가 20:30 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이 중, 평일에 진행한 7경기를 제외함.

표 66. H5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시작 46~60분 전)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1.43, df=17, p>.05).

이를 종합해보자면,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전 1～15분, 16～

30분, 31～45분, 46～60분 동안 주말과 평일간의 시청률 유출효과의 차이에서 시

작전 16～30분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시

작전 1～15분, 31～45분, 46～60분대의 차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국경기를 제외한 후, 주말과 평일간의 유출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프로그램 시작 16～30분전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15분, 31～

45분, 46～60분간 차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말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구가설 5a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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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7 5.23 5.00
20 .82 .194

평일 15 3.03 5.63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5 5.50 5.73
17 1.43 .085

평일 14 2.04 4.26

표 67.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시작 46~60분 전): H5b

6) 연구가설 6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6a 검증 결과 (유입효과)

<H6a>에서는 시청자들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도 계속

SBS 채널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SBS의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뒤에 인접한 1시간대의 시청률이 동시간대 KBS1, KBS2,

M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6a : SBS

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BS와 KBS1, KBS2, MBC 4개의 채널간 시청률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6a 검증에서도 전언하였듯이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을 15분 단위로

1～15분, 16～30분, 31～45분, 46～60분과 같이 나누어 분석하였다. SBS의 월드

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간의 연구대상 경기 각각에 따른 시청률과

동시간대 KBS1, KBS2, MBC 각 채널의 평균 시청률, 그리고 KBS1, KBS2,

MBC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은 <표 68>에 제시하였

다.

<표 69>는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의 채널간 독립표본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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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18.53 2.21 3.12 3.08 2.80 

2 4 14.84 4.74 1.72 1.41 2.62 

3 7 7.09 3.63 3.46 1.68 2.92 

4 10 12.67 3.00 1.34 1.61 1.98 

5 13 12.11 1.88 0.67 0.99 1.18 

6 16 10.89 2.51 1.88 2.66 2.35 

7 19 18.00 2.30 3.28 7.29 4.29 

8 22 8.02 3.51 1.77 4.60 3.30 

9 25 10.95 3.64 1.09 4.21 2.98 

10 28 6.56 3.99 3.13 2.22 3.11 

11 31 7.60 2.28 1.44 1.25 1.66 

12 33 8.80 3.48 0.84 1.86 2.06 

13 36 5.80 5.11 3.36 2.75 3.74 

14 37 12.46 3.51 3.02 2.06 2.86 

15 40 3.75 19.95 10.47 2.73 11.05 

16 41 14.97 2.53 1.67 3.09 2.43 

17 44 3.97 18.49 10.66 4.12 11.09 

18 46 12.19 2.24 2.42 3.49 2.72 

19 48 3.79 5.34 10.01 7.55 7.63 

20 49 44.40 1.06 7.44 5.03 4.51 

21 51 8.14 4.88 3.24 2.44 3.52 

22 53 7.62 2.54 3.26 1.71 2.50 

23 57 20.42 3.31 1.41 4.13 2.95 

24 59 23.42 2.91 1.29 7.53 3.91 

평균(표준편차) 12.38
(8.64)

4.54
(4.65)

3.42
(3.03)

3.31
(1.94)

3.76
(2.5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

됨.

표 68. H6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종료 1~15분 후)

정의 결과이다. <표 6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종료 1～15분후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총 24경기이며, SBS의 중계방송 종료후 1～15분대 시청

률의 평균(M=12.38, SD=8.64)과 MBC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4.54,

SD=4.65), KBS1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42, SD=3.03), KBS2 동시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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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4 12.38 8.64
46 3.90 p<.001

MBC 24 4.54 4.65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23 10.98 5.43
44 4.20 p<.001

MBC 23 4.69 4.69

SBS-
KBS1

SBS 24 12.38 8.64
46 4.79 p<.001

KBS1 24 3.42 3.03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23 10.98 5.43
44 6.00 p<.001

KBS1 23 3.24 2.97

SBS-
KBS2

SBS 24 12.38 8.64
46 5.01 p<.001

KBS2 24 3.31 1.94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23 10.98 5.43
44 6.44 p<.001

KBS2 23 3.24 1.95

SBS-
3채널 평균

SBS 24 12.38 8.64
46 4.68 p<.001

3채널 평균 24 3.76 2.57

표 69.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1~15분 후): H6a

평균 시청률(M=3.31, SD=1.94),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KBS1, KBS2 3개 채

널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76, SD=42.57)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SBS-MBC=3.90, tSBS-KBS1=4.79, tSBS-KBS2=5.01, tSBS-3채널평균=4.68, df=46,

p<.001).

이어서 한국이 치른 1경기(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하여 제외하고, 23경기를 대상으로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는 <표 6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의 1～15분간 평균 시청률(M=10.98, SD=5.43)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

(M=4.69, SD=4.69), KBS1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24, SD=2.97), 그리고

KBS2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24, SD=1.95)간의 차이에서도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SBS-MBC=4.20, tSBS-KBS1=6.00, tSBS-KBS2=6.44, df=44,

p<.001).

이어서 <표 70>은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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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8.30 1.70 2.65 3.14 2.50 

2 4 8.10 6.03 1.35 1.08 2.82 

3 7 3.44 3.70 2.45 2.54 2.89 

4 10 6.75 2.50 2.20 1.00 1.90 

5 13 6.30 1.87 0.56 0.74 1.06 

6 16 5.52 1.84 0.77 1.37 1.33 

7 19 7.47 2.58 1.81 2.94 2.44 

8 22 3.12 2.33 2.46 3.91 2.90 

9 25 6.07 2.31 1.40 5.65 3.12 

10 28 2.56 4.35 1.84 1.52 2.57 

11 31 4.12 1.71 0.88 0.55 1.05 

12 33 4.46 4.10 0.81 1.38 2.10 

13 36 6.50 5.57 2.71 2.24 3.51 

14 37 5.82 3.35 3.67 1.61 2.88 

15 40 4.67 19.06 10.49 3.91 11.15 

16 41 5.08 2.72 0.75 4.46 2.64 

17 44 4.66 20.03 11.13 4.17 11.78 

18 46 6.79 1.76 2.37 3.39 2.50 

19 48 4.36 7.21 9.11 6.74 7.69 

20 49 19.11 4.22 5.85 3.71 4.59 

21 51 3.64 5.03 1.49 2.12 2.88 

22 53 3.91 1.97 3.08 1.46 2.17 

23 57 6.10 2.35 1.97 4.60 2.97 

24 59 8.22 3.88 2.68 6.21 4.26 

평균(표준편차) 6.05
(3.23)

4.67
(4.82)

3.10
(3.00)

2.93
(1.77)

3.57
(2.7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를 제

외.

표 70. H6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종료 16~30분 후)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바

탕으로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 동안의 각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표 71>과 같다. <표 71>을 참고하면, 종료후 16～30분 구간의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총 24경기였으며, SBS의 종료 후 16～30분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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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4 6.05 3.23
46 1.16 .127

MBC 24 4.67 4.82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23 5.48 1.68
44 .72 .237

MBC 23 4.69 4.93

SBS-
KBS1

SBS 24 6.05 3.23
46 3.27 .001

KBS1 24 3.10 3.00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23 5.48 1.68
44 3.47 .001

KBS1 23 2.98 3.00

SBS-
KBS2

SBS 24 6.05 3.23
46 4.14 p<.001

KBS2 24 2.93 1.77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23 5.48 1.68
44 5.02 p<.001

KBS2 23 2.90 1.80

SBS-
3채널 평균

SBS 24 6.05 3.23
46 2.85 .004

3채널 평균 24 3.57 2.77

표 71.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16~30분 후): H6a

시청률(M=6.05, SD=3.23)과 동시간대 MBC 평균 시청률(M=4.67, SD=4.82)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1.16, df=46, p>.05). 반면에 SBS

의 프로그램 종료 후 16～30분대와 동시간대 KBS1 평균 시청률(M=3.10,

SD=3.00), KBS2(M=2.93, SD=1.77),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평균 시청률(M=3.57, SD=2.77)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tSBS-KBS1=3.27, pSBS-KBS1<.05, tSBS-KBS2=4.14, pSBS-KBS2<.001, t=SBS-3채널

평균2.85, pSBS-3채널평균<.05, df=42).

또한 한국이 치른 경기를 통제하고 1경기(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제외한 후에도 <표 7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BS의 월드컵 중계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간 평균 시청률(M=5.48, SD=1.68)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M=4.69, SD=4.93)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72, df=44, p>.05). 반면에 KBS1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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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5.31 1.42 2.30 2.84 2.19 

2 4 5.78 5.40 1.10 1.44 2.65 

3 7 2.51 2.06 0.82 3.35 2.08 

4 13 5.24 0.88 0.43 0.30 0.54 

5 19 5.22 1.01 1.72 0.62 1.12 

6 22 2.81 1.84 1.79 4.22 2.62 

7 25 4.26 2.51 0.85 3.99 2.45 

8 28 1.57 2.50 0.81 2.12 1.81 

9 33 4.64 3.49 0.94 1.31 1.91 

10 36 6.02 5.68 2.65 2.13 3.49 

11 37 4.79 2.75 2.08 0.32 1.72 

12 40 10.31 7.34 10.36 7.83 8.51 

13 41 3.55 2.62 1.07 2.38 2.03 

14 44 11.38 8.11 9.89 8.32 8.77 

15 46 6.23 1.49 1.50 2.79 1.93 

16 48 5.92 7.93 8.12 6.73 7.59 

17 49 8.09 4.80 3.48 6.69 4.99 

18 51 4.60 2.16 1.13 0.80 1.36 

19 53 4.79 1.80 0.23 0.95 0.99 

20 57 3.88 3.25 1.03 3.72 2.67 

21 59 5.61 4.48 2.80 2.42 3.23 

평균(표준편차) 5.36
(2.32)

3.48
(2.27)

2.62
(3.00)

3.10 
(2.44)

3.08 
(2.4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

외됨.

표 72. H6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종료 31~45분 후)

SD=3.00)과 KBS2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2.90, SD=1.80)간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SBS-KBS1=3.47, pSBS-KBS1<.05, tSBS-KBS2=5.02,

p<.001, df=44).

이어서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의 평균 시청률

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은 <표 72>와 같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종료후 31～45분대의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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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21 5.36 2.32
40 2.65 .001

MBC 21 3.48 2.27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20 5.22 2.29
38 2.47 .009

MBC 20 3.44 2.28

SBS-
KBS1

SBS 21 5.36 2.32
40 3.31 .001

KBS1 21 2.62 3.00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20 5.22 2.29
38 3.09 .002

KBS1 20 2.58 3.07

SBS-
KBS2

SBS 21 5.36 2.32
40 3.07 .002

KBS2 21 3.10 2.44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20 5.22 2.29
38 3.12 .001

KBS2 20 2.93 2.36

SBS-
3채널 평균

SBS 21 5.36 2.32
40 3.15 .002

3채널 평균 21 3.08 2.40

표 73.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31~45분 후): H6a

과는 <표 73>에 제시하였다. <표 73>을 살펴보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21경기이다. 종료후 31～45분

대 구간에서는 SBS의 종료후 31～45분 평균 시청률(M=5.36, SD=2.32)과 동시간

대 MBC 평균 시청률(M=3.48, SD=2.27), 동시간대 KBS1의 평균 시청률

(M=2.62, SD=3.00), KBS2 동시간대의 평균 시청률(M=3.10, SD=2.44),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08,

SD=2.40)간 검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tSBS-MBC=2.65,

tSBS-KBS1=3.31, tSBS-KBS2=3.07, tSBS-3채널평균=3.15, df=40, p<.05).

아울러 한국경기(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하여

제외한 후,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3>에 나타난 것

처럼,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의 평균 시청률

(M=5.22, SD=2.29)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률(M=3.44, SD=2.28), KBS1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2.58, SD=3.07)과 KBS2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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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1 1 3.90 1.35 2.23 2.51 2.03 

2 4 4.98 2.54 1.16 1.81 1.84 

3 7 2.21 1.70 0.48 3.23 1.81 

4 22 2.17 1.70 1.30 3.32 2.11 

5 25 4.21 2.62 0.38 2.22 1.74 

6 28 1.56 2.58 0.56 1.58 1.57 

7 36 6.11 5.48 3.53 1.83 3.61 

8 40 21.78 7.23 7.58 3.80 6.20 

9 44 21.87 7.14 7.67 3.91 6.24 

10 46 5.40 1.75 1.10 2.54 1.80 

11 48 7.48 5.92 8.86 6.86 7.21 

12 49 3.28 4.61 2.87 6.00 4.49 

13 51 4.32 2.50 1.04 0.86 1.47 

14 57 4.32 2.31 0.22 3.22 1.92 

15 59 5.22 1.75 2.46 2.65 2.29 

평균(표준편차) 6.59
(6.38)

3.41
(2.07)

2.76
(2.90)

3.09
(1.60)

3.09
(1.9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표 74. H6a 기술통계 결과 (경기 종료 46~60분 후)

(M=2.93, SD=2.36)간 모든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SBS-MBC=2.47, tSBS-KBS1=3.09, tSBS-KBS2=3.12, df=38, p<.05).

마지막으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 동안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을 <표 74>에 제시하였다.

<표 75>는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 동

안의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대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15경기이다. <표 75>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SBS의 종료후 46～60분대의 평균 시청률(M=6.59, SD=6.38)과 MBC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41, SD=2.07), 동시간대 KBS1의 평균 시청률(M=2.76,

SD=2.90), KBS2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09, SD=1.60),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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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MBC

SBS 15 6.59 6.38
28 1.83 .039

MBC 15 3.41 2.07

SBS-
MBC

(한국경기 제외)

SBS 14 6.82 6.55
26 1.90 .034

MBC 14 3.33 2.13

SBS-
KBS1

SBS 15 6.59 6.38
28 2.11 .022

KBS1 15 2.76 2.90

SBS-
KBS1

(한국경기 제외)

SBS 14 6.82 6.55
26 2.11 .022

KBS1 14 2.76 3.01

SBS-
KBS2

SBS 15 6.59 6.38
28 2.06 .025

KBS2 15 3.09 1.60

SBS-
KBS2

(한국경기 제외)

SBS 14 6.82 6.55
26 2.20 .018

KBS2 14 2.88 1.44

SBS-
3채널 평균

SBS 15 6.59 6.38
28 2.03 .026

3채널 평균 15 3.09 1.97

표 75. 채널간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46~60분 후): H6a

MBC, KBS1, KBS2 3개 채널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09, SD=1.97)간 검증

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SBS-MBC=1.83,

tSBS-KBS1=2.11, tSBS-KBS2=2.06, tSBS-3채널평균=2.03, df=28, p<.05).

이는 한국경기(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제외한 후에

도 마찬가지로, <표 75>를 참조하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 동안의 평균 시청률(M=6.82, SD=6.55)과 동시간대 MBC의 평균 시청

률(M=3.33, SD=2.13), KBS1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2.76, SD=3.01)과 KBS2

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2.88, SD=1.44)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SBS-MBC=1.90, tSBS-KBS1=2.11, tSBS-KBS2=2.20, df=26, p<.05).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6a 분석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한국경기가 포함되

었을 때와 제외되었을 때 모두 종료후 16～30분대 SBS-MBC간 비교에서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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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

였다. 따라서 H6a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연구가설 6b 검증 결과 (유입효과)

<H6b>에서도 시청자들이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도 계속 SBS 채널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당일 1시간 뒤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이 SBS의 동

시간대 전 4주와 후 4주 정규 프로그램 시청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H6b

: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

의 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SBS의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1시간 뒤 시간대의 시청률과

동시간대 전 4주, 후 4주 정규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채널내 비교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6b 검증에서도 연구가설 6a와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월드

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을 15분 간격으로 1～15분, 16～30분, 31～45

분, 46～60분과 같이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76>에 각각의 연구대상 경기에 따

른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의 당일, 동시간대 전 4주, 후 4

주의 시청률과 이를 종합하여 나눈 전·후주 평균 시청률을 종합하였다.

먼저 당일과 전주간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 동안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7>과 같다.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

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24경기이다. <표 7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종

료후 1～15분대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2.38, SD=8.64)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4.85, SD=2.50), 전 2주 평균 시청률(M=3.94, SD=1.91), 전 3주

평균 시청률(M=4.01, SD=2.82), 전 4주 평균 시청률(M=3.83, SD=2.25), 마지막으

로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4.16, SD=2.04)간 검증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전1주=4.38, t전2주=4.74, t전3주=4.89, t전4주=5.24, t전4주평균=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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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18.53 2.25 2.45 2.76 4.04 2.88 

2 4 14.84 8.61 5.51 8.47 7.24 7.46 

3 7 7.09 4.36 2.36 1.84 2.25 2.70 

4 10 12.67 5.00 2.52 1.84 1.44 2.70 

5 13 12.11 4.79 5.09 2.51 3.64 4.01 

6 16 10.89 1.21 6.74 1.21 1.37 2.63 

7 19 18.00 3.20 2.06 2.47 2.71 2.61 

8 22 8.02 2.25 2.45 2.76 4.04 2.88 

9 25 10.95 9.21 5.35 8.47 7.16 7.55 

10 28 6.56 4.42 2.36 1.76 2.21 2.69 

11 31 7.60 4.92 2.53 2.04 1.48 2.74 

12 33 8.80 4.79 5.09 2.51 3.64 4.01 

13 36 5.80 5.25 2.53 8.30 4.07 5.04 

14 37 12.46 1.39 7.15 1.21 1.20 2.74 

15 40 3.75 4.85 4.16 7.28 3.24 4.88 

16 41 14.97 3.20 2.06 2.47 2.71 2.61 

17 44 3.97 5.80 4.42 3.65 3.94 4.45 

18 46 12.19 2.35 2.47 2.79 3.95 2.89 

19 48 3.79 8.80 8.76 8.08 7.57 8.30 

20 49 44.40 9.11 5.43 8.47 7.20 7.55 

21 51 8.14 4.42 2.36 1.76 2.21 2.69 

22 53 7.62 4.73 2.71 2.42 1.59 2.86 

23 57 20.42 2.31 2.46 2.77 4.01 2.89 

24 59 23.42 9.11 5.43 8.47 9.11 8.03 

평균(표준편차) 12.38 
(8.64)

4.85 
(2.50)

3.94 
(1.91)

4.01 
(2.82)

3.83 
(2.25)

4.16
(2.0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표 76. H6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종료 1~15분 후)

df=23, p<.001).

아울러 한국이 치른 1경기(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통제하고 제외한 후 채널내 비교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7>에서처럼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 동안에서는 당일 SBS의



108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24 12.38 8.64
23 4.38 p<.001

전1주 24 4.85 2.50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4.95 p<.001

전1주 23 4.66 2.38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24 12.38 8.64
23 4.74 p<.001

전2주 24 3.94 1.91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74 p<.001

전2주 23 3.87 1.93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24 12.38 8.64
23 4.89 p<.001

전3주 24 4.01 2.82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63 p<.001

전3주 23 3.82 2.71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24 12.38 8.64
23 5.24 p<.001

전4주 24 3.83 2.25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6.64 p<.001

전4주 23 3.69 2.18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24 12.38 8.64
23 4.86 p<.001

전주평균 24 4.16 2.04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83 p<.001

전주평균 23 4.01 1.95

표 77.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채널내 당일-전주 경기 종료 1~15분 후): H6b

평균 시청률(M=10.98, SD=5.43)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M=4.66,

SD=2.38), 전 2주 평균 시청률(M=3.87, SD=1.93), 전 3주 평균 시청률(M=3.82,

SD=2.71), 전 4주 평균 시청률(M=3.69, SD=2.18),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4.01, SD=1.95)간 검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4.95, t전2주=5.74, t전3주=5.63, t전4주=6.64, t전4주평균=5.83,

df=23, p<.001).

이어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간의 평균 시청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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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8.30 2.02 2.40 2.54 4.25 2.80 

2 4 8.10 3.57 6.00 5.51 5.46 5.13 

3 7 3.44 2.83 2.04 1.40 1.26 1.88 

4 10 6.75 4.01 1.85 0.66 0.43 1.74 

5 13 6.30 3.21 3.29 1.80 3.27 2.89 

6 16 5.52 1.17 4.92 1.24 1.58 2.23 

7 19 7.47 1.76 0.88 2.88 2.45 1.99 

8 22 3.12 2.02 2.40 2.54 4.25 2.80 

9 25 6.07 4.27 5.96 6.53 6.09 5.71 

10 28 2.56 2.66 1.95 1.40 1.21 1.80 

11 31 4.12 4.12 1.91 0.52 0.35 1.72 

12 33 4.46 3.21 3.29 1.80 3.27 2.89 

13 36 6.50 4.38 2.52 7.87 3.65 4.60 

14 37 5.82 1.07 5.14 1.30 1.74 2.31 

15 40 4.67 3.84 4.32 6.95 3.78 4.72 

16 41 5.08 1.76 0.88 2.88 2.45 1.99 

17 44 4.66 4.56 3.23 4.00 3.42 3.80 

18 46 6.79 2.03 2.39 2.62 4.31 2.84 

19 48 4.36 8.88 8.83 7.75 7.58 8.26 

20 49 19.11 3.96 5.99 6.20 5.85 5.50 

21 51 3.64 2.66 1.95 1.40 1.21 1.80 

22 53 3.91 4.32 2.02 0.66 0.52 1.88 

23 57 6.10 2.01 2.40 2.59 4.27 2.82 

24 59 8.22 3.96 5.99 6.20 5.85 5.50 

평균(표준편차) 6.05 
(3.23)

3.26 
(1.62)

3.44 
(2.01)

3.30 
(2.42)

3.27 
(2.00)

3.32
(1.72)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표 78. H6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종료 16~30분 후)

동시간대 SBS의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그리고 후 4주간 평균 시청률

은 <표 78>에 제시하였다. <표 79>는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

분 사이의 당일과 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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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24 6.05 3.23
23 3.80 p<.001

전1주 24 3.26 1.62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4.32 p<.001

전1주 23 3.23 1.65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24 6.05 3.23
23 3.99 p<.001

전2주 24 3.44 2.01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4.42 p<.001

전2주 23 3.33 1.97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24 6.05 3.23
23 4.14 p<.001

전3주 24 3.30 2.42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4.46 p<.001

전3주 23 3.18 2.39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24 6.05 3.23
23 4.55 p<.001

전4주 24 3.27 2.00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5.49 p<.001

전4주 23 3.16 1.97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24 6.05 3.23
23 4.35 p<.001

전주평균 24 3.32 1.72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5.23 p<.001

전주평균 23 3.22 1.69

표 79.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채널내 당일-전주 경기 종료 16~30분 후): H6b

경기이다.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는 앞선 종료후 1～15분대와 마찬가지로 당일

SBS의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 평균 시청률(M=6.05, SD=3.23)과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청률(M=3.26, SD=1.62), 동시간대 전 2주 평균 시청

률(M=3.44, SD=2.01), 동시간대 전 3주 평균 시청률(M=3.30, SD=2.42), 동시간대

전 4주 평균 시청률(M=3.27, SD=2.00), 그리고 전 1, 2, 3, 4주간의 동시간대 평

균 시청률(M=3.32, SD=1.72)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t전1주=-3.80, t전2주=3.99, t전3주=4.14, t전4주=4.55, t전4주평균=4.35, df=23, p<.001).

또한 한국경기 1경기를 통제한 후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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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5.31 1.90 2.05 2.13 3.75 2.46 

2 4 5.78 2.29 5.31 3.62 2.85 3.52 

3 7 2.51 1.24 1.28 1.63 0.79 1.23 

4 22 2.81 1.90 2.05 2.13 3.75 2.46 

5 25 4.26 2.25 5.52 3.49 3.18 3.61 

6 28 1.57 1.23 1.28 1.67 0.76 1.23 

7 36 6.02 4.32 1.78 7.45 3.47 4.26 

8 40 10.31 12.00 9.15 11.60 8.08 10.21 

9 41 3.55 1.55 0.05 3.12 2.20 1.73 

10 44 11.38 11.41 7.39 8.64 6.99 8.61 

11 46 6.23 1.91 2.14 2.15 3.75 2.49 

12 48 5.92 9.80 8.24 7.03 7.34 8.10 

13 49 8.09 2.25 5.48 3.52 3.07 3.58 

14 51 4.60 1.23 1.28 1.67 0.76 1.23 

15 57 3.88 1.92 2.09 2.13 3.75 2.47 

16 59 5.61 2.25 5.48 3.52 3.07 3.58 

평균(표준편차) 5.49 
(2.66)

3.72 
(3.74)

3.78 
(2.84)

4.09 
(2.97)

3.60 
(2.21)

3.80
(2.76)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외됨.

표 80. H6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종료 31~45분 후)

30분 동안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79>를 참조하면, 당일 종료후 15～

30분간 SBS의 평균 시청률(M=5.48, SD=1.68)과 동시간대 전 1주 평균 시청률

(M=3.23, SD=1.65), 전 2주 평균 시청률(M=3.44, SD=2.01), 전 3주 평균 시청률

(M=3.18, SD=2.39), 전 4주 평균 시청률(M=3.16, SD=1.97),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청률(M=3.22, SD=1.69)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4.32, t전2주=4.42, t전3주=4.46, t전4주=5.49, t전4주평균

=5.23, df=22, p<.001).

이어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의 평균 시청률,

동시간대 전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4주간 평균 시청률은 <표 80>에

제시하였다. <표 81>은 이를 토대로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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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16 5.49 2.66
15 3.00 .005

전1주 16 3.72 3.74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2.67 .009

전1주 15 3.81 3.85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16 5.49 2.66
15 3.44 .002

전2주 16 3.78 2.84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3.12 .003

전2주 15 3.67 2.90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16 5.49 2.66
15 3.01 .005

전3주 16 4.09 2.97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2.68 .009

전3주 15 4.13 3.07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16 5.49 2.66
15 4.30 p<.001

전4주 16 3.60 2.21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4.06 .001

전4주 15 3.63 2.28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당일 16 5.49 2.66
15 4.12 p<.001

전주평균 16 3.80 2.76

SBS 당일-
SBS 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3.86 .001

전주평균 15 3.81 2.86

표 81.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채널내 당일-전주 경기 종료 31~45분 후): H6b

과 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총 16경기이다. <표 81>에 나타난 것처럼 31～45

분대에서도 SBS의 평균 시청률(M=5.49, SD=2.66)과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

청률(M=3.72, SD=3.74), 전 2주 평균 시청률(M=3.78, SD=2.84), 동시간대 전 3주

의 평균 시청률(M=4.09, SD=2.97), 전 4주 평균 시청률(M=3.60, SD=2.21), 마지

막으로 동시간대의 전 1, 2, 3, 4주간 평균 시청률(M=3.80, SD=2.76)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3.00, t전2주=3.44, t전3주=3.01, t전4주

=4.30, t전4주평균=4.12, df=1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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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전1주 SBS 전2주 SBS 전3주 SBS 전4주 전4주 평균

1 1 3.90 1.63 1.62 1.81 3.47 2.14 

2 4 4.98 2.94 4.61 4.14 2.71 3.60 

3 7 2.21 0.95 1.36 1.93 0.51 1.19 

4 22 2.17 1.63 1.62 1.81 3.47 2.14 

5 25 4.21 2.82 4.60 3.97 2.58 3.49 

6 28 1.56 0.90 1.36 1.92 0.51 1.17 

7 36 6.11 4.36 2.23 7.89 2.75 4.31 

8 40 21.78 23.55 18.50 20.65 17.31 20.00 

9 44 21.87 19.64 18.70 18.82 17.62 18.69 

10 46 5.40 1.64 1.64 1.91 3.77 2.24 

11 48 7.48 6.77 7.48 4.66 6.52 6.36 

12 49 3.28 2.85 3.91 4.06 2.61 3.36 

13 51 4.32 0.80 1.20 1.92 0.51 1.11 

14 57 4.32 1.63 1.64 1.86 3.63 2.19 

15 59 5.22 2.26 4.58 4.06 2.61 3.38 

평균(표준편차) 6.59 
(6.38)

4.96 
(6.97)

5.00 
(5.81)

5.43 
(6.06)

4.71 
(5.40)

5.02
(5.9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표 82. H6b 기술통계 결과 (전주 경기 종료 46~60분 후)

그리고 한국이 치른 1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한 후 당일과 전주간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1>에 제시하였듯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에서도 SBS의 평균 시청률(M=5.32, SD=2.66)과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청률(M=3.81, SD=3.85), 동시간대 전 2주 평균 시청률(M=3.67,

SD=2.90), 전 3주 평균 시청률(M=4.13, SD=3.07), 동시간대 전 4주 평균 시청률

(M=3.63, SD=2.28), 마지막으로 동시간대의 전 1, 2, 3, 4주간 평균 시청률

(M=3.81, SD=2.86)간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

=2.67, t전2주=3.12, t전3주=2.68, t전4주=4.06, t전4주평균=3.86, df=14, p<.05).

마지막으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대의 평균 시청

률, 동시간대 전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4주간 평균 시청률은 <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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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전1주

당일 15 6.59 6.38
14 4.45 p<.001

전1주 15 4.96 6.97

SBS 당일-
SBS 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4.49 .001

전1주 14 5.11 7.20

SBS 당일-
SBS 전2주

당일 15 6.59 6.38
14 3.79 .001

전2주 15 5.00 5.81

SBS 당일-
SBS 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4.20 .001

전2주 14 5.08 6.02

SBS 당일-
SBS 전3주

당일 15 6.59 6.38
14 2.92 .006

전3주 15 5.43 6.06

SBS 당일-
SBS 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3.26 .003

전3주 14 5.53 6.27

SBS 당일-
SBS 전4주

당일 15 6.59 6.38
14 4.56 p<.001

전4주 15 4.71 5.40

SBS 당일-
SBS 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4.55 .001

전4주 14 4.86 5.57

SBS 당일-
SBS 전주 평균

당일 15 6.59 6.38
14 5.65 p<.001

전주평균 15 5.02 5.98

SBS 당일-
SBS 전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6.24 p<.001

전주평균 14 5.14 6.19

표 83.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채널내 당일-전주 경기 종료 46~60분 후): H6b

에 나타냈다. <표 83>은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 동안

의 당일과 전주간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

료후 46～60분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15경기이다. <표 83>에 제시한

것처럼,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SBS의 평균 시청률

(M=6.59, SD=6.38)과 전 1주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4.96,SD=6.97), 동시간

대 전 2주 평균 시청률(M=5.00, SD=5.81), 동시간대 전 3주의 평균 시청률

(M=5.43, SD=6.06), 동시간대 전 4주 평균 시청률(M=4.71, SD=5.40), 그리고 동

시간대의 전 1, 2, 3, 4주간 평균 시청률(M=5.02, SD=5.98)간 모두에서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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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전1주=4.45, p전1주<.001, t전2주=3.79, p전2주<.05, t전3주=2.92,

p전3주<.05, t전4주=4.56, p전4주<.001, t전4주평균=5.65, p전4주평균<.001, df=14).

또한 한국이 치른 1경기를 제외한 후에도 <표 8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월

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간 SBS의 평균 시청률(M=6.82,

SD=6.55)과 동시간대 전 1주의 평균 시청률(M=5.11, SD=7.20), 전 2주의 평균

시청률(M=5.08, SD=6.02), 동시간대 전 3주의 평균 시청률(M=5.53, SD=6.27), 전

4주 평균 시청률(M=4.86, SD=5.57), 마지막으로 전 1, 2, 3, 4주간 평균 동시간대

시청률(M=5.14, SD=6.19)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전1주=4.99,

t전2주=4.20, t전3주=3.26, t전4주=4.55, t전4주평균=6.24, df=13, p<.05).

다음으로는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의 당일과 후주간 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84>에는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의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후 1주에서 후 4주까지의 평균 시청률, 그리고 후 4주간

의 평균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BS 채널내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5>와 같다.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

료후 1～15분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24경기이다.

<표 85>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 당일 SBS의

평균 시청률(M=12.38, SD=8.64)과 동시간대 후 1주 평균 시청률(M=4.46,

SD=2.03), 동시간대 후 2주 평균 시청률(M=3.56, SD=1.63), 동시간대 후 3주 평

균 시청률(M=4.08, SD=2.41), 동시간대 후 4주 평균 시청률(M=3.84, SD=1.90),

그리고 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3.99, SD=1.84)간 검증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후1주=4.30, t후2주=4.88, t후3주=4.63, t후4주

=4.78, t후4주평균=4.67, df=23, p<.001).

또한 한국경기 1경기(6월 26일 토요일 23시 대한민국 vs 우루과이)를 제외하

여 통제한 후 SBS 채널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5>와 같

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 동안에서는 당일 SBS의 평균 시

청률(M=10.98, SD=5.43)과 동시간대 후 1주 평균 시청률(M=4.38, SD=2.04), 후

2주의 평균 시청률(M=3.49, SD=1.63), 후 3주 평균 시청률(M=3.97, SD=2.41),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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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18.53 2.47 2.32 3.65 1.77 2.55 

2 4 14.84 6.23 5.21 6.21 5.90 5.89 

3 7 7.09 5.49 5.14 3.78 4.49 4.73 

4 10 12.67 2.87 2.06 2.20 1.84 2.24 

5 13 12.11 5.39 2.50 3.90 4.11 3.98 

6 16 10.89 1.71 2.68 1.20 4.67 2.56 

7 19 18.00 2.37 1.27 2.41 1.80 1.96 

8 22 8.02 6.30 5.15 3.65 1.77 4.22 

9 25 10.95 6.30 5.15 6.62 6.16 6.06 

10 28 6.56 5.47 5.11 3.69 4.51 4.70 

11 31 7.60 2.93 1.99 2.23 1.93 2.27 

12 33 8.80 5.39 2.50 3.90 4.11 3.98 

13 36 5.80 2.52 3.25 2.32 2.55 2.66 

14 37 12.46 1.92 2.58 1.17 4.36 2.51 

15 40 3.75 5.58 4.74 5.11 4.04 4.87 

16 41 14.97 2.37 1.27 2.41 1.80 1.96 

17 44 3.97 6.20 3.22 4.52 5.07 4.75 

18 46 12.19 2.56 2.36 3.66 1.85 2.61 

19 48 3.79 9.40 7.14 12.62 8.64 9.45 

20 49 44.40 6.28 5.20 6.51 6.09 6.02 

21 51 8.14 5.47 5.11 3.69 4.51 4.70 

22 53 7.62 3.06 1.86 2.31 2.35 2.40 

23 57 20.42 2.50 2.35 3.66 1.81 2.58 

24 59 23.42 6.28 5.20 6.51 6.09 6.02 

평균(표준편차) 12.38 
(8.64)

4.46 
(2.03)

3.56 
(1.63)

4.08 
(2.41)

3.84 
(1.90)

3.99
(1.8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표 84. H6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종료 1~15분 후)

4주 평균 시청률(M=3.74, SD=1.88), 그리고 후 1, 2, 3,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

청률(M=3.90, SD=1.83)간 검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후1주=4.90, t전2주=5.83, t전3주=5.39, t전4주=5.64, t전4주평균=5.48, df=2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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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24 12.38 8.64
23 4.30 p<.001

후1주 24 4.46 2.03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4.90 p<.001

후1주 23 4.38 2.04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24 12.38 8.64
23 4.88 p<.001

후2주 24 3.56 1.63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83 p<.001

후2주 23 3.49 1.63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24 12.38 8.64
23 4.63 p<.001

후3주 24 4.08 2.41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39 p<.001

후3주 23 3.97 2.41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24 12.38 8.64
23 4.78 p<.001

후4주 24 3.84 1.90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64 p<.001

후4주 23 3.74 1.88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24 12.38 8.64
23 4.67 p<.001

후주평균 24 3.99 1.84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10.98 5.43
22 5.48 p<.001

후주평균 23 3.90 1.83

표 85. 채널내 차이 검증 결과 (당일-후주 경기 종료 1~15분 후): H6b

이어서 <표 86>에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의 평

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후 4주간 평균 시청률을

제시하였다. <표 87>은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 사이의 당일과 후주

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24경기이

다. 분석 결과는 <표 8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일 SBS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종료후 16～30분대 평균 시청률(M=6.05, SD=3.23)과 동시간대 후 1주의 평균 시

청률(M=3.74, SD=2.08), 후 2주 평균 시청률(M=2.70, SD=1.29), 동시간대 후 3주

시청률 평균(M=3.03, SD=2.29), 후 4주 평균 시청률(M=2.95, SD=1.77),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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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8.30 2.10 1.15 3.76 1.25 2.07 

2 4 8.10 4.43 2.81 3.08 3.44 3.44 

3 7 3.44 5.41 3.22 2.36 3.33 3.58 

4 10 6.75 1.41 2.58 0.84 1.05 1.47 

5 13 6.30 4.88 1.88 2.11 2.43 2.83 

6 16 5.52 1.25 2.55 1.15 4.63 2.40 

7 19 7.47 2.99 1.82 2.17 1.58 2.14 

8 22 3.12 2.10 1.15 3.76 1.25 2.07 

9 25 6.07 5.04 3.11 3.46 4.20 3.95 

10 28 2.56 5.34 3.04 2.29 3.30 3.49 

11 31 4.12 1.55 2.53 0.99 1.08 1.54 

12 33 4.46 4.88 1.88 2.11 2.43 2.83 

13 36 6.50 2.32 3.14 1.88 2.81 2.54 

14 37 5.82 1.23 2.66 1.13 4.65 2.42 

15 40 4.67 5.42 5.10 4.92 4.44 4.97 

16 41 5.08 2.99 2.11 2.51 1.58 2.30 

17 44 4.66 5.02 2.86 3.89 3.74 3.88 

18 46 6.79 2.16 1.35 3.80 1.31 2.16 

19 48 4.36 10.12 7.15 12.45 8.71 9.61 

20 49 19.11 4.83 3.00 3.37 3.94 3.78 

21 51 3.64 5.34 3.04 2.29 3.30 3.49 

22 53 3.91 2.02 2.42 1.26 1.15 1.71 

23 57 6.10 2.15 1.25 3.78 1.27 2.12 

24 59 8.22 4.83 3.00 3.37 3.94 3.78 

　평균(표준편차) 6.05 
(3.23)

3.74 
(2.08)

2.70 
(1.29)

3.03 
(2.29)

2.95 
(1.77)

3.11
(1.65)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표 86. H6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종료 16~30분 후)

로 동시간대 후 1, 2, 3, 4주간의 평균 시청률(M=3.11, SD=1.65)간 차이에서 통계

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t후1주=-2.89, p후1주<.05, t후2주=4.59, p후2주<.001, t후3주

=3.72, p후3주<.001, t후4주=4.18, p후4주<.001, t후4주평균=3.94, p후4주평균<.001 df=23).

그리고 한국경기 1경기를 통제한 후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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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24 6.05 3.23
23 2.89 .004

후1주 24 3.74 2.08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2.83 .005

후1주 23 3.69 2.11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24 6.05 3.23
23 4.59 p<.001

후2주 24 2.70 1.29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5.63 p<.001

후2주 23 2.69 1.31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24 6.05 3.23
23 3.72 p<.001

후3주 24 3.03 2.29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3.99 .001

후3주 23 3.02 2.34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24 6.05 3.23
23 4.18 p<.001

후4주 24 2.95 1.77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4.72 p<.001

후4주 23 2.91 1.79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24 6.05 3.23
23 3.94 p<.001

후주평균 24 3.11 1.65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23 5.48 1.68
22 4.45 p<.001

후주평균 23 3.08 1.68

표 87. 채널내 차이 검증 결과 (당일-후주 경기 종료 16~30분 후): H6b

30분 동안에서도 <표 87>과 같이 동시간대 후 1주의 평균 시청률(M=3.69,

SD=2.11), 후 2주 평균 시청률(M=2.69, SD=1.31), 동시간대 후 3주 시청률 평균

(M=3.02, SD=2.34), 후 4주 평균 시청률(M=2.91, SD=1.79), 그리고 동시간대 후

1, 2, 3, 4주간의 평균 시청률(M=3.08, SD=1.68)간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후1주=2.83, p후1주<.05, t후2주=5.63, p후2주<.001, t후3주=3.99,

p후3주<.05, t후4주=4.72, p후4주<.001, t후4주평균=4.45, p후4주평균<.001 df=22).

다음으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종료 31～45분후 동안의 평균 시

청률, 동시간대 SBS의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후 4주간 평균 시청률을



120

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5.31 1.87 0.70 3.61 1.15 1.83 

2 4 5.78 2.42 3.36 2.59 2.58 2.74 

3 7 2.51 2.76 2.19 1.86 4.21 2.75 

4 22 2.81 1.87 0.70 3.61 1.15 1.83 

5 25 4.26 2.55 3.29 2.65 2.46 2.74 

6 28 1.57 2.60 2.22 1.79 4.22 2.71 

7 36 6.02 2.62 3.11 2.22 2.61 2.64 

8 40 10.31 9.27 8.31 9.50 10.94 9.50 

9 41 3.55 3.25 0.10 0.21 0.23 0.94 

10 44 11.38 9.36 7.25 9.86 8.14 8.65 

11 46 6.23 1.86 0.71 3.61 1.11 1.82 

12 48 5.92 8.94 7.38 10.17 8.78 8.82 

13 49 8.09 2.52 3.33 2.59 2.49 2.73 

14 51 4.60 2.60 2.22 1.79 4.22 2.71 

15 57 3.88 1.86 0.70 3.60 1.13 1.82 

16 59 5.61 2.52 3.33 2.59 2.49 2.73 

　평균(표준편차) 5.49 
(2.66)

3.68 
(2.76)

3.06 
(2.55)

3.89 
(3.08)

3.62 
(3.10)

3.56
(2.75)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외됨.

표 88. H6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종료 31~45분 후)

<표 88>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89>에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

45분대의 당일과 후주간의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분석 대상으

로 선정된 경기는 16경기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종료 31～45분후 시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SBS 시청률의 평균(M=5.49,

SD=2.66)과 동시간대 후 1주의 평균 시청률(M=3.68, SD=2.76), 후 2주의 평균

시청률(M=3.06, SD=2.55), 동시간대 후 3주 평균 시청률(M=3.89, SD=3.08), 동시

간대 후 4주의 평균 시청률(M=3.62, SD=3.10), 그리고 후 1, 2, 3, 4주간의 동시

간대 평균 시청률(M=3.56, SD=2.75)간 검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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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16 5.49 2.66
15 3.37 .002

후1주 16 3.68 2.76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3.07 .004

후1주 15 3.76 2.84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16 5.49 2.66
15 5.04 p<.001

후2주 16 3.06 2.55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4.66 p<.001

후2주 15 3.04 2.63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16 5.49 2.66
15 2.83 .007

후3주 16 3.89 3.08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2.50 .013

후3주 15 3.98 3.17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16 5.49 2.66
15 2.83 .006

후4주 16 3.62 3.10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2.48 .013

후4주 15 3.69 3.19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당일 16 5.49 2.66
15 3.69 .001

후주평균 16 3.56 2.75

SBS 당일-
SBS 후4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5 5.32 2.66
14 3.39 .002

후주평균 15 3.61 2.84

표 89. 채널내 차이 검증 결과 (당일-후주 경기 종료 31~45분 후): H6b

가 나타났다(t후1주=3.37, p후1주<.05, t후2주=5.04, p후2주<.001, t후3주=2.83, p후3주<.05, t후4주

=2.83, p후4주<.05, t후4주평균=3.69, p후4주평균<.05, df=15).

또한 한국이 치른 경기를 통제하여 1경기를 제외한 후에도 SBS 채널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월드컵 중계방

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대의 SBS 평균 시청률(M=5.32, SD=2.66)과 동시간

대 후 1주의 평균 시청률(M=3.76, SD=2.84), 동시간대 후 2주의 평균 시청률

(M=3.04, SD=2.63), 동시간대 후 3주 평균 시청률(M=3.98, SD=3.17), 동시간대

후 4주의 평균 시청률(M=3.69, SD=3.19), 후 1, 2, 3, 4주간의 동시간대 평균 시

청률(M=3.61, SD=2.84)간 검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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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번호 SBS 당일 SBS 후1주 SBS 후2주 SBS 후3주 SBS 후4주 후4주 평균

1 1 3.90 1.90 0.68 2.81 1.00 1.60 

2 4 4.98 2.70 3.15 2.24 2.94 2.76 

3 7 2.21 1.55 2.92 1.08 3.75 2.33 

4 22 2.17 1.90 0.68 2.81 1.00 1.60 

5 25 4.21 2.51 3.31 2.27 2.85 2.74 

6 28 1.56 1.48 2.94 1.06 3.69 2.29 

7 36 6.11 3.52 2.69 3.30 2.56 3.02 

8 40 21.78 20.85 20.41 20.36 18.25 19.97 

9 44 21.87 19.78 17.62 19.50 14.62 17.88 

10 46 5.40 1.99 0.69 3.05 1.02 1.69 

11 48 7.48 7.73 6.22 5.02 4.92 5.98 

12 49 3.28 2.11 2.83 1.96 2.89 2.45 

13 51 4.32 1.54 2.95 1.08 3.73 2.33 

14 57 4.32 1.96 0.68 2.93 1.02 1.65 

15 59 5.22 2.38 3.23 2.27 2.87 2.69 

평균(표준편차)　 6.59 
(6.38)

4.93 
(6.43)

4.73 
(6.00)

4.78 
(6.23)

4.47 
(5.05)

4.73
(5.8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함.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후주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표 90. H6b 기술통계 결과 (후주 경기 종료 46~60분 후)

있었다(t후1주=3.07, p후1주<.05, t후2주=4.66, p후2주<.001, t후3주=2.50, p후3주<.05, t후4주=2.48, p후4

주<.05, t후4주평균=3.39, p후4주평균<.05, df=14).

마지막으로, SBS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간 평균 시청률,

동시간대 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후 4주간 평균 시청률을 <표 90>에

나타냈다. 그리고 <표 91>은 이를 바탕으로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

대의 당일과 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료후 46～60분대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15경기이다. <표 9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그

램 종료후 46～60분대 SBS의 평균 시청률(M=6.59, SD=6.38)과 동시간대 후 1주

의 평균 시청률(M=4.93, SD=6.43), 후 2주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4.73,

SD=6.00), 동시간대 후 3주 시청률 평균(M=4.78, SD=6.23), 동시간대 후 4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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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당일-
SBS 후1주

당일 15 6.59 6.38
14 5.74 p<.001

후1주 15 4.93 6.43

SBS 당일-
SBS 후1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5.49 p<.001

후1주 14 5.13 6.63

SBS 당일-
SBS 후2주

당일 15 6.59 6.38
14 4.13 p<.001

후2주 15 4.73 6.00

SBS 당일-
SBS 후2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4.16 p<.001

후2주 14 4.87 6.20

SBS 당일-
SBS 후3주

당일 15 6.59 6.38
14 6.64 p<.001

후3주 15 4.78 6.23

SBS 당일-
SBS 후3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6.35 p<.001

후3주 14 4.98 6.42

SBS 당일-
SBS 후4주

당일 15 6.59 6.38
14 3.51 .002

후4주 15 4.47 5.05

SBS 당일-
SBS 후4주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3.54 .002

후4주 14 4.59 5.22

SBS 당일-
SBS 후주 평균

당일 15 6.59 6.38
14 5.43 p<.001

후주평균 15 4.73 5.87

SBS 당일-
SBS 후주 평균
(한국경기 제외)

당일 14 6.82 6.55
13 5.38 p<.001

후주평균 14 4.90 6.06

표 91. 채널내 차이 검증 결과 (당일-후주 경기 종료 46~60분 후): H6b

청률 평균(M=4.47, SD=5.05), 마지막으로 동시간대 후 1, 2, 3, 4주간 평균 시청

률(M=4.73, SD=5.87)간 검증에서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t후1주=5.74, p후1주<.001, t후2주=4.13, p후2주<.001, t후3주=6.64, p후3주<.001, t후4주

=3.51, p후4주<.05, t후4주평균=5.43, p후4주평균<.001, df=14).

아울러 한국이 치른 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한 후에도 당일과 후주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 9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

그램 종료후 46～60분간 SBS의 평균 시청률(M=6.82, SD=6.55)과 동시간대 후 1

주의 평균 시청률(M=5.13, SD=6.63), 후 2주의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M=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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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6.20), 동시간대 후 3주 시청률 평균(M=4.98, SD=6.42), 동시간대 후 4주 시

청률 평균(M=4.59, SD=5.22), 그리고 동시간대 후 1, 2, 3, 4주간 평균 시청률

(M=4.90, SD=6.06)간에서 모든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후1주

=5.49, p후1주<.001, t후2주=4.16, p후2주<.05, t후3주=6.35, p후3주<.001, t후4주=3.54, p후4주<.05, t후4

주평균=5.38, p후4주평균<.001, df=13).

연구가설 6b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SBS 당일과 후주간 월드컵 경기 중계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의 시청률에 대한 채널내 검증에서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경기를 제외한 후에도 SBS 채

널내 모든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6b는 지지되었다.

7) 연구가설 7 검증 결과

(1) 연구가설 7a 검증 결과 (유입효과)

<H7a>에서는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가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겼다. 이에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SBS-MBC, KBS1, KBS2간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H7a :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타임대에 중계된 SBS 스포츠이벤트 프로그

램의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가설

3a, 연구가설 5a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 제 50조 3항에 따라 ‘프라임 타임

대’를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비프라임 타임대’는 프라임 타임대외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을 1～15분, 16～30분, 31～45분, 46～60분과 같이 15분 단위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7a의 검증을 위하여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종료후 1시간 동안 시청률을 시간대별로 분류한 결과를 <표 92>, <표 94>, <표

96>, <표 98>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표 93>, <표 95>, <표 97>, <표 9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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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3 8.80 3.48 0.84 1.86 2.06 6.74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더불어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23경기를 제외함.

표 92. H7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1~15분 후)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18.53 2.21 3.12 3.08 2.80 15.73 

2 비프라임 4 14.84 4.74 1.72 1.41 2.62 12.21 

3 비프라임 7 7.09 3.63 3.46 1.68 2.92 4.17 

4 비프라임 10 12.67 3.00 1.34 1.61 1.98 10.69 

5 비프라임 13 12.11 1.88 0.67 0.99 1.18 10.94 

6 비프라임 16 10.89 2.51 1.88 2.66 2.35 8.54 

7 비프라임 19 18.00 2.30 3.28 7.29 4.29 13.71 

8 비프라임 22 8.02 3.51 1.77 4.60 3.30 4.72 

9 비프라임 25 10.95 3.64 1.09 4.21 2.98 7.97 

10 비프라임 28 6.56 3.99 3.13 2.22 3.11 3.45 

11 비프라임 31 7.60 2.28 1.44 1.25 1.66 5.95 

12 비프라임 36 5.80 5.11 3.36 2.75 3.74 2.06 

13 비프라임 37 12.46 3.51 3.02 2.06 2.86 9.60 

14 비프라임 40 3.75 19.95 10.47 2.73 11.05 -7.30 

15 비프라임 41 14.97 2.53 1.67 3.09 2.43 12.55 

16 비프라임 44 3.97 18.49 10.66 4.12 11.09 -7.12 

17 비프라임 46 12.19 2.24 2.42 3.49 2.72 9.47 

18 비프라임 48 3.79 5.34 10.01 7.55 7.63 -3.84 

19 비프라임 49 44.40 1.06 7.44 5.03 4.51 39.89 

20 비프라임 51 8.14 4.88 3.24 2.44 3.52 4.62 

21 비프라임 53 7.62 2.54 3.26 1.71 2.50 5.12 

22 비프라임 57 20.42 3.31 1.41 4.13 2.95 17.47 

23 비프라임 59 23.42 2.91 1.29 7.53 3.91 19.51 

평균(표준편차) 12.53
(8.80) 

4.59 
(4.75)

3.53 
(3.04)

3.38 
(1.96)

3.83 
(2.60) 8.7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더불어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경기를 제외함.

표 93. H7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1~1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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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8.30 1.70 2.65 3.14 2.50 5.80 

2 비프라임 4 8.10 6.03 1.35 1.08 2.82 5.29 

3 비프라임 7 3.44 3.70 2.45 2.54 2.89 0.55 

4 비프라임 10 6.75 2.50 2.20 1.00 1.90 4.85 

5 비프라임 13 6.30 1.87 0.56 0.74 1.06 5.24 

6 비프라임 16 5.52 1.84 0.77 1.37 1.33 4.20 

7 비프라임 19 7.47 2.58 1.81 2.94 2.44 5.02 

8 비프라임 22 3.12 2.33 2.46 3.91 2.90 0.22 

9 비프라임 25 6.07 2.31 1.40 5.65 3.12 2.95 

10 비프라임 28 2.56 4.35 1.84 1.52 2.57 -0.01 

11 비프라임 31 4.12 1.71 0.88 0.55 1.05 3.07 

12 비프라임 36 6.50 5.57 2.71 2.24 3.51 2.99 

13 비프라임 37 5.82 3.35 3.67 1.61 2.88 2.94 

14 비프라임 40 4.67 19.06 10.49 3.91 11.15 -6.48 

15 비프라임 41 5.08 2.72 0.75 4.46 2.64 2.43 

16 비프라임 44 4.66 20.03 11.13 4.17 11.78 -7.12 

17 비프라임 46 6.79 1.76 2.37 3.39 2.50 4.29 

18 비프라임 48 4.36 7.21 9.11 6.74 7.69 -3.33 

19 비프라임 49 19.11 4.22 5.85 3.71 4.59 14.52 

20 비프라임 51 3.64 5.03 1.49 2.12 2.88 0.77 

21 비프라임 53 3.91 1.97 3.08 1.46 2.17 1.74 

22 비프라임 57 6.10 2.35 1.97 4.60 2.97 3.13 

23 비프라임 59 8.22 3.88 2.68 6.21 4.26 3.97 

평균(표준편차) 6.11 
(3.29)

4.70 
(4.93)

3.20 
(1.77)

3.00 
(2.81)

3.63 
(2.75) 2.4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경기를 제외함.

표 95. H7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16~30분 후)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3 4.46 4.10 0.81 1.38 2.10 2.36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23경기를 제외함.

표 94. H7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16~30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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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3 4.64 3.49 0.94 1.31 1.91 2.73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20경기를 제외함.

표 96. H7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31~45분 후)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5.31 1.42 2.30 2.84 2.19 3.13 

2 비프라임 4 5.78 5.40 1.10 1.44 2.65 3.14 

3 비프라임 7 2.51 2.06 0.82 3.35 2.08 0.43 

4 비프라임 13 5.24 0.47 0.27 0.20 0.31 4.93 

5 비프라임 19 5.22 1.01 1.72 0.62 1.12 4.10 

6 비프라임 22 2.81 1.84 1.79 4.22 2.62 0.19 

7 비프라임 25 4.26 2.51 0.85 3.99 2.45 1.81 

8 비프라임 28 1.57 2.50 0.81 2.12 1.81 -0.23 

9 비프라임 36 6.02 5.68 2.65 2.13 3.49 2.53 

10 비프라임 37 4.79 2.75 2.08 0.32 1.72 3.07 

11 비프라임 40 10.31 7.34 10.36 7.83 8.51 1.80 

12 비프라임 41 3.55 2.62 1.07 2.38 2.03 1.52 

13 비프라임 44 11.38 8.11 9.89 8.32 8.77 2.60 

14 비프라임 46 6.23 1.49 1.50 2.79 1.93 4.30 

15 비프라임 48 5.92 7.93 8.12 6.73 7.59 -1.67 

16 비프라임 49 8.09 4.80 3.48 6.69 4.99 3.10 

17 비프라임 51 4.60 2.16 1.13 0.80 1.36 3.24 

18 비프라임 53 4.79 1.80 0.23 0.95 0.99 3.80 

19 비프라임 57 3.88 3.25 1.03 3.72 2.67 1.21 

20 비프라임 59 5.61 4.48 2.80 2.42 3.23 2.38 

평균(표준편차) 5.39 
(2.37)

3.50 
(2.31)

2.71 
(3.05)

3.20 
(2.46)

3.14 
(2.43) 2.26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경기를 제외함.

표 97. H7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31~4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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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프라임 33 5.74 2.29 1.72 0.07 1.36 4.38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가 아닌 15경기를 제외함.

표 98. H7a 기술통계 결과 (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46~60분 후)

구분
프라임/
비프라임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비프라임 1 3.90 1.35 2.23 2.51 2.03 1.87 

2 비프라임 4 4.98 2.54 1.16 1.81 1.84 3.14 

3 비프라임 7 2.21 1.70 0.48 3.23 1.81 0.40 

4 비프라임 22 2.17 1.70 1.30 3.32 2.11 0.06 

5 비프라임 25 4.21 2.62 0.38 2.22 1.74 2.47 

6 비프라임 28 1.56 2.58 0.56 1.58 1.57 -0.02 

7 비프라임 36 6.11 5.48 3.53 1.83 3.61 2.50 

8 비프라임 40 21.78 7.23 7.58 3.80 6.20 15.57 

9 비프라임 44 21.87 7.14 7.67 3.91 6.24 15.63 

10 비프라임 46 5.40 1.75 1.10 2.54 1.80 3.61 

11 비프라임 48 7.48 5.92 8.86 6.86 7.21 0.26 

12 비프라임 49 3.28 4.61 2.87 6.00 4.49 -1.21 

13 비프라임 51 4.32 2.50 1.04 0.86 1.47 2.85 

14 비프라임 57 4.32 2.31 0.22 3.22 1.92 2.40 

15 비프라임 59 5.22 1.75 2.46 2.65 2.29 2.93 

평균(표준편차) 6.59 
(6.38)

3.41 
(2.07)

2.76 
(2.90)

3.09 
(1.60)

3.09 
(1.97) 3.5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 19:00~2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8:00~23:00대 1경기를 제외함.

표 99. H7a 기술통계 결과 (비프라임 타임 경기 종료 46~60분 후)

비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경기의 종료후 1시간대 시청률을 시간대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하지만, <표 92>, <표 94>, <표 96>, <표 98>에 나타났듯이 프라임

타임대에 진행된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종료후 1시간에 해당하는 경기가 1경기

밖에 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7a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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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7b 검증 결과 (유입효과)

연구가설 7b에서는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이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면서 주말의 SBS-MBC, KBS1, KBS2간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H7b :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에 중계된 SBS 스포츠이

벤트 프로그램의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H7b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을 15분

단위로 1～15분, 16～30분, 31～45분, 46～60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00>에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 주말에 진행된 경기에 따른

SBS의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 MBC, KBS1, KBS 3

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입효과 차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101>에 평일에 진행된 경기

종료후 1～15분대의 방송사별 시청률을 제시하였다.

SBS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대 주말과 평일간 각 채널

유입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경기는 주말 8경기, 평일 16경기이다.

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이를 바탕으로 <표 102>와 같다. <표 102>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말 경기의 종료후 1～15분대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

(M=11.00, SD=13.53)와 평일 경기의 종료후 1～15분 동안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

이(M=7.43, SD=7.03)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86,

df=22, p>.05).

더불어 주말의 한국경기 1경기를 통제하고 채널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이는 <표 102>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

찬가지로 주말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M=6.87, SD=7.40)와 평일의 시청률 유입

효과 차이(M=7.43, SD=7.0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17, df=2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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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4 14.84 4.74 1.72 1.41 2.62 12.21 

2 주말 7 7.09 3.63 3.46 1.68 2.92 4.17 

3 주말 25 10.95 3.64 1.09 4.21 2.98 7.97 

4 주말 28 6.56 3.99 3.13 2.22 3.11 3.45 

5 주말 48 3.79 5.34 10.01 7.55 7.63 -3.84 

6 주말 49 44.40 1.06 7.44 5.03 4.51 39.89 

7 주말 51 8.14 4.88 3.24 2.44 3.52 4.62 

8 주말 59 23.42 2.91 1.29 7.53 3.91 19.51 

평균(표준편차) 14.90 
(13.41)

3.77 
(1.35)

3.92 
(3.17)

4.01 
(2.50)

3.90 
(1.63) 11.00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더불어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6경기를 제외함.

표 100. H7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종료 1~15분 후)

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18.53 2.21 3.12 3.08 2.80 15.73 

2 평일 10 12.67 3.00 1.34 1.61 1.98 10.69 

3 평일 13 12.11 1.88 0.67 0.99 1.18 10.94 

4 평일 16 10.89 2.51 1.88 2.66 2.35 8.54 

5 평일 19 18.00 2.30 3.28 7.29 4.29 13.71 

6 평일 22 8.02 3.51 1.77 4.60 3.30 4.72 

7 평일 31 7.60 2.28 1.44 1.25 1.66 5.95 

8 평일 33 8.80 3.48 0.84 1.86 2.06 6.74 

9 평일 36 5.80 5.11 3.36 2.75 3.74 2.06 

10 평일 37 12.46 3.51 3.02 2.06 2.86 9.60 

11 평일 40 3.75 19.95 10.47 2.73 11.05 -7.30 

12 평일 41 14.97 2.53 1.67 3.09 2.43 12.55 

13 평일 44 3.97 18.49 10.66 4.12 11.09 -7.12 

14 평일 46 12.19 2.24 2.42 3.49 2.72 9.47 

15 평일 53 7.62 2.54 3.26 1.71 2.50 5.12 

16 평일 57 20.42 3.31 1.41 4.13 2.95 17.47 

평균(표준편차) 11.11 
(5.06)

4.93 
(5.64)

3.16 
(3.02)

2.96 
(1.57)

3.69 
(2.98) 7.43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더불어 경기 종료후 1~1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주말에 진행한 8경기를 제외함.

표 101. H7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종료 1~1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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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4 8.10 6.03 1.35 1.08 2.82 5.29 

2 주말 7 3.44 3.70 2.45 2.54 2.89 0.55 

3 주말 25 6.07 2.31 1.40 5.65 3.12 2.95 

4 주말 28 2.56 4.35 1.84 1.52 2.57 -0.01 

5 주말 48 4.36 7.21 9.11 6.74 7.69 -3.33 

6 주말 49 19.11 4.22 5.85 3.71 4.59 14.52 

7 주말 51 3.64 5.03 1.49 2.12 2.88 0.77 

8 주말 59 8.22 3.88 2.68 6.21 4.26 3.97 

평균(표준편차) 6.94 
(5.36)

4.59 
(1.50)

3.27 
(2.78)

3.70 
(2.23)

3.85 
(1.71) 3.09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6경기를 제외함.

표 103. H7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종료 16~30분 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8 11.00 13.53
22 .86 .200

평일 16 7.43 7.03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7 6.87 7.40
21 -.17 .568

평일 16 7.43 7.03

표 102.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1~15분 후): H7b

이어서 <표 103>에 주말에 진행된 각각의 경기에 따른 월드컵 중계방송 프

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의 SBS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

의 평균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

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눈 평균 시청률의 유입효과 차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평일에 치러진 경기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의 SBS 시청률과 동시간

대 타채널의 시청률은 <표 104>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6～30분대의 주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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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8.30 1.70 2.65 3.14 2.50 5.80 

2 평일 10 6.75 2.50 2.20 1.00 1.90 4.85 

3 평일 13 6.30 1.87 0.56 0.74 1.06 5.24 

4 평일 16 5.52 1.84 0.77 1.37 1.33 4.20 

5 평일 19 7.47 2.58 1.81 2.94 2.44 5.02 

6 평일 22 3.12 2.33 2.46 3.91 2.90 0.22 

7 평일 31 4.12 1.71 0.88 0.55 1.05 3.07 

8 평일 33 4.46 4.10 0.81 1.38 2.10 2.36 

9 평일 36 6.50 5.57 2.71 2.24 3.51 2.99 

10 평일 37 5.82 3.35 3.67 1.61 2.88 2.94 

11 평일 40 4.67 19.06 10.49 3.91 11.15 -6.48 

12 평일 41 5.08 2.72 0.75 4.46 2.64 2.43 

13 평일 44 4.66 20.03 11.13 4.17 11.78 -7.12 

14 평일 46 6.79 1.76 2.37 3.39 2.50 4.29 

15 평일 53 3.91 1.97 3.08 1.46 2.17 1.74 

16 평일 57 6.10 2.35 1.97 4.60 2.97 3.13 

평균(표준편차) 5.60 
(1.41)

4.72 
(5.88)

3.02 
(3.18)

2.55 
(1.41)

3.43 
(3.21) 2.17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16~3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주말에 진행한 8경기를 제외함.

표 104. H7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종료 16~30분 후)

평일간 SBS와 나머지 3개 채널에서 나타난 유입효과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5>와 같다. 프로그램 종료후 1

6～30분대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는 주말 8경기, 평일 16경기이다. <표

105>에 나타났듯이 주말 경기 종료후 16～30분간 시청률의 유입효과 차이

(M=3.09, SD=5.33)와 평일의 경기 종료후 16～30분대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

(M=2.17, SD=3.78)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42,

df=22, p>.05).

또한 주말의 한국경기 1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한 후 SBS와 MBC, 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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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8 3.09 5.33
22 .42 .315

평일 16 2.17 3.78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7 1.46 2.88
21 -.44 .669

평일 16 2.17 3.78

표 105.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16~30분 후): H7b

KBS2간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105>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말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M=1.46, SD=2.88)와 평일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M=2.17, SD=3.7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44, df=21, p>.05).

이어서 주말 경기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31～45분 동안의 SBS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

눈 평균 시청률의 유입효과 차이를 <표 106>에 나타냈다. 그리고 <표 107>에는

평일에 진행된 경기의 종료후 31～45분대 SBS 시청률과 동시간대 각 채널별 시

청률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중계방송 종료후 31～45분대 각 채널에 따른 주말과 평

일간의 유입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08>과 같으며, 주말 8경기, 평일 13경기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프로

그램 종료후 31～45분 동안의 각 채널에 따른 주말과 평일간 유입효과의 차이는

<표 10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말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M=1.53,

SD=1.83)와 평일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M=2.74, SD=1.32)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1.78, df=19, p>.05).

또한 주말에 진행된 한국경기 1경기를 제외하고 주말과 평일간의 유입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표 108>을 참조하

면 알 수 있듯이 주말 경기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M=1.30, SD=1.85)와 평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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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5.31 1.42 2.30 2.84 2.19 3.13 

2 평일 13 5.24 0.88 0.43 0.30 0.54 4.70 

3 평일 19 5.22 1.01 1.72 0.62 1.12 4.10 

4 평일 22 2.81 1.84 1.79 4.22 2.62 0.19 

5 평일 33 4.64 3.49 0.94 1.31 1.91 2.73 

6 평일 36 6.02 5.68 2.65 2.13 3.49 2.53 

7 평일 37 4.79 2.75 2.08 0.32 1.72 3.07 

8 평일 40 10.31 7.34 10.36 7.83 8.51 1.80 

9 평일 41 3.55 2.62 1.07 2.38 2.03 1.52 

10 평일 44 11.38 8.11 9.89 8.32 8.77 2.60 

11 평일 46 6.23 1.49 1.50 2.79 1.93 4.30 

12 평일 53 4.79 1.80 0.23 0.95 0.99 3.80 

13 평일 57 3.88 3.25 1.03 3.72 2.67 1.21 

평균(표준편차) 5.71 
(2.48)

3.21 
(2.38)

2.77 
(3.34)

2.90 
(2.61)

2.96 
(2.64) 2.75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주말에 진행한 8경기를 제외함.

표 107. H7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종료 31~45분 후)

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4 5.78 5.40 1.10 1.44 2.65 3.14 

2 주말 7 2.51 2.06 0.82 3.35 2.08 0.43 

3 주말 25 4.26 2.51 0.85 3.99 2.45 1.81 

4 주말 28 1.57 2.50 0.81 2.12 1.81 -0.23 

5 주말 48 5.92 7.93 8.12 6.73 7.59 -1.67 

6 주말 49 8.09 4.80 3.48 6.69 4.99 3.10 

7 주말 51 4.60 2.16 1.13 0.80 1.36 3.24 

8 주말 59 5.61 4.48 2.80 2.42 3.23 2.38 

평균(표준편차) 4.79 
(2.06)

3.98 
(2.07)

2.39 
(2.53)

3.44 
(2.25)

3.27 
(2.07) 1.52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31~45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4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6경기를 제외함.

표 106. H7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종료 31~4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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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8 1.53 1.83
19 -1.78 .954

평일 13 2.74 1.32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7 1.30 1.85
18 -2.03 .972

평일 13 2.74 1.32

표 108.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31~45분 후): H7b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M=2.74, SD=1.32)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t=-2.03, df=18, p>.05).

마지막으로, <표 109>는 주말 경기 프로그램 종료후의 46～60분대의 SBS

평균 시청률과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평균 시청률과 MBC, KBS1,

KBS 3개 채널의 시청률 평균, 그리고 SBS와 3개 채널의 시청률을 종합하여 나

눈 평균 시청률의 유입효과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 110>에는 평일에

진행된 경기의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46～60분간 SBS 시청률과 동시간대

타채널의 시청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월드컵 경기 방송 프로그램의 종료

후 46～60분대 각 채널에 따른 주말과 평일간 유입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11>과 같으며 주말은 8경기, 평일은

7경기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1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 종료후

46～60분대 주말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M=1.35, SD=1.68)와 평일의 시청률 유

입효과 차이(M=5.95, SD=6.68)간에는 31～45분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89, df=13, p>.05).

그리고 한국이 치른 주말의 1경기를 통제하고, 주말과 평일간 유입효과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11>에서처럼

종료후 46～60분대 주말 시청률 유입효과의 차이(M=1.72, SD=1.43)와 평일의 시

청률 유입효과 차이(M=5.95, SD=6.68)간에도 한국경기가 포함되었을 때와 마찬

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1.64, df=1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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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평일 1 3.90 1.35 2.23 2.51 2.03 1.87 

2 평일 22 2.17 1.70 1.30 3.32 2.11 0.06 

3 평일 36 6.11 5.48 3.53 1.83 3.61 2.50 

4 평일 40 21.78 7.23 7.58 3.80 6.20 15.57 

5 평일 44 21.87 7.14 7.67 3.91 6.24 15.63 

6 평일 46 5.40 1.75 1.10 2.54 1.80 3.61 

7 평일 57 4.32 2.31 0.22 3.22 1.92 2.40 

평균(표준편차) 9.36 
(8.60)

3.85 
(2.66)

3.37 
(3.08)

3.02 
(0.76)

3.42 
(2.01) 5.95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주말에 진행한 16경기를 제외함.

표 110. H7b 기술통계 결과 (평일 경기 종료 46~60분 후)

구분 주말/
평일 경기번호 SBS MBC KBS1 KBS2 3채널 

평균
SBS-
3사 차

1 주말 4 4.98 2.54 1.16 1.81 1.84 3.14 

2 주말 7 2.21 1.70 0.48 3.23 1.81 0.40 

3 주말 25 4.21 2.62 0.38 2.22 1.74 2.47 

4 주말 28 1.56 2.58 0.56 1.58 1.57 -0.02 

5 주말 48 7.48 5.92 8.86 6.86 7.21 0.26 

6 주말 49 3.28 4.61 2.87 6.00 4.49 -1.21 

7 주말 51 4.32 2.50 1.04 0.86 1.47 2.85 

8 주말 59 5.22 1.75 2.46 2.65 2.29 2.93 

평균(표준편차) 4.16 
(1.86)

3.03 
(1.47)

2.23 
(2.83)

3.15 
(2.16)

2.80 
(2.03) 1.36 

* 총 64개의 월드컵 경기 중, 03:30에 시작된 25경기는 동시간대 경쟁채널 방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3:00에 동시 진행된 각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 4경기는 01:00에 딜레이 중계

되어 경기 종료후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일부 20:30에 

시작한 10경기의 유입효과 시간대가 23:00에 시작한 경기의 유출효과 시간대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어 경기 종료후 46~60분대에 경쟁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던 10경기가 제외됨. 

마지막으로 이 중, 평일에 진행한 16경기를 제외함.

표 109. H7b 기술통계 결과 (주말 경기 종료 46~60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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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연구가설 결과

H1a
SBS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지지

H1b
SBS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와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지지

H2a
스포츠이벤트 기간 동안 SBS의 평균 시청률은

비기간의 평균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지지

H2b
스포츠이벤트 기간 동안 KBS1, KBS2, MBC의 평균 시청률은

비기간의 평균시청률보다 낮을 것이다.
지지

표 112.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SBS-
3채널 차

주말 8 1.35 1.68
13 -1.89 .959

평일 7 5.95 6.68

SBS-
3채널 차

(한국경기 제외)

주말 7 1.72 1.43
12 -1.64 .937

평일 7 5.95 6.68

표 111. 주말-평일 집단 간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 검증 결과 (경기 종료 46~60분 후): H7b

연구가설 7b 검증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15분, 16～30분, 31～45분, 46～60분 동안 주말과 평일간 시청률 유입

효과의 차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

기를 통제한 후에도 모든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주말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구가설 7b는 기각되었다.

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 11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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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a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기각

H3b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직접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기각

H4a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 지지: (1~15분전)SBS-KBS1

(16~30분전)SBS-KBS1

(31~45분전)SBS-KBS1, SBS-3채널 평균

(46~60분전)SBS-KBS1, SBS-KBS2

부분 지지

H4b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 지지: (31~45분전)SBS당일-전1주, SBS당일-전2주

SBS당일-전3주, SBS당일-전4주

SBS당일-전4주평균, SBS당일-후1주

SBS당일-후2주, SBS당일-후4주평균,

(46~60분전)SBS당일-전1주, SBS당일-전2주

SBS당일-전3주, SBS당일-전4주

SBS당일-전4주평균, SBS당일-후1주

SBS당일-후2주, SBS당일-후4주평균,

부분 지지

H5a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기각

H5b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유출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 지지: 31~45분전
부분 지지

H6a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KBS1, KBS2, MBC의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 지지: (1~15분후)SBS-MBC, SBS-KBS1, SBS-KBS2, SBS-3채널평

균

(16~30분후)SBS-KBS1, SBS-KBS2, SBS-3채널평균

(31~45분후)SBS-MBC, SBS-KBS1, SBS-KBS2, SBS-3채널평균

(46~60분후)SBS-MBC, SBS-KBS1, SBS-KBS2, SBS-3채널평균

부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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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b
SBS의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SBS의 전 4주, 후 4주 평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지지

H7a
비프라임 타임대보다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기각

H7b
평일보다 주말(토, 일요일)의 시청률 유입효과 차이가 더 클 것이다.

* 지지: 31~45분후, 46~60분후
부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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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TV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

청률과 앞과 뒤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이다. 스포츠 콘텐츠는 시청자에게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주고, 방송사에게는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킬러 콘텐츠이다(김정현, 김대근, 2010). 이러한 측면

에서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스포츠 콘텐츠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조정식, 박영옥, 2010; 최영환, 2010). 더욱이 시청자

들이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다고 인식하면서(채국병, 2008),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진행될 때

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곤 한다(임기태, 2009).

이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은 시청률 측면에서 더욱 돋보이는 성과를 이

루어 낼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로 부상하였다(조정식, 박영옥, 2010).

대중들이 스포츠이벤트를 접하는 데 있어서 직접 관람을 제외하면 스포츠이

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미디어이고, 이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경기

화면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가 TV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림픽과 FIFA

월드컵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스포츠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TV 시청이 증

가하면서 TV 시청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는 더욱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시

청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박현수, 이서용,

2010). Fort(2006)는 방송사가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스포츠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앞 혹은 뒤로 인접한 선행 프로그램

과 후속 프로그램, 나아가 이벤트 기간 중 주관 방송채널의 전반적인 시청률에

관한 종합적인 상승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기한, 정지규, 2011의

재인용).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지표를 통해서 방송사들은 이윤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은미, 2005), 이는 결국 올림픽과 FIFA 월드컵과

같은 규모가 큰 스포츠이벤트의 가치를 입증 해준다(황정호, 이서용,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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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인접효과의 영향력을 규명한 선행연구(Cooper,

1993; Davis & Walker, 1990; Tiedge & Ksobiech, 1988; Walker, 1988; Webster,

1985; Wester & Wakshlag, 1983; Webster & Wang, 1992; 김성희, 2001; 류영

미, 1998; 류흥렬, 2010; 박달화, 2001; 이종성, 박노성, 오세성, 2005; 이혜갑, 김성

희, 2001; 정성욱, 2010; 최양수, 1992; 한은영, 1992)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대

부분 인접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프로그램의 인접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스포츠 콘텐츠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이벤트 프로그

램의 앞과 뒤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 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이벤트 TV 중계

방송이 주관 방송사의 부분적, 그리고 전체적인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여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직접효과, 유출효과, 유입효과에 관한 주요 사항

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의 직접효과

먼저,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중계를

주관하여 방송하는 채널로 시청층이 유입되면서 해당 채널의 시청률이 상승할

것이라 여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이 방송사 시청률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스

포츠 경기 방송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밝혀지는 시청률의 변화를 김기한과 정

지규(2011)의 연구를 토대로 스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시청률 ‘직접효과’라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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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적 개념화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직접효과 분석에서는 주관 방송사의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청률과 경

쟁 채널의 동시간대 시청률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

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MBC, KBS1, KBS2 각 채널의 동시간대 시청률 대비

12.8%, 14.42%, 12.16% 등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채널간 차이를 나타냈다. 이

는 스포츠이벤트 방송이 시청층을 주관 방송사로 이동하게 하여 주관 방송사의

시청률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김기한과 정지규(2011)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SBS의 전·후 4주간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과 비교함으로써 주관 방송

채널내 시청률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이벤트 방송이 단순히 경쟁

채널의 시청층을 주관 채널로 유입시킨 것뿐만 아니라 해당 채널내 시청층 또한

증가시켰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즉, 월드컵과 같은 대중의 관심이 많은 메가 스

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은 평소에 TV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까지 끌어 오는 긍

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이 쏠리며 타 경기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시청률을

기록한 한국경기를 통제한 후에도 SBS와 경쟁채널의 시청률은 크게 차이가 났

고, 동시간대 전·후 4주와의 비교에서도 시청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

기를 제외하고 나서도 채널간에 시청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들은 이미 월드컵이라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음을 의미한다.

2.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의 유출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이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시작 전부터 미리 주관 방송 채널에 고정시켜놓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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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청자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시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같은 채널의 선

행 프로그램부터 시청하며 후속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데에서 기인한다(Webster,

198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앞에 인접한

1시간 동안의 시청률이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유

출효과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관 방송사 SBS의 월

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 시청률을 15분 단위로 4번 나누어 경쟁

채널의 동시간대 시청률과 비교함으로써 유출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주관 방송사인 SBS와 KBS1

채널 간 비교에서 시작전 1시간대 전반의 SBS 시청률이 높게 나오면서 유출효

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청률이 좋은 후속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출효과를 설명한

Webster(1985;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그 외에는 SBS와 KBS2간 46～60

분전에서 유출효과가 나타났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채널간 유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경기를 통제하여 제외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간대 전·후 4주의 평균 시청률과 비교함으로써 주관 방송사인 SBS

의 채널내 시청률 차이로 나타나는 유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채널내에서는 31～60

분전에 전·후 4주 전반적으로 모두 유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월드

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에 가장 인접한 1～15분대에서 시청률 유출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청자들이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한참 전에 채널을 이동하여 확인한 후, 다시 다른 채널로

이동하고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주관 방송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

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유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인접효과 중에서 후속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출효과보다는, 선행 프로그램

의 시청률이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효과의 영

향력이 보다 더 크다는 기존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김기한, 정지규, 2011; 류

영미, 1998; 한국방송개발원, 1995)들과 해외의 선행연구(Tiedge & Ksobi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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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8; Webster, 1985; 2006)들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률 유출효과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스포츠이벤트 TV 방송의 유입효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도 계속 같은 채널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이종성 등(2005)이 시

청자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시청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채널에 남아서 후속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현상이라고 유입효과를 설명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뒤에 인접한 1시간 동안의

시청률이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유입효과가 나타

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관 방송사인 SBS의 월드컵 중계방

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간대 시청률과 경쟁 채널의 동시간대 시청률을 비교함으

로써 유입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주관 방송사인 SBS와 MBC

간 종료후 16～30분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시청률 유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종료후 16～30분대 SBS의 평균 시청률은 MBC의 평균 시청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한국경기

를 통제하고 제외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는 해당시간대에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콘텐츠가 MBC에 편성되

어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시청층이 MBC로 유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시간대 전·후 4주의 평균 시청률과 비교함으로써 SBS 채널내 시청률

의 차이로 나타나는 유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간대에서 전·후주

대비 시청률 유입효과가 나타나면서 특정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모으

며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그 영향으로 후속 프로그램에까지 시청자수를 끌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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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청률이 상승하는 유입효과가 나타난다는 최양수(1992)의 주장을 지지해준

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시청률 유입효과가 확인되면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후속 프로그램이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유출효과보다 선행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효과의 영향력이 보다 더 크게 나타난 연구결과

(Tiedge & Ksobiech, 1986; 1988; Webster, 1985; 2006; 김기한, 정지규, 2011; 류

영미, 1998; 한국방송개발원, 1996)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

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고려했던 유입효과를 발생시키는 선행 요

인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4. 실무적 시사점

그간 스포츠이벤트 방송으로 인한 시청률의 상승은 계량화된 지표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는 활

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청률 상승효과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시청률 수치를 제시하면서 스

포츠이벤트 방송을 통한 직접효과, 유출효과, 유입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실

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스포츠이벤트 관련 방송 중계권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부에선 이는 과열된 현상이기 때문에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이 해

당 프로그램의 시청률뿐만 아니라 앞과 뒤에 인접한 시간대의 시청률까지 동반

으로 상승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시

해주어 이를 통해 스포츠 방송 실무자에게 스포츠이벤트 방송 중계권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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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관점을 새롭게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관점에

서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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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방송 시장에서 스포츠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에 스포츠이벤트 관련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전체적인 시청률을 상승시켜주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TV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 그리고 앞·뒤로 인접한 선행 시간대과 후속 시간대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이를 중계 방송하는 주관 방송사의 시청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혀내면서 궁극적으로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동

시간대 SBS의 전 4주와 후 4주의 평균 시청률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포츠이벤트 방송으로 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1시간대

의 시청률은 대체적으로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보다 높게 나타

나지 않으면서 스포츠이벤트 방송으로 인한 유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

어 동시간대 SBS의 전 4주와 후 4주의 시청률에서도 특정 시간대에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부분적으로 유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SBS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 프로그램 종료후 1시

간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MBC, KBS1, KBS2의 시청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이는 동시간대 SBS의 전 4주와 후 4주의 평균 시청률보다도 높게

나타나면서 스포츠이벤트 방송으로 인한 유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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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이 주관 방송사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청률

상승효과를 직접효과, 유출효과, 유입효과로 나누어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영

향으로 본 프로그램과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의 앞에 인접한 시간대, 뒤에 인접

한 시간대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기존 연구방법과는 달리 계

량화 된 시청률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하며 직접효과, 인접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이벤트

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상승효과와 관련해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 나아가 스포츠이벤트 방송의 직접효과, 유출효과, 유입효과 검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스포츠이벤트 방송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가 지니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

니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

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 표본수가 작다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의 총 경기 수는 64경기인데 반해,

일부 경기는 경기가 치러진 시간대와 국내의 주시청시간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동시간대 경쟁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새벽 경기는 비교가 불

가능하여 이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표본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같은 날 치러

진 두 경기의 유입효과 분석 시간대와 유출효과 분석 시간대와 상당 부분 겹치

는 경기들이 존재하여 이 또한 조사대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수가 요구되기에 연

구대상 이벤트를 확대하거나 국내와 비슷한 시간대에서 이루어진 스포츠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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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등과 같은 보완을 후속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시청률이라는 계량화된 척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시청률 조사는 피플미터라는 측정 장치를 가구에 설치해 시청률을 측정한다. 하

지만 이는 전국의 모든 가구가 대상이 아닌, 일부 가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시청률 검증 영역에 대해 시청률을 산출하는 패널 가구가 전체

시청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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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elecasting Mega Sport Events

on Host Broadcaster’s Television Ratings:

The Case of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Noh, Yea Yo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 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 contents are called ‘killer contents’ since they provide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to the viewers and guarantee high ratings for

broadcasting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effect

of telecasting mega sport events on the increase of host broadcaster's ratings.

In detail, the effect on the rise of ratings were divided into the direct effect,

lead-out effect, and lead-in effect in order to positively verify the effect on

the increase in ratings of the corresponding program and those of the time

slots adjacent to, before and after, the sports event program as a result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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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the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for which SBS solely

ran commentary and observed the effect that the World Cup commentary had

on the direct change in ratings and the rise in ratings of adjacent time slots.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of ratings per minute owned by TNmS, an

agency specialized on ratings research, and utilized them as the minimum unit

of analysis. The ratings of a particular event are defined as average ratings -

the sum of the ratings per minute from the starting and ending time of each

event that are sampled, divided by the duration of the event. Four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 KBS1, KBS2, MBC, and SBS - were analyzed, with

the 64 events in the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as samples and

through the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SBS

single-handedly commentated on the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the

average ratings of its World Cup program recorded higher ratings than those

of the competing broadcasters during the same time slot.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ratings were higher than those of SBS during the same time

slot within the 4 weeks before and after the sample period. Finally, the

ratings of SBS as a whole increased than those during the non-World Cup

season. Overall, there existed a direct effect on the rise in ratings due to the

World Cup progra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atings of the time slot of the hour before

the start of SBS's World Cup commentary program rose in part compared to

the ratings of competing broadcasters during the same time slot. Likewise,

the ratings of the time slot before the World Cup program were partly higher

than those of SBS during the same time slot within the 4 weeks before and

after the sample period. Thus, there partly existed a lead-out effect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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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hich the ratings of the time slot before the World cup program increase.

Lastly, the ratings of the time slot after SBS's World Cup program were

higher than those of competing broadcasters during the same slot. Moreover,

the ratings of the time slot after the World Cup program were higher than

those of SBS during the same time slot within the 4 weeks before and after

the sample period. Therefore, a lead-in effect according to which the ratings

after the sport event program rise occurred.

Key Words: Telecasting Mega Sport Events, Direct Effect,

Television Ratings, Lead-in Effect, Lead-out Effect

Student Number: 2011-2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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