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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 플랫폼 상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
인 분석과 함께 스포츠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결정요인의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함에 있었다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는 . 
스트리밍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유튜(Streaming) . 
브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을 융합하여 디지털 환경OTT(Over the top)
에서 미디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은 업 . 
스트림 에서의 생산과 다운 스트림 에서의 유(Up stream) (Down Stream)
통이 통합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누구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 
언제 어디서나 유통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 플랫폼. 
에서의 스포츠 콘텐츠 시장은 그 환경적 특성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 시장
의 특성과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어 전통 스포츠 채널의 세컨 마켓으로 활용에서부터 개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과거 스포츠 . 
미디어는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전통매체를 중심
으로 이뤄져 온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
기 위해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콘텐츠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
고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유. 
튜브 미디어 플랫폼에서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
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신의 스포츠 미디어 연구 및 전통 커뮤니케이션 연구
들을 고찰하여 소비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 시청 모형을 작성하였다 그리. 
고 유튜브 플랫폼 상에 게시된 콘텐츠들을 유형화하고 소비결정요인들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의 스포츠 150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약 만개의 콘텐츠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10 . 
웹상에 게시된 연구대상의 성과지표와 소비 결정요인과 관련된 변수를 수
집하기 위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크롤링 및 마이닝(Crawl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변수의 경(Mining) . 
우 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총 가지의 연구문제를 해결하였다2 .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수익과 같은 , 
경제적 성과지표와 댓글수와 같은 사회적 성과지표에 미치는 소비 결정요
인들의 영향력을 다층모형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성과지. 
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결정요인은 콘텐츠 수준과 채널수준에 함께 존
재하였으며 스포츠에 특화된 종목 미디어 스포츠 성격 스포츠 콘텐츠 , , , 
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영상에서 제공되. 
는 정보의 형태와 양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영상을 대, 
표하는 이미지인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을수록 성과지표가 높아
지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채널 운영자의 운영 형태와 기간. 
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 
작자의 성별과 유형에 따라서도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였지만 전문성과 신
뢰성과 같은 공신력 모형은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소비 영향요인들을 기준변수로 투
입하여 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튜브 상에 게시된 스포츠 콘텐츠들2



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총 개 유형의 군집으로 . 5
유형이 분류되었다 종목과 미디어 스포츠 성격 그리고 콘텐츠 유형이 군. 
집을 구분하는데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변수로 사용 되었으며 이어서 ,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군집을 구분하는 기준변수로 사용되었다 분. 
류된 군집은 각각 자극적인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콘텐츠 필드형 ‘ , ‘
분석 스포츠 콘텐츠 영역형 분석 스포츠 콘텐츠 기록 및 투쟁형 분석 , , ‘
스포츠 콘텐츠 자극적인 단련형 레슨 및 정보형 스포츠 콘텐츠 의 특성, ‘ ’
을 보였다 미디어 스포츠 성격을 기준으로 군집 과 로 양분되었. 1,2,3 4,5
으며 군집 와 는 각각 세부 종목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1,2,3 4,5
졌다 그리고 개의 군집 중 가장 높은 성과지표를 보이는 유형은 첫 번. 5
째 자극적인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콘텐츠 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 ’ , 
성과지표를 보이는 유형은 자극적인 단련형 레슨 및 정보형 스포츠 콘텐‘
츠 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특정 종목의 유형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 . 
한 콘텐츠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스포츠 콘텐츠의 생
산과 소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에게 시장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었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 수집 기법의 도입과 고. 급통계기법의 적
용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소비 환경의 맥락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미가 있다 종합하자면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 
시정하는 동기와 즐거움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동기와 즐거, 
움은 시장의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기에 미디어 환경과 전통 , 
미디어 이론을 고려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도입,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소비 결정 요인 빅데이터 다층모형 단 , , , , , 2

계 군집분석 

학번: 2015-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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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연구의 배경1. 

유튜브 플랫폼의 월 이용자 수는 약 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인들은 매일 19

유튜브에서 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 수요에 10 . 

따라 매 분마다 약 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지고 있으며 개 국1 400 91

가에 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년 분기 까지 국내에서 80 . 2019 4

가장 오래 사용한 앱 은 유튜브였으며 년 월 한 달 (application: APP) , 2019 11

간 약 억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 월 317 (nielsenkorea.co.kr/2020 7

일 검색 이와 같은 정보들은 유튜브가 오늘날 미디어 시장을 높은 비율로 1 ). 

점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튜브 플랫폼에는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있지만 스포츠

콘텐츠는 하나의 독보적인 장르로써 소비되어 특수한 시청 소비 지형을 만

들고 있다 년 월 구독자수를 기준으로 세계 상위 개의 유튜브 채. 2020 5 20

널 중 개의 채널이 스포츠 장르의 채널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설명하는 예3

시이다 구체적으로 프로 레슬링 의 공식채널은 약 만 구독자. ‘ WWE’ 5,970

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채널 중 구독자 수 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스6 . 

포츠를 소제로 한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는 약 만 구독‘Dude perfect’ 5,090

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위를 기록하고 있다 채널은 12 . ‘Dude perfect’
구독자수는 위이지만 평균 영상 조회수를 기준으로는 만 천 백을 12 2,291 8 4

기록하며 전체 채널 중 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조회수를 기준으3 . 

로 보면 개의 유튜브 공식 카테고리 중 스포츠 채널은 음악 엔터테인먼15 , 

트를 이어 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3 .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피지컬 갤러리 채. ‘
널 은 약 만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 슛 포’ 176 , ‘Allblanc TV’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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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만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에 대비하여 국내 스포츠 채널의 구독자’ 119 .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로 보이지만 한국어 언어권의 시청자 수와 영문, 

권 시청자수의 절대적인 수의 차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수치는 ,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기존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은 프로스포츠나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대형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이벤트와 관련된 콘텐츠가 기성 미디어를 

통해 소비되어져 왔다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 들어서도 사용 매체가 바뀌었. 

을 뿐 콘텐츠 자체는 아직 프로스포츠나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

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유튜브 미디어가 시장을 점유한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 콘텐

츠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로 . 

보아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소셜 미디어로 시작한 유튜브는 광고주와. 

의 연계를 통해 채널 운영자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성했고 일종의 서비스 환경을 창출하였다 콘텐츠 OTT(Over the Top) . 

추천기능 소셜 미디어적 요소 다양한 사용자의 콘텐츠 게시 참여 창의적 , , , 

영상 손쉬운 공유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배경으로 유튜브는 폭발적으로 , 

성정하여 세계 미디어 시장 점유율 위를 달성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OTT 1

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 방송사 프로 스포츠 구단과 같은 기존의 스포츠 . , 

관람 사업자들 또한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다. 

 오늘날  기성 채널 뿐 만 아니라 수많은 채널 사업자와 개인이 유

튜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기성 사업자 보다 높은 구. 

독자수와 조회수를 올리며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싱 채널을 구축하기도하는 ,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도 있다 과연 어떤 유형의 콘텐츠 어떤 방식의 . , 

채널 운영 어떤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 

고 높은 성과를 올리는지에 대한 분석은 유튜브 미디어 시장을 분석하고 , 

미디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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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2.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미디어 환경 분석과 소비자 행동분석을 실시하

고자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은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유튜브 미디3 . , 

어 환경에 대한 이해는 최신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 주며 둘째 스포츠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의 활발, , 

한 활동을 위해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매체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 하다 셋째 구체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 , 

대한 이해를 스포츠 미디어 시청 특수성과 접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튜브 미디어는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지형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상황이다. . 

진화하는 매체 환경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포츠 미, 

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은 필요하다 상기의 본 연구. 

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미디어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온 역사를 가지, 

고 있는데 날로 커져가는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

한 사례가 부족하다 스포츠 미디어는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되고 이에 따. 

라 파생된 스포츠 관람시장에서부터 재 파생된 문화 현상이다 매개된 스포. 

츠라는 형식의 스포츠 미디어는 신문 라디오 를 통해서 스포츠와 관련, , TV

된 다양한 정보의 전달과 스포츠를 통한 오락 및 여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작되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디어가 소비자에.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미디어 효과이론을 적용한 연구 스포츠 , 

미디어 소비자들의 즐거움이나 동기의 형태와 기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뤄져 왔다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며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하는 매. 

체와 콘텐츠가 다양화됨에 따라 미디어 레퍼토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뤄져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독특한 미디어 시장. 

을 형성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튜브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스포츠 미디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 관점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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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미디어를 개념화하고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 대한 개념적 성

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과 유튜브에서의 스포츠 미디. 

어 시장의 규모를 짐작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

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스포츠 미디어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 

미디어 시장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를 .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미디어 시장을 바라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유튜브 미디어가 오늘날 시장을 선도하. 

게 된 배경과 기저에 대한 탐색과 그 속에서 스포츠 미디어 시장을 해석하

고 스포츠 미디어 시장 생태계 속에서 소비자 행동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 

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초연결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구성되. 

어져 있다 상호 작용성 공유 가능성 참여 가능성 등과 같은 오늘날 디지. , , 

털 미디어의 속성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오고 있다 소비자의 변화. 

는 콘텐츠 시장의 변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특히 오늘날 소비자들의 주권이 . 

높아진 미디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콘텐츠

들이 생산되어 진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 

한 고찰을 중심으로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와 즐거움과 같은 소비자 행동

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하. 

는 소비자의 행동을 고찰하고자하는 본 연구는 현대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소비자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게시되는 스포츠 콘텐츠의 소

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콘텐츠 제작자와 제작에 참여

하고자하는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행위이다 시장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 ,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은 시장 전략 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정보

가 된다 유튜브 시장에서 핵심 제품은 콘텐츠이며 핵심 경쟁자들은 채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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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다 어떤 콘텐츠와 채널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 

체계적인 분석은 시장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콘텐츠나 채널에 대한 정보는 웹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이론을 이용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소비 영향요인. 

을 세분화 하고 그 효과성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도출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미디어이론을 이용해 변수를 구조화 하고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거대해진 유튜브 시장에서 스포츠 장르가 독자적인 시

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시. 

장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의 형태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련된 연구

는 추후 변화할 시장을 예측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시장 행동과 관련된 ,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타 장르와 . 

비교하여 특수한 형식으로 콘텐츠가 생산되어 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

해서 소비가 증진되는지 밝혀진 바가 전무하다 유튜브 콘텐츠 소비자들은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과 서비스 사용의 편리성에 의해 시청 

행동을 한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시청은 플랫폼의 이윤을 창출하는 기초단. 

위가 되기 때문에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크리에

이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목적 3.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들의 소비행동

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경향과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유튜브에 게시된 스포츠관련 콘텐츠들의 현황과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개념화 하고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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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스포츠 미디어 시장과 콘텐츠 소비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스포츠 미디어의 개. 

념 다양한 미디어 소비 환경 미디어 소비 행동의 특성 등의 이론적 탐색을 , , 

실시하고 나아가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미디어 소비 현상을 이론적으, 

로 고찰 할 것이다. 

둘째,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다양한 소비 영향요. 

인들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계를 설정하여 경제적 성과와 사, 

회적 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것이다 이론적 탐색을 통해 소비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각각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

이다. 

셋째, 유튜브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스포츠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소비 지

형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 

되어지고 있는 스포츠 콘텐츠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분류 하고 분류된 , 

각각의 유형들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튜브 상에 게시. 

되고 활발히 소비되어지고 있는 콘텐츠들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 파악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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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스포츠와 미디어1. 

스포츠미디어의 개념과 유형 1)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① 

스포츠 미디어는 스포츠의 가치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분화됨에 따라 탄생

된 개념이다 그림 신체의 단련 신체를 통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던 시대( 1). , 

에서 스포츠의 목적이 유희성을 내포하게 된 이후로 하는 스포츠 뿐 만 ‘ ’ 

아니라 보는 스포츠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미디‘ ’ . 

어 매개를 통해 확장되었고 스포츠 미디어라는 개념이 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김원재 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 , 2016; Wenner, 1998 ). 

에 의하면 스포츠 미디어는 스포츠와 미디어간의 문화적 융Wenner(1998)

합의 결과로서 스포츠 경기 스포츠에 관한 지식, , 정보 등과 같이  스포츠

그림� 1. 스포츠�미디어의�개념�전개과정 김원제�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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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생산된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스포츠 메시지는 미디. 

어 매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스포츠의 매개

혹은 매개된 스포츠 라 칭하기도 한(mediation of sport) (mediated sport)

다 이러한 스포츠 미디어 메시지는 라디오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과 . TV, , , ,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스포츠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가치를 스포츠 소

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와 스포츠가 연개 하여 스포츠 미디어라는 독특한 양식의 문

화 현상를 만들어 내었고 스포츠 미디어는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

되어져 오고 있다 특히 학술영역에서 스포츠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는 스포츠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의 개념과 ‘ ’

특수성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Billings, Butterworth & 

구체적으로 학문적 영역에서 스포츠 Truman, 2017; Onwumechili, 2018). 

미디어는 스포츠 관련 콘텐츠 소통에 이용된 매체 소통의 과정 및 결과, , , 

그림� 2.� Strategic� Sport� Communication� Model

(Paderson,� Jiloch� &� Laucell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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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둘러싼 정책 및 법규 등을 아우르는 상위의 개념용어로 사용되어 지

고 있다 스포츠에 담긴 인간의 정서 지식 가치 등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 , , 

에게 전달하는 개념인 스포츠미디어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왔으나 미디어스포츠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다양한 , 

분야에서 사용 되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

서 스포츠의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형태의 메시지 소통 현상과 효과를 연구

하는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에 의. Paderson, Jiloch Laucella(2007)

하면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는 대3 . 

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림 구체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 2). , 

어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분석 수준 개인 조직 국가 에 따라 소통 과정이나 ( , , )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커뮤니케. 

이션은 스포츠 맥락에서 특수하게 도출되는 소통과정과 효과를 규명하는 방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 

역의 경우 스포츠 콘텐츠가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소구되는 방식과 미디

어가 스포츠를 이용해 형성한 독특한 형태의 시장 환경을 분석해 오고 있다

(Billings, 2016; Paderson, Jiloch & Laucella, 2007). 

스포츠 미디어 생태계② 

스포츠 미디어 생태계란 미디어가 소비되는 맥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을 의미한다 각각의 주체들은 미디어 생태. 

계 속에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융합 성장 퇴보를 반복해오고 있다 이, , . 

러한 스포츠 미디어 생태계는 앞서 언급된 스포츠 미디어의 학술적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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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매체를 매개로하는 스포츠 미디어는 매체 . 

기술의 발달과 시장소비환경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개념이 변화해 왔기 ,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는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 간에 형성된 Wenner(1998)

상호 교환모델을 제시하며 시간에 따라 스포츠 미디어의 환경과 개념이 변, 

화하고 있음을 저서 를 통해 설명하였다‘Media sport’ . 구체적으로 미디어 

스포츠 상호교환 모델은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 콘텐츠 생산자 매개된 미, , 

디어 스포츠 콘텐츠 수용자의 경험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해, . 

당 모델에 의하면 사회는 상위 시스템으로서 스포츠 미디어 생산조직을 만

들어 내고 조직 속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들은 수용자의 반응에 기초하여 콘

텐츠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다시 변. 

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 

하는 미디어가 스포츠를 중요한 콘텐츠로 다루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는데 이는 매체 기술의 변화와 현대 사회에서의 스포츠의 위상, 

변화 등이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스포츠 미디어 생태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서 함께 변화

하는 스포츠 콘텐츠의 위상과 관련된 과거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년대 스포츠는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소재로서 주 기능을 하였지만 미1980

디어 스포츠와 스포츠 마케팅 프로스포츠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신문의 구, 

독률과 방송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 

년대 이후에는 미디어 스포츠가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1990

한 측면에서 재원적 가치가 높아졌다 세기 매스미디어의 (Rowe, 1999). 19

등장은 아마추어 여가 참여 활동을 주로 하는 스포츠 시장이 관람시장과 스

포츠 마케팅 시장으로 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프로스포츠의 . 

흥행 올림픽의 상업화 등이 이 시기와 맥을 함께한다 일예로 년 월 , . 19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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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당시 미국 프로 풋볼리그 커미셔너들은 이라‘No TV, No GAME’

는 말을 하며 미디어 스포츠 중계권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원재( , 

이시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에 따라 오늘날 미디어 시장에서 스2016). 

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광고주들

이 선호하는 상품적 가치를 가지는 방송사에게 매우 중요한 콘텐츠로써 자

리 잡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 생태계는 과거 뿐 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활발히 변

화해 오고 있다 세기에 들어 미디어 스포츠는 현대인의 인포테인먼트. 21

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킬러 콘텐츠로써 관련 산업계를 재(Infortainment)

편하고 있다 플랫폼이 다각화됨에 따라 창구효과 가 발생. (Window Effect)

했기 때문이다 세기 초 미디어창구는 지상파방송 인터넷 문자생중계. 21 , , 

생중계와 같은 차 창구와 더불어 케이블 재방송 모바일 미디어 중DMB 1 , 

계 하이라이트 전문 프로그램의 재매개 방송 등과 같은 차 창구가 발생하, 2

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선호와 편리에 따라 매체 종류에 상. 

관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하고 여러 매체를 동시다발적, 

으로 이용해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었다(Polychronic) (Hutchins, Meese & 

Podkalicka, 2015) 스포츠의 고유 특성인 동시성 결과의 불확실성 감성소. , , 

구는 생방송 시청 욕구와 상호작용하여 다중 플랫폼 활용도를 높였고 이에 , 

따라 공급과다 시장은 수요 과다시장으로 재편 되었다(Hutchins et al, 

2015)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로 관련 산업계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관련 . 

기업들이 수직 수평적으로 통합 되어 지고 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 . 

기업이 수직 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기업이 스포츠에 주목하는 , 

원인은 스포츠 콘텐츠의 기능적 효용성과 강한 시장성 시청률 보장 때문이( ) 

다 타 장르에 대비하여 시청률 예상이 용이하며 제작비가 적게 들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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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여 투자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콘텐츠 공급자 콘, 

텐츠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함을 대승적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과거보다 빠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 스포츠 미디어 생. 

태계에서 제작자들과 소비자들의 행동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변, 

화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각의 주체들에게 생태계에서 생존과 공존을 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유형③ 

가 스포츠 콘텐츠 유형의 분류.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유형은 콘텐츠 내용과 유형에 따라 첫째 스포츠 중계, 

둘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셋째 스포츠 다큐멘터리 넷째 스포츠 드라마, , , 

다섯째 스포츠 보도 여섯째 스포츠 교육 마지막으로 기타 스포츠융합 콘, , , 

텐츠로 분류된다 미디어 수용자들은 콘텐츠 장르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 

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장르적 특성을 기준으로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을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미디어 유형을 . 

장르를 기준으로 분류한 미디어 및 스포츠 미디어 선행연구들과 미국(FCC)

과 영국 의 방송위원회의 장르 분류 기준을 근거로 스포츠 미디어 유(ITC)

형을 구분하였다(Krakowiak & Oliver, 2012). 

스포츠 중계는 방송사 혹은 중계를 담당한 제작자가 경기장이라는 

현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상황을 매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Wenner, 1999). 내용과 유형에 따른 분류 중 첫 번째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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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콘텐츠는 스포츠 중계영상 자체를 의미한다 스포츠 중계 콘텐츠는 . 스

포츠 미디어 관련 콘텐츠 장르 중 가장 핵심적인 장르이며 대부분의 스포, 

츠 콘텐츠들은 스포츠 중계에서 파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 

츠 중계는 우선 중계방송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 될 수 있다 중계방송이란 . 

방송사 스튜디오 밖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포맷

유형 정의 특징

스포츠 중계

방송사 혹은 중계를 담당한 제작자가 

경기장이라는 현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상황을 매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전

달하는 것

스포츠 미디어 관련 콘텐츠 장르 중 

가장 핵심적인 장르이며 대부분의 , 

스포츠 콘텐츠들은 스포츠 중계에서 

파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를 소제로 사용해 수용자들의 

즐거움을 유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닌 

콘텐츠 장르

스포츠가 가진 속성이 사회에 널리 

통용됨에 따라 스포츠를 이용한 감

동 흥분 오락적 재미 흥미를 자극, , , 

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되는 

특징이 있음

스포츠 

다큐멘터리

스포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기록

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자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유형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 습득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때로는 문제점과 해결책, 

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 특징

이 있음

스포츠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 영화를 포괄하, , 

는 개념으로 스포츠를 소재로 각색된 

문학 장르를 의미

스포츠 이미지를 활용하여 극적 긴장

감을 형성해 수용자의 시청 즐거움 

및 만족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음

스포츠 보도

스포츠경기 인물 사건 등과 관련된 , , 

사회현상을 차적으로 전달하거나 해1

설하는 형태의 콘텐츠

객관적인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관련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는 

기능을 하는 등 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음

스포츠 교육
스포츠와 관련된 교양과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형태의 콘텐츠

용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현대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

는 특징이 있음

기타 스포츠 

융합콘텐츠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에 귀인 한 특수

한 형태의 콘텐츠가 하나의 장르로 고

착되어진 것 디지털 매체 기술에 귀, 

인 한 특정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칭

스포츠 게임 콘텐츠 스포츠 베팅, , 

판타지 스포츠 등과 같은 디지털 매

체 등장과 함께 파생된 형태의 콘텐

츠들이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배경

으로 창조된 콘텐츠라는 특징이 있음

표� 1.�스포츠�미디어�콘텐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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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콘텐츠인 중계방송은 현장감이 가장 중. 

요하다 청취자들은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상황의 전개를 . 

통해 실제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은 현존감 을 느낀다 이러한 맥락(presence) . 

에서 스포츠 중계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정보와 스포츠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가치 페어플레이 경쟁 수월성 와 심미성 높은 장면을 제( , , )

공함으로써 즐거움 교육 오락 관계적 가치 등을 유발시킨다, , (Duncan & 

Brummett,1989; Raney, 2012). 

두 번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를 소제로 사용해 수용자들

의 즐거움을 유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닌 콘텐츠 장르를 의미한다 오늘날 . 

스포츠 와 엔터테인먼트 를 합성하여 스포테인먼트(sports) (entertainment)

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스포츠가 과거와 다르(sportainment) , 

게 오락적인 시청 동기가 강화되어 소비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Bissell,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장르는 보도 장르와 다소 중첩되는 성향이 있2004). 

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장르는 스포츠가 가진 속. 

성이 사회에 널리 통용됨에 따라 스포츠를 이용한 감동 흥분 오락적 재미, , ,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이다(Bissell, 2004). 

구체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한 예능은 주로 정보성성향을 견지한 인포테인먼

트 장르인 경우와 스포츠 퍼포먼스를 이용한 경쟁을 내용으로 한 버라이어

티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김기한 윤리라 방신웅( , , , 2012). 

세 번째 스포츠 다큐멘터리유형은 스포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유형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 습득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때로는 문제점. , 

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유형이 스포츠 다큐멘터리이다

원영신 함은주 사회적 관심과 지식의 영역과 접한 스포츠 다큐( , , 2010). 



- 15 -

멘터리 장르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큰 틀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다큐멘터리 장르는 수용자의 이성이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을 촬영

한 후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실의 다양한 면을 기록하는 장르이다.

네 번째 유형인 스포츠 드라마는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 영화를 포, , 

괄하는 개념으로 스포츠를 소재로 각색된 문학 장르를 의미한다 스포츠 경. 

기는 승패가 있고 승부에 이르는 과정이 예측하기가 힘들며 극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경기과정과 승부의 결과는 수용자들을 흥분, 

시키고 즐거움과 쾌감을 전달하는가 한편 감동을 주기도 한다(Zillmann, 

이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의 미학적이고 극적인 Bryant & Sapolsky. 1989). 

속성은 드라마나 영화 만화의 소제로 자주 이용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 . 

스포츠경기에 내제한 리얼리티 속 극적인 요인은 영화 드라마 만화와 같, , 

은 상상의 스토리와 결합하여 더욱 극적으로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

다 원영신 함은주 즉 스포츠 드라마는 스포츠에 내제한 이야기와 ( , , 2010). 

가치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감성적 

즐거움을 이끌어 내는 장르로 소비되어 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스포츠 콘텐츠 유형은 스포츠 보도 장르이다 스포츠 보. 

도 콘텐츠는 스포츠경기 인물 사건 등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차적으로 전, , 1

달하거나 해설하는 형태의 콘텐츠이다 이러한 스(Beck & Bosshart, 2003). 

포츠 보도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이면서 오늘날까지 

활발히 소비되어져 오고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도 장르는 국. 

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체활동이다 스포츠와 관련. 

된 이야기는 경기결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 스타 선수의 활약과 관련, 

된 논평 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도 및 르포 등이 있다 스포츠 보, . 

도와 관련된 콘텐츠는 객관적인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관련 주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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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의제로 설정하는 기능을 하는 등 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기도 하다 이러한 스포츠 보도 장르의 경우 정보에 대한 (Denham, 2004). 

판단과 학습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해석에 있어 다른 유형의 

장르보다 긴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 때문에 스포츠 보도 장르는 특히 활자. 

매체에 의해 활성화 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 

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활자매체는 신문지상에서 인터넷 온라인 페이지로 

이동하였다 뉴미디어 기사는 즉시적인 정보의 제공과 타 정보와 비교 손. , 

쉬운 정보의 공유를 한 빠른 확산속도 사용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 

댓글과 기사정보의 동시 수용을 통한 정보 습득의 경로의 다양화 등을 특징

으로 한다 김기한 김종호 에서 재인용( , , 2019; Schultz, 2000 ).

그리고 각각의 유형들은 세부적으로 스포츠 종목을 기준으로 다시 

나눠져 유형이 분류된다 스포츠라는 개념은 미디어 스포츠에서 종목을 기. 

준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며 종목의 성격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이 상, 

이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스포츠 콘텐츠 유형은 스포츠 교육 콘텐츠 장르이다 스. 

포츠 교육 콘텐츠 유형은 스포츠와 관련된 교양과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

해 제작된 형태의 콘텐츠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정보 콘텐츠는 도구적 장. 

르로 구분이 되며 수용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현대사회의 시민으

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다 최영환 손명준 최( , , 

정웅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와 , 2010).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사건을 기. 

록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유형인 반면 스포츠 교육 콘텐츠

는 스포츠와 관련된 교양과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의 전달을 위해 제작된 교육 콘텐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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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정보와 실행 시 필요한 기술 기술의 습득 방법 및 , 

과정 등을 담은 형태의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여러 가지 스포츠 미디어 시. 

청 동기 중 배움에 대한 동기를 충족시키는 교육형 콘텐츠는 다양한 방식으

로 제작되어 소비자들에게 소통되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정보 수. 

용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작되는 콘텐츠인 교육형 콘텐츠는 매체 융합시대

를 맞아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와 쉽게 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도 한다 동시. 

에 교육 콘텐츠가 타 유형의 콘텐츠의 양식을 차용하여 효과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제작하는 사례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김경선 박주용 김이연( , , , 

2015).\

내용과 형식에 따른 스포츠 콘텐츠 유형 분류 중 마지막 일곱 번째

는 기타 스포츠 융합 콘텐츠 이다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에 귀인 한 특수한 . 

형태의 콘텐츠가 하나의 장르로 고착되어진 것을 디지털 융합 콘텐츠라 한

다 이에 스포츠 융합콘텐츠는 디지털 매체 기술에 귀인 한 특정한 형태의 . 

콘텐츠를 지칭한다 스포츠 게임 콘텐츠 스포츠 베팅 판타지 스포츠 등과 . , , 

같은 디지털 매체 등장과 함께 파생된 형태의 콘텐츠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원영신 함은주 김원재 이러한 스포츠 융합 콘텐( , , 2010; , 2016). 

츠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배경으로 창조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기존 매체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르 융합 형태의 콘텐츠와는 다소 차이가 있

다 오늘날 매체의 사용이 다각화됨에 따라 일부 장르들은 더 이상 상호 배. 

타적이지 않으며 융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 

나 스포츠 종목에 따른 스포츠 콘텐츠 유형 분류. 

한편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는 내용을 구성하는 양식에 의해 구분되어 지고, 

서로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어져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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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영환 손명준 최정웅 그러나 각각의 유형은 어떤 종목을 주 ( , , , 2010). 

소제로 하는가에 따라 콘텐츠의 형태가 재분류 될 수 있다 같은 장르의 프. 

로그램이더라도 등장 인물 네러티브 구조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외적인 , , 

요소 등에 의해서 즐거움에 이르는 과정과 즐거움의 유형이 다양하게 분화

되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다양한 축구 테니스와 (Oliver and Bartsch, 2010). , 

같은 하위 종목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데 각각의 종목은 서로 상이한 , 

내용과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종목 특성이 반영된 미디어 스포, . 

츠콘텐츠들은 종목과 장르에 따라 서로 상이한 형태의 즐거움과 흥분 인지, 

적 정보를 제공 해오고 있다(Raney, 2003). 

은 개의 스포츠 종목을 스포츠 Sargent, Zillman, Weaver(1998) 25

수용자의 인식을 통해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가지 유형은 전투적3 . 3

스타일리스틱 기계화 스포츠로 구성되어 (combative), (stylistic), (mechanized)

있다 전투적 스포츠는 특정한 룰을 이용하여 상대와의 승패를 가리는 스포. 

츠의 유형이다 전투적 스포츠는 접촉 강도에 따라 축구 복싱과 같이 다소 . , 

폭력적인 전투스포츠가 있으며 테니스 야구와 같이 신체 접촉빈도가 낮은 , 

다소 폭력성이 낮은 전투스포츠가 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틱 스포츠는 신. 

체의 수월성과 아름다움 속성을 강조하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육상 수영과 , , 

같은 기록 경쟁 종목과 체조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표현 종목으로 나눠져 

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 스포츠 종목은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써 골프. , 

자동차경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 종목은 때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경. 

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테니스의 경우 라켓이라는 기계를 이용하는 경기. 

이지만 주된 목적이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적 , 

스포츠로 분류된다 같은 맥락으로 골프의 경우 경쟁도 있지만 기계를 다뤄 . 

승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계적 스포츠로 분류된다(Sa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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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lman, Weaver, 1998).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들은 종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네러티

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콘텐츠에 따라 상이한 형태, 

의 시청 만족을 경험한다 전투적 스포츠의 경우 경쟁과 승리(Raney, 2003). 

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스타일리스틱 스포츠의 경우 경기 동작의 심미적 , 

아름다움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을 느낀다 수용자들은 경험적으로 종목에 . 

따라 상이한 형태의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콘텐츠를 , 

소비 할 때 각자의 동기에 맞춰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Raney, 2003). 

콘텐츠 유형과 종목은 수용자의 시청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콘텐츠 장르라. 

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산업 수용자의 . , 

욕구 내재적 발전 매체의 변화 시대적 역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 , , 

용자 환경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장르와 유형의 관습은 어느 정. 

도 고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혁신과정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는 진화하는 . 

매체 환경 중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스포츠 미디어 

영상의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관습적인 차원의 기초적인 장르. 

분류를 기초로 하며 이에 추가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소셜 미디어 영상, 

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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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디어 소비와 이용이론2) 

미디어 효과이론과 스포츠 미디어① 

가 미디어 효과이론과 스포츠 미디어 연구의 역사. 

스포츠 미디어 소비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소제로 제

작된 미디어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미디어 소비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매체와 매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태도 인식 행동의 관계에 대해 주로 연, , 

구해 오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 현상에 대한 연구 또한 이와 마찬가지. 

로 스포츠 미디어 매체 메시지와 소비자의 반응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 

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Billings, Hardin 2014). 

션 연구 영역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하는 시도

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미디어 효과연. 

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인식에 맞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매체와 . 

수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보았던 시대에서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시대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 

보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형성의 기저 무엇에 의해 태도가 강화되는지 변, 

화하는지 등과 같은 수용자 관련연구가 있으며 매스미디어가 어떤 방식으, 

로 여론을 형성하고 형성된 여론이 수용자의 태도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와 같은 미디어효과에 중점을 둔 연구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수용자 반응에 초점을 둔 미디어 효과 이론

이 등장한 시기는 신문매체가 대중화 되고 라디오 매체가 등장하던 년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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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년대까지다 이후 새로운 매체 그리고 매체 소비환경에 따라 변1980 . 

화하는 수용자에 중점은 둔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이 등장 하였다 구체적으. 

로 인쇄 라디오 매체가 주를 이루던 년대에서 년대 까지는 대 효과, 1920 40

이론인 탄환이론 대중매체가 자리 잡던 시대인 년대(Bullet theory), TV 1940

에서 년대는 제안효과이론 그리고 년대에 65 (Limited Effects Model), 1965

미디어 상업화 속에서 등장 한 중 효과이론(Moderate Effects Model), 

년대 이후의 다양한 강력효과이론 로 분류 1985 (Porwerful-Effects Model)

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년대 수용자의 능동성에 초점을 맞춘 . 1970

수용자 중심의 이용과 충족이론 이론이 있다(Use & Gratification) .  

이와 같은 미디어 효과들의 맥락에서 스포츠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졌다 특히 스포츠 미디어 소비와 관련된 미디어 효과 . 

연구는 년대 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태동하였는데 년 1970 , 1977

의 스포츠 특집 Journal of Communication “Sports: The Medium is the 

의 논문들이 게제 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년 Stadium” . 1977

의 논문집 호 권에는 총 편의 스포츠 미디어 Journal of Communication 3 8

관련 논문이 개제되었는데 프로 스포츠와 매체의 관계, (Parente 프, 1977), 

로 축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생산하는 메시지의 구조와 스포츠 해설과 시

청즐거움의 관계 등과 같은 미디어 스(Bryant, Comisky & Zillmann, 1977)

포츠와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게제 되었다 한편 년대에 들어 . 1980

뉴미디어가 도입됨에 따라 미디서 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디

어를 통해 전달되는 스포츠 메시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김원제( , 

이후 뉴미디어 사회가 도래하게 되자 수용자의 선택가능성이 넓어졌2016). 

다는 것을 인식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 소비관련 연구, 

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처럼 스포츠 미디어 연구 또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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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매체 콘텍스트에서 해석한 미디어 효과 연구와 수용자를 중심으

로 연구된 미디어 소비 관련 연구로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따라서 커뮤. 

니케이션 이론과 관련된 연구의 맥락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들을 되짚어 보는 것은 스포츠 미디어 소비

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매체 . 

환경변화에 따라 탄생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미디, 

어 연구의 맥락에서 스포츠 미디어 소비 미디어 효과를 선행연구들을 통해 , 

설명하였다.

특히 중 효과이론과 강력 효과이론들은 스포츠 미디어 소비 현상을 

분석하는데 주로 차용되어져 오고 있다 제한 효과이론들에 대한 의문에서 . 

탄생한 중 효과이론과 강력 효과이론은 미디어에 내제한 다양한 특수성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년대 북미에서는 기존 커뮤. 1980

니케이션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중 효과이론과 강력 효과이론을 중심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스포츠나 대중음악과 같은 장르에 대한 연구가 대, 

표적인 사례이다 김원제 특히 스포츠 미디어 연구의 경우 보편적인 ( , 2016). 

미디어 특성 속에서 스포츠에 내제한 메시지의 특수성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타 장르와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져 왔다(Billings, & Hardin, 2014).

나 미디어 효과 이론을 이용한 스포츠 미디어 연구 사례. 

예를 들어 배양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스포츠 미디어 중계가 수용자로 하여

금 적개심과 폭력성을 기른다는 연구 와 스포츠 미디어 중계(Bryant, 1989)

와 보도가 남성적 지배 구조를 만들어 여성 스포츠를 성 대상화 하거나 고

정관념을 만들어 낸다는 페미니즘적 분석 연구를 대표적 사(Duncan, 1990)



- 23 -

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스포츠 미디어 소비가 실제 참여와 관람으로 이어지. 

는 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Coakly, 2001; Fizel & 

이 있다 특히 미디어 소비가 실제 참여와 Bennett, 1989; Whannel, 2000) . 

관람으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연구는 시대와 주로 소비하는 종목 매체 인, , 

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보고되어져 오고 있다. 

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관관계Whannel(2000)

는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만 태도와 행동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강화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배양효과 이론을 통

해 주장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정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들을 통해서 중효과 이론들은 스포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적 현, 

상과 수용자들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차용되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팬덤현상 팬심 훌리거니즘 스포츠 저너리. , , , 

즘 젠더 차별과 관련된 주제로 분화되며 이들 주제들은 스포츠 미디어 효, , 

과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해 오고 있다 정영남( , 2008). 

앞서 제시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과 스포츠 미디어 연구의 태동 배

경을 통해 스포츠 미디어 관련 연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맥을 함께하

며 시대와 미디어 생태계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케이, 

션 이론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큰 맥락 속에. 

서 살펴보면 스포츠 미디어 연구는 탄환효과와 같은 미디어 직접효과이론, 

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태동하였다 미디어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한다는 비판적 시각은 대중문화 스포츠 음, , 

악과 같은 특수 환경을 고려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미디어 산업이 발. 

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가 미디어와 강한 월관계 를 가(cozy relationship)

지게 되며 관련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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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맞춰 다양한 이론들이 차용 개발되어졌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미디, . 

어 환경과 스포츠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다양한 영역에

서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소셜 미디. 

어 시장은 이전과 다른 특수한 형태의 소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어, 

느 때 보다 수용자의 관심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소비자 동기를 파악하는 근

거를 더욱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스포츠 미디어 소비 . 

동기와 관련된 선행 이론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② 

가 이용과 충족의 개념과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의 이해. 

동기 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동인 이다 동기는 (Motivation) ( ) . 動因

필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충족을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행동을 . 

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요와 충족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Shank & 

동일한 맥락에서 스포츠 미디어 소비 행동을 유발하는 심Lyberger, 2014). 

리적 동인을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라 할 수 있다(Shank & Lyberger, 

스포츠 미디어 소비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동인 역시 충족에 대한 2014). 

욕구에 기초한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소비 동기를 .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미디어 소비 맥락에서의 수용자의 필요와 충족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한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를 통해서 무엇을 충족시. 

키고자 하는 지 어떤 유형의 충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 

문이다. 

필요와 충족의 개념은 수용자가 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role 

을 하고 있으며 어떤 패턴으로 매체를 수용하는지of media enviro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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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수용을 통해 얻고자하는 이익 등을 통(consumption pattern), (benefit)

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매체 소비행위를 이해하. 

는 방식이다 수용자들은 변화하는 매체 소비 환경에서 역할과 매체 수용 . 

패턴 그리고 태도 등이 함께 변화하였다 따라서 수용자의 심리적 기저를 , .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매체 수용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한다 앞서 미디어 생태계 에서 언급된 바(Gantz & Lewis, 2014). ‘ ’

와 같이 미디어 수용자는 단순독자에서 사회속의 대중 공중 으로 발전하였( )

고 이후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사회로 접어든 최근의 관점으로는 (McQuail, 2008). 

수용자를 주관적 선택권을 가진 취향 공중 스스로 의미를 생(taste public), 

산하는 해석자 문제에 대해 저항하는 혁신자 그리고 지각적(presumer), , 

수용자로 간주하고 있다(perspective) ( 와 동료Billings et al, 2012). Billings

들 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미디어와 수용자를 개념적으로 정의(2012)

하였다 스포츠 미디어는 다양한 콘텐츠 장르들 중 시청에 필요한 사전 정. 

보가 필요하며 종목에 따라 상이한 네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취향성 미디어, 

며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타 장르보다 능동적인 취향 공중으로 간줄 할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스포츠 미디어가 취향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포

츠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수용자라 볼 수 있

다. 스포츠관련 정보와 같은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에 있어 수용자들

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떤 스포츠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 , 

유형의 미디어를 선택할 것인지와 같은 요인들이 얽혀 수많은 선택지를 만

들어 낸다(Kim, Cheong, & Kim, 2016). 또한 경기장 관중에서 텔레비전 

시대의 시청자까지 스포츠 미디어 소비자들은 크게는 종목 작게는 팀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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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향한 취향 공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뉴미디어 시대를 거쳐 인, 

터넷 시대에 접어들며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형태의 수용자로 진화해 

오고 있다 자기 취향이나 취향에 맞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 

감정을 표현하고 관련 미디어를 소비하는 스포츠 팬덤 현상은 이미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 행동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Kinkema & Harris, 

1998). 특히 오늘날 뉴미디어 다매체 시대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와 미디어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Kim et al, 2016). 

스포츠 미디어의 수용자 특수성을 중심으로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

기를 개념화 한 연구들은 미디어 효과 이론 연구와는 다르게 미디어가 수‘

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보다는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 ‘

엇을 했는가 에 초점을 맞춘 수용자 중심의 연구를 주로 진행 해왔다?’ (Kim 

특히 이러한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 관련 연구들의 경우 수et al, 2016). 

용자들이 어떤 동기나 욕구에 의해 스포츠미디어를 소비하는지 어떠한 방, 

식으로 소비하는지 무엇을 엇기 위해 소비하는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미디어 소비와 관련된 수용자.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용과 충족 연구에 기반하고 (Uses & Gratifications)

있다 김원제 윤병건 정영남 와 가 ( , 2016; , 2005; , 2008).  Blumer Katz(1974)

제창한 이용과 충족이론은 사람은 각자 다른 필요와 욕망에 따라서 정보를 ‘

찾고 있으며 주로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획득하여 만족을 느낀다 는 이론, ’

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미디어 효과이론들과는 다르게 수용자의 행위에 . 

기초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이론들과 다르게 특수하며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 행동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의 수용자 동기를 개념화한 최근의 연구에도 이용과 충족이론이 다수 사용

되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 연구에서는 스포츠 수용자의 취향 공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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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과 능동적인 수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적 설명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용과 충족연구는 능동적 수용자 중심연구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프레임이 옮겨오게 되면서 조명받기 시작하였는데 수용자의 욕구가 정보 , 

유통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미디어 경쟁을 유도하며 수용

자 중심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스포츠 미디어 . 

시장은 팬들의 관심과 소비를 중심 재원으로 한다 방송사의 킬러 콘텐츠로. 

써 큰 역할을 하는 스포츠 이벤트 방송의 경우 팬들의 관심과 소비를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용자들이 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장유지와 확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스. 

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는 주로 팬과 같은 수용자의 시청 동기에 대해 연구

되어졌다. 예를 들어 와 는 수용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Gantz Wenner(1995)

된 수용자 경험은 스포츠에 대한 팬십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 

결과로 팬의 형태를 능동적 몰입적 포박적 수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 , 

였다 그리고 . 은 개인의 대중매체 스포츠 소비 유형이 각각Guttman(1986)

의 사회적 세계에서의 중요 타자의 가치관과 행동 그리고 그 숫자에 의해 ,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관계의 욕구 충족을 스포츠 미디어를 통

해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 유형의 분류. 

매체 충족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동기

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미디어 소비를 (Kim et al, 2016). 

통해 충족하고 자하는 욕구의 유형은 다양하며 욕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 

동기가 존재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 미디어는 다양한 유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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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존재한다 각각의 유형의 콘텐츠는 서로 상이한 인간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며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서로 상이. 

한 유형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특(Gantz & Lewis, 2014). 

히 스포츠 미디어는 상이한 유형의 콘텐츠가 종목에 따라서도 상이한 서사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narrative) , 

적이고 세심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를 습(Raney, 2006). 

득하기 위해 스포츠 보도 장르를 시청하기도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유형 세부유형 정의

정서적 

동기

오락적 동기

(entertainment 

motivation)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에 대한 충성

에서 오는 감정적 즐거움(allegiance)

스트레스 해소 동기

(eustress motivation)

오락적 동기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감정적인 보 

상 서스펜스로 인한 스트레스해소의 감정 으로 ( )

인해 발생하는 동기

자아 존중감 동기

(self-esteem motivation)

응원하거나 좋아하는 대상의 행동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

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

일상 탈출의 동기

(escape motivation)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하고자 하는 동기

인지적 

동기

배움의 동기

(learning motivation)

스포츠 미디어 소비를 통해 종목 팀 선수 스, , , 

포츠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

심미성 추구의 동기

(aesthetic motivation)
스포츠 영상의 심미성을 탐닉하고자 하는 동기

사회적 

동기

동료애에 대한 동기

(companionship 

motivation)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

로 타인과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소통의 욕구

집단소속에 대한 동기

(group affiliation 

motivation)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 종목에 자신을 소속시키, 

고자 하는 동기 및 준거 집단에 자신을 소속하

고자 하는 동기

가족 동기

(family motivation)

공동생활 구성원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

경제적 동기

(economics motivation)

사회적 재화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

표� 2. 스포츠�미디어�시청�동기�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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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스포츠 중계 유형을 시청하더. 

라도 피겨스케이팅을 심미적 충족을 위해 시청하는 반면 축구 중계를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 시청하기도 한다. 

오늘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지 여

부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행위를 보인다 뉴미디어 그리고 다. 

매체 시대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와 미디어 유형은 매우 다

양하다 오늘날 미디어 콘텐츠 소비자들은 각기 다른 콘(Kim et al, 2016). 

텐츠를 자신의 기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서로 상, 

이한 콘텐츠를 취사선택하며 시청한다 이들은 매스미디어가 송출하는 영상. 

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수동적인 과거 매체시대의 수용자들과는 다른 능

동적이고 자의식이 높은 수용자들이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자의식이 높은 . 

스포츠 수용자의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요인을 구성해야 하

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매우 정교하게 해야만 한다 특히 스포츠 미. 

디어 소비 동기를 밝히기 위해 관련 선행학자들은 인지부조화 이론과 이용

과 충족이론과 같은 수용자 중심의 이론들을 차용 해 왔다 그들은 다양한 . 

장르와 종목으로 구성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소비환경과 강한 자의식을 

가진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의 특수한 성질을 반영한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

기를 도출하기 위해 인지적 동기와 관련된 이론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의 미디어 수용 동기요인에 관해 연구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 ( 2 

참조). 

는 의 인지부조화이론Raney(2006) Festinger(1957) (Cognitive 

과 와 의 이용과 충족이론을 이용하여 스포츠 Dissonance) Blumer Katz(1974)

미디어 수용자들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인지부조화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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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행동이 일치 하지 않을 때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모순적

인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불편하게 여겨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

동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는 동기의 기본원리를 인. 

지 부조화를 피하고자하는 성향에서 귀인한 개인의 선택적 수용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앞서 진행된 선택적 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사례. 

들 을 (Klapper, 1960; Sweeny & Gruber, 1984; Zillman & Bryant, 1985)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디어를 소. 

비하는 동기를 정보습득 뿐 만 아니라 즐거움 추구가 함께 있다고 주장하였

다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개인의 감정. 

과 기분을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수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콘. 

텐츠를 소비함에 따라 일상에서 받은 나쁜 기분을 정화하고 선호하는 분위

기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와 (Zillman, 2000). Depalma

는 이와 같은 논리로 스포츠 콘텐츠를 수용하는 수용자 또한 Raney(2003)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 팀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 , 

이유가 즐거움 추구 성향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는 이와 같은 인지 부조화 메커니즘은 이용과 충족이Raney(2006)

론에 의해서 더욱 정교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용과 충족이론은 미디어 . 

수용자들은 개인적으로 경험된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의 산

물을 능동적으로 소비한다는 이론이자 연구 접근법이다 이용과 충족적 접. 

근법을 미디어소비 동기 분석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람

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콘텐츠 소비 행위를 하는데 이때 필요

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며 이에 따라 충족을 위한 콘텐츠 선택이 상, 

이해진다 주장하였다 는 이러한 선택적 수용적 발상에 착안하. Raney(2006)

여 스포츠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상황을 구분하여 다양한 스포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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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소비 동기를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는 심리적 . 

필요성 과 사회적 필요성 에 의해 구분되며 이는 (psychological) (sociological) , 

다시 나이 성별 삶의 성취정도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하고 , , , 

복잡하게 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는 스. Raney(2006)

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를 정서적 동기 인지적 동기(emotional motivation), 

행동과 사회적 동기(cognitivemotivation), (behavioral & social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동기는 다시 개의 하위 영역motivation) . 11

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 정서적 동기와 스포츠 미디어 소비. 

정서적 동기 는 감정적인 보상을 위해 시청하고자하(emotional motivation)

는 의지를 의미한다 감정적인 보상은 기대에 따른 결과가 일치할 때 얻는 . 

일종의 만족감이다 스포츠에서는 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통해 . 

긍정적인 감정 보상을 얻는다 즉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정서적 동기는 감. , 

정적인 보상을 얻고자하는 기대심리를 의미한다 기대와 일치 한 결과가 나. 

타났을 경우 기대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 더욱 큰 감정적 기쁨을 보상, 

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동기는 오락적 동기. (entertainment 

스트레스해소 동기 자아 존중감 동기motivation), (eustress motivation), 

일상 탈출의 동기 로 다시 구(self-esteem motivation), (escape motivation)

분 될 수 있다(Raney, 2006). 

스포츠 미디어 소비의 정서적 동기들 중 오락적 동기는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에 대한 충성 에서 오는 감정적 즐거움이다(allegiance) (Gantz &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승리에 대한 스릴Wenner, 1991; Wann, 1998).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좋아(to thrill in victory)” (Gantz, 1981,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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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팀과 선수를 응원함으로서 얻어지는 즐거움 승리를 기대 함으로써 얻, 

는 즐거움 승리에 대한 즐거움 모두 스포츠 미디어 소비에서 얻어지는 정, 

서적 즐거움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즐거움은 (Bryant & Raney, 2000). 

가장 좋아하는 팀이 가장 싫어하는 팀에게서 승리했을 때 극대화되며 이러, 

한 큰 즐거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 하게 된다

(Zillmann & Paulus, 1993).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정서적 동기 중 스트레스 해소 동기는 오락

적 동기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감정적인 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기이다. 

좋아하는 팀의 승리로 인한 즐거움은 각성과 흥분 수치를 올려준다 이와 . 

같은 경험을 통해 수용자들은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유사한 감정은 . 

스포츠 중계를 볼 때만이 아니라 스포츠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스포츠와 , , 

관련된 도박을 할 때 스포츠 관련 비디오 게임을 할 때에도 나타난다 특, . 

히 흥분과 각성효과는 승부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경기가 폭력적일수록, ,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적대적일 때 서스펜스성이 부각될 때 극대화 된다고 

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프로레슬링경기 복싱경기 농구경기(Raney, 2003). , , 

에서 승부가 예측되기 힘들 때 서스펜스에 의한 흥분 그리고 이를 통한 스, 

트레스 해소가 극대화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승부의 불. 

확실성은 스코어의 격차가 적을수록 스코어 차이가 적으면서 경기시간이 ,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두 팀의 상대전적이 비슷할 경우에 극대화됨을 밝혔, 

다 또한 등 은 경기의 스릴이 높(Depalma & Raney, 2003). Bryant (1981)

을수록 서스펜스로 인한 스트레스해소의 감정을 더 높게 느끼는데 폭력적, 

인 스포츠 일수록 더 높은 서스펜스와 스트레스 해소를 느낀다고 보고 하였

고 이는 여성 보다 남성일 때 더욱 높게 발현된다고 보고하였다 추가로 , . 

과 는 응원하는 팀에 대한 애착이 높고 상대팀에 Wann Branscombe(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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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개심이 높을 때 서스펜스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의 기분을 높게 느낀

다고 하였다.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정서적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 중 세 번째는 

자아 존중감 동기 이다 자아 존중감은 시청경험 이(Self-esteem motivation) . 

후 생겨나는 감정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다수의 학자들은 .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이나 팀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 

대한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Wenner & Gantz, 1998). 

들은 해당 연구에서 좋아하는 팀의 승리 이후 이들은 사회적 정신적 그리, , 

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과제 처리 능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하

였다 그들은 그 이유를 정서적 동일시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시청자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행위는 자신과 응원하는 팀을 동. 

일시하기 때문에 팀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환원하게 된다 이를 . 

효과라 한다“BIRGING(Bask in the reflected glory)” (Cialdini, Borden, 

효과로 인한 자아 존Thorne, Walker, Freeman & Sloan, 1976). BIRGING

중감 상승효과는 시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고 한다 과 . Wann

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민감한 감수성이 있으Hamlet(1995) BIRGING 

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민감하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 

스포츠 미디어 소비의 정서적 동기의 하위 요인 중 네 번째는 일상

탈출 의 동기이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의 정서적 동기(escape motivation) . 

오락적 스트레스해소 자존감 는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의 존재유무 그리고 ( , , )

그들의 경기내용 경기결과가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상, . 

탈출의 동기는 앞선 동기들과는 다르게 경기 결과나 내용 좋아하는 팀이나 , 

선수의 유무와는 관련이 적다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중 일부. 

는 업무와 같은 일상에서의 탈출을 목적으로 스포츠 중계를 가볍게 시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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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Wenner & Gantz, 1998). 

압박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내, 

용의 스포츠경기를 시청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와 는 .Wenner GantzI(1998)

관련연구에서 분의 에 해당하는 스포츠 미디어 시청자가 일상의 압박에5 2

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있을 때 더 높은 빈도로 일상탈출의 동기

로 시청하는 것을 함께 보고 하기도 하였다.

라 인지적 동기와 스포츠 미디어 소비.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의 세 가지 대분류 중 두 번째는 인지적 동기

이다 인지적 동기란 정서적인 동기와 달리 합리적인 (cognitive motivation) . 

사고를 기반으로 한 동기이다 인지적 동기로 인해 발현되는 인간의 행위는 .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의 인지부조화이론. Festinger(1975) (Cognitive 

에 따르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Dissonance)

는 인지적 조화가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 

인지적 조화를 유지하기위해 행동한다 는 이러한 인간의 인지. Raney(2006)

적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에 착안하여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에 인지적 동

기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 동기요인을 구성하였다, . 

가 제사한 스포츠 미디어 소비의 인지적 동기는 배움의 동기Raney (learning 

심미성 추구 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motivation), (aesthetic motivation)

구성되어져 있다. 

스포츠미디어 소비 인지적 동기 요인의 하위요인인 배움의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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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디어 소비를 통해 종목 팀 선수 스포츠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 , ,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스포츠 팀이나 선수의 팬들은 타인보다 .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자존감을 얻게 되는데 매스미디어 시대, 

에는 일반적으로 스포츠관련 보도 스포츠 중계의 전문 해설자의 중계 멘트, 

가 정보의 원천이었다 때문에 수용자들은 정보 습득을 위해서 스포츠 중계. 

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고자 하였다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원희 성낙훈 손대로 이용건 이정학 이민섭 박영민, 2012; , 2011; ， ， ， ， ， 

이정학 김종훈 노재헌, 2007; Gantz & Wenner, 1995; Wenner & ， ， 

스포츠 미디어 소비에 대한 배움의 동기는 타인과 비교하여 Gantz, 1998).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함이 기저에 있으며 동시에 습득된 정보를 이용, 

한 사회적 역할 기대 수행을 수월하게 하는 데에 있기도 하다(Melnick, 

스포츠는 지역 언어와 관계없이 통용되는 글로벌 콘텐츠인데 이에 1993). , 

대한 지식은 매우 유용하여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교육수준으로 느껴질 때

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보 지식 습득은 스포츠를 즐기는데 도움. , 

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수용자는 그. 

렇지 않은 수용자보다 더 많은 관전의 즐거움의 요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aney, 2006).

스포츠 미디어의 인지적 동기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중 두 번

째는 심미성 추구의 동기 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운동(aesthetic motivation) .  

선수의 역동적인 순간의 동작은 예술작품과 같으며 스포츠팬들은 이러한 , 

순간에 열광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에서 예상치 (Wann & wilson, 1999). 

못한 움직임 스타일리쉬 한 동작 강한 힘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동작을 시, , 

청할 때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들은 서스펜스 성적 충동 등과 같은 자극적, 

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스포츠 영상의 심미성은 수행 (Guttman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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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난이도 상황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인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체조경기에서 고난이도의 동작을 수행한다거나 축구에서 예(Raney, 2006). 

측할 수 없는 드리블 동작이 나왔을 때 스포츠 시청자들은 심미적 만족감을 

느낀다 난이도에 대한 이해 예측이라는 통찰력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 , 

해당한다 심미적 만족감을 연구한 선행학자들은 특히 체조 피켜 스케이.  , 

팅 다이빙 프리스타일 스키 스케이트 보딩과 같은 표현형 종목을 , , , (stylistic) 

시청할 때 더 많이 발현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Sargent, Zillmann & 

그리고 표현형 스포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심미성 추구의 Weaver, 1998). 

동기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다, 

소 폭력적이거나 위험을 많이 내포한 시청을 통해 심미적 동기를 X-game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한(Zillmann, 1995). 

편 몇몇 연구들은 심미성을 동작의 심미성과 운동선수의 외관으로 나눠 분

류해야한다 주장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된 부분은 (Sargent et al, 1998). 

스포츠 속 운동 상황의 심미성이라면 운동선수의 신체 발달 혹은 외모와 , 

같은 요소가 바로 외관과 관련된 심미성 요인이다 은 운동. Zillmann(1995)

선수의 동작을 통해 얻는 심미적 만족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주는 서스펜스

라 설명하였고 은 운동선수의 외관을 통한 만족을 다소 성Guttmann(1996)

적인 동기와 관련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심미성에 대한 추구는 (erotic) . 

정보추구 행위이지만 앞선 배움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서적 욕구, 

와 연결되어 있다. 

마 사회적 동기와 스포츠 미디어 소비.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의 대분류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동기(social 

이다 사회적 동기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동기moti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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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타인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내적인 동기와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외적인 동기 사회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기 위한 동기 등을 포, 

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 

미디어 소비의 사회적 동기는 동료애에 대한 동기(companionship 

집단소속에 대한 동기 가족 동motivation), (group affiliation motivation), 

기 경제적 동기 의 가지 하위 (family motivation), (economics motivation) 4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Raney, 2006).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회적 동기의 하위 요인 중 동료애에 

대한 동기는 인간 본성에 내제한 보편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로 인해 발생한

다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과 정보를 교류. 

하고자 하는 소통의 욕구인 동료애에 대한 욕구는 스포츠 경기나 콘텐츠 소

비가 끝난 후에 이뤄지는 차적 소비에 대한 동기라 할 수 있다 수용자들2 . 

은 차적 소비를 통해 콘텐츠를 재해석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의 2 , 

담화가 생성되기도 한다 온라인 콘텐츠와 댓글 게시판의 여론 형성기능을 . 

대표적인 예시로 할 수 있다 스포츠는 낯선 이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 

공용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타인과의 교류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촉진된다 이는 한편(Raney, 2006). 

으로 이는 앞서 언급된 인지적 동기 중 배움의 동기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타인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욕구가 더 크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 

더 많은 스포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기 학자들은 (Melnick, 1993).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타인과 교류하고자하는 의지의 정도를 스포츠 관여도

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보편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스포츠 소비자들은 그. 

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태도 동기 요인들이 긍정적이고 강하게 나타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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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김양례 그( , 2000; Wiley, Shaw, Havitz, 2000). 

리고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른 장르의 콘

텐츠보다 스포츠 장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기도 하다 김기한 김종호( , , 2019).  

스포츠 미디어 소비의 사회적 동기의 하위 요인 중 두 번째는 집단 

소속에 대한 동기 이다 관계에 대한 욕구의 (group affiliation motivation) .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집단소속에 대한 동기는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 

종목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 , 

마음은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하고자하는 감정에서 생성된다 팀이나 선수에 . 

대한 동일시는 단순히 선수와 팀을 향한 동일시 뿐 만 아니라 팀이나 선수

를 좋아하는 주요타인과의 동일시도 포함한다 특(Real, Mechikoff, 1992). 

히 집단소속에 대한 동기는 환경에 따라 그 수준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작은 서포터 집단에 대한 소속의 동기에서부터 국가에 대. 

한 소속감 충성심까지 그 수준은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Raney, 

2006).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스포츠 미디어의 집단소속에 대한 동기는 스

포츠미디어 시청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김기한 노예영 집단소속의 욕구는 자신이 좋( , , 2016; Billings, 2012). 

아하는 팀을 응원하게 되며 느끼는 소속감과 팀의 승리와 성과를 자신의 성

과로 환원하고자하는 의도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작용할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소속되고자 하는 집단의 실패를 자신의 .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끊고자 하기도 하는 CORFing(off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reflected failure) (Campbell, Aiken & 

Ke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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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회적 동기의 하위 요인 중 세 번째는 

가족 동기 이다 가족 동기요인은 공동생활 구성원과 같(family motivation) . 

은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이다 이는 스포츠 . 

미디어 수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 깊은 요인이라 할 수 있다(Raney, 

공동생활 구성원인 가족은 부부의 관계 혹은 혈연의 관계로 이뤄져 2006). 

있어 사회적 역할 분담 체계를 가지고 상호간의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관계형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 

겠지만 가족 구성원의 생활습관을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는 구성원 속의 개

인의 역할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로 발현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자 아이. 

들의 아버지의 경우 문화적 주체로써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동기가 있

으며 아이들의 어머니인 여성의 경우 다소 경쟁적이지 않은 스포츠를 심각, 

하지 않은 시청으로써 소비하기를 원하는 동기가 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 

역할 구분에 귀인 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주로 남편은 외부 업무의 스트, 

레스로부터 벗어나고 가족구성원의 결속을 위해 스포츠 시청을 하고자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하는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가벼운 형태의 스, 

포츠를 시청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Dietz-Uhler, Harrick, End &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스포츠 시청 습관을 생활습관Jacquemotte,  2000). 

이자 하나의 문화로써 체득하기 때문에 부모의 스포츠 시청 동기는 자식에

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일부선행연구들은 스포츠 미디(Raney, 2006). 

어 시청은 결혼한 부부의 대화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매스 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가족구성. 

원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은 흔히 발견된다(Wann, Melnick, 

구체적으로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는 동기는 가Russell & Pease, 2001). 

족구성원과 시간을 보내기 위함 가족구성원과 공통된 문화와 오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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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생겨난다 이러한 동기가 가족구성원간에 생겨나는 이유는 스. 

포츠 미디어 콘텐츠가 타 장르대비 공통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ietz-Uhler  et al, 2000). 

스포츠 미디어 소비 사회적 동기의 마지막 네 번째 하위요인은 경

제적 동기 이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의 경제적 동기(economics motivation) . 

는 사회적 재화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이다 경쟁과 . 

승패를 구조로 한 스포츠 종목은 배팅 에 용의한 양식을 가지고 있(betting)

다 특히 복싱 야구 축구와 같은 흥행 미디어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승패를 . , 

가르는 경기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를 이용한 스포츠 . 

도박시장이 미디어 스포츠의 성행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 

사행성 동기로써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

다 일반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동기를 금전적 이유 부에 대한 욕망 탐. , , 

욕 지위 재산숭배 심심풀이 운보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 , , , 

함 설명할 수 없는 흥분 등으로 나눠진다, (Raghunathan & Pham, 1999). 

특히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들은 이 중 특히 운보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함과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의 동기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스릴과 모험 긴장 승패에 대한 기대심과 같은 도박행위 과정에 내재하는 , , 

강렬한 즐거움은 스포츠 경기의 서사과정 속에 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Lee, Chung,  & Bernhard, 2014). 

사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와 스포츠 미디어 연구. 

스포츠미디어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성 프로그램이 아니며 타 장르와 구별되

는 특수한 장르로써 섬세하게 연구되어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특. 

수한 동기들이 시청행동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콘텐츠에서 제공. 



- 41 -

되는 정보의 흥미성과 시청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고자하는 연구들에서 이러

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이 . 

단순히 즐거움과 쾌락 을 위해서 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hedonic)

장하며 다양한 외적 동기의 보완적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 

관련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미디어 시청은 수용자에게 능숙한 기분

자율성의 기분 관계성의 기분 등을 (competence), (autonomy), (relatedness)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흥미롭지 않더라도 외적동기

에 의해서 시청동기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한다(Hall 2015).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자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흥미성과는 별개로 다양한 

사회적인 동기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내용. 

에 흥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시청 욕구인 소속의 동기에 의해서 시청동

기가 높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때 애국심이 동기. 

로 작용하여 경기를 시청하기도 하며 교육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즐겁지 , 

않더라도 시청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소비 패턴 기기 콘텐츠 문화현상 등이 다양해진 오늘날의 . , , ,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는 더욱 복잡하게 발현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 이론들을 실정에 맞춰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디지털 미디어 소비환경에서 수용자들의 콘텐. Onwumechili(2018)

츠 소비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사용한 것을 대

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소비 . 

환경은 매스미디어 환경과 달리 참여의 개방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착안하여 콘텐츠 수용환경과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설득과 선택의 

개념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많은 경로를 통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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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경에서 제작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정교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며 동시에 능동적인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콘텐츠를 , 

시청할 동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는 설득커. Onwumechili(2018)

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동기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을 해당 저서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시청행동을 분. 

석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체계적인 선행이론들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유튜. 

브 스포츠 콘텐츠와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동기와 행동을 통해 형성된 시

청 성과이다 때문에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스포츠 미디. , 

어 시청동기를 구분하는 것은 시청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다.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의 관람 즐거움 ③ 

가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의 정의와 발생 메커니즘. 

즐거움 은 행위의 결과로 생성되는 감정적 산물이다 행위의 결(enjoyment) . 

과로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즐거움은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감정상태이다 특히 미디어 시청의 즐(Podilchak, 1985). 

거움은 소비자가 미디어 시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정서적 

보상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Kim & Yun, 2013). 

포츠 미디어를 시청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감정적 보상

을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이라 정의할 수 있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 

고자 하는 심리 필요와 충족의 개념인 심리적 동기와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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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이를 통해 즐거움은 행동과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와 직접적인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청 즐거움이 동기와 연계되어 .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에 따라 즐거움의 유형도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을 지속하는 이유는 시. 

청 즐거움에 있다 콘텐츠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Nabi & Krcmar, 2004). , 

시청하는 이유는 즐거움에 있으며 스포츠 미디어는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자

극하는 효과적인 콘텐츠로서 큰 미디어 사업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 

시청 즐거움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콘텐츠

의 유형과 형태 전달방식 시청 동기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 특징을 가, ,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이(Kim & Yun, 2013). 

용하여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시청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

술하고 이후 즐거움의 유형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 .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다양한 즐거움을 정의하고 무엇이 스포츠 미디어 시, 

청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포츠 미디어 관람의 즐거. 

움은 다양한 동기들의 종속 변인으로서 스포츠미디어를 소비를 통해 얻을 , 

수 있는 가장 큰 정서적 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즐거움의 유형과 , 

생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콘텐츠 시청 영향요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전지식이다.  

미디어를 통해 얻는 보상인 즐거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매체 수용환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 . Duncan

는 각 매체 마다 고유의 기술과 표현 양식이 존재하기 때Brummett(1989)

문에 커뮤니케이션 감화과정이 서로 상이 함(Dynamics of the process of 

을 주장하였고 복잡한 미디어 시청 즐거움의 메커니즘을 communication) ,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치 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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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스포츠라는 원재료의 특성과 원재료가 콘텐

츠로 제조되는 과정이 타 장르와는 구분 되는 특성을 보인다 스포츠가 가. 

진 특유의 경쟁적 역동성 신체기술에 대한 이해 사회적인 의미 등은 때로, , 

는 영상기술에 의해 심미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해설자에 의해서 새롭게 

포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미디어의 스포츠 경기 중계 콘텐츠의 . 

경우 다양한 앵글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 해설자 인터뷰와 같은 표현양식, , , , 

을 통해 장면의 심미성 경기의 사회적의미 등을 생성하여 시청자에게 다양, 

한 종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나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 유형과 특성. 

시청 즐거움은 콘텐츠의 유형과 형태 전달방식 시청 동기에 따라 다양하, , 

게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선(Kim & Yun, 2013). 

행연구들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을 통해 생성된 즐거움을 정서적 즐거움과 

인지적 즐거움 그리고 사회적 즐거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앞선 장, . 

에서 제시된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시, 

청 콘텐츠 동기는 서로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의 결과로 형성, , 

되는 감정인 즐거움은 콘텐츠에 따라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의 특성을 제

시하기 위해 의 연구와 과 에서 제시된 스포Raney(2012) Kihan Yun(2013)

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 유형 구분과 특성을 참고 하여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 유형을 정서적 즐거움 인지적 즐거움 사회적 즐거움으로 구분하여 , , 

각각 제시하였다.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정서적 즐거움은 쾌락적 즐거움(hedonistic)

으로 표현된다 쾌락적 즐거움은 정서적 효과에 중점을 둔 관점에서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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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즉 쾌락적 즐거움은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를 . , 

감상할 때 발생되는 개인의 감정적 즐거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쾌락적 관점. 

은 생리학적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흥문 물질이 스포츠 미디어 시청을 

통해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과 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을 . Kihan Yun(2013)

통해 얻은 쾌락적 즐거움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

된다고도 하였다 인간의 생리학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은 기초적인 욕구 .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개인의 감정이 스포츠 미디어 콘. 

텐츠가 전달하는 정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을 근거로 한다(Raney, 2012). 

따라서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쾌락적 즐거움은 각성과 흥분을 통해 형성되

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락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흥분되고 각성을 높일 만큼의 흥미도가 있어야 한다

(Raney, 2012).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시청자를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이 

흥미진진해야 하며 예측불가능 할 정도로 자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내, . 

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나의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은 수준의 흥분을 위해서는 기대이상의 긍정적인 결과, 

를 보여야 한다 이는 앞서 설명된 정서 성향이론을 통해 제시된 즐거움 생. 

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리와 성취 상황이 가. 

져다주는 감정적 즐거움은 쾌락적 즐거움의 주된 요인이라고 연구되어져 오

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시청과정에서 느끼는 쾌락적 즐거움 (Raney, 2013). 

보다 경기 결과로 인해 얻은 쾌락적 즐거움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과정의 심미적 탐닉 보

다 팀과 선수에 대한 자아 몰입 그리고 애착이 시청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Frederick, Lim, Chung, & Clavi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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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의 즐거움인 인지적 즐거움은 앞선 쾌락적 즐거움과 

상이하게 정서적 인지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하위 요인들의 결합을 통해 , 

얻어지는 형태의 즐거움이다 인지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Raney, 2012).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스포츠 . 

미디어를 통해 느끼는 인지적 즐거움은 스포츠 콘텐츠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과 (Raney, 2012). Kihan

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지적 즐거움을 삼자적 관점에서 발생Yun(2013)

하는 즐거움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미디어를 시청하는 수용자는 인지 정. , 

서적 반응 행동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의 산물로써 즐거움, 

이라는 감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지적 즐거움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동안 어떠

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있었는가가 즐거움 형성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스펜스나 해설자의 설명에 의해서 , 

인지되는 경기의 중요성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시청 도중 발생하는 인지

적 즐거움이다 따라서 인지적인 즐거움은 앞서 (Raney & Depalma, 2006). 

제시된 쾌락적 즐거움과는 달리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기 , 

중계 콘텐츠가 아닌 다양한 스포츠 관련 콘텐츠에서 느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과 은 이는 평가적 관점으로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 Kihan Yun(2013)

의 만족으로부터 즐거움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연관이 있다 인지적 평가는 . 

미디어 소비 과정에 발생하는 복잡한 정서적 반응과 관련이 깊은데 인지적 , 

평가는 주로 구조화된 사전 지식으로서 스키마 수준 에 의해 (schema level)

이뤄지기 때문이다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인지적 즐거움은 구조화된 사전. 

지식의 확인 구조화된 사전지식의 보강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경기 , . 

결과와는 관계없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인지적 즐거움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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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인지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들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져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 

포츠 해설자의 공신력 스포츠 미디어 영상 기술 경기의 불확실성 정도 스, , , 

타플레이어 스포츠 관여도 등이 즐거움과 만족 재시청의도 등에 미치는 , , 

영향을 밝히기 위해 무수히 많이 시도되어져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즐거움은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

는 인간 관계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인간관계적 만족감이란 (Raney, 2012).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율성 능숙함 관계성(autonomy), (competence), 

의 충족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즐거움이란 자기 의지에 의해 (relatedness) . 

타인과 함께하는 과업이 능숙하게 해결되고 있으며 타인과 관계하고 싶은 ,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 

면 인간은 타인과 관계 맺기 위한 욕구와 타인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는 욕, 

구를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 미디어 시청은 이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수, 

용자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스포츠는 언어권 남(Raney, 2006). , 

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 시청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신체의 언어로 구성된 

드라마이다 때문에 스포츠 미디어 시청은 공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 . 

라서 스포츠 미디어 시청으로 인해 축적된 정보는 사회적 관계에서 유용하

게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효능감과 만족감은 즐거움을 유발하게 된

다 또한 는 사회적 대화의 도구로 스포츠 정보가 효율적으로 . Raney(2006)

사용되었을 때 혹은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식 체계를 스포츠 

정보를 통해 구성하였을 때 만족감과 함께 즐거움을 느낀다고 부연하였다. 

과 은 이러한 도구적 성격의 사회적 즐거움을 기능적 관점Kihan Yun(2013)

의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즐거움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즐. 

거움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형태에서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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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스포츠 미디어 시청을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즐거움들은 어

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는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즐거움을 만들어 낸다. 

수용자는 라디오를 통해 청각 정보만을 받아들이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 

시청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나아가 오늘날 뉴미디어는 시청각 정보 뿐 만아. 

니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기존의 정보와 비, 

교 강화 한다 즉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들은 콘텐츠와 매체의 형식과 내용, . , 

에 따라 서로 상이한 형태의 즐거움을 시청 과정에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첨단 기기의 발달과 급변한 스포츠 미디어 시청 시장 환경으로 인해 

즐거움의 유형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접근성과 휴대성이 극대화된 형태의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 일반인에 의해 , 

재가공 된 스포츠 영상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미디어 예능 등은 이전의 스, 

포츠 미디어 시청과는 다른 판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미디어는 .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발, . 

생하는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

다.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결정 요인④ 

가 시청률의 개념과 영향요인의 구성. 

일반적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는 시청률을 이용해 정도를 측정해 왔다. 

시청률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용자의 매체 노출 정도를 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매체 노출정도는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청하였는지. 

를 알려주는 지표로써 프로그램의 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시청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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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결합하여 사회적 집단들의 시청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얼마나 시청되. 

고 있는지 타 경쟁 프로그램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연령, , , 

성별과 관련하여 어떤 시청자 층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자료는 프로그램을 제작자와 프로그램제작을 후원하는 광. 

고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작용한다 시청률을 집계함으로써 다양하게 . 

세분화된 시청자 집단들의 시청 형태를 알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어떤 콘, 

텐츠를 언제 시청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선택가능성이 높아진 . 

미디어 시청환경에서 방송사의 편성과 광고사의 후원에 필요한 시청 통계자

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의 유용성이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 

이 시청률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기법과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해 오고 있다. 

시청률은 매체 수용자들의 콘텐츠 선택과 시청 지속행동을 통해 집

계된다 때문에 시청률이라는 지표는 시청 동기와 시청 즐거움과 직접적인 . 

관련을 가지게 된다 매체 수용자들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가 발생. 

하여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청 즐거움을 통해 시청 지속 행동 혹은 재시청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대부분의 .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스포츠 미디어 시청동기와 즐거움과 관련된 선행연구

와 문헌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개인. 

적 수준에서의 시청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용편리성 방영(

시간 편성 선호도 장르 채널 브랜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요인들, ), , , ,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조성동 강남준( , , 2009; Danaher & Mawhinney, 

예를 들어  은 2001;  Sung & Kwack, 2016). Sung & Kwac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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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영상 클립 선택과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IPTV

서 프로그램 특성과 장르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시청자의 매체 사. 

용 동기에 따라 동영상 클립의 선택이 좌우 되며 이에 따라 사용시간이 다, 

를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와 같은 영향관계를 검증 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 

적인 시청률 결정요인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콘텐츠 장르와 매체를 대상으

로 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체계적으로 결정요인을 분류하여 분석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스포츠 시청과 관련된 연구는 매스미디어 시청 결정요인 연구와 시

청 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의 기반 속에서 년대 초반부터 이뤄지기 시작2000

하였다 스포츠 방송의 가치가 높아지고 중계권과 방송광고의 기준점으로 . , 

시청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포츠 방송의 시청률을 결정하는 요인

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기 시작 한 것이다(Kanazawa & Funk, 2001; 

스포츠미디어 시청 결정요인과 관련Berkowitz, Depken & Wilson, 2011). 

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다수 스포츠 경기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연구와 거시적 차원의 연구수준을 구분하여 연구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대상과 데이터 차원의 분류이지 영향요인에 대한 체. 

계적인 구분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스포츠 미디어 시청률 결. 

정요인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구

분하였다 표 참조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시청행동을 하는 개인을 ( 3 ). 

기준으로 영향요인이 콘텐츠 소비과정의 외부에서 형성 되었는지 여부에 따

라 내재적 차원과 외재적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명. 

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통계적 검증을 통해 도출된 기타 영향요인이 있

다 기타 영향요인들은 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특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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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청률영향 요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미디어 시

청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의 동기와 관련된 변수와 콘텐츠 특성 영

향요인 그리고 유의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변수는 독립적으로 시청률과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영향을 주는 구조이며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들의 , 

구조를 분석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 

를 분석한 연구는 매체유형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투입되는 변수가 다소 차

이가 있으며 이는 매체 수용환경과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다 내재적 차원의 시청률 영향요인. 

구분 요인 설명 예시

내재적 

차원의 

영향요인

수용자 

인지 요인

수용자의 정서적 인지적 상, 

태와 관련된 영향요인

수용자 사전지식 시청경험정도, , 

팀 충성도 정체성 스포츠 관여, , 

도 인지된 경기의 중요도 준거 , , 

팀의 성적

콘텐츠 

정보 요인

콘텐츠에 내제한 정보의 형

태와 질에 따라 유발되는 영

향요인

경기의 흥미성 스타플레이어 유, 

무 경기의 불확실성 해설자유, , 

형과 공신력 경기 내용요인 인, , 

지된 콘텐츠 속성 접근성 매력( , 

성 실용성, )

외재적 

차원의 

영향요인

채널 요인
제작자에 대한 인식으로 인

해 발생되는 영향 요인

채널브랜드 인지도 타 채널경쟁 , 

구도

편성 요인
콘텐츠 방영 계획과 관련되

어 발생하는 영향요인

경쟁 프로그램유무 방영시간, , 

생중계여부 사전 사후 프로그램, /

사회적 

요인

콘텐츠를 수용하는 수용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국가주의 프레이밍 가족 및 준, 

거집단

인구 

통계학적

수용자 

특성요인

영향관계는 설명되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치는 수용자의 인구통

계학적 요인

사용매체 인구통계학적 변인, 

표� 3. 스포츠�미디어�콘텐츠�시청률�결정요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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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재적 차원의 영향요인은 수용자가 콘텐츠를 수용하는 경로에서 직접

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수용자가 콘텐츠를 수용하는 과정. 

은 수용자에 내제된 인지적 환경과 콘텐츠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인해 형성

된 인지적 환경이 있다 따라서 내재적 차원의 영향요인은 수용자인지요인. 

과 콘텐츠 정보요인으로 구분되어진다 수용자 인지요인은 수용자의 스포츠. 

에 대한 사전지식 관여도와 같은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다 반면 콘텐츠 , . 

정보요인은 콘텐츠에 내제한 정보의 형태와 질에 따라 유발되는 요인이다. 

주로 경기의 흥미성 경기 내용요인과 같은 콘텐츠 속성들을 예로 들 수 있, 

다 내재적인 차원의 영향요인은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관련된 변수. 

로써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시청 동기 및 다양한 유형의 시청 즐, , 

거움과 관련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콘텐츠의 내용적 . 

요인과 수용자의 사회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변수인 콘텐츠의 쾌락적 즐거

움 자극정도 수용자의 시청 만족도 수용자의 정보추구 성향 및 사회적 관, , 

계 추구 성향을 얼마나 자극하는가 등이 시청행동과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력을 검증하였다(Raney, 2013). 

구체적으로 내재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주요변수를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하여 스포츠 미디어 , 

콘텐츠 시청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수용자 인지요인을 검증한 대표적. 

인 선행연구로는 와 가 수행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시청Gantz Wenner(1995)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사전지식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 와 . Gantz

는 수용자의 사전지식 이 정서적 성향의 편향을 유도Wenner(1995) (Schema)

하여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용자의 시청 경험 정도에 따라 특정 종목과 구. 

단에 대한 팬의 정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편중된 시청패턴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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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특정 유형의 인기 콘텐츠가 시청률이 점점 더 높게 . 

형성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콘텐츠 정보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로는 Alavy, 

와 가 수행한 경기내용과 결과에 따른 시Gaskell, Leach Szymanski(2010)

청행동 검증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와 동료들 은 경기의 내. Alany (2010)

용과 결과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그 축구중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당 시청률을 이용하여 경기. 

승패 점수 차를 다양하게 분류한 후 경기 진행과 종료시간까지의 시간에 , 

따라 변화하는 시청률을 분석하였다 골차 이상 득점차가 나고 종료시간이 . 2

분이 남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통해 승부의 불확실성이 시10

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용자의 스포츠 미디. 

어 시청 동기인 쾌락적 동기와 관계되는 요인인 승부의 불확실성이 시청 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 또한 이와 같은 내제적 차원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연

구가 이뤄졌다 정영남 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스포츠 경기 . (2009)

직접관람 시청 횟수 평균 시청시간 선호스포츠와 같은 관여도가 시청행동, , ,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스포츠스타의 . 

등장과 리그나 경기의 중요도 국가적 이벤트가 선호이벤트로써 시청행동에 ,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그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었을 때 ,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광수 이진균 은 스포츠 미디어를 스포츠 상품의 개념으로 , (2003)

환원하여 상품의 속성 집단순응성 스포츠에 대한지식 가치를 중요한 시청 , , , 

결정 요인으로 분류하여 시청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 

인지하는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이 상품선택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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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한 연구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시청에 내제한 혜택으로서 유. 

대감 집단 소속감 지식 습득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 , . 

콘텐츠 정보 요인이 시청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이다. 

김종훈과 이정학 은 해설자의 공신력이 채널만족도와 채널 충(2011)

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다 경기결과에 따른 만족감. 

과 같은 영향 요소는 통제하고 미디어 제작요인인 해설자 요인을 전문성, 

신뢰성 공신력으로 구체성 있게 개념화하여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는 ,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는 년간 축적된 미식 Paul & Weinbach(2007) 10 (1991~2000) NFL 

축구 경기에 대한 시청률 자료와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 내용이 시청

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경기시작에서부터 변화하는 경기 중 변. 

화하는 시청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과 득점이 발생, 

할 때 시청률이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경기내용의 즐거움 요인. 

을 계량화 했다는 점과 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10

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내재적인 수준의 연구는 콘텐츠. 

를 시청하는 수용자의 욕구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개인적인 요인이

나 콘텐츠 정보 요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 외재적 차원의 시청률 영향요인. 

외재적 차원의 영향요인은 내재적 요인과는 달리 수용자가 콘텐츠를 수용하

는 경로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수용자는 콘텐츠에서 제공. 

되는 정보에 대해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하는데 있어 외부적인 환경에 , 

의해 태도나 행동이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의 공신력을 . 

판단함에 있어 정보출처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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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다 이러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 

재적인 영향요인은 크게 채널요인과 편성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되어 진다 채널 영향요인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혹은 제작사에 대한 . 

평판 이미지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보증효과를 의미한다 편성요인의 경, . 

우 콘텐츠 방영계획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영향요인으로 방송시각 전후 프, 

로그램의 시청률 경쟁프로그램의 유무 등이 이와 관련된 변수들이다 사회, . 

적 영향요인은 콘텐츠 수용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요인

인데 국가주의 프레이밍이나 가족 분위기 등과 같은 준거집단의 문화로 , , 

인해 영향을 받는 요인을 의미한다. 

외재적 요인 중 채널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 김종훈 의 (2010)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채널브랜드의 영향력이 시청행. 

동에 영향을 미처 시청률에 변동을 주는 영향요인임을 가정하고 검증하였

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구체적으로 스포츠 전문채널 방송 사의 사회적 책. 3

임 프로그램의 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도 경영의 질 등과 같은 , , , 

방송사 브랜드 요인이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 

전국 대단위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채널브랜드 가치라는 요인을 구성하는 , 

하위요인이 각 방송사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시청 , 

행동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시청자의 동. 

기가 아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제작자와 방송사 그리고 제공되는 , 

콘텐츠의 유형과 편성시간과 관련된 변수와 시청 행동 시청률과의 관계를 , 

분석하고자 하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내재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와 는 외재적 차원의 시청률 영향요인 중 Henry Rinne(1984)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



- 56 -

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양한 편성관련 요인들을 변수로 한 시. 

청 모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연구. 

에서는 프로그램 방영시간 프로그램 선호도 신규 프로그램의 편성 동시간, , , 

대 타 프로그램의 시청률 편성 유입 유출관련 변수 프로그, / (lead-in & out) . 

램의 장르 채널 브랜드 연령층과 시청률 점유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증, , /

하였다 검증 결과 대부분의 편성관련 변수가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이 있. 

음이 도출되었고 이 중 특히 유입과 유출관련 변수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시청률과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편성요. 

소가 중요히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성식 은 스포츠소비 현황 . (2004)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스포츠 미디어 소비에 있어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가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을 통해 스포츠 미디어 시청 결정요인 중 국

가주의 프레이밍이 시청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사. 

회 문화적 영향력이 개인의 콘텐츠 시청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

기도 한다. 

마 인구통계학적 시청률 영향요인. 

앞선 연구들에서 사용된 내재적 외재적 요인들 이외 에도 수용자를 중심으, 

로 연구한 사례가 있다 다변화 된 매체환경과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특수한 . 

소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영향요인 만으로는 설명

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제시된 영향요인들과 함께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을 변수로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있으며 이에 사용된 요, 

인을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특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들은 대부분의 .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될 만큼 통계적으로 거듭하여 검증된 시청률과 시

청행동 영향 요인들이다 특히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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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특성은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최근. 

에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기존의 영향 요인들과 함께 검증 모형에 투입되어 영향력이 검증되어져 오

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시청률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복잡한 연산을 비교. 

적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는 통계방식과 변수의 데이터화의 용이성을 기반으

로 다양한 변수의 관계를 알고리즘 계산법으로 분석 되어지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매체의 종류 경쟁프로그램의 특수성 스타. , , 

플레이어의 특정행동 타 매체의 보도 량 등과 같은 변수들이 특수한 시청률 , 

상승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인의 유효성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과거와 현재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양래 와 . (2000)

최영환 의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최상배와 김양례 는 수용자(2010) . (1999)

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시청동기를 분석하였다 체계적 유층 , . 

무선 표집법을 이용한 대단위 설문을 통해 텔레비전 스포츠 수용자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과 직업이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으며 수용자의 스포츠 관여도가 지속, 

적이고 강한 시청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배. 

와 김양례 의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 수용자(1999)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한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 

최영환 은 수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청행동의 특(2010)

성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시청.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학력 연령 직업군을 나눠 분석하였다 가용성과 접근성의 차이에 따, , , . 

라 콘텐츠를 선택하는 레퍼토리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한 이 연

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시청을 많이 했으며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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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변수. 

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단순한 평균검증을 한 통계분석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렇듯 다양한 차원에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시청과 시청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분석되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예시를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다변화된 소비환경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시청행동과 시청률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 폰 그리고 웹 사이트에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는 , 

새로운 양식으로 제작되고 공유되고 소비되어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막강한 . 

시장 장악력을 보이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 를 예시로 들 수 가 ‘ ’

있다.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여 활발히 공유되고 소비되어지고 있다 상호관계식 네트워크와 정교한 . 

추천알고리즘을 통해 이 미디어는 수용자의 선택과 연속된 시청을 유도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는 더 이상 대형 방송사가 아니라 개인 혹(Stauff, 2009). , 

은 중소 방송사로 분화되었고 콘텐츠는 기존매체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재매

개 되거나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져 다양화 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에는 관심과 클릭이 이전의 시청률과 대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와 같은 환경에서의 시청행동과 시청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상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 . 

디지털 미디어인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이전의 스포츠 미디어 시청결정요인들을 유튜브 

매체에 맞게 재구성 하고자 시도 하였다. 

장에서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 스포츠 미디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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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환경에 적합한 시청결정요인을 도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결정요인들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미디어 소비 환경의 변화와 유튜브의 등장2. 

미디어 발전과 미디어 소비 행동의 변화  1) 

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소비① 

가 매체 유형과 미디어 소비 행동 기술 결정론적 관점. : 

본 장에서는 매체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소비시장과 수용자 행동의 

변화를 스포츠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매체 기술 환경. 

의  변혁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매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 

소비 행동 변화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일련의 기준이 필요

하다 따라서 매체 기술의 변곡점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 

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 한 기술 결정론적 관점

을 차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 (technological determinism) (Drew, 2016). 

결정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매체환경 변화를 기술한 선행연구들은 사회 현

상과 문화적 변동의 주동력을 매체 기술의 변화와 보급에 귀인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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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을 구성하는 미디어 시청자의 행동을 분석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매체 기술의 특성에 따른 소비행동과 미디어환경

을 배경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 매체 기술 시대를 . 

분류한 는 매체 양식에 따라 시장과 시장의 구성원의 행동이 Drew(2016)

변화한다고 관련저서 에서 밝힌 바 있다 해당 ‘Technological determinism’ . 

저서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미디어 매체 유형의 변화를 인쇄매

체 방송 전파 매체 뉴미디어 매체 케이블 위성 디지털 매체 인터넷 의 순, ( ) , ( , ), ( )

서로 구분하였다 미디어 소비 환경과 행동의 변화에 대해 논하기 위해 다. 

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매체 기술을 기준으로 시대적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매체유형 정의 매체

인쇄매체

! 활자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매

체 유형

! 문자 매체는 신문 잡지 도서와 같은 모든 인쇄물을 의, , 

미 하며 개별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취하며 독, 

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소통함

신문 잡지 도, , 

서

대중매체

! 전파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형

태를 취하고 있음

! 방송매체는 전파 속도와 수용자의 범위가 문자 미디어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넓어진 특성을 보임

라디오 텔레비, 

전

뉴미디어

!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존의 미디어에서 차별화되는 특

징을 지는 매체 형식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

! 독자적으로 기능을 발휘했던 기존의 매체가 다른 기존의 

매체의 특징적 기술 혹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

운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디지털 

매체

! ICTS(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소통되는 System)

양식의 매체

! 웹상에서 공유되고 소비되는 형식의 스포미디어의 형태

를 의미하며 콘텐츠가 가상공간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 

시에 이뤄지는 특징을 가짐

디지털 방송, 

서비스 웹 OTT , 

콘텐츠 플랫폼,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 등

표� 4. 기술�결정론적�관점으로�분류된�미디어�매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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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또한 스포츠 미디어 소비 행동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한 매체 유형 구분 근거를 준거로 Drew(2016)

하였다 표 참조 스포츠 미디어는 스포츠를 미디어를 이용해 불특정 다( 4 ). 

수에게 대량을 메시지로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포츠 미디어는 스, 

포츠와 대중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기술과 형식에 따라 그 소비 환경을 재구

성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미디어 소비환경과 수용자 소비행동의 . 

변화는 매체변화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매체에 따라 스포츠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어 지고 있는 실제 현상

은 이를 뒷받침 할 근거가 된다 스포츠 미디어는 거대한 시장으로 이해 될 . 

수 있는데 이 시장의 크기는 과 에서의 거래의 총합Upstream Downstream

으로 구성된다 더 많은 콘텐츠가 더 비싼 (Jeanrenaud & Kesenne, 2006). 

가격에 더 많이 유통되는 시장을 큰 시장이라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때 매, 

체의 유형에 따라 콘텐츠의 가격과 유통량이 결정된다 매체에 따라 콘텐츠. 

와 유통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체기술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는 다양해. 

지고 높은 품질로 제작되어진다 동시에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 또한 , . 

발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변혁된다 대표적으로 위성중계기. . 

술과 텔레비전 중계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뉴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스포츠 중

계시장과 시청환경이 변혁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년 . 1988

프리미어 리그 축구경기의 중계권이 지상파 에서 유료 위성 ITV( ) SKY TV(

방송 로 이관됨에 따라 위성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 중계가 가능하게 되자 )

시즌 당 중계 경기 수가 경기에서 경기로 증가 하고 중계권료가 천 18 60 , 4

백만 달러에서 억 백만 달러로 증가한 사례를 들 수 있다4 3 4 (Elliott,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례는 매체 변화에 따라 콘텐츠 다양성2017). , 

품질이 변화하고 시장에서의 가격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례 이며 스포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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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유형구분을 매체의 변화 에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할 근거이기‘ ’

도 하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미디어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콘텐츠와 유통망

의 차이가 매체의 변화에 귀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매체의 변화 에 대해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는 와 ‘ ’ . Bryant

가 제시한 스포츠 미디어 발전 단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장에Holt(2006) . 

서는 전통 매체 기술의 변화 단계에 따라 첫째 인쇄매체 신문 잡지 둘째( , ), , 

대중매체 전파라디오 셋째 뉴미디어 케이블 위성 를 넷째 디지털 매( , TV), , ( , ) , 

체로 기술 발달 과정을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에서 전개된 시장과 소비 행동

에 대해 기술하였다.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미디어② 

가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소비환경. 

년대 후반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으로 시작된 뉴미디어는 세기 들어 1990 21

다시 변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ICTS(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인터넷이 Technology System)

보급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인터넷과 융합하여 미디어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란 콘텐츠의 제작과 처리 전송 시청 . , , 

등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뤄지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정보의 호환성이 높. 

아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활용 진화에 가장 큰 역할을 , 

하였다 오늘날 통신망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발전과 보급 확산은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김경희 이숙정 정일권 박주연 심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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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최세정 전경란, , , 2018).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터넷환경의 발달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보급은 첫째 정보의 디지털화 둘째 플랫폼을 이용한 매체 소비 융합 환경, , 

셋째 소비자의 접근성과 권리 신장 넷째 쌍방향 매체 이용환경 등과 같은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창출하였다 김경희 외 우선 정보의 디지털화( , 2018). , 

는 활자 음성 사진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고 , , ,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 

해 손쉽게 공유되어 졌다 이와 같은 환경은 신문 잡지 라디오 와 같. , , , TV

은 전통 대중매체들이 인터넷상에서 소비되는 통합 소비 환경을 창출하였

다 인터넷 신문 인터넷 인터넷 잡지 영화 서비스는 이와 같은 . , TV, , VOD

환경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둘째 플랫폼을 통한 매체 소비 융합 현상은 하나의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인터넷 상. 

의 미디어 플랫폼은 신문 영화 드라마 뉴스 잡지 등이 각기 담당하던 소, , , , 

비 기능을 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는 정보를 디지. 

털 화 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개발과 발전에 귀인 한 결

과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신문사의 기사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 

며 영상 미디어를 소비할 수 도 있다 네이버 포털은 이와 같은 플랫폼 서, . 

비스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의 특징은 매체를 수용하는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정보가 웹상에 저장되고 소비자들이 언. , 

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소비할 수 있다는 점 개인화된 기기를 통해 , 

어디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소비 환경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광역 무선 인터넷 통신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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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과 개인화된 미디어의 기술 발전과 보급률 상승은 수용자들의 매체 접

근성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마지막 네 번째 쌍방향 매체 이용환경은 수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기술 환경에 귀인 한다 쌍방향 매체 수용환. 

경은 소비자와 콘텐츠 소비자와 제작자 소비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주, , 

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 소비의 과정이 전달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발. 

전하였다 즉 기존의 선형적이던 커뮤니케이션 페러다임은 비선형적이고 방. , 

사형의 페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정보제공자 송신자 에서 수용자로 . ( )

전달되던 정보가 수용자가 만든 정보가 송신자에게 혹은 또 다른 수용자에

게 도달할 수 있음은 프로슈머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

은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고 소비자 행동을 변화 시켰다 소비자 행동의 변. 

화와 관계된 내용은 이어지는 파트에서 다루었다. 

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소비행동 특성.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변화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은 

이전과 다르게 변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환경의 특징인 상호작용성. , 

비동시성 무제한성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결합가능성 초연결성 등은 새, , , 

로운 양식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개별화. , 

고관여 관계지향 정보지향 다기능수행과 같은 수용자 환경을 만들어 냈, , , 

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비자는 능동적인 특성을 가진 미디어 소비의 .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비자 특징을 . 

결과적으로 종합하자면 첫째 자신의 기호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

하며 둘째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동시에 소비하는 다중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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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한다 그리고 셋째 소비자이자 제작자로의 참여가 동시에 이뤄지는 . ,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소비자들의 시청행동의 특

성은 바로 기호시청 행동이다 기호 시청행동은 소비자의 능동성을 대표하. 

는 시청행동이다 선택적인 기호 시청은 첫째 이용과 충족 둘째 품질 평가. , , 

에 의해서 이뤄진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소비자들은 미디어를 시. 

청하는 행위를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동기화된 행위임인 동시에 자, 

신의 욕구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선택하며 이용한다고 가정한

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시청할 때 기호에 맞는 콘텐(Rubin, 2002). 

츠가 다른 콘텐츠에 대비하여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기호시청이라는 시청행동이 탄생한 배경은 채널과 매.  

체의 증가 수용자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들 수 있다 전통 미디어 , . 

시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희소해져

오고 있다 많아지는 채널 사업자 다변화된 매체에 대비하여 수용자의 미. , 

디어 시청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성은 스크린 시청 행동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됨에 N . 

따라 스마트 등을 통해 특정 매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콘텐IPTV, TV 

츠 소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매. 

체를 통해 접근가능함은 동시에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정보를 소비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스크린 시청 이라 한다 여러 개의 화면을 통해 , ‘N ’ . 

소비자가 동일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하나의 콘텐츠를 시청함에 있, 

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중계를 보, . 

는 중 내가 응원하는 팀의 정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하며 시, 

청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스포츠 콘텐츠의 스크린 시청 사례라 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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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정영호( , , 2013). 

스크린 시청은 첫째 시공간을 연장 한다는 점 둘째 정보습득 N , , , 

경로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한다 로 시청하던 콘텐츠를 핸드폰으로 연장. TV

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청하는 도중 다, 

른 미디어 기기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청행동은 멀티테스킹. 

이라는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 멀티테스킹은 스크린 환경 시청환경에서의 . N

중요한 시청행동 특성이다 멀티 테스킹은 고전적인 미디어 레퍼토리를 변. 

화시켰다 고전적인 미디어 레퍼토리는 어떤 기기로 어떤 장르의 콘텐츠를 . 

언제 소비하였는지를 통해 형성된다 반면 스크린 환경의 멀티테스킹 미. N

디어 이용패턴은 이전과 전혀 다른 형식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만들었다 특. 

정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미디어 사용개수 그리고 시청이탈과 선택시청, ,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청 래퍼토리가 만들어 졌다. 

세 번째 특성은 소비자의 생산경험의 확대 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 

대의 콘텐츠 소비는 이전과 다르게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디지. 

털 미디어시대에는 웹상에 기록되고 공유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는 웹상에 기록되고 공유되어 진다는 점에서 소비와 

동시에 미디어 생산을 한다 생산은 소비경험이 집적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 

능동적인 행위임을 감안하였을 때 오늘날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은 디지털 미디. Schradie(2011)

어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자들은 누구나 생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프로슈머 라 칭하기도 하였다 온라인 기사를 소비, (prosumer) . 

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것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 온라인 공, , 

간에서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은 정보의 생산의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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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영상 미디어 시장의 전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어지고 저장된 정보가 , 

인터넷 망을 통해 수용자에 전달되는 미디어 시대를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 

한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이와 같은 특징은 소비자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비동시성 시청 환경을 구축해 주었고 콘텐츠의 , 

능동적 시청 환경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 시청환경 속에서 콘. 

텐츠 제공자들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전과 다른 개선된 미디어 소비 환경

을 창출하여 소비자들의 소비를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환경의 영상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는 첫째 인터

넷을 통한 영상 콘텐츠의 시청 둘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 공, 

유 셋째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 소비 환경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의 경우 초기에는 웹케스팅‘ (Web 

웹 스트리밍 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시casting)’, ‘ (Web Streaming)’

청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주로 전통 미디어 채널 사업자들이 독자. 

적인 웹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파로 방영된 영상을 재송출하는 형태로 서비

스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통신망이 정비 됨에 따라 가 등장하였다. IPTV . 

는 셋탑박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채널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영상 콘텐IPTV

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방송과 저장된 영상 .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며 오늘날 활성화 된 , 

서비스의 전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터넷 용 웹 동영OTT(Over The Top) . 

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형태의 인터넷 방송국 형태 또한 오‘ ’

늘날 보편화된 형태의 인터넷을 통한 영상시청 형태이다 아프리카 와 . ‘ TV’

같이 기존의 채널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영상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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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영상 콘텐츠 소비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상 P2P

콘텐츠 공유 개인이 제작한 영상을 포스팅 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 (posting)

유하는 형식의 영상 공유 서비스 개인의 일상과 취향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 

형태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소셜 미디. 

어는 영상 콘텐츠 시청 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 시청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오늘날 영상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는 오늘날 단독으로 특정 

유형을 정의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사. , 

용편의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

태의 서비스들이 융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인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제작한 영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목적(youtube) . 

으로 시작된 유튜브는 오늘날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시장을 독점하고 OTT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기능을 가진 인터넷 영상 제공 서비스의 특장점을 . 

이용한 결과이다 오늘날 디지털 영상 미디어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모해 오. 

고 있으며 때문에 다양한 속성과 시청행동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 

것은 소비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에 유튜. 

브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이어지는 장에서 와 소비행동 그리고 소‘OTT ’ ‘

셜미디어와 소비행동 에 대해 문헌 고찰을 하였다’ . 

서비스의 등장과 미디어 소비 행동OTT③ 

구체적으로 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인 콘텐츠 OTT(Over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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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비 서비스의 형태를 정의하는 용어이다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 . 

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의미하는 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 OTT

망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범용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점은 . 

콘텐츠 유통과 소비의 접근성과 진입장벽을 허물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서, 

비스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최초에 라는 용어가 통용될 때에 . OTT

은 셋탑 박스를 의미하는 용어였지‘TOP’ 만 오늘, 날은 셋탑 박스(set top box)

의 개념은 사라지고 인터넷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모두를 의미하는 의미로 포괄

적으로 쓰이고 있다. 

서비스는 인터넷의 보급과 인터넷 속도의 향상 그리고 인화된 미디OTT , 1

어 기긱의 보급의 성공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 

언제나 접근가능 한 서비스의 개방성은 독특한 형태의 소비환경을 조성하였다. 

서비스의 소비환경의 특징은 강화된 소비자의 선택권 제작자 참여의 OTT 1) , 2) 

진입장벽 완화 및 다양한 제작자의 참여 미디어 융합 디지털 미디어 소비 , 3) , 4) 

레퍼토리 생성 새로운 콘텐츠 장르의 탄생 등을 들 수 있다, 5) .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널 사업자 뿐 만 아니라 중소 콘텐츠 제작자 개인 , 

제작자 등이 업로드 한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넓어졌다 플랫폼 수익 모델에 따라 . .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가치가 더 높아 지기도 하였다 범용 인터넷 망을 이용한 콘. 

텐츠 시장의 형성과 미디어 제작 기술의 보급은 콘텐츠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을 허

물기도 하였다 유튜브 플랫폼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예시라 . 

할 수 있다 개인 콘텐츠 제작자 뿐 만 아니라 기존 채널 사업자들은 유튜브 플랫. 

폼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해오고 있다. 

또한 이처럼 높아진 경쟁 시장에서 제작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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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수한 미디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융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소셜 미디어로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가 . OTT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한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 

비스는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레퍼토리를 재편하기도 하며 늘 새로움을 원하는 , 

소비자들에 발맞춰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장르가 개발되어지게 만드는 문화적 기

반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플랫폼의 추천기능에 따라 콘텐츠 시청 레퍼토리를 . 

형성하는 경우는 새로운 미디어 레퍼토리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 소비행동④ 

가 소셜 미디어와 소비 환경. 

인터넷 초연결망 하드웨어 기술을 기반에 둔 디지털 미디어는 휴대폰 데스, 

크탑 노트북 타블렛 등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매체환경 , , PC 

또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였다 매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변화되기 시

작하였다 특히 오늘날 소셜 미디어 는 초연결성을 중심속성으. (Social media)

로 웹 시대의 매체 환경의 변화를 주도 해 나가고 있다2.0 . 

소셜 미디어 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social media) , , 

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Dijck & Poell, 2013). 

서는 사용자가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다

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가 재 가공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짐을 의미하며 생산과 공유 그리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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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화 관계와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주요한 특징적 문화를 만들어 낸 동, 

력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 은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 1.0

근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웹 은 사용자가 정, 2.0

보를 만들고 분배함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공유성을 특징으

로 한다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에 대해 사회적 . (user generated contents)

상호작용이나 집단적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뤄지는 형태의 미디어가 바로 소

셜 미디어이다 윤해리 정정호 정리 해 보면 소셜 미디어는 공통적( , , 2018). 

으로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가 수직 수평으로 ·

통합되어 활발히 이뤄지며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미디어의 소비행동에 대한 분석을 위

해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서 소셜 미디어 소비 환경 특성을 일곱 가지로 도

출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시장 환경의 특성. 

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윤해리 정정호 을 참조 하였( , , 2018; Blossom. 2009)

다 일곱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용자가 스스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 

있다 둘째 수많은 콘텐츠가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며 맥락화가 이뤄진다. , . 

셋째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의 가치와 양식이 결정된다, . 

넷째 추종자 와 오피니언리더 로 소비자가 분화되, (follower) (opinion leader)

며 오피니언리더가 네트워크상에서 주목받는다 다섯째 수용자간의 상호작. , 

용으로 인해 발생된 관심 조회수 댓글수 등 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된다( , ) . 

여섯째 정보의 업로드와 공유속도가 빠르지만 신뢰도가 낮다 일곱 번째, , . ,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지만 사회적 의제와 항상 맥을 함께 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특징들은 앞서 설명된 웹 의 디지털 기술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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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에 귀인 한 결과들이다 정보의 생성이 참여를 통해 완성되어진다. 

는 점에서 과거 전문가에 의한 정보 생성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생산 

주체가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의 확산이 방사형으로 공유된, 

다는 점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정보가 부호화되어 새로운 양식의 콘텐츠가 , 

만들어지고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점 등이 웹2.0

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다. 

나 소셜 미디어 소비자 행동 사회적 시청. : 

소셜 미디어 시대 매체 소비 환경의 특징은 매체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 

자 소비자 간의 높아진 상호작용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콘텐츠 소비 중 소, . , 

비 이후 일어나는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청 행‘ ’ 

동이라 명명한다 소셜 미디어 매체의 소비행동의 특징은 사회저 시청 을 . ‘ ’

통해서 설명 되어 질 수 있다 최윤정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청의 개( , 2014). 

념은 텔레비전 시청과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시청 후 행동을 의미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오늘날 소셜 미디어시대에는 그 의미가 확, 

장되어 콘텐츠를 사회적 구성원과 함께 소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시청은 앞서 언급된 스크린 멀티테스킹 시청 행동 쌍방. N , 

향 의견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회적 시청행동은 시청 전 시청 중 시청 후 단계에 걸쳐 나타난, , 3

다 시청 전에는 콘텐츠와 관련된 관련 커뮤니티나 검색 포털등을 통해 관련 .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는 행동을 하며 시청 중에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을 평가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시청행동을 하며 시청 후에는 관, 

련된 콘텐츠를 찾아 시청하거나 지인에게 콘텐츠를 추천하고 해당 콘텐츠와 , , 

관련된 공론장에서 자신의 감정과 평가를 남기고 타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시



- 73 -

청행동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청행동은 시공간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와 .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 

며 관계를 맺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자신의 기호를 강. 

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한다 최윤정( , 2014).

사회적 시청 행동은 매체 다중이용인 멀티테스킹 기술환경 인터넷을 ,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가능성 증가 콘텐츠 시청에 대한 능동적이고 기호시, 

청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소셜미디어 시청행동이다 이러한 사. 

회적 시청은 오늘날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를 사회적 활동으로 격상시켜 이해

하게 해주었다 과거 가족 활동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시청은 개인화 된 . TV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인 미디어 시대에서 사회. 1 1

적 시청행동은 개인화된 미디어 이용에 따라 고립된 시청 경험을 다양한 사

회 구성원간의 경험의 공유로 재확장 시켰다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 

사회 공통의 메시지를 던지는 기능을 통해 달성해 온 미디어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개인화된 미디어 시대에서 그 기능이 쇠퇴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시, . 

청 행동의 확대는 이와 같은 기능을 다시 부활 시켜주었다 최윤정 파( , 2014). 

편화된 미디어 이용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다시 집합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들이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비판능력을 가지고 있

지는 않다 또한 수용자의 능동성은 분극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즉 사회적 . . , 

시청은 순기능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찰적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익명. 

성이라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형태의 정보 소비 환경이 창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청. 

을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독하지 않는 개인이 활발히 하는 것은 때로는 부정

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악성 댓글의 생성과 가짜뉴스의 공론화를 대표적. 

인 예시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시청은 소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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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사회 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 

긍정적인 가치를 생성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

사한다. 

다 소셜 미디어 유형 분류 기능적 차이와 이용 동기. : 

소셜 미디어 소비의 기능과 사용 환경에 따라 무수히 많은 유형의 소셜 미

디어 플랫폼이 존재한다 윤해리 정정호 소셜 미디어란 용어를 최초( , 2018). 

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진 가이드와이어 그룹 의 (Guidewure Group) Chris 

는 소셜 미디어의 비즈니스 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미디어로Shipley ‘ ’

서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고 유동적인 특성을 가친 채 계속 해서 진화, 

하는 특성을 가진 개념의 미디어라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의견 생각. , ,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틀과 플랫폼으로서 , 

소셜 미디어는 목적에 따라 무한한 확장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윤해(

리 정정호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초연결성 공유의 용이성 사용의 , , 2018). , , 

편리와 콘텐츠 제작과 생산의 일반화와 같은 대중 참여적 이점을 배경으로 ,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소. 

셜 미디어 개인 제작 방송을 실시간으로 캐스팅하는 소셜 미디어 개인의 , , 

일상사를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등 분야와 쓰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인 주류 매체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학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정의하고 

그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윤혜리 정정호 그러나 발( , , 2019). 

생 영역과 목적이 매우 다양하여 소셜 미디어를 구분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

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행 학자들은 각각의 특정 기준을 마련하, 



- 75 -

구분 유형 설명 예시 참조

기능적

차이

블로그

(Blog)

사용자가 웹에 기록하는 일종의 
일기나 특정 정보에 대한 개인 소
감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형
식의 미디어 

포털 사이트 

블로그

(naver, 

daum)

Newson, 

Houghton 

& Patten 

(200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개인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콘텐
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키형 

협업사이트

(Wiki)

불특정 다수가 공동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정보를 편집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 데이터 
사이트

위키피디아,

Github

팟케스트

시청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 구독할 수 있는 인터넷 방
송 시스템

아프리카 TV, 

아이튠즈 

팟캐스트, 

트위치

포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토
론이 이뤄지는 형태의 플랫폼

다음 

아고라(daum 

agora)

창의적 

콘텐츠 공유
특정한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유튜브

데일리모션

틱톡

이용

목적

차이

표현형

사용자와 인맥관계를 형성하지 않
아도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간, 
단한 문구 작성과 콘텐츠 추천 공·
유를 통해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
족

트위터, 

텀블러

김상백 

(2010), 

안대천, 

김상훈

(2012),  

김상철

(2019)

관계형

사용자의 인맥관계를 중심으로 단
계적 공개설정이 가능한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사, 
용자 중심의 인맥관계와 친목유지
의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커뮤니케이션

형

사용자 간 메시지 교환 메일링 ,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의사소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 

카카오톡

콘텐츠 

공유형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으며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 
를 구독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유튜브

핀터레스트

표� 5 소셜�미디어�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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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분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기. 

능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경우 와 사(Newson, Houghton & Patten, 2009)

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경우 안대천 김상훈 로 구분( , , 2012)

되어 진다 본 파트에서는 기능적 차이에 따른 소셜 미디어의 유형을 구분. 

하였다 또한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수한 소비행동을 설명하였다 표 참. ( 5 

조). 

기능적 차이에 기준을 둔 분류방식은 기술적인 영역에서 콘텐츠 생

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 분류방식이다 구체적으로 . 

기능적 차이에 따라 분류된 소셜 미디어 유형은 블로그형 소셜 네트워크 , 

서비스형 위키형 협업 사이트 팟캐스트형 포럼형 창의적 콘텐츠 공유형, , , , 

으로 구분된다(Newson et al, 2009).

블로그 는 웹 과 기록 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웹에 기(blog) (web) (log)

록하는 일기나 특정 정보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의미한다 블로그는 가장 . 

최근의 업데이트 목록이 맨 위로 올라오는 일종의 개인 온라인 저널인데 대

표적으로 나 과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형 플랫폼Naver Daum

을 서비스 중에 있다 블로그에서는 개인의 일상이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됨. 

은 물론이고 추천되고 공유되어지는 특성 귀인 하여 일반인이 대중에게 널, 

리 알려지는 이른바 마이크로 셀레브리티 가 탄생하여 사회(micro cerebrity)

적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 일반인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며 유명인. 

으로 부상한 사람을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라고 하며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 

서 마치 브랜드 상품처럼 자신의 온라인 정체성을 연출하고 유지하여 유명

인이 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개인화 상품화 초연결성 상호작. , , , 

용성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복잡하게 얽혀짐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Driessen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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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는 개인이 웹페(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지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

트를 의미하는데 이곳에서는 동영상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 , 

작 게시되고 공유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 (facebook), 

인스타그램 과 사이트가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자(twitter), (instargram) SNS , 

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오늘날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어 지기

도 하고 있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론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 

워크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지리적. 

인 제약 없이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한 번도 대면 한 적 없는 ,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관계와 신뢰를 쌓아간다 이와 같은 현상은 . 

사회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고 관련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기도 하

다 김봉섭( , 2010). 

위키 형 협업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 작업을 통해 콘텐(WIKI)

츠를 추가하거나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 데이터 사이트이다. 

위키피디아 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백(wikipedia) , 

과사전적 정보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편집되어져 역동적으로 정보가 생성 

공유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클라우드 지식 공유형· . (Cloud 

은 일반 지식을 공유하는 형식의 플랫폼 외에도 전문information sharing)

지식을 공유하는 형식의 플랫폼 또한 발달 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코드 공. 

유를 통해 사회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가 대표적인데 이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의 컴퓨Github(https://github.com)

터 프로그래머들이 공동으로 지식을 만들고 자신이 생산한 프로그램 코드, 

를 공유하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지식 클라우딩은 지식 공유를 통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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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며 이

를 위하 국가적으로도 전방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팟케스트 는 방송 과 아이팟 의 합성어로서 (pod cast) (broadcast) (iPod)

넷캐스트 라 불리기도 하는데 시청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netcast) , 

로그램을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 구독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

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아이튠즈 팟캐스트. TV, (iTunes podcast)

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자체제작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팟. 

케스트는 기존 미디어 생태계를 변혁시킨 주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대중매체와 뉴미디어 매체 시대에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콘

텐츠가 제작되고 다수에 의해서 소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 

셜 미디어 시대의 팟케스트와 같은 형식의 매체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 , 

의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각각의 개성이 반영된 무수히 많은 형식의 콘텐츠

가 개발되어지고 있다 개인방송 들은 셀프 브랜딩. BJ(Broadcasting Jockey)

을 통해서 셀레브리티 지위를 구축하고 나아가 방송콘텐츠의 정체성을 확립

해 나가고 있다 이를 시청하는 사용자들은 개인 방송 의 팬이 되어 채널. BJ

을 구독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후원을 하기도 한다 임명빈 김수정( , , 2018). 

포럼형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토론이 이뤄지는 형태의 플

랫폼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아고라 가 있다 주로 사(daum agora) . 

회적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눠 토론하는 형식의 콘텐츠들이 게시되며, 

관련 선행 연구들은 온라인 공론장 의 대의 민주주의적 사회(Public sphere)

적 순기능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장우영 대중 매체가 주류 미디어인 ( , 2012). 

사회에서는 사회적 의제 설정과정에서 대중의 역할은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야 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성장에 따라 수용자의 선택성과 능. 

동적인 활용이 확대되어 대중의 역할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로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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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럼형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대중의 공중 의제설정능력. (public agenda 

을 신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심 미디어로 자리하고 있다 양선희setting) ( , 

장우영2008; , 2012). 

창의적 콘텐츠 공유형 는 특정한 종(creative contents sharing site)

류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의미하는데 콘텐츠 공, 

유사이트라 불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사이트는 유튜브. 

데일리 모션 틱톡 등이 있다 주로 유저(Youtube), (dailymotion), (TikTok) . 

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나 대중 매체에 방영된 영상이 재가공 된 형태의 

콘텐츠가 플랫폼 상에서 공유되어진다 창의적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는 오. 

늘날 주류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데 개인화된 미디어의 대중적 보급과 창의, 

적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발달이 이에 크게 기여하였다 개인화된 미디어 . 

기기와 통신망의 발전은 언제 어디서든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고, 

창의적 콘텐츠 공유사이트들은 소비자들에게 스넥 비디오 컬처(snack video 

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자투리 문화라고도 불리는 스넥 무비 컬culture) . 

쳐는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처럼 이동시간 등 짧은 시간에도 쉽게 즐snack , 

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 소비 트렌드이다 주로 분 내외의 짧은 . 15

영상으로 제작된 스넥 컬쳐 동영상들은 무료로 배포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부담 없이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Newman, 2010).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미디어⑤ 

가 디지털 스포츠 미디어 소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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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으로 시작된 뉴미디어는 세기 들어 1990 21

다시 변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ICTS(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인터넷이 Technology System)

보급됨에 따라 디지털 스포츠라는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였다(Lambert, 

디지털 스포츠란 웹상에서 공유되고 소비되는 형식의 스포츠 미디어2018). 

의 형태를 의미하며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가 가상공간에서 생산과 소비, 

가 이뤄지는 양식 가지고 있다 송해룡 김원제( , , 2009). 

디지털 미디어는 소비 매체의 변화를 필두로 새로운 양식의 콘텐츠

생산 사용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미디어비즈니스 기회를 , 

창출해 냈다 그림 참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 3 ). 

뷰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 스포츠 관련 문제나 정보를 게시하고 생산자와 ,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간의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 공간에 

생성되는 것 등은 스포츠 온라인 저너리즘이라 불리며 기존의 스포츠 뉴스, 

그림� 3. 스포츠�미디어�산업�생태계 송해룡 김원제� ( ,� ,� 2009)



- 81 -

스포츠 기사가 담당하던 스포츠 저너리즘의 기능을 확장시킨 대표적인 예시

이다 이러한 온라인 뉴스 기사 외에도 오늘날 매우 다양한 (Lambert, 2018). 

형식으로 디지털 스포츠가 전개되어져 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경기가 중, 

계되는 것 사용자가 재가공한 정보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 유, , 

저 간 연결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 사이버공간에서 만들어진 커, 

뮤니티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는 관련저서 . Onwumechili(2017)

를 통해 디지털 스포츠의 유형을 온라인 뉴스미디‘Sports Communication’

어 블로그 온라인 팬 포럼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로 나눠 분류하기도 하였, , , 

다. 

다변화된 소비생태계 속에서 뉴미디어 시대 치열 해진 중계권 획득 

경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중계권료는 주관 방송사에게 있어 더 이상 스

포츠 중계는 비즈니스적으로 매력 있는 콘텐츠만은 아니게 되었었다 그러. 

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 . 

편으로는 중계권 판매도 뉴미디어 중계권으로 분화됨에 따라 스포츠 본원시

장의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년 베(Onwnmechili, 2017). 2008

이징 올림픽 경기를 와 인터넷을 통해 지켜본 시청자 수는 억 명으로 TV 45

추산되었다고 한다 억명은 전 세계 인구인 약 억 명의 에 해당하. 45 60 75%

는 높은 인구이다 이는 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이다 베이징올림픽. TV . 

은 인터넷 중계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제작을 동시에 진행하는 , VOD , 

전략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 김원제OSMU(One Source Multi Use) ( , 

송해룡 이처럼 최근에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 변모해감에 2016; , 2000). 

따라 스포츠 콘텐츠는 킬러콘텐츠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스포츠 미

디어 산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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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스포츠 미디어와 소비 행동.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포츠에 내제된 가치는 디지털 정보로서 기호

화 되어져 저장되고 공유되어진다 이는 인터넷매체가 가진 특징이 스포츠 . 

미디어 콘텐츠에 적용되어 새로운 양식의 콘텐츠 소비 환경을 창출하게 만

들어 주었다 김원제( , 2016). 

다양한 장르의 폭을 가진 스포츠는 개개인의 선호가 명확하다 인. 

터넷 매체 속에서 개인은 개인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

축됨에 따라 개인의 선호를 명확히 반영하여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수용자의 교육수준을 높여 전문

적인 수준의 콘텐츠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보를 소비함과 동시에 생. 

산할 수 있는 환경인 디지털 스포츠 미디어 환경은 일반인이 전문가와 같은 

수준으로 스포츠 미디어 생산 활동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짐에 따라 자

신과 같은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어 좋아하는 

선수나 팀 종목을 중심으로 가상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 . 

같은 활동들은 개인화된 멀티미디어의 소유로 인해 동시적으로 소비되는 특

성 또한 보이고 있다 원영신 함은주 이처럼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 , , 2010). 

됨에 따라 각각의 기술이 가진 양식에 맞는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독특한 형

식의 소비 지형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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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미디어 환경과 소비행동의 변화 2) 

유튜브의 개념과 소비 생태계① 

가 유튜브 미디어 개념. 

유튜브는 와 텔레비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를 합친 단어로 동영‘you’ ‘tube’

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온라. 

인 기반으로 모바일 를 이용하여 시청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PC, , IPTV

하고 있으며 구글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검색 기능과 자체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기능 그리고 구독과 친구 맺기 기능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생성된 인기 콘텐츠는 랭킹화 되어 별도. 

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어 지기도 한다(Burgess & Green, 2018) 이처럼 . 

세계 최대의 영상 미디어 공유 플랫폼이자 동시에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는 

그림� 4. 소셜�미디어�플랫폼�이용자�순위� (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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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 트래픽으로는 세계 위의 플랫폼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유튜브1 . 

는 년 분기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를 페이스북 약 억 천명 에 이어 2019 4 ( 23 7 )

위 약 억명 를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인 하지 않은 익명의 이용객을 합2 ( 20 ) , 

치면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자타공인 세계 위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이다 그1 (

림 년 분기 기준 매일 만 시간 분량의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4). 2019 4 72

되며 하루 평균 총 시청 시간은 억 시간에 달하고 있다 검, 10 (statista.com/

색일 2019. 12. 21.). 

이러한 유튜브는 동영상 타 콘텐츠 공유 플랫폼과는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며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독특한 미디

어 생태계환경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튜브는 구글 기반의 검색의 편. 

의성과 대용량 호스팅 무료 플랫폼 손쉬운 공유 기술 소셜 네트워킹 서, , , , 

비스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과 글로벌 서비스영역의 구축 콘텐츠의 다양성, 

과 접근성 제작 참여의 낮은 진입장벽 독자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같, , 

은 서비스적 특성이 결합하여 독자적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였다(Khan, 2017).  

나 유튜브 매체 특성. 

오늘날 유튜브는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디지털 미디서 소비 시장을 재OTT 

편하고 주도해 오고 있다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로서 사용자간 콘텐츠 공유 . 

및 구독과 댓글 추천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연결하는 소셜 미디어로서 

서비스가 출범되었었다 그러나 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후 수익 모. 2006

형이 추가되어 차츰 서비스로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OTT . 

주요 연구 대상인 유튜브 플래폼의 형태에 대한 정의는 소비자와 제작자들

의 행동의 동기와 형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전지식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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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의 창의적 콘텐츠인 UGC(User Generated 

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게시한 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었다 이Contents) . 

처럼 최초의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로서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표현과 소통의 욕구를 유튜브 플랫폼에서 충족시키는데 주로 사용

되어졌다 즉 유튜브는 콘텐츠를 생산하고자하는 수많은 아마추어 생산자들. 

과 이를 소비하고 소통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라는 양면시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였던 셈이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 , 

이 모이게 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던 방송사와 많은 사람들

에게 제품을 홍보하길 원하는 회사들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게 됨

에 따라 점차 의 성격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글 에드센스OTT . 

를 통해 책정되는 광고수익은 콘텐츠의 유통채널로 기능을 강화하게 만들어 

주었다(Burgess & Green, 2018). 

유튜브는 로 기능을 하지만 아직 소셜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OTT

일부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유튜브와 함께 대표적인 서비스로 꼽히는 . OTT

넷플릿스 와 비교해 보면 유튜브가 가진 융합적 성격을 이해하기 (Netplix)

수월하다 넷플릿스는 영화 유통사 채널사업자들이 제작한 전문적인 콘텐츠. 

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를 제작하는데 드는 제작비용과 노력은 유튜브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넷플릭스는 때문에 유료 회원제 가입을 통한 수익모델을 지. 

향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비교적 가벼운 콘텐츠를 많은 소비자가 소비할 . 

수 있게 함으로서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하여 광고 수익을 높이

고자하는 수익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즉 유튜브는 유료 수익모델 보다는 많. 

은 사용자가 많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소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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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유. 

튜브의 특수한 형태의 미디어 융합형태를 보여준다.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적 성격을 이용하여 일상 사회 경제 문화, , , ,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보공

유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소비 시장을 구축 하였다 윤혜리 정영호. , 

는 유튜브를 창의적 콘텐츠 공유 플랫폼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2019)

들은 자기표현 관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공유 휴식 오락 정보 습득과 , , , , , , 

같은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 

유튜브는 와 소셜미디어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라 할 OTT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유튜브 플랫폼의 이와 같은 특성은 스. 

포츠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특수한 지형과 소비자들의 소비행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기초적인 배경지식이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유튜브 소비 생태계 구성원과 가치 사슬. 

유튜브 미디어의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이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을 기준으

로 어떤 특징과 기능이 있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유튜브 미디어 생태계를 . 

구성하는 구성원은 다양하지만 크게 플랫폼 사업자 제작자와 수용자의 관, 

점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어지는 문단은 각각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유튜브 . 

플랫폼의 미디어 소비 환경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타 플랫폼과 기술적 차별성을 가져야하

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마케팅이 잘 이

뤄져야한다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는 이를 위해 타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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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유튜브는 년 중반 이후 디렉. 2006

터 계정 서비스를 통해 메가 이상을 업로드 하더라도 무료로 이(director) 100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타 플랫폼이 연간 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 100

평균 달러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에 비교하면 비용경쟁력 측면에서 차별39.99

성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며 강. 2008

력한 검색엔진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상 추천알고리즘을 탑제 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술적 차별성을 구글을 통해 널리 알리게 되었다 추가로 구글 파트. 

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업로더 에게 광고수익을 공유해주었고(uploader) , 

이에 따라 유튜브는 본격적으로 년부터 성장기를 맞아 오늘날 미디어 2009

시장을 장악하였다 김진수( , 2018).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있어 유튜브 미디어 생태계는 큰 효율적으로 

넓고 큰 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높은 콘텐츠 노출 수익과 동시, 

에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그리고 유. 

튜브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 또한 참여자로 인식하고 콘텐츠 제작이

라는 사용 행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구글 기반의 검. (google)

색서비스 글로벌화 된 서비스 영역 낮은 진입장벽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 , , 

통한 광고수익 보장 등은 크고 넓은 시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시장에 용이한 접근가능성은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 . 

넓은 시장에서 높은 기대 노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 

통한 수익 보장은 기대 노출을 기대 수익으로 변환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으로 작용 한다 또한 채널 페이지 운영 기능 채널 구독 기능 그리고 손쉬. , 

운 공유 과 같은 소셜 미디어적 기능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개인의 자URL

기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 해준

다(Burgess & Green, 2018)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와 채널 분석 프. 



- 88 -

로그램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업로드 영상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분석한 자

료를 제공 하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팁을 제공한다 그리고 양질을 콘텐. 

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음악 효과음과 같은 다양한 보조 콘텐츠를 제공하, 

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지원은 콘텐츠 제작자가 질 높은 콘텐. 

츠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제작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기

도 하다. 

소셜 미디어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콘텐츠 이용에 있어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타인과 공, 

유할 수 있는 형식의 미디어를 선호 한다 이에 유튜브 플랫폼은 소비자에. 

게 무료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 할 수 있게 해주며 추천 알고리즘, 

을 통해 관심영역을 강화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

들을 유입하고 있다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들은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 

생산하여 많은 시청자를 유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튜브 플랫. 

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이익활동은 유튜브 소비자에게 양질의 콘텐츠 

소비 환경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타인과 공. , 

유한다 나아가 추천알고리즘에 의해 정보와 관심 영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다채널 사업자들이 유튜브 플랫폼에 제작 콘텐츠를 . 

게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 제작자 또한 넓어진 시장에 맞춰 시, 1

간과 비용을 들여 한층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 

소비자가 존재하는 유튜브의 높은 시장성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쟁

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질 높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의 소셜 미디어화는 타인과 자신의 관심사를 공. 

유하게 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소통의 욕구 또한 해소 해 줌과 동시에 자신

의 관심사를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Burgess & Gree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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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튜브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주체 광고주 콘텐츠 제, ,  

작자 시청자 등이 얽혀 소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유튜브 소비 생태계, . 

속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이익관계로 연결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가치사슬은 주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시장전략 의미하는데, 

유튜브 생태계속의 연결된 가치사슬은 시장 규모를 키우고 콘텐츠 서비스의 

유용성과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앞서 설명 듯이 . 

각각의 생태계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장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플랫폼과 콘텐츠의 양질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을 통해서 이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생태계 구성원의 이익행동이 구체적으로 플랫폼 서비스와 . 

콘텐츠 발전을 이끄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원을 세분

화하여 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자는 개인 제작자. , 

멀티 채널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중소 콘텐츠 제작기업 등과 같은 다양, 

한 형태의 제작자 들이 있으며 시청자의 경우 제작자이자 시청자인 경우도 , 

그림� 5.� 유튜브�소비� 생태계와�가치사슬�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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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urgess & Green, 2018). 

그림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 이해관계로 [ 5]

연결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은 영상제작자와 시청자 그. 

리고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영상제작자는 유튜브가 제공. 

하는 서버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공유한다 유. 

튜브는 영상제작자들이 제작한 영상을 어플리케이션과 웹을 이용하여 시청

자에게 제공한다 제공함에 있어 검색 추천기능과 랭킹페이지 제공 등을 . , 

통해 사용자가 콘텐츠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Burgess & Green, 2018) 이에 시청자는 플랫폼에게 조회시간 댓글 등과 . , 

같은 트레픽 피드백을 제공하고 때로는 프리미엄 멤버십 에 가(youtube red)

입하여 광고 없이 시청하는 권한을 구매하기도 한다 유튜브와 광고주의 계. 

약 사항에 따라 시청자가 제공하는 트래픽 피드백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된

다 광고주는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Maharso, Irwansyah, 2019). 

비를 제공하고 플랫폼은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팅 된 소비자, 

에게 알맞은 광고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연결된 . 

가치사슬을 형성하며 유튜브는 오늘날 미디어 시청 환경을 재편해 나가고 

있다(Maharso, Irwansyah, 2019). 

유튜브 콘텐츠 특성과 유형② 

가 유튜브 콘텐츠 특성.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 게시된 동영상

을 의미한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소비되어지는 콘텐츠들은 다른 플랫폼이나 . 

매체에서 소비되는 영상과 구별되는 특수한 특성은 첫째 스낵 컬쳐(S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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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영상 포맷 둘째 수익의 발생 셋째 공유의 용이성 넷째 Culture) , , , 

표현의 자율성 다섯째 소통 공론장의 기능 등을 들 수 가 있다, .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은 주로 스낵 컬쳐에 적합한 형태의 

영상 포맷을 보이고 있다 스낵 컬쳐는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

는 스낵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 

스낵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유튜브 콘텐츠는 이러. 

한 문화 트랜드에 최적화된 영상 포맷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 유튜브 콘텐

츠 포맷의 특성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에서 주로 분석 되어 지고 있다 응용 프Interface) . 

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는 응용프로그램에서 다양한 API

방식으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일종의 정보 인

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들의 특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그리고 Cheng, Liu Dale(2013)의 연구가 있다 유튜브. 

에 형성된 대량의 데이터를 빅테이터 크롤링 기법을 통해 수집하여 카테고

리별 점유율 평균 영상길이 인기 영상의 평균길이 네트워크적 특징 등을 , , ,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유튜브 영상은 약 초정도의 길이. 200

를 가지고 있었으며 코미디 영상은 초 스포츠 영상은 초 정도의 영, 200 , 230

상이 인기 있는 영상들이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영상의 특징은 다른 인기 . 

있는 영상과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

다 또한 . 과 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를 이용하여 메타Cheng Lin(2015) API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르별 평균 영상의 길이의 차이를 ,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장르에서 인기 있는 영상의 평균길이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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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음악은 초 코미디 영상은 . 200~300 70~90

초 일상영상은 초에 평균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장르별 인기영, 200~300 , 

상은 평균 분포 내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튜브 콘텐츠는 다른 플랫폼의 콘텐츠와는 다르게 조회수와 같은 

트래픽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회수에 의해 수익이 . 

발생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삽입된다 건너뛰기를 . 

할 수 없는 형태의 광고 중간 삽입광고 배너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 , 

가 콘텐츠에 삽입되며 광고 조회수에 따라 콘텐츠의 수익이 서로 상이하게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콘텐츠 제작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 , 

큰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들의 참여를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 게시. 

되는 콘텐츠들은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에서부터 전문가가 제작한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게시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특정 크리에이터. 

가 특정 콘텐츠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어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 

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 는 유튜브 . Liikkanen Salovaara(2015)

플랫폼에서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Open 

를 이용해 영상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영상을 내용분석 한 결과 수익을 API , 

창출하기 위해 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사들이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형태의 제작이 이뤄진 의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업로드가 유의미하게 늘어났음을 보고하였다. 

세 번째 콘텐츠의 특성으로는 공유의 용이성을 들 수가 있다 이는 . 

콘텐츠를 구성하는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과 관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 

콘텐츠의 특성이라 할 수 도 있다 플랫폼 사업 모델에 따라 콘텐츠를 배타. 

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는 반면 유튜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콘텐, 

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열어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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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특성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이 염두 해 두는 .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오늘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공유가능 한 특성. 

을 최적화 하여 높은 빈도로 다양한 공간에서 노출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업로드 한다. 은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이 소Yoganarasimhan(2012)

셜 미디어적 속성에서 비롯된 네트워크성에 주목하여 콘텐츠의 네트워크와 

조회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콘텐츠에 내제한 외부 노출가능성인 . 

네트워크성은 콘텐츠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자임이 밝혀졌으며, 

이와 유사한 결과는 국내에서 또한 박병언 임규건 에 의해 보고되기도 , (2015)

하였다 박병언과 임규건 은 유튜브 콘텐츠가 가진 공유가능성의 특성. (2015)

은 콘텐츠 노출성과 전파가능성으로 개념화 되며 노출성과 전파가능성은 콘, 

텐츠의 조회수에 유의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자임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편 내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튜브 콘텐츠가 가진 중요한 특성

은 표현의 자율성에 귀인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 

있는 제작 참여의 용이성은 다양한 장르에서 창의적인 영상이 생성되고 게

시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유튜브에서 언론사를 위해 공개하는 년 . 2019

분기 통계자료 페이지에 의하면 글로벌 기준 분당 시간 이상 분량의 4 1 400

영상이 업로드 되어 지고 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업로드 되는 영. 24

상 분량이 약 만 치산에 달하며 이는 약 년치 분량이다 콘텐츠를 57 6000 66 . 

업로드 하는 게시자는 현재 만 명에 이르며 다양한 업로더에 의해 게5000

시되는 수많은 영상은 그 내용과 유형 형식 출처 등이 매우 다양하다, 

년 월 일 검색 또한 기존의 매체에서 제작(youtube.com/press, 2019 12 29 ). 

되어 방영된 영상을 재매개 하여 제작한 영상이 게시되기도 하며 아마추어 , 

제작자의 창의적인 영상이 게시되기도 한다 고경민 은 유튜브 플랫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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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생산과 재매개 도구로서의 트랜스 미디어라 주장하며 유튜브 콘텐츠, 

들의 이러한 특성을 콘텐츠 사례분석을 통해 뒷받침 하였다 또한 기존의 . 

방송 매체보다 낮은 수준의 콘텐츠 검열은 자유로운 형태의 콘텐츠와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유통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이하림( , 

유홍식 이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는 유튜브 콘텐츠 특징이, 2017).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성과 같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 

마지막으로 유튜브 콘텐츠 콘텐츠는 소통 공론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인 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와는 다르게 유튜. OTT

브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의 기능인 댓글 소통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 

기능은 콘텐츠가 여론을 형성하는 등과 같은 담론 형성의 기능을 할 수 있

게 해 주었다 안명숙 유튜브의 댓글 공론장을 통해 지나간 사건이 ( , 2017). 

현재에 다시 공론화되는 사례는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년 . 2020 4

월 가수 비 의 음악 깡 은 년 월 일 공개된 음원이었지만 당시에‘ ’ ‘ ’ 2017 12 1 , 

는 높은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년 월 일 유튜브에서 뮤직. 2020 7 21

비디오 조회수는 약 만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튜브 콘텐츠1400 . 

가 가진 댓글 기능의 특성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나 유튜브 콘텐츠 유형.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형의 콘텐츠를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연구마다 다양. 

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내용에 따라 구, 

분된 유튜브 제공 콘텐츠 카테고리 분류 이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카테고‘ ’ . 

리 분류법은 제작자가 직접 자신의 영상이 어떤 장르에 해당하는지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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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유튜브 상에 데이터화 되어 저장된다. .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 공개 소스로

서 제공된다 유튜브 개발자용 공개 . API(application programming 

에 의하면 유튜브는 콘텐츠는 현재 개의 카테고리로 지정되어 interface) 15

있다 데이터 는 각각의 콘텐츠에 자동으로 아이디(youtube.com/yt/dev). API

를 부여해주는 알고리즘으로써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개의 , 15

카테고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카테고리 아이디를 부여받게 된

다 개의 카테고리는 영화와 에니메이션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15 (id 1), (id 

음악 동물과 반려동물 스포츠 여행과 이벤트2), (id 10), (id 15), (id 17), (id 

게임 인물과 블로그 코메디 엔터테인먼트19), (id 20), (id 22), (id 23), (id 

뉴스와 정치 뷰티 스타일 교육 과학과 기술24), (id 25), (id 26), (id 27), (id 

비영리적 행위 로 구성되어 있다 표  참조28), (id 29) ( 6 ). 

이러한 장르 카테고리 구분에도 불구하고 지정 카테고리와 콘텐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스타가 출연하. 

는 예능형 영상은 스포츠에도 속하지만 엔터테인먼트에도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이용과 관련된 장르는 유튜브에서 지정한 카테고리와는 다소 차

이를 보일 수 도 있다 따라서 대대수의 선행연구들은 장르 카테고리를 하. 

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나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차원적 장르 구분, 

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늘날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전문 방송사에 제작한 영. 

상 전통매체를 통해 방영된 영상의 재편집 영상 일반인이 직접 만든 영상, , 

이 음악 예능 정치 스포츠를 막론하고 무수히 많이 제작되어져 오고 있, , , 

다 콘텐츠의 내재적 특성은 결국 어떤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 

로 제작 되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상 콘텐츠 장르를 . 

기준으로 내재적 특성을 구분하고 정의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과 이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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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장르 설명

1
Film & 
Animation

Film category includes new film trailers, videos related to 
films, movie scenes, songs. Animation category includes 
animation videos, short cartoon stories etc.,

2
Autos & 
Vehicles

Autos & Vehicles category includes video related to cars, 
bikes automobiles technology, customized vehicles and much 
more. In short category have all related videos for Autos and 
Vehicles.

10 Music
Music category seems not required any instruction, as name 
mention what king of video it includes. Music category 
includes videos related to all kind of music, songs etc.,

15
Pets & 
Animals

Pets and Animals category includes funny and amazing 
videos for pets and animals. In short videos related to pets 
and animals.

17 Sports
Sports category includes videos for sports and sport 
activities. Sports, coaching, sport game videos etc., All 
related to sport games.

19
Travel & 
Events

Travel & Events category includes videos for traveling tips, 
travel places, event videos, event tips and much more for 
travel and events.

20 Gaming
Gaming category includes videos for games, game hacks, 
tips, game reviews and much more.

22
People & 
Blogs

Category includes videos for people, life style, things about 
people, blogs, website promotion, reviews and more related 
to People & Blogs things.

23 Comedy
Comedy category includes comedy videos in different type, it 
may stand up speech, short story, animation story, any funny 
videos for comedy.

24
Entertainm

ent

Entertainment category have videos for entertainment, some 
time you may have confusion in category selection. you can 
select category based on video content.

25
News & 
Politics

Again category it self explain which kind of videos it 
contains. News & Politics category can apply which have 
content for news or politics.

26
How to & 
Style

Videos which have how to tutorials, style, fashion, style tips 
are includes in Howto & Style category.

27 Education
Education category includes videos for education, if video is 
for tutorial or information and not fit in other categories, you 
can add it in Education category.

28
Science & 
Technology

Videos which have cont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re 
comes in this category.

29
Nonprofits 
& Activism

Nonprofits & Activism category includes videos on Nonprofits 
and Activism. Videos content related to this type and not fit 
in other category can be use this category.

표� 6. 유튜브�장르�카테고리�분류� (Youtube.co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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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도 있다 변현진( , 2018). 

또한 제작자의 공신력과 친근력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여 제작출

처를 기준으로 콘텐츠 내재적 특성 유형을 분류하기도 한다(Checchinato, 

일반적으로 제작 출처는 Disegna, Gazzola, 2015). UGC(user generated 

와 로 구분되어 다수의 연구contents)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B rtl, 2018; ä Liikkanen & Salovaara, 

그리고 연구 대상을 특정 내용에 기준을 둔 경우에는 내재적 특성의 2015). 

기준을 다중으로 적용하여 세부유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Liikkanen & Salovaara, 2015). 

구체적으로 변현진 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이용환경의 유형(2018)

에 따라 상이한 인기 채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여개의 유튜브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200 (contents analysis)

을 통해 총 가지의 세부 장르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세부 카테고리는 채43 . 

널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채널의 속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 

하였다 즉 개별 채널은 유튜브에서 지정한 내용적 분류에 따른 상위 고정 . 

장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세부 장르로 속성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편 같은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르 구분도 있지만 유튜브 . 

콘텐츠는 제작 출처의 공신력 친근감 그리고 콘텐츠의 성과에 따른 품질과 , 

같은 형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출처의 경우 구(Checchinato et al, 2015). 

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 보다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의 업로드가 유의미하게 늘어났지만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여전히 가 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현황에 주UGC PGC

목하여 이를 구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B rtl, 2018; ä Liikkanen & 

또한 와 는 Salovaara, 2015; Vonderau, 2016). Liikkanen Salovaara(2015)



- 98 -

영상 제작 형태를 출처에 따라 전통적인 형태 유저가 만든 형태로 나눈 이, 

후 이를 다시 가지의 세부 형태로 나눴다 세부 형태를 구분함에 있어 음12 . 

악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였는데 뮤직비디오 가사 라이브공연 페, , , 

러디 등의 다양한 음악 엔터테인먼트 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 

음악 장르의 범주에서 콘텐츠 제작 형태의 특징에 따라 조회수 댓글수 추, , 

천수와 같은 영상 피드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각각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구분된 장르가 타 장르와는 .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 분류가 가능함

을 의미한다.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장르 콘텐츠 , 

제작 방식 등을 기준으로 각각 어떤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어떤 효과를 얻

고자 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과 같은 유튜브 콘텐츠. 

의 특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장르를 구분하고 각각의 장르가 

가진 콘텐츠 특성을 연구대상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대상이 유튜

브 상에서 얼마나 많이 유통되었는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 

고 있다(B rtl, 2018; ä Checchinato et al, 2015; Liikkanen & Salovaara, 

2015; Vonderau, 2016).  

예를 들어 B rtlä 은 유튜브에서 형성된 년간의 데이터를 이(2018) 10

용하여 콘텐츠의 장르별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유튜브의 수익모델 변, 

경에 따른 업로드콘텐츠의 유형변화에 주목하며 연구를 설계 하였다 장르. 

별 채널 형성 수 콘텐츠 업로드 빈도 등에 따른 조회 수 점유율을 통계화 , 

함으로써 각각의 장르와 채널이 어떻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였

다 멀티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시장점유를 위해 천문학적인 수치의 투. 

자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콘텐츠 장르에 투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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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김유정 강. , 

경호 는 제품 유형과 콘텐츠 장르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다르며 이 두 (2019)

가지 변인은 서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 

결과들을 통해 유튜브 영상은 기존 전통매체와는 달리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장르 및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 

수 있다 또한 영상은 독립적으로 웹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상. 

들과 네트워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영상의 . 

특징은 다른 인기 있는 영상과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점이 

발견되었다. 

스포츠 장르의 유튜브 영상 또한 스포츠가 가진 내제적인 특성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식으로 목적에 맞

춰 분류되어야 콘텐츠의 소비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초적 자료로써 활용 되

어 질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과 유형③ 

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 

유튜브 미디어는 미디어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유튜브 생태계에서 콘텐츠는 연결의 매개가 되는 . 

핵심 요소이다 이때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게시 하는 주체로써 .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콘텐. 

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유통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을 지칭한다

(Jerslev, 2016) 초기 크리에이터들은 기존의 콘텐츠를 편집하여 공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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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활동을 하였으나 오늘날 크리에이터들은 제작 유통 소비 까지 모, , , 

든 단계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다 이는 편집기술의 일반화와 촬영장비의 . 

보급화 등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튜브 미디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구글의 파트너십 ,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기존의 대형 콘텐츠 제작 공급업체와 채널 , 

네트워크 사업자들 까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등록 되어 채널을 형성하고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Peak, Hove, Jeong & Kim, 2011). 

듯 기존의 크리에이터의 개념인 인 콘텐츠 제작자 의 개념은 오늘날의 시, ‘1 ’

장현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 정도‘ ’

로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러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은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여 미디

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기도 하다 유튜브 전문 분석 사이트 소셜 블레이드에 의하면 . 2019

년 유튜브에 등록된 채널 계정은 약 천 백만 계정에 가깝다고 한다3 1

검색일 월 평균 이용자수 억 명 년 (socialblade.com, 2019. 12. 28). 18 (2018

월 기준 약 억 명의 가입자 년 분기 기준 을 가지고 있는 전체 9 ), 20 (2019 , 4 )

규모에 대비하면 천 백만의 채널 수는 다소 작아 보일 수 있지만3 1 ,  2018

년 천 만개에서 약 의 성장을 보인 점을 감안 한다면 크리에이터 2 430 130%

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크리에이터 시장의 자본 . 

분배 구조는 상위 크리에이터 채널의 조회 수가 전체 를 차지하는 3% 90%

역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영향력 있는 B rtl, 2018). ä

크리에이터인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유튜브 크리에이. 

터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정

도의 팬 구독자 을 보유해야 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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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마

이크로 셀레브리티 라는 개념을 통해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micro celebrity)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개인이나 채널이 (Khamis, Ang & Welling, 2017).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들은 셀

프 브랜딩 의 전략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self branding) . 

셀프 브랜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결국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있어 . 

정보의 공신력과 신뢰성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의 친근성과 매력성에 의해 ,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이때 크리에이터들의 셀프 브랜딩은 이와 같, 

은 요인들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Khamis et al, 2017).  

크리에이터는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보증인이기도 한데 소비자의 태도, 

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증인의 속성은 매력 전문성 신뢰성 유사성, , , , 

친 감으로 구성되어진다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이와 같은 속성을 소비자에. 

게 긍정적으로 인식시켜 팬층 구독자 를 늘여 나간다 오종철 황순호( ) ( , , 2018; 

즉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은 첫째 매력Mir & Rehman, 2013). , 

성 둘째 전문성 셋째 신뢰성 넷째 유사성 다섯째 친 감으로 나눠 볼 , , , , , ,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매력은 의 Kelman(1958) 정보원 매

력 및 공신력 모델( 을 이용한 매력 source attractive & credibility model)

자본적 관점을 통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매력자본은 개인이 가진 외적 

호감도와 사회적 기술로 구성된 타인에게 인지되어지는 개인의 역량이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사회적 기술과 외적 (Hakim, 2010). 

호감도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관심을 받는 중요한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매력자본 특성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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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는 온라인미디어에(Dippner, 2018). Dippner(2018)

서 소셜 인플루언서의 외적 호감도와 온라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표현기술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싱을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밝히

고자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왕홍련 이라는 중국 온. “ ”

라인 인플루언서는 여성적 외모의 매력과 개인사를 이슈화하는 사회적 표현 

기술을 통해 수많은 콘텐츠 수용자들에게서 관심을 획득하였다. 

와 는 이러한 매력자본이 스포츠 선수들Kiefer Scharfenkamp(2012)

에게 더 많이 축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니스선수들이 온라인 속에서 시

청자들에 의해 획득한 매력자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 

매력성이 높으며 스포츠맨십이라는 틀 속에서 사회적 역할 기대 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온라인 미디어 속에서 테니스 선수는 이와 같은 매력을 기. 

반으로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마. 

찬 가지로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기획자 제작자이자 

콘텐츠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속에서 매력자본을 . 

기초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획득하고 있다.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은 매력성 외에도 전문성 신뢰성, , 

유사성 그리고 친 감과 같은 소비자에게 인지된 인간적인 가치들이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인플루언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어 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마이크로 인. 

플루언서들의 특성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소비자에게 인지된 콘텐츠 크

리에이터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친 감과 유사성이 인플루언싱에 미치

는 영향력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Checchinato et al, 2015; Liikkanen & 

Salovaara 2015; Peak et al, 2011) 관련 선행연구들은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크리에이터와 친근감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크리에이터의 특성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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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신뢰성과 친 감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특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소셜 미디어 생태 환

경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나와 유사한 다른 이들

의 전문가적인 면모가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실제. 

로 선행연구(Checchinato et al, 2015; Liikkanen & Salovaara 2015; Peak 

들은 모두 전문성과 유사성을 et al, 2011) PGC(professional generated 

와 로 변수화하여 수용자 반응의 차contents)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를 검증하였다 전문성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 

있지만 때에 따라서 제작의 전문성으로 개념화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등 은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상의 수용자의 선택에 Peak (2011)

영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유사성의 특성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

에 의해 구조적으로 설명되어 진다고 주장하(elaboration likelihood model)

였다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와 친근감의 정도 그리고 인지된 전문성의 정도. 

는 소비자가 메시지를 수용하고 메시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의하. 

면 인간은 메시지를 수용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두 가지 경로를 따

른다고 한다 중심경로와 주변경로로 나눠지는 두 가지 경로는 청자의 관여. 

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화자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친근성은 청자의 관여. ,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여도는 메시지 소구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데 전문성의 경우 정보습득 동기와 관련되었을 때 큰 영향력이 있으며 친, , 

근감의 경우 오락의 동기와 관련되었을 때 큰 영향력이 있다.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크리에이터의 매력 전문성 유사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은 크리에이터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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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형태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대. 

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의 세부 유형을 특성에 기초하

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기초하여 첫째 제작자 규모 둘, 

째 인물 전문성 셋째 주요 장르 넷째 제작 형식 다섯째 사회적 인지도의 , , ,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스포츠 유튜브 콘텐츠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 

한 소비결정요인을 밝히고자하는 본 연구는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의 특성

기준 설명 및 특징 예시

제작 

규모

! 크리에이터의 제작 전문성과 관련된 분류 기준

! 영상 출처에 대한 공신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

용됨

! 회사 개인/

! 지상파케이블인터넷방송사그 외/ / /

인물 

전문성

!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크리에이터의 전문성 여부

! 화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써 공신력이라 표현
! UGC / PGC

장르

! 해당 크리에이터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영역

콘텐츠 장르 카테고리( , )

! 장르 내에서 특수성을 가지는 희소성 있는 유형의 

크리에이터로 불리기를 희망하며 자칭 수식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장르 유튜버00

! 장르 종목 유튜버00 00

제작형식

! 소비자들에게 영상 장르와 제작 형식을 통해 형성

되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영상 출처소스 촬영 장소 크리에이터 노출여부 , , 

등과 같은 제작형식과 관련된 분류 

! 콘텐츠 유형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재매개형 직접제작형/ 

! 스튜디오형 야외형/

! 노출형 비노출형 /

사회적 

영향력

! 소비자가 콘텐츠를 수용 하기 전 선행적으로 인지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인지도 수준과 유형에 따

른 분류

! 소셜 미디어 내에서 인지도를 획득한 경우와 기존 

미디어를 통해 인지도를 획득한 경우 서로 상이한 

제작자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소셜 마이크로 셀레브리티

! 기존 유명인 일반인 유명인/

!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 /

표� 7.�유튜브�크리에이터�유형�분류� 기준�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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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다수의 연구를 참조하여 크리에이터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표 참조( 7 ). 

첫째 제작자 규모는 크리에이터의 제작 전문성과 관련된 분류 기준

이다 제작 형태가 전문적이라는 것은 콘텐츠의 제작이 전문적인 수준 개. , 

인의 수준이 아닌 사업체 규모에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 . 

생태계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산업이 거대해 짐에 따

라 사업체 수준의 참여자가 늘어났고 생태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 

다 이에 유튜브 콘텐츠의 인기요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콘텐츠 제. 

작 크리에이터가 일반인인지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서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주로 출처 변수로 차용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전(Peak et al, 2011). 

문적인 제작자는 제작자영향효과 를 가지며 콘텐츠를 선택(producer effect)

함에 있어 콘텐츠 품질을 보증해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화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전통 매체의 유튜브 . 

크리에이터 채널 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영주 박병진 의 , (2019)

연구에서는 영상 제작 출처 변수로써 방송사여부를 설정하였다 지상파 방. 

송사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현황과 콘텐츠 품질을 유튜브 플랫폼 서비스

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유튜브 상에 전시된 콘텐츠들은 소비자에게 선택.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규모에 대한 인식은 출저의 공신력과 , 

관계된다. 

두 번째 인물 전문성은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제시된 제작 규모와 유사하지만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크리에이터의 전문성

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크리에이터가 소비자에게 인지된 전문성. 

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으며 이는 소비자의 관여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제작 규모와 관련된 전문성은 콘텐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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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택 뿐 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Peak et al, 

화자의 공신력이라 표현되기도 하는 인물 전문성은 와 로 2011). UGC PGC

구분되어 변수로써 다수의 연구들에서 소비지표의 차이가 검증되어지고 있

다 즉 인물 전문성에 의한 유형은 신뢰도와 공신력을 담보한 . 

와 친근감과 유사성을 기반으로한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로 구분된다UGC(user generated contents) (Checchinato et al, 2015; Peak, 

하지만 한편으로는 첫 번째 제작규모에 따른 유형 분류와 내et al, 2011). 

용 전문성에 따른 유형분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

도 있다 를 회사 급의 전문적인 제작 규모를 가진 전문가 크리에이터. PGC

로 정의한 등 의 연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Checchinato (2015) . 

세 번째는 장르에 따른 분류이다 장르에 따른 분류는 일반적으로 . 

크리에이터를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분류기준이기도 하다 유튜버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선행 수식. 

어로서 장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장르는 해당 크리. 

에이터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앞서 제시된 콘텐, 

츠 장르 카테고리에 의존한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들은 단순한 장르로 자신, . 

을 표현하기 보다는 장르 내에서 특수성을 가지는 희소성 있는 유형의 크리

에이터로 불리기를 희망하며 자칭 수식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즉 유튜브 크. 

리에이터들은 유튜브에서 설정되는 카테고리 영역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주

력 세부영역을 설정하여 정체성 분명히 하여 타 채널과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 

의 종목적 특성을 가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김진짜, ‘ ’

의 경우 스포츠형 유튜브이자 축구 전문 유튜브로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또. 

한 스포츠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땅끄 부부 는 스포츠 유튜브가 아닌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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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유튜버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장르에 따른 . 

구분은 연구 목적에 맞춰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세분화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제작 형식 포맷 과 관련된 분류이다 크리에이터들은 스( ) . 

스로 기획하고 영상 포맷을 개발하여 자신의 전문영역 혹은 관심사에 적합

한 주제를 설정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크리에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영상 . 

장르와 제작 형식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Liikkanen & Salovaara, 

장르에 따라 선호되고 주로 사용되는 양식이 있지만 영상 소스의 출2015). 

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매개형 오리지널 텔레비전 영상 사용 여부 과 ( )

직접 제작형 직접 촬영 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 ) . 

라 촬영 장소를 기준으로 야외전문 크리에이터와 스튜디오형 크리에이터로 

나누기도하고 크리에이터 출연 여부를 기준으로 노출형 크리에이터와 비노, 

출형 크리에이터로 구분하기도 한다 과 . Liikkanen Salovaara 는 음악 (2015)

콘텐츠의 경우 직접 출연하여 새로운 연출을 하는 유형 기존의 영상을 페, 

러디 하는 유형 기존의 영상을 재편집하여 제작하는 유형 등 총 가지의 , 12

유형으로 크리에이터 유형을 나눴다 하지만 제작유형은 크리에이터의 유형. , 

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보다는 콘텐츠의 유형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렇지만 .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지칭할 때 특정장르의 특정한 유형의 영상을 제작

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정체성을 각인 시키고 있으며 제작형태는 장르와 불, 

가분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

은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한 경로이다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크리에이터 . 

유형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기 전 크리에이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인지도의 수준과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 소셜 미디어는 관심의 미디어라 불. 

리기도 하는데 소비자의 관심으로 인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영향력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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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유튜브 플랫폼이 관심의 경제학으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관심의 경제학에 따르면 플랫폼상에서 제작자에 . 

대한 관심은 관심을 불러들이는 영향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Burgess, 2013). 

여 는 유튜브 미디어 소비모델을 모델이라 주장 하였Burgess ‘Rich get rich’

다(Burgess & Green, 2018) 즉 사회적 인지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획득한 . 

크리에이터와 그렇지 않은 크리에이터는 미래에 획득할 관심의 양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연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소비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크리에이터에 따라 매

우 다양한 경로로 형성된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 

우가 있는 가 반면 해당 플랫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형성한 경우가 있

다 혹은 사회 저명인사로써 인지도를 획득한 경우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 . 

인지도는 소비자의 콘텐츠 관여에 역시 서로 상이한 효과를 가진다 이는 . 

앞서 언급된 정교화 가능성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 진다 사회의 전문가. 

로 인지하는 유형과 친근하고 유명한 소셜 미디어 유명인은 서로 상이한 관

여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회적 인지도와 . 

인기를 얻은 마이크로 셀레브레이팅 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 ’

볼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사회적 인플루언서 라는 점은 동. (influencer)

일하지만 그 속성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Burgess & Green, 2018).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유튜브 플랫폼은 일반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되

어 소비자와 상호간의 긴 한 소통성과 친 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유튜브 소비자들은 일반인이 만든 영상에 등장하, 

는 제품에 더욱 친 감과 신뢰성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Mir & Rehman, 2013). 

대해 기존 미디어의 제품보증인으로 등장하는 유명인의 광고 보다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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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하는 소셜 미디어 속 영상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 

사용한다는 친 감을 높게 느끼기 때문이라 주로 설명하고 있다(Khamis, 

Ang & Welling, 2017) 오늘날 유튜브 채널은 기존 미디어 시장에서 사회. 

적 인지도를 얻은 방송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같은 기존 인플루언서들, , 

의 채널 개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유튜브 채널 운영의 수익성과 사회적 . 

파급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백하게 일반인이 인플루언서가 된 . 

과정과는 다른 과정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인지도를 활용한 채널확. 

장의 개념과 해당 플랫폼에서 성장한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서

로 상이한 방식으로 미치고 있다 한편 일반인 크리에이(Peak et al, 2011). 

터의 경우에 자신의 전문성 보다는 기존 사회의 유명인의 화제성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컨텐츠 내용요인으로서 크리에이. 

터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타 크리에이터들과의 차별화를 시도 하고 있다 차별화를 통해 관. 

심을 형성하고 독자적인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높은 소비자와의 반응성. 

을 기초로 한 크리레이터 채널에서의 상호 소통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관심을 받는 . 

크리에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기 크리에이터 사회적 관, 

심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도출하고 그 유형을 체계

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크리에이터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목적에 . 

따라 조작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고려해야하는 것은 수용. 

자의 반응이다 수용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 유형을 정의해야 하. 

는 것은 선택적 수용을 기초로 한 유튜브 플랫폼의 성격에 귀인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지 유형 구분은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한 선행연5



- 110 -

구들에 기초한 기준점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구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 . 

본 연구에서는 크리에이터 유형과 관련된 유형구분은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

하는 유인이 되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유튜브 소비자와 시청행동의 특성 ④ 

가 유튜브 소비자의 이용 특성 이용과 충족 이론의 적용. : 

유튜브 콘텐츠 소비자들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용의 편리성과 정

보의 유용성에 의해 시청 행동을 한다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어 유. 

튜브 소비자의 특성과 사용동기를 규명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매

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 미디어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이윤. 

을 창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관심을 생산하는 주체이다 때문에 유튜브 사업. 

자는 유튜브 소비자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맞춰 플랫폼 포맷을 개발하고 변

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튜브 사업자는 유튜브 소비자의 행동적 특성을 유도. 

하는 플랫폼 소비 유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유튜브 . 

플랫폼 사업자는 시청자의 기호와 시대의 유행을 기준으로 인터페이스 레이

아웃을 지속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으며 사용자 시청 기록을 이용하여 맞춤

형 추천콘텐츠 기능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처럼 (Burgess & Green, 2018). 

유튜브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Burgess & Green, 2018). 

브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튜브 소비자들의 특성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왜 소비‘ ’, ‘ ’, ‘ , ’ 

를 하며 얼마나 시청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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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장에서는 무엇을 위해 왜 소비하였는가 와 같은 소비의 동기를 ‘ , ’

통해 특성을 규명하고 어떻게 시청하였는가 와 같은 소비패턴을 통해 시청, ‘ ’

자의 정체성을 탐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유튜브를 소비하는 사. 

용자의 특성과 사용패턴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유튜브 . 

소비자의 특성은 유튜브 콘텐츠 소비의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는 콘텐, 

츠 소비 동기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미디어 소비 행동은 의도를 가진 행동. 

이다 이때 의도는 동기라는 심리적 기저에 의해서 결정 된다는 점에서 소. 

비 행동은 소비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이용과 . ‘

충족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유튜브 소비자 특성은 ’ .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기로 인해 발생한 소비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소. 

비자의 행동적 특성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밝히고자 노력해오고 있기도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유튜브 소비자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소비자 행. 

동의 기저심리인 이용목적에 따른 행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 

해 이용과 충족적 차원에서 연구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유튜브 소비자의 특성은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라는 큰 틀에서 유

튜브 플랫폼 이용 동기의 특수성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소비자들은 스마트 폰과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개인화된 미

디어기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로써 소비 활동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적극적 시청자로써 선호 콘텐츠의 선택적 시청 시, 

청 콘텐츠에 대한 자기표현 타인과의 기호 콘텐츠 공유 등과 같은 일반적 , 

소비 특성을 보인다 성명훈 이인희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 , , 2007). 

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비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활발히 정보를 확·

보함과 동시에 쾌락적 사용동기에 의해 동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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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오대영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유튜브 소비( , 2017). 

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 동기 요인과 소비행동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고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Patwardhan, Yang & Patwardhan, 

유튜브 수용자의 동기와 행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2011). 

이용과 충족 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는(use & gratification theory)

데 이는 유튜브 수용자 특성이 욕구와 충족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에 착, 

안한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튜브 소비자 이용 동기요인은 일반적으로 

휴식 및 오락성에 대한 기대 정보습득에 대한 기대 사회적 관계에 대한 , , 

기대 자기표현에 대한 기대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소비자가 자기표, . 

현 사생활 영유 정보추구 오락 및 쾌락 추구 사회적 관계 편리한 시청 , , , , ,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동기이다(Haridakis & Hanson, 

이러한 동기에서 발단된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동영상 시청은 스트레2009). 

스해소 즐거움 만족감 자기표현 사회적 관계 정보충족 등과 같은 다양한 , , , , , 

요소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이용과 충족의 경험은 유튜브 만의 특수. 

한 소비자 특성을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동기. 

에 따라 서로 상이한 만족 요인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기기 수용, 

자의 연령 사용시간 등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행동 패턴과 만족요인이 , 

충족됨을 보고하고 있다 오대영( , 2017). 

와 는 소셜 네트워크 Orchard, Fullwood, Galbraith Morris(2014)

서비스 플랫폼인 유튜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동기가 정보교환 순, 

응 표현의 자유 사회적 관계유지 오락 정보습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동, , , , , 

기에 따라 소비자의 이용행동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영주 송진 은 . , (2016)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의 개인적인 이용 동기가 새로운 콘텐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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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기심 사회적 교류 오락성 편리한 시청 정보습득 스타선호 장르 선, , , , , , 

호 등이 있지만 이것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

게 발현 되는 것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영주와 송진 의 연구에 의하면 . (2016)

연령이 낮을수록 스타가 출연이 중요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장르 선호가 명, 

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대영 은 수용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2017) , 

이용 동기 성격에 따라 유튜브의 개 장르별 이용량에 서로 상이한 시청 , 11

레퍼토리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했다 정보 재미 관계추구의 가지 이용 동. , , 3

기가 장르 이용 패턴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중 특히 관계 추구 동기는 개 장르의 이용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 9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재미추구와 정보추구 동기는 각각 . 

엔터테인먼트장르와 정보성 장르의 이용량에 영향을 주며 이는 연령에 따, 

라 상이하지만 성별은 무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상황에 따라 이용 동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동기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원하는 콘, 

텐츠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 유튜브 소비자 소비행동 유형 구분. 

한편 오늘날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이

용과 충족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행동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따라 소. , 

비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 제시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시. 

청 행동적 특성으로써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선택의 자율성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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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높은가와 관계된 능동적 시청의 개념이다 두 번째는 심리적 특성으로. 

써 콘텐츠 관여정도에 따른 시청 형태 구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 심. 

리적 행동으로써 콘텐츠 소비 후 타인과 관계하는 욕구의 표현의 정도와 형

태에 따른 구분이다. 

우선 능동적 적극적 시청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시청할 때 얼마나 ·

자유의지가 통용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선택의 자유의지는 콘텐츠 선택. 

의 범위가 넓은가와 시청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얼마만큼 적은가를 의미한

다 선택의 능동성은 기호와 선호에 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이 넓은 .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통한 시청을 의미하고 정보 이용의 적극성은 선택권, 

이 보장된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기기에서 시청하는 스크린이용이나 타 N

콘텐츠와 비교를 통한 선택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Mukherjee & Jansen,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능동적 시청은 콘텐츠 선택과정에서 얼마나 2014).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능동적인 시청을 하는 시청자는 자신 . 

기호가 반영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선택시청을 하는 소비적 특성

을 보인다.

관여정도에 따른 구분은 시청 전 후에 나타는 시청자의 심리적 상

태로써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를 표현하는 적극성에 따라 구분되는 시청 

행동의 모습이다 관계하여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여 시청은 얼마나 . . 

콘텐츠나 제작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높으며 관심이 많은가와 관계된다 선. 

행연구들은 콘텐츠에 대한 관여 시청정도를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반응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가 그리고 콘, , 

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 하고 있다 홍주(

현 이러한 관여 시청은 오늘날 웹 기반 플랫폼 환경에서는 참여를 , 2016).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의 웹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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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서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게시, 

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관여하며 참여하고 있다, . 

마지막 사회적 시청 특성은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실제로 표현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최윤정( ,  2014). 

사회적 시청은 소통과 시청이 합쳐진 개념이다 최윤정 구체적으로 ( , 2014).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위나 시청 후 타인과 의견

을 나누는 것 시청 전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시청 후 타인에게 콘, 

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 시청이라 한다 이는 콘텐츠 소비를 개. 

인적 차원의 시청이 아닌 미디어 매개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차원의 시청

으로 확장된 형태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청은 시청 전 중 후의 . , ,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의해 콘텐츠 3 . 

선택을 결정하는 시청 전 단계는 시청 전에 나타나는 사회적 시청의 형태이

다 최윤정 이는 적극적인 선택 가능성과 사전정보를 통한 소비 의( , 2017). 

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적극적 시청과 관여 시청의 개념을 어

느 정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시청 중 사회적 시청의 단계는 타인과 .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단계이다 대화를 통해 다. 

양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며 자신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 한편 콘, , 

텐츠에 대한 관여정도를 높이기도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시청 후 사회적 시. 

청은 타인에게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타인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때로는 심각한 형태의 시청 후 사회적 시청은 관련 . 2

차 제작물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 

청행위는 콘텐츠 소비를 더욱 즐겁게 해주며 다양한 차원의 동기를 충족시, 

키며 콘텐츠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준다 최윤정( , 2014).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셜 미디어 소비자들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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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유튜브 소비자들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준거의 틀로 활용 된다.  

유튜브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적극적

인 시청형태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작. 

하는 제작자에 대해 관여시청을 하기 위해 채널 구독 을 통해 관여시청을 ‘ ’

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호를 준거집단과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 기호 콘텐츠. 

를 적극적으로 재소비 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년 분기 발표한 통계. 2019 4

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콘텐츠 이용 장르가 상이하며 같은 연령과 , 

성별이라 하더라도 이용시간에 따라 주 이용 장르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개인별로 다양하고 세분화(www.youtuve.com/tends). 

된 콘텐츠 이용 패턴이 존재하며 이용목적에 따른 콘텐츠 소비 패턴이 구, 

분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시청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

인 사례이다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들은 넘어 . ‘Entertainment Life solution’

이라는 표어를 전면에 내걸어 콘텐츠 소비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오늘. 

날 유튜브 소비자들은 이렇듯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

에 관여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형태의 사회적 시청을 통해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도구로써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유튜브 스포츠의 소비3. 

유튜브 스포츠의 특성1) 

①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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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와 서비스 형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스포츠를 주제 혹은 중심 소

제로 제작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유튜브에서 . 

분류한 주요 가지 콘텐츠 장르 중 하나인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경쟁15

스포츠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를 포괄하는 넓은 영역의 스포츠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유튜브에서 스포츠는 북미에서 스포츠를 (Stauff, 2009).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인 경쟁 신체적 움직임 규칙 리그의 대요소를 , , , 4

포함해야만 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닌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신체적 움직임

으로서 스포츠의 광의적인 개념으로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Stauff, 2009). 

이는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스포츠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

소통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기술의 영역 을 주장한 다양한 스포츠 미디어 ’

선행 학자들 에(Billings et al, 2017; Onwumechili, 2018) 의한 디지털 미디 

어 시대의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과 일치한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 속 스포. 

츠 미디어 콘텐츠는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와 같은 즐거움과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는 스포츠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통용되어 지고 있으며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를 통해 이를 짐작 할 수 있다(Pedersen, 

Laucella, Kian & Geurin, 2016).

유튜브 스포츠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두 

가지 분류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스포츠 . OTT(Over the top)

미디어 중계이며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공유되는 동영상 , 

콘텐츠를 통한 서비스이다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공유 플랫폼 서비. 

스 외에도 년 유튜브 서비스를 게시하2017 TV(youtube) OTT(over the top)

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위의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2 .  

두 가지 유형은 각각 다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각각 상이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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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슬과 서비스 지역을 가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거의 전 세계에 걸쳐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인 유튜브 는 달에 달러를 지불하고 여개의 채널에 OTT TV 1 49.99 70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및 프로그램 시청권을 획득하는 일종의 유료TV(pay 

의 형식으로 서비스되어지고 있다television) (https://support.google.com).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둘 중 두 번에 유형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Youtube.com”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나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서비스 형태 서비스. 1: OTT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콘텐츠 유형 중 첫 번째는 를 통한 유튜OTT

브 스포츠 중계이다 의 의미 가진 미디어 서비스는 인. “Over the top” OTT

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한다 은 티비 셋탑 박스를 의미하였으나 인터넷이 연. “Top”

결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해진 오늘날 의미가 확장되었다.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사업자들과 계약을 통해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OTT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 

는 유튜브 서비스는 뿐만 아니라 빅 텐 네TV OTT ESPN ESPN2, ESPNU, 

트워크 네트워크 스포츠 네트워크(The Big Ten Network), SEC , CBS , 

폭스 스포츠 네트워크 컴캐스트 스포츠넷NBCSN, FS1, , (Comcast 

등 다양한 스포츠 채널 들이 포함되어 있어 올림픽과 SportsNet) NBA, 

등 미국 주요 스포츠 중계를 NCAA(basket ball & football), MLB, NHL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의 스포츠 중(tv.youtube.com/learn/live-sport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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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청과 동시에 타 시청자들과 라이브 , 

채팅을 할 수 있으며 경기 및 팀 분석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리고 유, . 

튜브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를 이용해 소비자가 관심이 갈만한 콘텐츠를 추

천해주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튜브 의 경우 현재 미. TV

국 내에서 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 국가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 

회적인 회선을 이용해야 만 한다. 

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서비스 형태 소셜 미디어로서 콘텐츠 공유 서비스. 2: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콘텐츠 유형 중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공유 플랫폼 유튜브 에서 소비되어지는 스포츠 콘텐츠 유형“ (youtube.com)”

이다 소셜 미디어 콘텐츠 공유 플랫폼으로서 유튜브 에서 소. (youtube.com)

비되어지는 스포츠 콘텐츠들은 제약 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청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작과 게시를 할 수 있다, . 

오늘날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이와 같은 넓은 접근성과 낮은 제

작자 참여 진입장벽 그리고 수익 창출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 

창의적이고 다양한 소제를 기반으로 가 무수히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UGC

어져 오고 있다 냉동 칠면조를 이용한 볼링영상 스포츠에(Stauff, 2009). ‘ ’, ‘

서 가장 위대하였던 순간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 오늘의 경기 하’, ‘ top10’, ‘

이라이트 등 다양한 아마추어 영상들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높은 조회수를 ’ 

얻고 있다 그리고 은 유튜브에 게시(Stauff, 2009). Cheng, Liu Dale(2007)

된 콘텐츠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튜브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르별 API

콘텐츠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스포츠 콘텐츠의 의 영. 97.8%

상이 초 이내의 길이를 보이고 있었고 평균적으로 초 이내의 영상600 , 200

으로 제작 되어 있음을 도출 하였다 그림 참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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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작한 영상들은 즐거움이나 놀라 

운 순간을 짧게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었다 일반인들이 . 

제작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스포츠를 소제로 유머 성적소구 심미성 , , 

감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주로 제작 되었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 

서 스포츠 현장을 담은 영상 뿐 만 아니라 에서 방영되는 중계 영상을 TV

재가공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구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조회수와 광고 재생

율 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분배해주는 구(CPM, cost per mile)

글 에드센스 의 등장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형태를 변(google ADsense)

화시켰다 미디어 환경이 소셜미디어 공유 플랫폼으로서 기능(Stauff, 2009). 

보다 미디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스포츠 콘텐츠 역시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 제작자가 대거 시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스포츠 미디어에 내제한 다양한 가치가 유튜브라는 거(Stauff, 2009). 

대시장을 만나 형성된 결과이다 스포츠 콘텐츠는 신체라는 공통의 언어로 . 

제작되어 진다 유튜브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짐에 따라 스포츠 . 

그림� 6. 유튜브�콘텐츠�평균�길이� (Cheng,� Liu� &� Da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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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위상은 유튜브 내에서도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등(Stauff, 2009). Cheng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음악이어 , 

스포츠가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 장르로 분석되었다3 . 

이처럼 높아진 시장성에 의해 콘텐츠 제작 참여와 제작 유형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가 주를 이루는 과거에서 . UGC(user generated contents)

다소 전문적인 형태 크리에이터 참여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또한 많이 게시되고 있다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Stauff,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영상을 재가공해서 만드는 영상은 2009). TV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금지되었고 기존의 스포츠 채널 사업자들이 , 

유튜브 플랫폼에서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 시작하였다 많. 

은 팬을 보유한 프로 스포츠 구단의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이고 일반인 

제작자들 또한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제작 회사를 소규모로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전세계 스포츠 장르 유튜브 콘텐츠 (Lambert, 2018). 

구독자수 위를 차지하고 있는 는 일반인 제작자가 전문제작1 ‘Dude Perfect’

자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나 와 같은 메이저 스포츠 . EPL MLB

리그 운영 주체들 뿐 만 아니라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저스와 같은 팀, , LA

들도 유튜브 내에서 자체 채널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

시하고 있으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작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스포츠팬들은 .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정보 스포츠를 이용한 오락 그리고 중계, , ,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경기 라커룸 이야기 훈련 이야기 등을 접할 수 있, 

게 되었다 오늘날 스포츠팬들은 스포츠 유튜브 콘텐츠가 제공하는 정보를 . 

통해 스포츠에 대한 애착 관계를 강화시켜 나간다(Checcinato et al, 2015). 

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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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에 따라 변화한 오늘날의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그 유형과 형

태가 매우 다양하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신체활동 스포츠 경기 스포. , , 

츠 스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세부장르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 

소비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의 개념을 활용

하여 스포츠 유튜브의 콘텐츠 유형을 구분하였다 과 . Liikkanene

은 유튜브 음악 콘텐츠의 특성을 도출하고 각각의 조회수 Salovaara(2015)

성과 지표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용과 충족이론을 이용하여 음악 콘

텐츠를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용과 충족이론의 . 

선택적 소비의 원리를 제시한 와 의 콘텐츠 유형 Haridakis Hanson(2009)

분류법을 인용하였다. 

선택적 소비의 원리에 의하면 콘텐츠 제작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선

택받기 위해서 그들의 이용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콘텐츠 , 

유형은 소비자들의 이용 동기를 분석함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 

과 는 음악장르의 조회수 상위 개의 콘텐츠와 Liikkanen Salovaara(2015) 20

구독자수 상위 개의 채널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유튜브 음악 콘텐츠 주 20

이용 목적을 단순 음악 청취 뮤직 비디오 시청 가사 인지 등과 같은 주된 , , 

이용 목적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춰 세부 유형을 분류하였다 가지 . . 3

주된 제작 유형에 따른 가지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다12 .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역시 이와 같은 원리를 활용하여 콘텐츠 유형을 

분류 할 수 있다 표 참조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의 콘텐츠 유형 분류는 소비( 8 ). 

자의 관점에서 콘텐츠를 분류하는 것으로 소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 적 관점에서 유튜브 스

포츠 콘텐츠 소비 동기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스포츠 미디어 시청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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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종목 

축구 야구 트레이닝 격투기

농구 배구 요가 필라테스/ 골프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당구

소구유형

오락적 소구

즐거움 스트레스해소( , )

인지 정보 소구/

교육 지식 정보( , , )

사회적 소구

팀정체성 등( )

연출방식

매개형

중계 영상 편집( )

비매개형

직접 출연( )

하이퍼 매개

중계 직접 연출( , )

주요소제

스포츠 스타

유명인 이용( )

스포츠 팀

유명 팀 이용( )

표� 8. 유튜브�스포츠�콘텐츠�유형분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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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결정요인 등을 참조하였다 시청동기와 시청 결정요인 중 일부는 소비자의 . 

관점에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기 때

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콘. . , 

텐츠 소구 전략 유형 세 번째 연출 방식 네 번째 제작자 유형이다 종목과 소, , , . 

구 전략의 경우 콘텐츠에 내제한 정보의 내용에 관련된 분류 기준이다 반면 연. 

출방식과 제작자 유형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 형태와 제작자와 관련된 분류기준이

다 각각의 분류기준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콘텐츠는 각각의 기준 모. 

두에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 종목의 콘텐츠가 정보적 소구 방식으로 . 

제작되어 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유형분류 첫 번째 종목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는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기본 단위에서의 분류라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될 기준이다 스포츠 종목은 스포츠 콘텐츠 장르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 

위이다 스포츠팬들은 종목에 따른 관여를 하고 있으며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기. , 

본단위가 종목에 따라 스포츠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미디어 시청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콘

텐츠의 소구 전략 유형이다 에 의하면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는 . Raney(2006)

오락적 스트레스 해소 자아존중 일상 탈출과 같은 정서적 동기와 배움과 심미, , , 

성 추구와 같은 인지적 동기 그리고 집단소속과 동료애에 대한 동기와 같은 사회

적 동기가 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또한 이와 같은 동기에 맞춰 소비자를 만

족시키기 위해 소구 방식을 선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세 번째는 주요 연출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종목과 메시지 소구 유형으

로 분류된 콘텐츠는 다시 하위 요인으로 주요 재매개적 연출 방식(Bolter & 

의 사용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는 크리에이터Grusin, 1999) . 

가 직접 등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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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영된 영상을 재활용하여 영상을 구성한 재매개 영상 제작 기법을 사용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실시간 스포츠 중. 

계가 중요한 정보의 원천소스라 할 수 있는데 이 영상과 내용을 매개한 콘텐츠, 

들이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명 스포츠 스타나 스포츠 팀과 같은 특별한 소제를 

인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앞서 제시된 시청률결정요인 에 따르면 스타플레이어. ‘ ’ , 

팀 요인 등이 스포츠 미디어 시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 

구에서는 한국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 상위 인의 주된 사례를 기준으로 50

간략히 분류한 것이며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분류기준 또한 체계적으로 세분화 되, 

어야 한다 종합하여 예를 들면 축구 종목에서 소비자의 정보적 소구 이끌. 1) 2) 

어 내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에 방영된 영상 매개형 을 사용하고3) ( ) , 

프로그램의 흥미를 위해 스포츠 스타 예시 손흥민 를 인용한 개인 크리에이터4) ( _ )

의 콘텐츠로 콘텐츠가 구분 될 수 있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② 

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 특성.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콘

텐츠를 소비하는 모든 사용자를 의미한다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게시 초기 유튜브 플랫폼의 주 시청자 층은 레니언 세대의 (application) 

미디어 소비자들 이었다 소셜 미디어 콘텐츠 공유사이트는 디지털 문화와 . 

친숙한 년도 중반에서 년도 후반에 태어난 세대이자 1980 1990 세대라 불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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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레니얼 세대와 이후 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 의해 초기 2000 Z-

확산이 이뤄졌다(Lambert, 2018) 디지털 네이티브 라 불린 . (Digital-Native)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성장해오고 스마트 폰 등 디지털 미, 

디어 기기에 익숙하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소통이 자연스러운 세대

이다 이들에게 있어 유튜브 플랫폼 상의 스포츠 콘텐츠는 일종의 밈. 

으로서 놀이 문화였다 오락과 취미로서 온라인 콘텐츠를 (internet meme)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레니얼 세대의 스포츠 콘텐츠 소비 특성이 전 세대

에 걸쳐 전파 됨에 따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시청자 층이 두텁게 형성되

어 지기 시작하였다(Lambert, 2018). 

어플리케이션 게시 초창기와 달리 오늘날 유튜브 미디어 플랫폼은 

연령과 성별 인종과 국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플랫폼이 되, 

었다 이에 따라 레니얼 소비자층의 유튜브 콘텐츠 사용 문화가 다른 세. 

대에 전이된 결과이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분석 전문 사이트인 와이즈앱. 

에 의하면 년 월 유튜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wiseapp.co.kr) 2020 3

는 동영상 플랫폼들 중 위 전체 어플리케이션 중 위를 차지하였다 그리1 , 2 . 

그림� 7. 유튜브�플랫폼�사용자�정보 년� 월�통계� (wiseapp.co.kr,� 202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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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자 수는 약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플리케이션 3,429 . 

사용자 성별 분포는 가 남성 가 여성이었다 그림 참조 그50.2% , 49.8% ( 7 ). 

리고 연령분포의 경우 대가 대가 대가 대10 13.8%, 20 14.6%, 30 18.8%, 40

가 대 이상이 이었다 년 월 기준으로 동영상 플랫폼 22.2%, 50 30.6% . 2020 3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는 가장 다양하고 고른 분포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게시 초창기 레니얼 세대의 미디어 소비 . 

특성을 설명한 다수의 연구들 강민정 정은주 조해윤 변현진( , , , 2018; , 2018)

의 보고에 따르면 세대와 세대는 유튜브 플랫폼 초기 사용자의 주류였으Y Z

며 시청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였으며 흥미와 재미를 위해 유튜브 플랫폼을 ,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민정 외 변현진 즉 과( 2018; , 2018). , 

거와는 달리 다양한 세대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초창기 소비, 

를 주도하던 레니얼세대의 콘텐츠 소비 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전이되었

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레니언 세대와 세대는 유튜브 상에서 주로 만화 음악 개인방Z- , , 

송 스포츠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콘텐츠를 모바일 및 로 소비하, PC

는 특성을 보인다 강민정 외 이러한 유튜브상에서의 소비 문화는 비( 2018). 

단 레니언 세대만의 특정 문화가 아닌 전체 세대로 전이되어 있다 와이. 

즈앱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튜브 플랫폼은 다양한 영상 서비스 플랫폼 중 거

의 전 연령 대 대 에 걸쳐 가장 많은 이용시간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10 ~50 )

이다 그리고 대에서 대가 사용하는 미디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시간. 10 30

하루 평균 시간 분 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10 ) (wiseapp.co.kr, 2020

년 월 통계 이처럼 유튜브 플랫폼의 주 소비자는 레니언 세대와 세3 ). Z-

대이고 연령층이 높은 소비자라 하더라도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소비 패턴, 

을 보이고 있다 세계 상위 유튜브 크리에이터 순위 위에서 위를 살펴보.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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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는 장난감 리뷰를 하고 있는 , 1 구독자 만 Ryan Toys Review( 1,700

명 연 수익 만 달러 위는 뮤직비디오와 코미디를 하는 , 2,200 ), 2 Jake paul

구독자 만 명 연 수익 만 달러 위는 스포츠를 소제로 엔터테( 1,700 , 2,150 ), 3

인먼트 방송을 제작하는 구독자 만 명 연 수익 만 Dude Perfect( 3,700 , 2,000

달러 위는 게임 방송을 하는 구독자 만 명 연 수익 ), 4 Dan TDM( 2,070 , 

만 달러 위는 뷰티정보를 제공하는 구독자 만 명1,850 ), 5 Jeffree Star( 1,160 , 

연 수익 만 달러 이다 상위 유튜브 위를 통해 주요 소비 지형을 짐1,800 ) . 5

작 할 수 있는데 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된 소비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 분석 관련 연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시청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 

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어지지 않는다. 

다만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와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유

튜브 콘텐츠 사용자를 특정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전분 분석사이트들은 . 

자체에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와 구글에서 제공받는 데이터를 기반으API

로 수치를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광고주와 채널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 

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분석방법이 도입되어지고 있으며 관, 

련 학계의 연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져 오고 있다 본 장에.  

서는 유튜브 스포츠 사용자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외부 소스 유튜브 발, 

표자료 등과 같은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인용하였다 선행연. 

구들은 사용자의 프로필과 같은 특성을 도출 하는 것 뿐 만아니라 사용 행, 

동의 레퍼토리와 같은 특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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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통계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규

모에 대한 연구는 등 의 연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Cheng (2013) . 

등 이 수행한 유튜브 장르별 콘텐츠 특성분석 연구에서는 Cheng (2013) 2007

년 월에서 월간 게시된 모든 영상을 수집하여 장르별 특성을 분석하였는1 3

데 결과적으로 스포츠 장르는 모든 장르 중 번째로 많은 동영상 업로드 , 4

수를 보였으며 이 수치는 전체의 약 를 차지하는 비율로 보고되었다10% . 

또한 동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는 상위 번째 카테고리로 도출되기도 4

하였다 한편 와 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들의 행동. Lai Wang(2009)

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속되는 콘텐츠 시청 행동을 네트워크 구조로 환

원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와 은 유튜브 콘텐츠가 장르. Lai Wang(2009)

별로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도출하기 위해 내적 네트워크(internal 

와 외적 네트워크 로 구분하여 조회수가 확산되network) (external network)

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내적 네트워크는 연관 동영상 추천 영상의 연속적. , 

인 시청과 같이 플랫폼 내에서의 시청 행동을 연결하여 구성한 네트워크이

다 콘텐츠를 노드로 설정하였고 동일한 시청자가 플랫폼 내에서 추천영상. 

을 시청한 경우 추천콘텐츠와 이전 재생 콘텐츠를 링크로 연결하였다 반면 . 

외적네트워크는 외부 링크 형식으로 타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external link) 

통해 시청하는 경우를 연결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분석을 위해 년 . 2007 12

월부터 년 월 까지 년간 개의 영상을 추적 하였으며 정보 2008 12 1 983,453

수집 서버기술을 이용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조회 수 상승률을 도출하였

다 분석 결과 주로 내적 네트워크에 의해 조회 수가 상승하지만 스포츠의 . , 

경우 외적 네트워크 연결 링크를 통한 시청이 여타 장르 중 최고 순위를 

보였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시청자의 경우 타 사이트나 지인의 추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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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주로 시청을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이는 유. 

튜브 스포츠 콘텐츠가 사회적 친분을 연결고리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튜브 내 외에서 스포. /

츠 콘텐츠가 활발히 생산되고 소비되어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스포츠 콘텐츠가 

어떤 레퍼토리를 가지고 소비되고 있는지는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유튜브는 계정 등록을 통해 시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통계학적 . 

정보는 연구를 위해 제공 되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한계를 . 

극복하고자 그리고 는 성별과 지역Abisheva, Kiran, Garcia Weber(2014) , 

그리고 개인의 관심사 정치성향과 같은 사회적 메트릭스 를 구(social matix)

성하여 장르에 따른 주요 시청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튜브에. 

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트위터에서 연동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외. 

부링크에서 유튜브 참여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인구 통계적 사회적 , 

관심사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스포츠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

자들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함께 이용하며 주로 정치적 참여 성향

이 낮은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정보 공유에 . 

적극적이며 초기에 조회수가 높게 생성되는 인기 영상을 우선적으로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유튜브 콘텐츠 소비 패턴을 통해 주요 

수용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동기로 시청하는지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정확, , 

한 근거를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유튜브 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 정. API

보 보호와 플랫폼 사업 기  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 

콘텐츠 제작 유형과 스포츠 시청동기 분석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가 어떻게 , 

소비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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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동기와 어떤 트랜드를 가지고 시청에 참여하는지는 ,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유튜브 소비자층과 주요 소비자 층 그리고 주. , 

요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이와 같은 예측에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 해 줄 

수 있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제작자③ 

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 특성과 구분. 

유튜브 스포츠 제작자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주로 활동하며 스포츠를 중, 

심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혹은 채널운영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인터, 

넷 개인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고 명명 한다 주로 어떤 주제나 소제의 영상을 제작하는가에 따라 지칭하. 

는 바가 달라진다 김지하 유튜브에 콘텐츠와 채널을 등록할 때 ( , 2016). 15

개의 장르 중 코드번호 번 스포츠로 등록 된 경우가 바로 스포츠 크리에17

이터이다. 특정 장르에 등록된 크리에이터들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초 등록한 장르와 관련 된 영상을 주로 제작하고 게시한다.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 

장르 간 융합 크리에이터 간 협업 이 일반화되어지고 있기도 , (colaboration)

하다 약 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포츠 피트니스 전문 유튜브 크리. 73

에이터 말왕 의 경우 스포츠 장르 안팎으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 ’

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림 에서 위쪽 예시는 장르 내 . [ 7]

협업 예시로써 피트니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말왕 과 테니스 전문 크리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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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아바타 테니스 가 협업하여 구성한 조회수 만을 기록한 콘텐츠이다‘ ’ 12 . 

한편 그림 의 아래쪽 예시는 게임 전문 크리에이터 압둘알리과로사 와 [ 8] ‘ ’

협업하여 조회수 만을 기록한 콘텐츠이다 유튜브 말왕 채널 년 월 59 ( ‘ ’ , 2020 4

일 검색27 ).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스포츠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정체

성을 형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채널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콘텐츠 제작자를 분석하기 위해 크리에. 

이터들의 콘텐츠 제작 전략 배경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오고 있다 앞서 , .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과 유형 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크리에이터 특성‘ ’

은 제작규모 전문성 장르 주로 사용하는 제작형식 등에 따라서 구분되어 , , , 

진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크리에이터를 구분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다양. 

한 구분 기준 중 제작 규모와 인플루언싱 전략을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하였

다. 

그림� 8. 스포츠�유튜브�크리에이터�협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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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 규모에 따른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 구분. 

유튜브 스포츠 크리에이터를 특정하기 위해 첫 번째 기준은 제작 규모와 및 

영상 출처이다 크리에이터 제작 규모는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인지 혹은 전. 

문 제작 회사에 소속된 크리에이터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개인 크리에이터. 

는 다양한 영상 연출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반

면 전문 제작 회사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브랜드 정체성을 이용하여 소비, 

자에게 다가간다 전문 제작회사의 경우 스포츠 조직 혹은 차 중계권 소유. 1

자에게서 온라인 중계권리를 획득한 후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와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반면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는 이러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제작하거나 공개된 영상 소스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 

방식으로 영상을 구성한다 개인 크리에이터가 기존의 미디어에서 중계된 . 

영상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해 게시 콘텐츠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 침해가 치명적인 경우 유튜브 채널 계정 사용이 . 

제한되기도 한다 해외 축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개인 크리에이터 . 

김진짜 의 경우 년 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저작권 문제로 패‘ ’ 2019 35

쇄 하였다 서울경제 년 월 일 검색( , 2020 4 27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 

는 경우 비상업적 목적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가 중계권을 구입한 경우 인 미디어 창작자는 스, 1

포츠 경기를 직접 중계할 수 있지만 중계 영상을 편집해 사용하길 원할 경

우에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저작권 관리 위원회(

www.copyright.or.kr 이처럼 개인 크리에이터와 전문 제작 회사 규모의 ). 

크리에이터는 영상 연출 및 영상 출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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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규모를 기준으로 한 크리에이터 분류 기준은 크리에이터를 특정 하는 중

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유튜브 제작자 중 개인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는 주로 제작하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정체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스포츠 . 

크리에이터는 주된 콘텐츠 연출 방식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연출방식은 크리에이터를 대표하는 이미지이

기도 하다 연출 방식은 매개형과 비매개형으로 나눠진다. .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관람형 미디어 스포츠로써 자리 잡아 있으

며 유명한 선수의 활약이나 국가대항전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 

벤트는 스포츠 미디어에서 핵심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 매개형 콘텐츠 제, 

작자들은 이를 중심소제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유형이다. 

유튜브 플랫폼은 타 채널 사업자나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의 저작권

에 대한 보호와 경계가 엄격히 검열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매개형 스포츠 . 

콘텐츠 제작자들은 주로 판서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 

유명선수나 중요한 경기에 대한 자신만의 분석을 전달 하기 위해 이미지를 

제작하고 제작된 이미지 위에 판서를 하며 해설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 

한다 예를 들어 구독자 만을 보유한 해외 축구 해설 전문 유튜브 크리에. 30

이터 김진짜 는 전형적인 매개형 개인 크리에이터라 할 수 있다 그는 손흥‘ ’ . 

민 이강인과 같은 해외 리그 진출 축구선수의 경기를 판서형으로 분석하는 , 

영상으로 많은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림 크리에이터 김진짜 는 ( 9). ‘ ’

제작된 이미지를 통해 경기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선수에 대한 해

외 축구 팬들의 반응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고 있다. 

반면 개인 크리에이터 중 비매개형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유형은 

주로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 편집을 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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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스포츠의 속성을 이용하여 재미와 즐, 

거움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한다 이들은 참여형 라이프스타일 스. 

포츠에 대한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건강관련 정보를 전, 

달하는 형식으로 인지적 소구를 하거나 때로는 스포츠를 소제로 즐거움을 , 

유발하는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적 영상을 주로 제작하기도 한다 이들은 시. 

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영상의 즐거움을 위해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초대하여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 개인 유튜브 스포츠 크리에이터 중 비매개형 제작. 

자 야신야덕 는 야구 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유명인을 초청하여 기상천외한 ‘ ’ , 

도전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약 만 명. 10

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콘텐츠에는 현역 유명 야구선수, 

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 10). 

한편 개인이 아닌 스포츠 기업 조직들이 유튜브에서 제작자로 활, 

동하는 경우는 중계권을 획득하여 중계영상을 제작 송출하는 채널 사업자가 ·

개설한 경우와 중계권을 판매하는 스포츠조직 그리고 리그에 참여하는 구, 

단 등의 경우가 있다. 

스포츠 전문 채널사업자들은 기존에 송출된 영상을 재송출하는 형

태 혹은 하이라이트로 편집하여 게시하는 형태의 제작을 주로 이용하고 있

그림� 9. 유튜브�스포츠�크리에이터�김진짜�콘텐츠 개인 매개형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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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경우에 따라 본 채널에서 방영되는 중계를 홍보하기 위한 사전 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한다 의 경우 본 채널에서 중계되는 다양. ‘SPOTV’

한 종목의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중계영상을 제작. 

하고 송출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사업자들 중 는 가장 많은 영상‘SPOTV’

만 여개 과 구독자 약 만 명 을 보유하고 있다 원 소스 멀티 유즈(6 ) ( 110 ) . 

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유튜브 플랫폼에서 재 소비(one source multi use)

되는 현상은 수익을 다각화 극대화 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 

며 본 채널의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상백 배정섭, ( , , 2019).

스포츠 구단들은 스포츠팬들과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소통하

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라, 

커룸 영상 및 경기 후 인터뷰 영상 연습 영상 등을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 

고 있다 라이온즈 의 경우 삼성 라이온즈 구단에서 직접 미디어 제작 . ‘ TV’

전문팀을 운영하며 양질을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약 만 , 6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공개 투표를 통해 선수 응원가를 정. 

하거나 새로 트레이드된 선수의 인사영상 훈련영상 덕아웃 및 라커룸 영, , , 

상 등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단들의 . 

그림� 10. 유튜브�스포츠�크리에이터� 야신야덕 콘텐츠 개인 비매개 예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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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중계시청 및 실제 경기장 방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가 있다(Checchinato et al, 2015). 

대형 스포츠 브랜드 기업들 또한 전담 미디어 팀 들이 유튜브 채널

을 개설하여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브랜드 홍보 광고 신제품 설명영상과 같은 기존 미‘NIKE korea’ , 

디어에서 방영되는 광고를 유튜브 플랫폼 소비 형식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

는 것을 물론이고 유튜브용 콘텐츠를 특별히 제작하여 시리즈로 연제하고 , 

있기도 하다 브랜드 채널들은 드라마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성적 소구를 하. 

기도 하며 제품에 대한 정확한 리뷰를 바탕으로 정보적 소구를 하기도 한, 

다 때로는 유명 코메디언이 출연해 웃음을 주기도 하며 스포츠 스타들을 . , 

이용한 보증인 마케팅 을 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endorsement marketing) . 

제품에 대한 신념와 태도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신념과 태, 

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스포츠 브랜드들은 유튜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하고 있다 박정이 임지은 황장선( , , , 2018). 

다 인플루언싱 유형에 따른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 구분. 

스포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특정하는 마지막 기준은 인플루언싱

유형이다 인플루언싱은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influencing) .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김은재 황상재 스포츠 크리에이터가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로에 따( , , 2019). 

라 크리에이터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유명 프로 스. 

포츠나 스타플레이어를 인용하여 영향력을 획득한 경우 직접 전문가로서 , 

영향력을 획득한 경우 영향력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영향력을 획득한 경, 

우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 획득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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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프로스포츠나 스타플레이어를 이용한 영향력 획득은 일반인이 유명

인을 이용한 반사효과를 얻어 영향력을 획득한 경우이다 이는 일종의 유명. 

인 보증효과 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는 스포츠 (marketing endorcement) . 

미디어 시청동기를 영리하게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도 있다. Raney(2006)

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동기를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동기로 나눠 제, , 

시하였다 사회적 동기는 소속감과 같은 관계에 대한 욕구인데 프로스포츠. , 

와 스타플레이어를 활용한 인플루언싱 전략은 이러한 사회적 동기를 효과적

으로 자극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내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가 어. 

떤 평가를 받는지 얼마나 활약했는지를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 

구를 이용한 것이다 반면 프로스포츠나 스타플레이어를 활용하지 않는 크. 

리에이터의 경우 생활 스포츠를 소제로 하는데 주로 시청자에게 필요한 스, 

포츠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포츠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인 본

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전문가를 섭외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향력을 획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공신력 와 관계된 개념이. (credibility)

다 크리에이터의 공신력은 신뢰성 전문성 매력성 등으로 구성된다 시청. , , . 

자들이 콘텐츠를 시청할 때 기존 미디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스포츠 전문

가 은퇴선수가 크리에이터로 등장한다면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매력성은 ,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점은 일반인 . 

크리에이터와 큰 차이점을 가진다 스포츠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별한 장. 

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 기술의 수행력과 경력 그리고 통찰력을 .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인지되어 있는 크리에이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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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크리에이터와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승진 김연. , 

경 김병지 등과 같은 유명 프로 스포츠 선수는 물론 개그맨 이수근과 같은 , 

방송인들도 스포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으로 . 

시작한 유튜버들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수근 채널의 경우 당구를 소제로 년 월 일 채널을 개설했고 2016 12 28 2020

년 월 기준 약 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년 월 일 개설4 45 . 2019 6 13

한 하승진 채널의 경우 개월 동안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는 인기 크4 20

리에이터가 되었다 년 월 일 개설한 김연경 채널의 경우도 마찬가. 2019 7 14

지로 개월 동안 만의 구독자를 모았다4 33 ( 년 월 noxinfluencer.com, 2020 4

일 검색27 ).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유튜브 스포츠 크리에이터를 개념화하고 특

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였다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과 선택한 장르 그리고 제작 규모 인플루언. , 

싱 유형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유튜브 스포츠 크리에이터의 정체

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유튜브 스포츠 크리에. 

이터들은 상호 베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 유튜브를 목적에 . 

맞게 지칭하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동시에 적용 될 수 도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은 콘텐츠 유형과 특성과 중. 

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크리에이터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제작 전략을 이용하고 그중 자신의 시그니처 라 할 수 (signiture)

있는 방식이 고착되어 크리에이터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 이

들은 다양항 배경과 각기 상이한 성취 목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개인 크. 

리에이터들은 높은 조회수 구독자수를 확보하여 인지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 

광고수익을 기대한다 회사에서 발주된 전문 크리에이터들은 유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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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상이하지만 회사의 브랜드가치 중심제품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스포츠 크리에이터는 그 이름처럼 창의적. 

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분 기준을 이용한 유형분류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유튜브 스포츠관련 선행연구2) 

①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특성 및 소비 관련 연구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와 사용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된 사례는 주로 콘텐츠 

특성 및 소비 관련연구와 마케팅 환경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중 유튜브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유튜브 콘텐

츠를 이용하는 패턴과 수용자의 동기에 대한 분석과 스포츠 미디어 시청자

와 스포츠팬에 중심을 둔 수용자 연구로 구분 되어 진다 전자는 유튜브 전. 

체 소비 지형을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맥락에서 스포츠 콘텐츠 소비 양상이

나 간단한 소비자 프로필 자료을 도출하고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profile) 

머무르고 있으며 후자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제, 

작자 콘텐츠 그리고 시청자가 과거 전통 미디어환경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 

있으며 이것이 가지는 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 밝히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튜브 스포츠 관련연구들은 아직 매우 소. 

수에 불가하며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수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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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은 부재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유튜브 환경 분석의 맥락에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특수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그리고 Cheng, Dale 

의 유튜브 콘텐츠 프로파일링 및 소비네트워크 분석Liu(2007) , Gill, Arlitt, 

의 장르별 콘텐츠 트래픽분석 연구Li, Mahanti(2007) , 와 Lei Wang(2009)

의 유튜브 소비패턴연구 그리고 의 장르별 소비량 , Cheng, Dale Liu(2013)

분석 그리고 의 유튜브 소비자 리포, Abisheva, Kiran, Garcia Weber(2014)

팅 분석 이경수 조치호 김효곤 의 장르별 유튜브 콘텐츠 트레픽 분, , , (2008)

석 신영훈 김민정 김태한 김홍식 김효선 의 인터넷 방송 콘텐츠와 , , , , , (2013)

콘텐츠 장르별 특성 및 사용동기 분석연구 오대영 의 유튜브 장UCC , (2017)

르별 수용자 인구사회적 특성과 이용동기 분석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유튜브 에서 제공되는 기초정보들을 활용하여 조API

회 수 댓글 수 영상길이 영상 장르 영상 게시시간 조회 수 증가 패턴 등, , , , , 

을 통계 분석 한 연구들이다 통계수치를 모델링하여 성장패턴의 특수성. , 

공유특성 등을 도출하였는데 연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에서 스포츠 콘텐츠는 유튜브 개 장르 중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15

츠로 분석되고 있다 등 의 연구에서는 전체 영상 중 를 . Cheng (2013) 10%

차지하는 수준의 동영상 개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장르 중 위를 4

차지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스포츠 장르 콘텐츠가 타 장르 대비 . 

조회 수 증가 패턴이 초기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와 은 이러한 콘텐츠 소비 특성 외에도 확산 경향을 . Lai Wang(2009)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접근 네트워크경로를 내적 네트워크와 외적네트워크. 

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장르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는 내적 네트워크 보다는 외적네트워크에 의해 주로 조회수가 확산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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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는 콘텐츠인데 유튜브 링크를 통해 타 에서 확산되는 양이 , SNS

전체 장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결과를 통해 스포. 

츠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접속과 차 오피니언리더에 의해 확산되는 경2

향이 있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시각에서 스포츠콘텐츠의 소비 환경의 특수성을 분

석한 연구와는 다르게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 연구들 또한 진행

되어져 오고 있기도 하다 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정체성에 . Stuaff(2009)

대한 탐색을 하기 위해 스포츠 미디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

다 그는 스포츠 장르 영상의 특성을 신체 움직임에 대한 표현 표현 기술. , 

의 중요성 서사성 문화적 일치성 등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여 , , 

유튜브 콘텐츠와 기존 스포츠 미디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용하였다 구. 

체적으로 화면의 구성 편집기술 적절한 장면의 선택 그리고 해설자의 공, , 

신력 해설의 전문성 등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만족에 중요한 요소인데 유, , 

튜브 스포츠 영상은 짧은 시간 동안 소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들이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스포츠 미디어는 이러한 콘텐. 

츠적 특성 외에도 문화적 특수성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 팀과의 역. 

사적 맥락 국가주의 프레임의 이벤트 팬덤 현상 등과 같은 문화적 맥락이 , , 

이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를 정의하고 이를 소비하는 소, 

비자의 특수성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소셜미디. , 

어 환경에서 스포츠 소비자 스포츠 팬의 특성을 정의하고자 한 거시적인 ,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특성과 소비환경의 특성에 대

한 연구가 종종 진행되어 지기도 하였다 와 은 그들의 . Billings Hardi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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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에서 뉴미디어와 스‘Routledge Handbook of sport and New Media’

포츠 미디어의 발전에서 팬들의 행동변화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높은 연결성과 사용의 용이성. 

은 대중의 공감과 관계형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에 따라 스포츠 팬, 

들은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고 좋아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운집하는 현상을 , 

보이고 있다 그들은 해당저서에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와 .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콘텐츠 소비가 단순 시청이 아닌 참여와 

공유 관계의 도구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와 는 그들의 저서 Hutchins Rowe(2012) ‘Sport Beyond 

을 통해 네트워크 미디어 스포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Television’ , 

를 이용한 온라인 팬덤 현상을 설명하였다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상의 콘. 

텐츠는 통신망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를 운집하는데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 

기호에 따라 운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의 . , , 

소셜미디어는 스포츠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일으켰고 광고시장을 재, 

편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유튜브는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의 개념을 .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요 미디어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

다. 

마찬가지로 는 라는 그의 Lambert(2018) ‘Digital Sports Journalism’

저서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스포츠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어지는 

지에 대해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는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 

매체환경의 맥락에서 전개하였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강한 연결성을 가진 

소셜 미디어적 성격을 꼽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콘. 

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지고 있음을 도출 하였고 이것은 콘텐츠의 특수한 형태와 이야기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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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종전과 달라짐을 통해 설명되었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르면 유튜. 

브 스포츠 콘텐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한 형식으로 콘텐츠가 제작되

어져 소통되어져 오고 있다. 

②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관련 연구

한편 스포츠 매니지먼트 연구 영역에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마케팅 도

구로써 소셜 미디어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유튜브는 전 세계적인 참여자 연결망을 형성하고 . 

있으며 거대한 광고시장이 편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 구단이나 , . 

조직들은 홍보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조직과 구단의 유튜브 채널 이용이 .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를 극대, , 

화 하기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와 은 유튜브의 의제설정Zimmerman, Clavio Lim(2011)

기능을 검증함으로서 소셜미디어의 마케팅가치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댓MLS(Major League Soccer)

글과 추천과 같은 소비자 참여 반응을 이용하여 의제설정의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리그 채널을 통해서 수용자들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낼 . 

수 있다는 증거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밝혀내는 , 

것은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가 득세하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마케팅 증거

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는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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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동영상의 종류를 팀 선수에 따라 하이라이트. , , 

인터뷰 스튜디오 쇼로 분류하고 각각이 어떤 시청 지표 조회수 추천수 등, ( , )

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튜브 미디어를 대상으로 어떤 범주에서 영. 

상을 제작해야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의제설정기능의 실효성을 분

석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 초석을 다지는 연구로서 해당연구는 의의가 

있었다. 

또한 과 은 비주Mahoney, Hambrick, Svensson Zimmerman(2013)

류 스포츠 종목의 흥행을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함을 연

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심리적 연속성 모델. 

을 이용하여 비주류 종목의 유튜브 (psychological continuum model, PCM)

채널 활용 마케팅의 실효성을 주장하였다 스포츠 소비자가 해당 스포츠의 . 

팬이 되어가는 과정을 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PCM . 

대상의 매력을 인지하고 이것이 애착과 충성심으로 이어질 때 대상 스포츠

의 팬이 되어 지며 이때 참조 집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이와 같은 . 

소비자 행동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튜브 미디어 스포츠 소비자 팬 행동에 적

용하였다 특정 인물에 의해 포스팅된 영상이나 아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 

고 있는 영상은 그 자체로서 보증효과가 나타나 심리적 애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파쿠르 롱보딩과 같은 비주류 종목의 영상을 이. , 

용해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자 관계 마케팅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와 는 스포츠 조직이나 팀 그리Checcinato, Disegna Gazzola(2015) , 

고 스포츠를 이용한 관계마케팅을 계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동질성 마케팅 이론 을 . (tribal marketing theory)

이용하여 스포츠 팬들의 유튜브 영상 소비 행동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팬들은 능동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상을 제작하고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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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낄 때 능동적으로 시청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해당연구에서는 축구 구단 공식 채널에서 제

작한 와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의 조회 수 및 추천 수 댓글 수 차이를 검증UGC(user generated contents) , 

하였다 검증 결과 스포츠팬들은 에 더욱 능동적인 참여를 취하는 것. UGC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콘텐츠 요인으로서 영상의 주제를 이. 

성과 감성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남상백 배정섭 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 (2013)

찾아 볼 수 있다 프로스포츠 클럽의 공식 유튜브 채널 시청 동기와 팀동일. 

시 정도 그리고 시청태도와 시청만족이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 

구조화 하여 분석한 해당연구는 설문데이터를 이용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검증한 스포츠 미디어 시청 . 

동기와 팀동일시 태도의 관계를 유튜브 미디어 모형에 적용하여 재검증하였

고 기존의 미디어와 동기요인의 충족과 시청만족의 관계의 차이점을 도출, 

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유튜브 미디어의 특성상 정보 추구형의 콘. 

텐츠 보다는 결국 소비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의 구독자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되고 긍정적인 , 

태도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슈화 형태의 정보제공이 시청 태도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결국 전통. 

의 스포츠팬의 행동은 기존 대중 미디어의 스포츠팬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

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미디어에서 발현되는 이들의 행동은 미디어적 특성, 

에 따라 팬 행동적 특성이 때로는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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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지털 미디어 기술 환경과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의 기술적 환경에 따른 스포츠 콘텐츠 소비행동의 특

수성을 도출하기위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TAM(technology acceptance 

의 확장된 모형들을 주로 차용해 오고 있다 특히 스포츠 콘텐츠 소model) . 

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의 확장된 모형에서 스포츠 콘텐츠 소비의 TAM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변수를 구분하고 특, 

수한 시청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래에는 디지털 소. 

셜 미디어 상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특수한 소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과 확장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TAM 

들의 예시이다 아래 제시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모형에서 제시된 수. TAM

용자들의 정보인지와 태도 변화가 스포츠 콘텐츠의 정보적 특수성과 스포츠 

소비자들의 독특한 미디어 소비 동기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

음을 전제하고 있다. 

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상에서 Williams, Chinn, Shuleiman(2014) ( ) 

스포츠 조직이 팬들의 팀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발건하고자 연구

를 구상하였다 특히 정보의 제공방식과 형태에 따른 상이한 수용자 반응을 . 

발견하기 위해 을 기반으로 수용자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였다 스포TAM . 

츠 조직의 트위터 상에 게시된 정보의 유형을 뉴스 광고 커뮤니티 정보로 , ,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출처에 따라 조식이 만든 게시물, 

와 팬이 만든 게시물(Organization-generated contents) (fan-generated 

으로 나눠 각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정보의 유형과 출처contents) . 

를 나눠 구성한 이유는 정보의 유용성과 용이성 개념을 구성하고 이것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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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다 분석결과 . 

팬이 만든 게시물과 팀에 관련된 정보를 소비하였을 때 인지된 정보의 유용

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즐거움에 영향을 미쳐 팀 정체성이라는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셜 미디어 상. 

에서 스포츠 팬들의 태도가 정보의 형태와 출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정학 장용석 김재환 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상의 스포츠 관, , (2016)

련 정보의 품질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식화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모형을 적용하였다 소비자에게 인지된 포털사이트의 브랜드와 TAM . 

기능 유용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주요 개 포털 , 3

사이트 다음 네이버 네이트 로 나눠 구성하였다 각각(daum), (naver), (nate) . 

의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관련 스포츠 정보 콘텐츠의 정보 품질을 TAM

확장 모형에서 제시한 정보의 충분성 명확성 정확성 최신성에 맞춰 측정, , , 

하였다 이후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정보의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과 . TAM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 

정보의 품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게 지각된 경

우는 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소셜 미디어상의 스포츠 콘텐츠의 높은 정보적 품질이 반드시 높

은 이용의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학 외 의 . (2016)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는 스포츠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 이용의도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 

포츠 관련 정보의 품질은 소비자들의 이용의도를 높게 자극할수록 높은 품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변현 조광민 배정섭 은 모형을 뉴미디어 환경에 적용하, , (2017) 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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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인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모델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의 스포츠 미디어 소비자 사use of technology)

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모형이 기존의 모. UTAUT TAM

형과 가지는 차이점은 정보의 품질 뿐 만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에게 

내제된 인지적 환경의 차이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변현 외 는 성과에 대한 . (2017)

기대 노력에 대한 기대와 같은 개인에게 내제된 인지적 환경요인과 다양한 , 

사회적 영향력은 온라인 스포츠 미디어 사용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보의 인지된 품질과 함께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기대와 노력기. 

대는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는 일반적인 사례와 다른 결과로써 사회적 영향력 보다 성과기대와 . 

노력기대와 같은 개인의 인지된 환경이 온라인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사

용하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 

온라인상의 스포츠 콘텐츠는 개인화된 소비자의 이용목적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첫째 분석 대상인 디지털 미디어 환경, 

에 대한 특수성을 치 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둘째 특수한 환경에서의 , , 

스포츠 콘텐츠의 특성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셋째 다양한 가외변수에 . , 

대한 통제가 부족하며 넷째 스포츠 내의 종목과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지 , , 

못하였다 마지막 다섯째로 설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기에 데이터의 일반. 

화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소셜 미디어는 매체 유형과 플랫폼이 다. 

양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속한 소셜 미디어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변수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 

기가 매체와 플랫폼 그리고 장르에 따라서도 상이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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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변수 도출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 

서 설명된 바와 같이 미디어환경은 미디어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라 파생되

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유의미한 연구를 진행하기 .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한 동기 정보 오락 쾌락 사회( , , , 

적 관계 등 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모형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영향)

력 높은 가외변수의 통제 그리고 모형 검증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의 구성 ,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미디어 환. 

경인 유튜브 매체에 대해 분석하고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 결정요인

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구성하

였다. 

유튜브 스포츠 시청 성과지표3) 

유튜브 성과 지표① 

가 유튜브 이용 성과지표의 정의와 구성. 

유튜브 성과지표는 각각의 콘텐츠가 웹상에 게시 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어 창출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제적 가, . 

치는 소비자들의 콘텐츠 열람 빈도와 시청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회적 

가치는 콘텐츠로 인해 유발된 사회적 소통의 형태와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

다 유튜브 성과지표를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로서 과거 전통매체와 상이한 소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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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소비적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청만 하던 과거 전통 미. 

디어 시대에는 시청률을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 

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청률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시청반. 

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프로그램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오늘날 플랫폼이 다양화 되고 시청 매체가 . , 

다각화 된 디지털미디어 시대에는 사용기기가 다양하며 시청형태도 다양하, 

기 때문에 시청률을 프로그램의 가치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비고정형 . 

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시청형태는 시청률에 포함되지 않으며PC , 

앞서 언급된 다양한 시청형태를 반영하지도 못한다 강명현 이러한 ( , 2018). 

문제는 웹 콘텐츠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진다 유튜브 영상과 같은 웹. 

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성과 지표는 일반적으로 조회 수와 같은 트레픽 

데이터로 구성되어 진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청자의 다양한 반응. 

과 콘텐츠의 사회적 효용가치를 성과요소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성과는 오늘날 웹 에서의 미디어환경과 . 2.0

유튜브 플랫폼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형태의 성과지표로 측정되어져야 한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유튜브의 성과지표는 경제적 . 

성과 지표와 사회적 소통 지표로 구성되었다. 

나 두 가지 유형의 성과지표. 

경제적 성과지표는 콘텐츠나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

마나 수익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 

현재 콘텐츠의 조회수와 시청시간 그리고 광고 시청 빈도에 따라 크리에이

터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즉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게시를 통. 

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 지속적인 시청 특정 광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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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등과 같은 관심과 행동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지표는 조. 

회수를 통해서 측정되어 질수 있으며 조회수와 시청지속시간 광고 , CPM, , 

클릭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되어 지기도 한다 특히 관심의 경제. 

이론 은 웹에서의 소비자의 관심이 금전적 수익(Attention economy theory)

으로 환원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지속적인 시청과 , , 

같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행동이 금전적 수익으로 환원되어 진다는 점에서 

조회수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Brynjolfsson 

& Oh, 2012; Manzerolle & Wisman, 2016).  

반면 사회적 소통 지표는 소비자 간의 대화를 얼마나 유발하였는가

와 관련된 성과지표이다 사회적 소통 지표의 경우 웹상에 게시된 콘텐츠로 . 

인해 발생된 사용자간의 대화 콘텐츠에 대한 댓글 콘텐츠에 대한 추천 비, , , 

추천과 같은 관심표현과 같은 시청행동에 의해 측정되어 진다. 

에 따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는 이전의 환경과 Habermas(2006)

차원이 다른 크기의 사용자간의 소통을 만들어 내며 사용자간의 소통은 공, 

론장을 형성한다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에서 형성된 온라인 공론장이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상호 연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Bouvier, 2015). 

서 유튜브 콘텐츠와 채널 상에서 소비자들의 댓글 답글 크리에이터와의 , , 

소통등과 같은 시청행동은 공론장의 크기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소통 지표라 할 수 있다(Edgerly, Vraga,  Fung, Moon, Yoo & Veenstra, 

또한 이러한 사회적 소통 지표는 앞서 설명된 유튜브 수용자 행동 2009). 

유형 중 사회적 시청과 관련이 깊기도 하다. 

경제적 성과지표와 사회적 소통지표는 모두 유튜브 콘텐츠의 성과

지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우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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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그 유형이 다양한 만큼 게시동기도 다양하기 .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품 브랜드 채널을 운(Manzerolle & Wisman, 2016). 

영하는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파트너십 채널 운영을 직업으로 하는 크리에이

터는 조회수와 같은 노출 빈도 자체가 중요한 성과인 반면 공익을 증진하고 

자하는 목적을 가진 비영리 기구나 사회적 인지도와 소통을 위한 운영을 하

는 정치 채널 운영자에게는 댓글 공유와 같은 시청 후 행동이 더 중요하게 , 

여겨 질 수 있다 오늘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기. 

표현의 욕구와 경제적인 성과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자기표현을 통해 소. 

비자들에게서 얻은 관심은 경제적인 성과로 직결되는 것이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이다(KIM, 2015). 

그러나 유튜브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가 소통하며 사회적 담론을 형

성하기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 .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 

지표는 유튜브 성과지표로써 중요히 다뤄져야한다 따라서 유튜브 시청의 . 

성과 지표는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소통 지표 두 가지로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적 지표는 크리에이터와 광고주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가

치를 가져다주지만 사회적 소통 지표는 지속적인 사업성 그리고 사회적 영, 

향력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주요 종속변수로 사용. 

될 유튜브 콘텐츠의 성과지표를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 지표와 사회적 효

과 측면의 소통 지표로 구성하였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

로 기술 하였다. 

경제적 성과로서 조회수 기반 성과 지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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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 성과 지표의 개념과 구성 원리 관심 경제. : 

본 장에서는 웹 트래픽을 기초로 한 유튜브 콘텐츠의 경제적 성과지표 구성

원리와 타당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기술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웹 트래픽. 

을 기초로 한 변수 구성의 당위성 유효 조회수 형성 원리 유튜브 콘텐츠, , 

를 통한 수익 유형 등 변수를 설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우선 웹 트래픽을 기반으로 경제적 성과 지표를 구성한 이유는 유

튜브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원리가 웹 트래픽에 기초하

여 책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youtube partner program) 

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유튜브 관리자에 의해 , 

심사되어 계정인 승인되어야 한다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조건 심사의 주요 . 

기준은 웹 트래픽과 채널의 파급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튜브 파트. 

너십 프로그램 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초 자격요건을 갖춘 

후 플랫폼 관리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청 자격요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채

널의 구독자 수가 명 이상이고 지난 개월간 유효한 공개 동영상 시1,000 , 12

청 시간이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획득 한 이후 검토신4,000 . 

청을 받게 되는데 심사기준은 커뮤니티 가이드 에 명시된 선정성 유해성‘ ’ , , 

증오성 폭력성 괴롭힘 스팸 사기 위협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아동보, , , , , , , , 

호 명의도용 등의 요소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이다, 

검토가 끝난 채널이 수익을 내기 위(http://support.google.com/youtube). 

해서는 마지막으로 에드 센스 계정을 부여받아야 한다 에드 센스 계정은 . 

콘텐츠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급되게 되는데 이때 계정의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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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가 회 이상인지 여부가 발급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10,000 . 

즉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효 조

회 수 시청시간 등과 같은 트래픽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것과 동시에 , 

구독자 수 명이상의 채널 파급력을 가져야 한다1,000

(http://creatoracademy.youtube.com).

이처럼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많은 양의 조회수와 시청시간을 달성해야한다 때문에 조회수는 경제. 

적 성과지표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유. 

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 유효 조회수는 단순 클릭 반응으로 집계되지 않으

며 유효한 조회수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때문에 콘텐츠 게시를 통한 경제적 성과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유효 조회수 형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유효 조회수 집계 방식은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 운영자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 수 허위 참여 를 방(abusing)

지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유효조회수를 집계하고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유(Richier, Altman, Elazouzi, Altman, Linares & Portilla, 2014). 

튜브에서 밝힌 유효 조회수의 정의는 사용자가 동영상 시청이라는 기본목적

을 가지고 직접 동영상을 본 횟수이며 이는 실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어, 

떤 동영상을 볼 것인지 선택하고 선택한 동영상을 일정시간 이상 시청한 행

위를 유효 조회 수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urgess & Green, 2018). 

일정시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체 동영상 길이에 대, 

비하여 기계가 아닌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시

청시간을 의미한다고 유튜브 고객센터 웹페이지에 기재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효 조회 수는 실제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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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항목으로서 유효조회수가 집계된다는 것이다 유튜브 고객페이지에서 공. 

개한 유효 조회 수로 간주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소리를 무음으로 하고 

반복 재생하는 경우 동일 아이피 주소 에서 , (Internet Protocol address, IP)

일정시간 시간 내 연속 재생된 경우 동영상 총길이의 일정 시간 이상을 (8 ) , 

시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허위 참여 사례를 필터링 하기 . 

위해 조회 수와 구독자수 집계는 시간의 지연을 두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48

운영되고 있다 시간 동안 추가 인증 및 스팸 검토 작업을 실시 한 이후 . 48

실제 데이터에 반영한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회 이상 적발되게 되면 채널. 3

이 해지 된다 구독자수와 조회 수는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이용하여 수익. 

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청자들의 관심이다(Richier et al, 2014). 

따라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의 관

심을 클릭 행동으로 유도하고 일정시간이상 시청하도록 흥미를 유발해야만 

한다. 

한편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첫째 광고수익 둘째 및 셋째 채널 멤버십 넷, super chat super sticker, , 

째 상품 라이브러리 다섯째 의 총 가지 유형이 있다, youtube premium 5

(http://support.google.com/youtube). 

우선 광고수익은 디스플레이 오버레이 동영상 광고 등을 게시하고, , , 

콘텐츠 시청자의 광고 시청과 광고 클릭반응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배당받는 

방식의 수익 창출 유형이다 광고 클릭반응과 시청 또한 유효 광고 조회수 . 

선정 방식에 의해 집계된다 파트너십 채널 크리에이터는 유효 조회수 만큼 . 

유튜브와 광고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콘텐츠에서 광고 시청과 . 

클릭을 유도한 경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클릭수를 높인 경우는 광고,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재사용된 콘텐츠나 중복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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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통해 무효로 필터링 처리 된다 이는 유튜브 고객센터의 광고주 친. ‘

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에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및 ’ . super chat super 

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실시간 콘텐츠를 시청하는 팬들이 채팅 스트림sticker

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구매하는 일종의 채팅 강조 (stream)

기능인데 크리에이터는 시청자들의 구매금액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 세 번, . 

째 채널 멤버십의 경우 채널 회원이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크리에이, 

터 채널의 유료 구독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상품라. 

이브러리의 경우 브랜드 채널의 상품 보기 페이지에 진열된 공식 브랜드 ‘ ’ 

제품의 판매금액 일부를 크리에이터가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이는 브랜. 

드 제휴 채널에서 상품광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수익은 유튜브 유료 구독자가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시청할 경우 구독료의 일부가 지급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유효 조회 수 만. 

큼 수익을 얻게 된다. 

이상의 가지 경우는 모두 콘텐츠와 채널의 인기와 영향력에 의해5

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유튜브 콘텐츠 수익모델. 

은 모두 시청자의 행위로부터 발단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 

라도 콘텐츠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웹 트래픽은 경제적 성과 측정의 기초 단위라 할 수 있, 

다.

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구성과 측정.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경제적 성과지표는 조회수와 웹 트래픽을 기반1) 

으로 한 추정된 콘텐츠 수익으로 구성되었다 조회수는 소비자들의 관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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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정시간 이상의 시청 행동을 통해 축적이 된다 그리고 유튜브 파트너. 

십 프로그램에서는 조회수 채널의 측정된 그리고 시청 지속시간 광고 , CPM , 

클릭율 등과 같은 다양한 웹 트래픽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콘텐츠 게시자

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Burgess, 2011). 

조회수 구독자수 시청시간 등과 같은 웹 트래픽 지표는 콘텐츠와 , , 

크리에이터가 웹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받은 관심의 정도를 의미히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관심의 경제학으로 

설명되어진다 관심의 경제학에 따르면 웹상에서 형성된 관심은 금전적인 . 

가치를 가지며 형성된 관심은 또 다른 관심을 불러들이다는 점에서 더욱 , 

가치가 있다 때문에 유튜브에서 타인에게서 얻은 관심을 의미하는 웹 트래. 

픽을 이용한 변수 구성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회수를 경제적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유효 

조회수 집계의 원리와 콘텐츠 생존기간 에 대한 이해가 필(active life span)

요하다 웹상에 저장된 데이터는 제작자나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영속. 

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게시 경과 시간이 오래된 콘텐츠나, , 

유행이 지난 콘텐츠라 하더라도 지속적 노출을 통해 누적 조회 수가 높아 

구분 변수 설명

콘텐츠 

성과 지표

누적 조회수( )
활성 수명 이 다되었을 시점의 누적 조회수(active life span)

게시 후 개월이 지난 콘텐츠들의 누적 조회수* 3

추정된 

콘텐츠

수익

콘텐츠 조회수 을 기반으로 계산된 콘텐츠의 예측 된 , cpm

수익 구독자 수 구독자 전환율 콘텐츠 길이 삽입광고 유형과 ( , , , 

개수 콘텐츠 조회수 등이 반영된 광고 노출 수익 배당금, )

표� 9.�종속변수 경제적�성과�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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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으며 다시 인기를 얻는 희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Cheng et al,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온라인에서 유튜브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패2013). 

턴을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가 활성화 되어있는 기간(active life span time)

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회수 관련 변수를 구성 하고 있다. 

과 는 유튜브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Cheng, Dale Liu(2008)

장르의 콘텐츠의 특성과 활성수명 을 조사하였는데 평균적(active life span) , 

으로 유튜브 콘텐츠는 일이 지나면 더 이상 조회수 증가율을 보이지 않100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와 는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 . Trzci ski Rokita(2017)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일단위의 시계열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예측모델을 정교화 하였다 이를 통해 유튜브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누적 . 

조회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

간에 따른 데이터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또한 조회수를 측정함에 있어 활성수명이 종료된 콘텐츠만을 대상으

로 하였고 시간에 따른 조회수 획득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콘텐츠 게시 , 

경과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연. 

구 방법에서 다루었다. 

두 번째 경제적 지표인 추정된 콘텐츠 가격의 경우 실제 크리에이, 

터가 해당 콘텐츠를 통해 얼마만큼의 금전적 수익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추정된 콘텐츠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개념을 . CPM

이해해야 한다 은 재생 기반 조회수 단위당 받는 . CPM(cost per mile) 1,000

광고 수당이다 그리고 은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통해 . CPM

벌어들이는 금전적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 수익원이다 유튜브 파. 

트너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은 을 통해 산정된 콘텐츠 수익금을 CPM

정산 받는다 따라서 콘텐츠의 경제적 지표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 지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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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콘텐츠에 형성된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 CPM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독자수 조회수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예측 , 

가격을 변수로 차용하였다 각각의 변수 측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CPM . 

과 수식은 연구방법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사회적 성과로서 사회적 소통 지표③ 

가 사회적 소통 지표의 개념과 구성 원리 사회적 시청. : 

사회적 소통 지표는 얼마나 사회구성원간의 대화를 얼마나 증진시켰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통의 근거를 콘텐츠를 중심으로 . 

한 참여자들의 온라인 대화를 기준으로 소통 지표를 구성하였다 유튜브 플. 

랫폼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참여자 간의 대화는 댓글 답글 추천 비추, , , 

천과 같은 형태로 표출된다 사회적 소통지표가 콘텐츠의 성과가 될 수 있. 

는 이유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의 사회적 소통 증진효과 때

문이다 특히 .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형태의 시청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소통의 공간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 시청은 특히 능동적 시청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청하는 등과 같은 관여 시청은 .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시청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종수( , 2006) 콘텐츠의 선택적 시청과 소비자의 기호와 . 

시청패턴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유튜브 플랫폼은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시청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다 때문에 콘텐츠를 근거로 한 사용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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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가 매우 활발하며 이것이 사회적인 공론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통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과는 다

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웹상에서의 소통은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

서도 중요하다 선택을 통한 시청은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 

운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해당콘텐츠 공간에서의 소통이 때로는 의견, 

의 공론화를 주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Marchionni, 2013). 

공론장 이론 를 통해서 설명 될 수 있다(online pubilc sphere theory) (Poor, 

는 의 공론장이론 를 이용2005). Poor(2005) Habermas(2006) (public sphere)

하여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간의 대화와 토론 의견공유 공감의 , , 

상호작용이 일어난 현상이 의미하는 사회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더 최. 

근의 연구에서는 유튜브가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어 과거 보다 확장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밝히고 있다(Edgerly,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형성Vraga, Fung, Moon, Yoo & Veenstra, 2009). 

되는 상호간의 소통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욕구와 정보 습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기표현의 기회 사회적 고립감 감소 사회참여 경우에 따, , , , 

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기능 등의 기능을 한다 최윤정( ,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유튜브에서의 사용자간의 소통이 2014). 

온라인 공론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유튜브에서의 댓글과 답글을 통해서 사

회적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나 사회적 소통 지표의 구성과 측정.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소통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시청 행동은 

사회적 시청 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념화되고 측정 되어 질 수 있다 적극적 ‘ ’ . 



- 162 -

시청은 사회적 시청 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타‘ ’

인과 정보를 교류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최윤(

정, 2014).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시청행동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도

중이나 시청이 끝난 후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식으로 표현

하는 댓글 방식 직접소통 과 타인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답( ) , 

글 상호소통 방식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통 ( ) (Shultz, 2000).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각각의 콘텐츠에 형성된 댓글을 기준으로 

하였다. 

콘텐츠의 온라인에서 사회적 소통 성과는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

은가 얼마나 다양한가와 같은 양적 지표를 통해 측정 되어지는 동시에 대, 

화의 내용이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했는지 다수의 의견이 합치성을 가지고 , 

있는지와 같은 질적인 영역에 의해서도 측정되어 진다 는 . Harbermas(2006)

온라인 공간이 사회적인 함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

통이 활발하고 성숙한 참여자가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하며 이러한 합리적, , 

인 참여자가 다양하고 상호존중 속에 이성적인 의사 합치과정을 거쳐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댓글 공론장의 의사 합치는 콘텐츠. 

의 장르와 내용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있다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치 사안. 

구분 변수 설명

사회적
소통 성과

소통 방향성 댓글감성 일치도 영상 공감도, 

소통 다양성 다양성 지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는가, ?
댓글 참여자의 수 중복 제외( )

댓글수 공론장 규모 얼마나 많은 소통이 일어났는가, ?
댓글의 수

표� 10.�종속변수 사회적�소통�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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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공론장에서는 대립되는 의견의 활발한 교류가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지는 정반합의 과정을 대표한다고 한다(이동근 윤영두 최, , 2016; 

민재 김위근 최영 박창신 , , 2006; , 2009). 

반면에 문화 사회 스포츠와 같은 영역에서는 공중의 의사가 긍정, , 

적인 방향으로 합치될 경우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기도 한다(김기한 김종호, , 2019) 소통의 양은 모든 콘텐츠에 있어서 중. 

요하다 그러나 소통의 방향성은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일. . 

반적으로 대중의 관심도와 감성적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연성의 장르가 사

회적 문제와 정치적 사안을 담고 있는 경성의 장르보다 더 높은 소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치된 방향의 댓글 소통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 

되어 지고 있다 김기한 김종호 이동근 윤영두 최민재 김위( , , 2019; , , 2016; , 

근 최영 박창신 , 2006; , 2009). 

최홍규 박구만 최성진 그리고 김성태 는 방송 영상 콘텐츠의 , , (2014)

영향력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로 시청률이 아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교환되는 빈도가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권상희 최윤정, , 

은 온라인에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얼마나 많은 소통을 (2014)

유발하였는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등. Checchinato 

은 유튜브 스포츠 관련 영상 중 축구영상의 제작자의 유형 일반인 프(2015) ( /

로 에 따른 시청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조회수를 수동적인 시청 량) (passive 

댓글 수를 활동적인 시청 량 으로 설정하여 댓글 활동을 view), (active view)

조회수 보다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시청행동 변수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김. 

기한 김종호 에서는 온라인 기사의 소통유발효과 댓글 답글 등 를 검, (2019) ( , )

증함에 있어 타 장르의 기사 대비 스포츠 기사가 더 많은 소통을 유발했음, 

을 빅데이터 크롤링 기법을 통해 검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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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서원 은 특정장르와 주제의 유튜브 영상이 어떤 소(2019)

통을 유발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구 전문 회사 이케아 와 관련, (ikea)

된 영상과 댓글에 대한 웹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댓글을 남기는 사. 

람의 경우 많은 동영상에 남기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 

유형의 영상에 댓글을 남기는 행동을 주로 보이며 정서적 지지나 정보교, , 

환의 표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의 가치를 사회적 소통량. , 

미디어 버즈량 등으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이러한 트랜드는 시청률 관련 조

사 기관인 닐슨 에서도 도입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닐슨은 (Nielsen) .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한 버즈량과 검색량 등을 반영한 콘텐츠 파워 지표

를 콘텐츠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Contents Porwer Index, CPI)

다(Nielsen, 2016, 8.3).

결과적으로 스포츠 유튜브 콘텐츠의 사회적 소통성을 측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댓글의양을 측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시청의 기초 단위가 . 

댓글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결과이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경험 모델4)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① 

가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유튜브에서 스포츠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태도와 행동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

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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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의 시청 행동에 근거가 되는 영향요인을 도출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광고 마케팅에서 설득 커뮤. 

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 과 커(Hierarchy Of Effects) , SMCR(sender, message, chanel, reciever)

뮤니케이션 모델을 참조 하여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시청 경험 모델 을 작‘ ’

성하였다.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소비자의 시청 여정과 시청행동을 구

조적으로 도식화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며, SMCR(sender, message, 

모델은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도출 할 근거를 chanel, reciever) 

제공해 준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수많은 제작자들의 콘. 

텐츠들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눈, 

길을 끌고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만하고 호감이가는 채널과 . 

콘텐츠를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이용한다 따라서 위계적 커뮤니케. 

이션 모델과 과 같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유튜브 상에서 이뤄SMCR

지는 소비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시청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함께 참조하였다.

나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단계.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와 가 년에 설득 커뮤니케Lavidge Steiner 1961

이션 과정을 도식화하기 위해 고안한 모형이다(Lavidge & Steiner, 1961).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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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행동 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cognitive), (affective), (behavior) 3 . 

자가 콘텐츠에 대해 인지하고 시청 중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

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미디어 환경. 

에 맞춰 재해석하여 새로운 모형이 작성되어져 오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 

예시로 미디어 환경의 소비자 행동 과정을 도식화 한 모델이나 AIDA

모델을 들 수 있다AISAS ( 모델Weidlich & Bastiaens, 2017). AIDA 

에 따르면 미디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소비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가 흥미가 있을 경우 , 

시청을 지속하여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미디어에서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나아가 모델. AISAS (Attention-Interest-Search-Action-Share)

은 미디어 소비자들의 인지과정 감정 행동의 과정을 소셜 미디어환경에 맞, , 

춰 재구성한 모델이다 기초적인 모델에 검색과 행동 그리고 공유로 이어지. 

는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는 유튜브와 같은 Duffett, Petro anu, Negricea & Edu(2019) OTTș

와 소셜 미디어가 혼합된 형태의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시청 행동은 이와 

같은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디어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선택

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흥미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정보가 , 

기대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색하고 다시 선택하는 반복 과정을 거친다 또. 

한 콘텐츠 소비자들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 적극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Duffett, Petro anu, Negricea ș

웹 인터페이스에서 수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들 중 관심이 & Edu, 2019). 

가고 흥미가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플레이어 인터, 

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시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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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고려 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는 관심에

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위계적인 단계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 

츠 소비자들의 시청 과정을 도식화하고 설명하는데 유효하지만 각각의 단, 

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할 수 있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관련. 

된 내용이다. 

다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스포츠 콘텐츠 소비 행동. SMCR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단계에 따른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능동적인 소비자들의 정보처리 과정, 

에서 근거로 활용되는 단서들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 

위해 전통 커뮤니케이션 설득 모형인 의 Berlo(1960) SMCR(source, 

을 기준으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message, chanel, receiver) . 

모델은 과거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강한 SMCR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다 그림 참조( 11 ). 

모델은 제작자 메시지 채널SMCR(Sender, Message, Chanel, Receiver) , , , 

수용자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Berlo,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제작자는 특정 동기와 목적을 완수하기 위1960). 

해 메시지를 구성하고 매체를 이용해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 .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정보제공자의 영역과 수용자의 영역을 이분화 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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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소비자를 설득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행동. 

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한다 한편 소비. 

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와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제공자 와 메시지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한다 그리고 선택한 정(source) . 

보가 만족스러운 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관여한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들은 선택받고 강한 시청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일종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커뮤. 

니케이션이란 메시지 송신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메시지화 

하여 송신자에게 주고 피드백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유튜브 미디어에, , 

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높은 성과지표를 얻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

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사용 동기에 적합한 콘, 

텐츠를 시청하길 원한다 특히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들은 스포츠 장르의 내. 

용적 특성과 스포츠 소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시청만족

을 유도해 오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포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 1) 

그림� 11. 모델� SMCR� (Berlo,� 1960)



- 169 -

콘텐츠 제작자라는 주체가 소비자 에게 스포츠와 관련2) ‘ (Target Audience)’

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강한 시청 행동을 설득하기 위해3) (To 

다양한 제작 전략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비대inform and persuade) 4) 5) 

면 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정보의 원천(Non-personal) .  

과 내용 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source) (message)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모형을 종합적으로 SMCR 

고려해 보면 그림 참조 첫째 인지영역 에서 일어나는 관심( 12 ), (cognitive)

단계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형

(Hierachy of effect model)
모형AIDA 

모형 SMCR

영향요인

유튜브

소비 과정

인지

(Cognitive)

↓

관심

(Awareness)

↓

지식

(Knowledge)

관심

(Attention)

↓

정보원 효과

Source

+ 

채널 효과

Chanel

콘텐츠 

검색 선택/

감정

(Affective)

↓

호감

(Liking)

↓

선호

(preference)

↓

확신

(Conviction)

흥미

(Interest)

↓

만족

(Desire)

정보원 효과

Source 

effect

+

메시지 효과

message

(content + 

execution)

콘텐츠 시청 

및 정보 확인

행동

(Behavior)

구매 시청/

(Purchase)

구매 시청/

(Action)
정보 수용자

Receiver 

factor

지속 시청

시청 후 행동 구전

검색 공유, 

(Search,

Share)

사회적 시청

그림� 12�커뮤니케이션�모형과�유튜브�소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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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흥미 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 과 메시지의 내(attention) (interest) (source)

용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확인과 . 

공감 단계에서 소지자들은 메시지 의 내용과 구성을 통해 자신의 (message)

기호와 동기에 적합한 콘텐츠인지 확인할 것이다 앞선 두 가지 조건이 충. 

족될 경우 이후 세 번째 욕구 의 단계에서 시청만족이라는 감정이 생(desire)

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 단계에서 시청을 지속하거나 연관 콘텐. (action) , 

츠의 검색 타인에게 추천 과 같은 시청 후 행동을 시행하게 (search), (share)

된다 는 유튜브에서 광고 콘텐츠가 소비자의 . Gupta, Singh & Sinha(2017)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위계

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 모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 

한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

션과정을 이해하고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서 이와 같은 선행 이론을 근거로 시청 모델을 작성하였다 상세 모델과 영. 

향 변수와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경험 모델과 소비행동② 

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경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소비자의 행동

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모형을 수정 보완 하였다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콘텐츠의 소SMCR · . 

비는 콘텐츠 선택 시청 시청 후 행동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유튜브 플, , . 

랫폼에서 콘텐츠 소비자들의 시청 행동의 단계를 구성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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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림 은 소비자의 유튜브 시청 경험 모델의 구상도이다 플랫폼 [ 13] . 

사용 경험을 웹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웹 인터페이스에, 

서 일어나는 사용 행동적 특성을 선행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근거하여 설정

하였다 유튜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은 선택과 관여를 일으키는 웹 인터페. 

이스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 

를 선택해야만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가 재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골격을 구성하고 각(Burgess & Green, 2018). , 

각의 단계에서 형성되는 시청행동과 영향요인의 도출은 스포츠 미디어 소비 

환경적 특성과 미디어 시청 및 소비 이론에 근거하였다 각각의 영향요인과 .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본 장에서는 해당 모델에 , 

따른 시청행동의 특성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선택과 관여의 단계를 통해 

시청을 결정한다 선택은 콘텐츠를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관여는 지속. , 

적인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유튜브 시청 경험 모형에서 웹 인터. 

그림� 13 유튜브�시청�경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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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관련된 플랫폼 화면이다 초기 화면인 웹 인터. 

페이스에서는 추천 콘텐츠 인터페이스 검색 인터페이스 인기콘텐츠 인터페, , 

이스 구독채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다 소비자들은 사용 동기와 목적에 , . 

따라 다양한 웹 인터페이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

되는 콘텐츠 목록 중 선호와 목적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 한다. 

웹 인터페이스 선택은 다양한 동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

을 가진다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검색목록을 이용하며 자신 . , 

평소에 구독하는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구독 목록을 

이용한다 또한 평소 기호와 시청 경험이 반영되어 추천되는 다양한 콘텐츠. 

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추천 목록을 이용한다 목적과 동기에 적합한 웹 인. 

터페이스를 선택 한 후 자신의 기호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면 플

레이어 인터페이스로 전환되어 콘텐츠가 재생된다 이때 선택된 콘텐츠가 . 

자신이 기대했던 내용과 일치하거나 또 다른 차원의 시청 만족을 제공한다, 

면 콘텐츠에 관여되어 지속적인 시청을 하게 된다 시청자는 콘텐츠가 전달. 

하는 정보를 내면화 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시청 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요약하자면 소비자들은 웹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단계

를 거쳐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 소비 관여 콘텐츠 시청 몰입 등, 

을 경험한다 시청 후 소비자들은 내면화 형태와 강도에 따라 다양한 시청 . 

후 행동을 보인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주로 공유 댓글 콘텐츠 평가와 같은 . , ,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적 시청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소비 경험 모형은 총 단계로 구성되었다 단4 . 1

계는 인지적 행동이 일어나는 단계로서 소비동기에 따른 웹 인터페이스 유

형 선택의 단계이며 단계는 콘텐츠 선택과 재생 단계이다 단계는 콘텐,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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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관여에 따른 지속적 시청 행동을 보이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 

계는 시청 한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시청 후 행동의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존재한다.

나 단계별 시청 행동의 특성. 

단계에서 분류된 시청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시청 영향요인이 개입되며 1

최종적인 시청 행동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단계에. 2

서는 선택한 웹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 목록 중 특정 콘텐

츠를 선택 하고 시청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콘텐츠 선택 과 . ‘ ’

선택한 콘텐츠를 확인 하는 두 가지 시청 행동이 발생한다‘ ’ . 

우선 콘텐츠 선택은 구독 관심목록 추천목록 검색목록 인기목록 / , , , 

등의 다양한 웹 인터페이스에서 이뤄진다 적극적인 시청자들은 주로 구독. 

채널 목록과 관심 콘텐츠 목록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추천목록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 

웹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건 소비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들은 병

렬적으로 나열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소비자들은 목록에서 제공되. 

는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자신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정보의 품질이 우수하, 

고 적정량의 정보량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선택한다 콘텐츠의 품질이나 , . 

정보량의 적절성은 웹 데이터로서 객관지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사전. 

에 형성된 조회수 영상 게시 후 경과 시간 영상의 길이와 같은 정보를 예, , 

시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기호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콘텐츠 썸네일. 

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콘텐츠 썸네일은 웹 인터페이스상(thumb n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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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시된 해당 영상콘텐츠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크리에이터들은 . 

유튜브 웹 인터페이스에서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영상 내용을 대표하거나 눈길을 사로잡는 특수한 형태의 썸네일을 , 

제작하여 게시한다 그림 참조( 14 ). 

한편 상황에 따라 시청자의 선택에 활용되는 근거는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콘텐츠의 유용성의 정도나 기호에 적합할 것이. 

라 판단되는 정보는 사전 조회수 게시 후 경과시간 영상의 길이 등과 같, , 

은 콘텐츠의 보증된 품질과 정보량으로 구성되며 보편적으로 모든 콘텐츠에 

객관화된 지표로 측정 될 수 있다 그러나 썸네일과 관련된 정보는 거시적. 

으로는 장르별로 미시적으로는 콘텐츠 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콘텐츠의 포장 디자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은 콘텐츠를 홍보하기 , (thumbnail)

위해 크리에이터가 전략적으로 게시하는 콘텐츠 이미지 정보이다 콘텐츠 . 

클릭을 유도하는 일종의 광고인 썸네일은 장르별로 특수한 형태의 소구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스포츠 유형의 콘텐츠에 특별히 효과적인 형태의 썸네일 . 

디자인 요인이 존재할 것이며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그림� 14. 유튜브�웹인터페이스와�썸네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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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로 사용되는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다음 장인 유튜브 스포츠 ‘

콘텐츠 시청 결정요인 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이처럼 다양한 근거를 기준으로 선택된 콘텐츠는 플레이어 인터페

이스 상에서 영상으로 재생된다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선. 

택한 콘텐츠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재생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이 근거

로 한 정보와 영상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기대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청행동이 달라진다 기대에 일치하거나 기대이상의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 

지속적인 시청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이탈 현상이 일어

난다 시청 이탈이 일어난 경우 다시 선택 목록으로 돌아가 기대에 부합할 . 

만한 콘텐츠를 탐색한다 이때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동영상이 담고 있는 .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 상에서 영상 이동 바 를 이용(bar)

하여 전체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며 정보를 확인한다 그림 참조 혹은 ( 15 ). 

영상의 초입에서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 예측하기도 한다 이때 . 

영상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주, , 

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떠한지와 같은 영상 제작과 관련된 요소를 근거로  

콘텐츠를 확인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요인 이. (creative factor)

라 한다 크리에이터들은 중심소제 소구방식 영상 메시지 포맷 등을 이용. , , 

하여 콘텐츠를 구성한다 앞서 선택 단계에서 형성된 콘텐츠에 대한 기대는 .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일치성을 판단을 통해 지속적인 시청과 같은 관여

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즉 이때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요소가 바로 중. 

심 주제 소구방식 영상 포맷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요인이다 크리에이티브 , , . 

요인은 장르마다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 장르에 특화된 크리, 

에이티브 요인과 특성 역시 이어지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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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튜브�플레이어�인터페이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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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단계와 단계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1 2

호에 맞으며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기로 결,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선택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 3

청하며 몰입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콘텐츠에 대한 몰입과 관여도가 높아질. 

수록 시청 이탈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계에서 수용자들은 자신이 원하. 3

는 정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 하고자 한다 과 (information attending) . Kim Grunig(2011)

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능동성은 정보를 선별(information seeking)

하는데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특히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정보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과 함께 콘텐츠의 제작자에 대한 공신력 전문성 매력성, , , 

친근성과 같은 크리에이터 요인 과 함께 형성되는 특징을 가(creator factor)

지고 있다 정보라는 것은 내용과 출처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내용은 물론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심적인 .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의 출처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보의 신뢰성 가. , 

치를 결정하기도 한다 크리에이터 요인은 신뢰성과 전문성 친근성으로 구. , 

성되어 있는데 이중 전문성의 경우 장르별로 상이하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스포츠 크리에이터의 인플루언싱 유형에 의해. 

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유명 선수 은퇴선수 해설자 유명 . , , , 

방송인과 일반 개인이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는 상이하게 받아들일 수 밖 에 

없다 이는 이어지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시청결정요인 크리에이터 요인. ‘ ’

에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시청 후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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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앞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시청을 지속하는 행동은 콘텐츠에 대해 . 

높은 관여가 일어나 몰입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다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뤄

지며 이는 크리에이티브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시청의 종반, . 

부에는 이러한 시청 경험의 총체로서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때 내리게 되는 평가에 따라 다양한 시청 후 행동이 일어난다 시청 후 . 

행동은 소비자가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서 변화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김정남 박노일 김수진 는 상황적 동기화 정도에 따라 태도가 변화하, , (2014)

고 변화한 태도의 정도에 따라 시청 후 행동이 상이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 

보고 하였다 과 은 콘텐츠에 대해 관여상황이 높아질 경. Kim Grunig(2011)

우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자하며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 

는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스포츠 유튜브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시청한 후 .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댓글 콘텐츠 추천 콘텐츠 공유와 같은 적극적인 , , 

형태의 사회적 시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연관된 콘텐츠를 탐색하여 . 

시청하거나 유튜브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다소 , 

소극적인 형태의 시청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청 후 행동들은 . 

사회적 소통 의 성과로 측정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유튜프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콘텐츠 소비 과정.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유튜브의 가지 장르 중 한가지 이다 유튜브 플15 . 

랫폼은 장르의 구분은 있지만 소비자에게 특정 장르의 편중된 시청을 웹 , 

인터페이스에서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구글에 의해서 업데이트 된 유튜브 . 

영상 추천 알고리즘은 매일 억개의 댓글과 연속 시청 로그 추천 공유800 , , , 

검색 기록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용로그를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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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추천 한다 유튜브 최고 책임자 닐 모한 은 알고. (CPO) (Neal Mohan)

리즘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를 영상을 얼마나 오래 동안 봤는지 어, 

떤 영상에 추천 표시를 하였는지 어떤 영상을 건너뛰었는지 등과 같은 시, 

청 행동임을 년 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8 1 CES(consumer 

에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보는 유튜브 스포츠 electronic show) . 

콘텐츠의 시청 성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소비자들의 과거 시청행동과 매우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양한 영향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 

선택과 시청 지속행동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시청 후 행동 들은 그자체로서 

성과 지표이지만 이후 더 많은 성과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 콘텐츠 (rich get rich model). 

시청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유튜브 시청 결정요인을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석

하여야 한다. 

유튜브 소비자들은 웹 인터페이스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며 원하

는 콘텐츠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시청한다(Gill, Arlitt, Li, Mahanti, 

또한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는 재생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2008).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Pauwels & Hellriegel, 2009). 

과 관여의 행위는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제시하는 공감 확인, , 

참여 공유의 단계와 유사하다 크리에이터들은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 . 

끌어서 선택받기 유리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한다 소비자들은 콘. 

텐츠의 외형 제목 썸네일 등과 같은 설득 정보에 의해 콘텐츠를 선택하, , 

기도 하고 제작자의 전문성 친근감 신뢰성 등에 의해 콘텐츠를 선택하, , , 

기도 한다 선택 이후에는 영상의 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부합하는지 유. , 

익한지 즐거운 가와 같은 감정적 관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청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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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시청행동은 때로는 공유 재시청 사회. , , 

적 시청등과 같은 시청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장의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분하고 각각의 작동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영향요인5) 

유튜브 상에서 콘텐츠의 소비는 선택 시청 관여 시청 후 행동 등과 같은 , , , 

다양한 시청 행동을 통해 이뤄진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분하였고 각각의 영향요인이 특별히 스포츠 콘, 

텐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유튜브 시청행동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제시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모델 을 근‘ ’

거로 콘텐츠와 관련된 요인들과 채널과 관련된 요인 스포츠 내용적 특성과 , 

관련된 요인 그리고 접근성 관련 요인 및 통제 변인으로 범주화 하였다 구. 

체적으로 첫째 스포츠 특화 요인의 경우 종목과 프로스포츠 요인으로 구성 , 

되었다 둘째 콘텐츠와 관련된 요인은 영상크리에이티브 요인 썸네일 크리. , , 

에이티브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채널과 관련된 요인은 정보원 효과로. 

써 크리에이터 공신력과 매력 요인 크리에이터 채널 운영 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넷째 접근성 관련 요인은 콘텐츠 네트워크 요인과 노출가능성 증진 .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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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요인① 

스포츠 요인은 다른 장르의 콘텐츠와 구별되는 스포츠에 한정된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요인이다. 그리고 는 스포Zillmann, Bryant Sapolsky(1989)

츠 고유의 내용적 특성이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스포츠 콘텐츠는 고유의 시청동기와 시청 즐거움이 존재한다. 

특히 종목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기와 참여자 수, 

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형태의 스포츠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엘. 

리트 스포츠인 프로스포츠와 생활스포츠는 콘텐츠 소제라는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요인을 종. 

목과 프로스포츠여부를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콘텐츠. 

일반적으로 영상콘텐츠의 맥락에서 주제와 세부장르는 콘텐츠 장르와 내용

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크리에이터가 주제 및 세부장르를 선정하는 것. 

은 영상을 제작하는 기초적인 단계로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주제의 영역에서 핵심소제를 선. 

정하고 다양한 제작 전략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정(

이 임지은 황장선 핵심소제는 주제를 대변하고 콘텐츠의 카테고리, , , 2018). , 

장르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시의적으로 특정 장르의 주제가 관심. 

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제와 소제는 시청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제와 소제에 따라 주 시청자 층이 상이한 . 

것 또한 시청지표에 큰 차이를 불러 오는 요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부동. 

산 주식과 같은 재테크, (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 층financ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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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난감을 리뷰 하는 영상 장르의 시청자 층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오(

대영 유튜브 상에서 주제는 크리에이터가 선정한 주제 코드에 의해, 2017). 

서 표시되며 핵심소제의 경우 콘텐츠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할 수 , 

있다. 

스포츠 콘텐츠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

종목 을 시청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스’ . 

포츠 콘텐츠 영역에서 종목은 일종의 주제로써 콘텐츠의 특성을 대표하는 

속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콘텐츠의 중심 주제를 의미하는 종목. 

은 서로 상이한 시청 지형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유튜브 스포, 

츠 콘텐츠 시청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스포츠 종목이 서로 상. 

이한 시청지형을 형성하는 이유는 종목마다 서로 다른 네러티브 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축구와 같은 종목이 . 

있기도 하며 동작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체조와 같은 종목도 있다 이 둘은 , . 

서로 상이한 네러티브 구조를 기반으로 서로 상이한 형태의 시청즐거움을 

유발한다 체조가 인지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을 유발한다면 프로축구는 경. 

쟁의 승리를 통해 쾌락적인 즐거움을 유발한다 이처럼 스포(Raney, 2003). ‘

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종목에 따라 서로 상이한 네’

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종목의 고유의 시청즐거움을 유발한다, .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들은 기호시청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국 종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즐거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종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시청 소비자 지형을 형성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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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 종목 유형 . 

그리고 는 서로 상이한 수많은 종목들이 가지McLean, Hurd Rogers (2005) 

는 내용적 형식적 특성에 기초하여 종목을 유형분류 하였다 그들은 우선 , . 

스포츠 특징을 경쟁의 유무를 통해 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

경쟁형 스포츠와 경쟁이 없는 형태의 스포츠로 구분 하였다 이후 경쟁형 . 

스포츠에서도 시합의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와 종목의 특성을 대

표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기록형 경쟁 영역형 경쟁 네트형 경쟁 필드형 경, , , 

쟁 투쟁형 경쟁 스포츠로 구분하였다 나머지 경쟁이 없는 스포츠는 신체, . 

를 단련하는 스포츠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스포츠로 구분하였다, . 

구체적으로 기록형 경쟁 스포츠는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단편적인 

기록형 경쟁 스포츠와 당구 골프와 같이 복합적인 기록을 승부하는 유형의 

스포츠도 혼재 해 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축구 농구와 같이 한 영역. , 

에서 공격과 수비의 구분이 볼의 소유에 따라 바뀌며 상대편의 영역에 침, 

범하여 득점을 하는 형식의 경기이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네트를 기준으. 

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공수를 교환하는 형태의 테니스나 배구와 같은 

스포츠 유형이다 그리고 투쟁형 경쟁 스포츠는 신체적 기능을 활용하여 상. 

대를 굴복시키거나 신체 접촉을 이용한 득점을 기초로 승부를 겨루는 형태, 

의 복싱이나 펜싱과 같은 형태의 스포츠유형이다 단련형 스포츠는 신체와 . 

정신을 신체움직임을 통해 단련하는 형태의 스포츠인데 주로 피트니스 요, , 

가 필라테스와 같은 형태의 스포츠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표현형 스포츠는 .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신체움직임이나 신체를 이용한 심미적 표현을 목, 

적으로 하는 형태의 스포츠 유형이다 체조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종목이 . 

표현형 스포츠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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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 스포츠의 성격. 

또한 스포츠 종목을 유형화한 분류법 외에도 미디어 스포츠를 종목을 중심

으로 분류한 과 의 스포츠 유형 분류법 또한 스포츠 성격에 Birrell Loy(1979)

따른 소비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과 는 이 제안한 미디어 성격 분류법인 핫Birrell Loy(1979) McLuhan(1964)

미디어와 쿨미디어의 개념을 차용하여 미디어 스포츠의 유형을 종목을 중심

으로 핫 스포츠와 쿨 스포츠로 구분하였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양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감각을 이

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이 쿨 미디어인데 문자 그대로 다, 

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되었던 감각이 차가워 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쿨 미디어라 명명하였다 쿨 스포츠는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 

종목의 경기상황과 경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복합적이고 시시각

각 변화하는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소비를 해야하는 미

디어 스포츠 유형이다 축구나 농구 야구와 같은 경기들은 대표적인 쿨 스. , 

포츠라 할 수 있는데 공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수, 

비와 공격이 빠르게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경기 외적으로도 이해해. 

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미디어에

서 제공하는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감각기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독, 

해를 위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미디어 유형이 핫미디어이다 핫스포츠는 이. 

와 마찬가지로 경기 자체에 집중하고 시사각각 변화 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한된 움직임과 규칙이 있는 유형의 미디어 스포츠 유

형이다 육상 복싱 체조 골프와 같은 경기들은 대표적인 핫스포츠 미디어 . , , , 

유형인데 통제된 상황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움직임을 주로 보이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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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종목들이다. 

이처럼 스포츠 종목들은 그 유형과 성격에 따라 매우 상이한 내용

을 가지고 있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즐거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스포츠 종. 

목이 시청 성과지표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변수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종목마다 고유의 시청즐거움을 유발한다는 논리 외에도 채널레퍼토리와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로 상이한 즐거움을 유발하는 각. 

각의 종목들은 기호시청행동을 보이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 특유

의 시청 레퍼토리를 형성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 

이 국내에도 존재한다 김기한 윤리라 방신웅 다수의 스포츠 채널 ( , , , 2012). 

레퍼토리 관련 연구들이 종목을 콘텐츠의 중심 주제로 선정하여 콘텐츠를 

분류 하는 이유는 첫째 종목별로 상이한 스포츠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자 층이 분화되어 있다는 점 둘째 생활 스포츠 참여자 수의 차이와 , , 

인기 스포츠의 존재 셋째 이용과 충족적 관점에서 종목별로 서로 상이한 , , 

이용 동기와 충족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스포츠 채널들은 종목에 특화되어 있거나 특정 종목에 편중

된 편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스포츠 채널 레퍼토리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 

들은 스포츠 채널 레퍼토리가 종목과 프로그램 유형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

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보현 는 스포츠 종목과 방송 유형을 . (2009)

분석유목으로 하여 편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월드. 

컵이 개최되었던 년의 지상파 방송 사 총 개 채널2006 3 4 (KBS1, KBS2, 

의 편성표를 대상으로 종목과 이벤트 유형의 현황에 대해 분석MBC, SBS)

하였다 분석한 결과 월드컵 축구 중계방송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 (WBC) 

의 국가대항전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김기한 윤리라 방신웅 는 한국 스포츠 전문 방송 사의 시청률 자료, ,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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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종목별 시청률과 편성 비중을 조사하였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 

조사하였다 종목별 방송비중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 , , , 

시청률은 야구 종합격투기 축구 배구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종, , , . 

목별 방송 편성의 다양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특정 종목에 대한 

방송 편중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자. 

들이 종목을 중심으로 파편화 되고 분극화되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종목에 따라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종목과 종목유형 그

리고 미디어 스포츠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시청 성과지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영상 유형. 

유튜브 스포츠 영상 유형은 종목이라는 소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 가

와 관련된 스포츠 요인이다 특정영상의 유형은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이 반. 

영된 일종의 실행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제작자들은 소제와 주제를 (excution) . 

선정한 후 특정한 유형의 스포츠 시청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메시지 소구법

을 선택한다 이러한 메시지 소구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영상의 . 

유형이다. 

스포츠라는 특정 주제의 정보 또한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

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 실행 요인이 청자의 태도와 행(execution)

동을 변화시킨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시청 지속행동에 스포츠 콘텐츠 유형‘ ’

이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콘텐츠 유형은 장르별로 매우 상이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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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구별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춰 해당 주제 영역

의 독특한 시청자 심리와 행동을 반영하여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앞서 제시된 스포츠 콘텐츠 유형 분류와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참조( 2 ). 

구체적으로 스포츠 콘텐츠 유형은 레슨 및 정보형 영상 오락 및 엔터1) , 2)

테인먼트 영상 경기 및 하이라이트 영상 프로스포츠 정보 및 분석 , 3) , 4) 

영상 커뮤니티형 영상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5) , 6) . 

레슨 및 정보형 영상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 중 인지적 동기와 

관련된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수용자들에게 스포츠 기술이나 스포츠 관. 

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레슨 및 정보형 영상은 배움의 동기를 자

극하는 스포츠 콘텐츠 유형이다.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영상은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 중 정서적 

동기와 관련된다 이 영상 유형은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수용자들에게 오. 

락 스트레스 해소 일상 탈출과 같은 정서적 휴식과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 , 

해 제작된 유형의 영상이다. 

경기 및 하이라이트 영상은 정서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 그리고 사

회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영상이다 스포츠 경기 자체를 짧. 

게 편집하거나 경기 전체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형의 영상들인데 스포츠 미, , 

디어 경기는 비교적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영상들이며 소비자의 의도에 따, 

라 상이한 동기를 만족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경기 . 

결과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 

심미성을 추구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하이라이트 영. 

상을 통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기도 한다. 

프로스포츠 정보와 분석형 영상은 사회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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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영상 유형이다 자신이 평소 관심 있어 하는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정. 

보를 학습하거나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자하는 ,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영상을 시청한다 프로. 

스포츠는 미디어 스포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며 유튜브 스포츠 콘텐, 

츠 제작자들은 프로스포츠 정보를 재생산하여 파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커뮤니티형 영상은 주로 구단이나 협회에서 팬들이나 구성원들을 

위해 제작하는 영상 유형이다 주로 사회적 동기와 관련된 영상유형인데. , 

집단 소속이나 동료애에 대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되는 영상들이

다 특정선수나 구단에 대한 뉴스 사소한 이야기들을 소제로 다루는 커뮤. , 

니티 형 영상은 주로 팬들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상의 유형은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

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전달할지는 주제나 내용 소제와 . , 

관련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는 실행 이라 할 수 있(execution)

다 이처럼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Ramaprasad & Hasegawa,1992). 

들은 특정 주제나 종목을 선정한 후 상대방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고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유형 중 하나를 선택 한다 즉 콘텐츠 유, . 

형은 일종의 소비를 유도하는 설득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설득전략은 소비, 

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콘텐츠 요인 ② 

콘텐츠 단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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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콘텐츠 요인은 영상과 썸네일로 구성된 콘. 

텐츠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제작되었는가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되어

져 있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가 어떤 형식으로 제작되었는가는 소비자. 

의 동기를 자극하고 시청 만족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요인을 중요한 소비 영향요인으로 ,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요인 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선택하(creative factor)

고 지속적인 시청을 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작자의 콘텐츠 제작 전략을 

의미한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어떤 형식으로 소. , 

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작과정에서 고려한다 스포츠 요인은 .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요인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앞서 다루었다 반면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어떤 형. 

식과 형태로 전달하는가와 관련된 전략은 본 연구의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

인으로서 본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콘텐츠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형태는 전달

되는 정보의 양 영상길이 분당 전달 단어 수 과 정보의 형태 최대 재생 해( , ) (

상도 와 관계된다 정보의 형태에 따라 수용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유용성은 ) . 

차이를 보이며 인지된 정보의 유용성은 시청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주로 기술 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의 개념과 매체 풍부성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져 오Model) (Media richness)

고 있다 와 는 기술 수용 모형이 유튜브 플랫폼 이용에 적. Lee Lehto(2013)

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확장된 형태의 유튜브 이용 행동 모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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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콘텐츠 매체 정보의 풍부성 와 정. (contents richness)

보의 선명도 에 의해서 유튜브 콘텐츠의 유용성(contents vividness) (content 

가 형성되고 인지된 콘텐츠 유용성은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usefulness)

것으로 검증되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소비자의 행동 태도와의 관계는 일

반적으로 매체 풍부성 이론 과 정보 한계효용 법칙(media richness theory)

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매체 풍부성 이론은 (information overload) .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에 의해 소비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높다는 가설을 설명한다 매체 풍부성 이론을 기반으(Rice, 1992). 

로 한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웹 사이트의 디자인과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 콘텐츠 선택 행동의 정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Cho, Phillips, Hageman & Patten, 2009).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된 정보의 유용성은 일정 시간 

동안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전달

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 . 

상에서 소비자들은 유용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정보를 소비하기 위해 정보가 

얼마나 담겨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하고 효과적일지 판, 

구분 설명 측정 변수 예시( )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 제작자에 의해 결정되는 영상에 포함되는 정보의 

형태와 양 

! 영상 메시지의 포맷 혹은 연출 방식에 의해 만들

어지는 정보의 형태와 정보량

영상 길이

영상 해상도

분당 제공 단어 수

특수효과 사용여부

자막 사용 여부

표� 11. 유튜브�스포츠�콘텐츠소비�영향�요인 크리에이티브�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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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콘텐츠를 선택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 

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면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반면 정. 

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 

양이 부족하다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유튜브는 대표적인 스낵컬쳐 미디어이다 유튜브 소(snack culture) . 

비자들은 짧은 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가볍게 소비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너무 긴 시간동안 제공되는 정보는 (Newman, 2010). 

유용하지 않게 판단될 수 있다 한편 단시간 동안 전달되는 많은 정보는 . , 

적정수준의 수용수준을 가질 것이다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 

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과부화로 인해 정보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상의 길이와 분당 제공 . 

단어 수는 정보의 양으로서 영상 재상 최대 해상도는 정보의 선명도로써 소

비자의 인지된 정보의 유용성을 형성하며 시청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웹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정보량은 영상의 

길이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된 시청각 자료의 종류와 수로 측정 되어 질 수 , 

있다 유튜브에서의 콘텐츠의 정보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데 첫째는 예측 되는 정보의 크기이고 둘째는 습득된 정보의 량이다 영상, . 

의 길이는 웹 인터페이스 상에서 썸네일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소비. 

자들은 이를 통해 습득될 정보량을 예측한다 콘텐츠 선택 후 습득되는 정. 

보의 양은 지속적인 시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많다면 시청을 중단 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량이 시청 선택과 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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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크리

에이티브 전략은 웹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를 대표하는 한 장의 사진인 썸

네일 을 제작 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웹 인터페이스상에서 썸네(thumbnail) . 

일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위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진다 구체적으로 썸네일은 한 장의 이미지로 제작이 되는데 그. , 

림이나 사진에 텍스트를 첨가하여 구성된다 이는 마치 활자 신문 속 지면. 

광고나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배너 광고와 유사하다 광고처럼 유튜브 콘텐. 

츠 썸네일도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제품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사용해 오고 있다 썸네일 예시( ; 

그림 참조16 ). 

그림� 16. 유튜브�스포츠�콘텐츠�썸네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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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고학에서는 제품의 속성에 따른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검증해 오고 

있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타 장르와 구별되는 하나의 제품이다 따라. . 

서 스포츠 콘텐츠 또한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 

자의 선택이 집중된 콘텐츠에 형성된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특수성을 

분석함을 통해 스포츠 콘텐츠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위해 필요한 특수

한 형식의 썸네일 형태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특수한 썸네일 이미지 형태를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하위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앞서 영상 크리, 

에이티브 요인에서 언급된 이미지 형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이미지의 형태와 관련된 변수는 이미지에 포함된 글자의 수1) , 

구분 설명 측정 변수 예시( )

이미지 

형태

! 이미지 형태의 자극성에 의해 발생하는 시청 결정요인 

중 스포츠적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

! 이미지 크기 대비 위치 색상 희귀성 새로움 등으로 , , , , , 

인해 발생하는 자극성 중 스포츠와 관련된 자극 요인을 

의미

객체 사람 수( ) 

객체의 표정

객체의 성별

지배적인 색상

포함된 글자 수

이미지 

표현 

방식

! 썸네일에 포함된 이미지와 글을 통해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전략 중 스포츠적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를 의미함 

! 스포츠 미디어에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실행 전략과 관계됨

선정성

폭력성

유명인 여부

스포츠 선수 인용

텍스트 사용 여부

텍스트 감성

표� 12. 유튜브�스포츠�콘텐츠�소비�영향� 요인 썸네일�크리에이티브�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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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표현 정도 폭력성 표현 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참조2) , 3) ( 12 ). 

다시 말하자면 스포츠는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수한 속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포츠 콘텐츠가 소비자의 눈. 

길을 사로잡고 선택을 유도하는 특수한 속성의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속성이 

있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미지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를 .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조형. 

요소 를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한다 유튜브 ( ) . 造形要素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와 글을 이용하여 구성

한 썸네일이 유튜브 콘텐츠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무수. 

히 많은 콘텐츠들 중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어 선택 받고자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사용하여 썸네일 그림과 사진을 제작한다(Song, Redi, 

Vallmitjana & Jaimes, 2016). 

썸네일은 콘텐츠를 이미지로 대표하여 설명하는 일종의 광고 배너

이다 웹 광고 배너는 선정적이거나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색상 유명. , 

인 인용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클릭반응을 유도한다(Robinson, Wysocka 

즉 웹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 들은 마치 진열대 위의 상& Hand, 2007). , 

품들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 받기 위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전략적

으로 사용하여 홍보된다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이용 태. 

도가 상이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썸네일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형태는 소비자

가 콘텐츠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Hoiles, Aprem & 

Krishnamurthy, 2016).

스포츠적 이미지 형태가 콘텐츠 시청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정 

스포츠 이미지 형태의 자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른 콘텐츠와 비교하여 . 

자극성이 높거나 스포츠에 내재한 심미적 즐거움을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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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청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는  수용자가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기존의 자극과. Mcguire(1984)

는 다른 자극을 받게 되면 자극점에 주목하게 된다는 특이성 이론

를 발표했는데 는 이를 이용하여  인(Distinctiveness theory) , Appiah(2001)

쇄 광고에서 주목을 이끄는 자극의 유형을 크기 대비 위치 색상 희귀성, , , , , 

새로움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청성과가 높은 유튜브 스포츠 . 

콘텐츠는 수많은 콘텐츠들 속에서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 선택받기 위해 사

용하는 특정 썸네일 자극 유형이 존재 할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이미지는 시각적인 자극을 인지한 후 생성되는 소비자

의 심리적 감상의 총체를 통해 형성된다 시청 즐거움은 스포츠 미디어 시. 

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콘텐츠의 유형과 형태 전달방식 시청 , , 

동기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aney, 2003; Kim & 

미술작품이나 이상형에 가까운 이성을 처음 보았을 때 느끼는 Yun, 2013). 

감정과 유사한 심미적 즐거움은 영화에서는 주로 미장센 을 (Mise-en-sc ne)è

통해 유도된다 미장센은 장면의 연출이자 무대의 배치의 미학을 의미하는. 

데 영화 연출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장면의 연출을 통한 심미적 즐거움을 전, 

달하기 위해 배우들의 동선과 표정 그리고 소품의 배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썸네일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스

포츠적 심미성을 강조며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한다 지배적인 색상 등장인. , 

물의 수 성별 표정 감정 근육 역동적 모습 이미지와 함께 삽입 된 문자 , , , , , ,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 은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 Duncan Brummett(1989)

시청자들은 신체적 움직임이 표현하는 아름다움과 역동성에 대한 매혹적 즐

거움을 탐닉한다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스포츠적 이. 

미지의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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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썸네일 속에는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글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종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것은 . . 

일종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썸네일 이미지의 구.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앞서 언급된 크리에이티브 실행

요인과 유사하다과는 상이하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 바. 

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인데 메시지 요인과 실행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

한 이주호, , 2019). 

메시지 요인은 주제나 내용과 관련 있는 반면 실행 요인은 시각적 

장치 연출기법 등이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썸네일은 일종의 광고와 같다, . .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 성과. 

지표가 높게 형성되는 인기 스포츠 콘텐츠들은 썸네일을 제작함에 있어 특

정 실행요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시청을 설득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김기한 이주호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에. , (2019) (facebook)

서의 스포츠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유형을 분류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광고 크리에이티브 유형을 메시지 요인과 실행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의 광고 전략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Stewart & Furse(1986) 실행요인을 성

적 매력강조 모델의 속성 특정 종목 수행상황 적용 감성적 호소 요인 유, , , , 

명인 모델 활용 텍스트 사용 텍스트 감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 , . 

이러한 실행요인들이 소비자들의 광고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도출되었다 유튜브 썸네일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행요인을 이. 

용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 

략과 관련된 실행요인을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콘텐츠 요인으로써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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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으며 여러 콘텐츠에 대한 외형정보가 한 , 

페이지에 제시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비교해 가며 참

여할 콘텐츠를 선택한다 썸네일 (Hoiles, Aprem & Krishnamurthy, 2016).  

크리에이티브 요인은 소비자의 기호와 관심을 자극하는 일종의 외적 디자인

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태도가 상이하게 형성되는 . 

현상은 디지털 마케팅 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마케팅은 PR . 

정보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구매나 서비스이용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썸네일 정보를 (Chaffey & Smith, 2017). 

통해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 행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마케. 

팅 이론은 크리에이터들이 생성한 썸네일의 디자인과 소비자의 태도를 설명

하는 데에 적합하다 와 에 의하면 디지털 시장에서 판. Chaffey Smith(2017)

매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배치할지 계

획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Planning, Optimizing and 

이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의 썸네일 홍보 전략을 연Integrating). 

구한 선행연구들은 썸네일의 선정성 유명인 인용 색상 등이 소비자의 선, , 

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와 는 머. Trzci ski Rokita(2017)ń

신러닝 알고리즘 분석법인 서포트 벡터 머신 을 이(support vector machine)

용하여 영상과 썸네일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의 정보형태 사람여부 와 색상( ) ,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효과가 인기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도출하

였다 그리고 등 은 유튜브 영상의 다양한 콘텐츠 요인과 영상. Hoiles (2016)

관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engagement) ‘Extreme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제공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결과 썸네일에 이machine’ API , 

미지와 글자가 적절한 비율로 포함된 경우의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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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같이 웹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

는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은 경우 따라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썸네일의 폭력성정도 성적 선정성 정도 그리, , 

고 포함된 글자의 수만을 크리에이티브 요인으로 설정 하였다. 

채널 요인③ 

채널과 관련 요인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들이 게시된 채

널에 의해 생성되는 시청 결정요인이다 유튜브의 채널과 크리에이터는 콘. 

텐츠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정보 원천이며 정보 원천에 대한 소비자의 , 

인식과 태도는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원 공신력 모델. (source 

에 의하면 청자는 화자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credibility model)

화자에 대해 인지하는 공신력과 매력에 의해 정보 습득 태도와 정보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 또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 회사에 대(Ohanian, 1990). 

한 평판은 콘텐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 

하는 시청자들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화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보원천인 채널 및 크리에이터와 관

련된 요인은 유튜브 콘텐츠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다양한 시청 , , 

후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과 관련 된 요인

을 크리에이터 요인 과  채널 운영 을 이용해 구성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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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리에이터 요인 크리에이터 공신력. 1: (Credibility)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정보 원천 효과 모델(message source effect 

인 정보원 공신력 모델model) (credibility model)을 적용하여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시청 결정 크리에이터 요인 을 구성하였다‘ ’ (Hovel and Janis and 

Kelly, 1953; McGuire, 1985; 유튜브 영상 콘텐츠 역시 Ohanian, 1990). 

정보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화자와 정보를 수용하는 소비자가 있으며 소비, 

자들은 정보 제작자이자 전달자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는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시청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전달자의 영향 요인을 정보 원천 효과 모델인 공신

력 모델에 근거하여 크리에이터 요인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 .

크리에이터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 소비자들의 태도는 주로 플레이

어 인터페이스 상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배경 외모 언어 그리고 행동 등에 , , 

의해서 형성된다 은 영상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 Peak, Hove & Jeon(2013)

외모 음성 언어 구사능력 시청자와의 소통 정도는 소비자에게 화자에 대, , , 

한 매력을 발생시키며 전문적인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의 제공은 , 

전문성과 신뢰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 은 Ohanian(1990)

가 제시한 정보 원천의 공신력 모델과 가 Hoveland(1953) McGuire(1985)

제시한 정보원 매력모델을 이용하여 정보 원천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가지 3

하위요인을 공신력과 관련된 신뢰성 전문성(trustworthiness), (expertness), 

외적 매력의 정도와 관련된 매력 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attractiveness)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유튜브 소비 환경에 맞춰 크

리에이터 공신력요인을 콘텐츠 소비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정보원천 효과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의 연구를 기초로 크리에이터의 공신력을 신뢰성 전문Ohanian(1990)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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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소비자들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성(trustworthiness)은 정보

원에 대한 공신력의 하위 요인으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원에 대한 믿음

과 같은 긍정적 태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정보원(Kelman, 1958). 

이 제공하는 정보를 얼마나 믿는가와 관계된 개념으로 측정되어 진다

(Ohanian, 1990)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성은 정보가 사실이라 확신하. 

는 정도와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의 정도로 측정 되어 질 수 있다 예를 . 

들어 신뢰성의 정도는 ‘Favorable disposition’, ‘acceptance’, ‘psychological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측정되어져 오safety’, ‘perceived supportive climate’

고 있다(Ohanian, 1990). 정보원에 대한 믿음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설득 커뮤케이션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Ohanian, 1990) 주로  정보와 제품의 품질을 판단. 

함에 있어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은 마케팅에서 브랜딩의 개념과 유사하기도 

하다 제품을 선택할 때 제공받는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의 원천에 대. 

한 보증성은 신뢰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콘텐츠가 웹 인터페이. 

변수 설명 측정 예시

크리에이터
요인

공신력- -

(Credibility)

신뢰성
(Trustworthi

ness)

정보원에 대한 공신력의 하위 요인으로 소비

자가 인지하는 정보원에 대한 믿음과 같은 

긍정적 태도의 수준을 의미함

Dependable

Honest

Reliable

Sincere

Trustworthy

전문성
(Expertise)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특정 메시지의 

주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방안이나 정확한 판

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함

Expert

Experienced

Knowledgeable

Qualified

Skilled

표� 13. 유튜브�콘텐츠�소비�영향� 요인 크리에이터�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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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선택되고 플레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지속적으로 시청되기 위해서는 , 

정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시간을 가치 있. 

게 소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짓정보가 아니며 보증된 정보이고 가치 있는 정보라고 . , ,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의 형태이다. 

유튜브 소비자의 시청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 요인의 하

위요인 중 두 번째는 정보제공자의 공신력으로서의 전문성 이다(expertness) . 

전문성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특정 메시지의 주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방안이나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조전근 주로 선행연구들에( , 2008; Birmbaum & Stegner, 1979). 

서는 권위( 역량 전문성 자격Authoritativeness), (Competence), (Expertness), 

훈련된 지식 교육 등과 같(Qualification), (Trained), (Informed), (Educated) 

은 지표로 측정되어져 왔다(Applbaum and Anatol 1972; Ohanian, 1990). 

전문성과 신뢰성은 모두 소비자에게인지 되는 정보원의 공신력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의 형태와 형(credibility)

성 과정은 상이하다 콘텐츠 소비자들이 크리에이터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 

성은 크리에이터의 배경과 관계없이 플랫폼 상에서 타인에게서 얻은 지표에 

의해 형성되지만 전문성은 정보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점, 

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은 다소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크리에이터. 

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어 주는 정보원 정보 원천 에 대( )

한 판단은 소비자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Horai, Naccari and 

는 Fatoullah(1974) 정보원에 대해 인지된 전문성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메시

지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소비자가 해당 메, 

시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을 때 더욱 강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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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광고 보증인에 대한 태도가 광고와 제품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 

킨다는 것을 주장한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경험적으로 전문인의 권고를 따

랐을 때 손해 보다 더 많은 보상이 있었다는 경험이 있거나 정보 제공원, , 

이 주제 영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라고 인지한 경험이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도 하였다 유현주 김헌 조전근( , , 2019; , 

2008). 

이러한 인지된 전문성은 신뢰도가 형성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

비자의 관여도를 높여 지속적인 시청과 다양한 시청 후 행동을 유발 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보 원천 공신력 모델. ( 에source Credibility model)

서 설명하는 정보원의 전문성 효과 는 전달되는 정보의 공(expertise effect)

신력 높여 소비자를 설득한다 소비자들은 정보원이 해당 분야의 (credibility) . 

전문가임을 판단하고 인정하게 되면 전달되는 정보를 가치 있게 판단함은 , 

물론이고 정보가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서 정보를 주. 

의 깊게 받아들여 관여도를 높이고 타인에게 추천하고자하는 태도 또한 형, 

성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전문성 또한 마(Marshall & Deuskar, 2008). 

찬가지 이다 정보의 제작자이자 전달자인 크리에이터에 대해 형성된 전문. 

성은 콘텐츠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와 추천의사를 높인다 과 . Cunningham

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운동선수를 이용한 광고의 효과적으로 Bright(2012)

이뤄지는 원인을 소비자가 인지하는 보증인의 전문성 에 귀인 하(expertise)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보증인에 대한 인지된 전문성은 보증인의 . 

설득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설득 정보에 따라 태도 변화를 일

으킨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신체활동 스포츠 경기 스포츠 스타 등에 , , 

대한 정보제공과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콘텐츠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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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전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문가 크리에이터와 일반적인 시각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반

인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전문성의 정도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은 시청을 결정하는데 .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나 크리에이터 요인 크리에이터 유형. 2: 

앞서 제시된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의 공신력 외에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형의 특수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오

늘날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개인 제작자 뿐 만아니라 MCN(multi channel 

사업자 기업 조직들이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network) , , 

다 이용관 특히 스포츠 관련 유튜브 채널은 스포츠 협회 구단( , 2019). , , 

그리고 기존의 스포츠 중계 채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지기

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크리에이터 유형과 콘텐츠 소비의 관계에 대한 , 

논의는 중요하다.  

다양한 사례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서로 상이한 유형의 채널들은 

서로 상이한 배경으로 인해 각기 다른 소비자 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스포츠 미디어 채널 브랜드는 브랜드 후. 

광 효과를 통해 콘텐츠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

서 제작 규모와 전문성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Welbourne & Grant, 2016) 이러한 스포츠 채널의 성과지표에 영. 

향을 미치는 스포츠와 관련된 특수한 채널 제작자의 형태와 관련된 요인

은 인지된 채널의 규모나 전문성 등과 같은 공신력에 의해 발생한다 일. 

종의 브랜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의 공신력은 얼마나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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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며 얼마나 고급인력이 투입되었는지 등, 

에 의해서 측정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채. 

널 제작자의 형태 요인을 개인 제작자 여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

이다 개인이 아닌 경우는 스포츠 전문 제작 채널 기존 미디어 여부 프로 . ( ) , 

스포츠 구단 여부 국가 운영 기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또한 앞서 스포츠 미디어 시청 즐거움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미디어 스포츠의 즐거움은 경기의 수준 경기의 흥미도 경기를 해설하는 , , 

해설자의 인지된 전문성 스타플레이어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제작 , . 

규모가 크고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며 전문적이며 노하우가 

있는 기존 미디어 채널들은 해외 프로리그 국내 프로리그와 같은 인기 , 

콘텐츠들의 저작권을 획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다 특히 , . 

이들에게 오늘날 유튜브 플랫폼은 제작 콘텐츠의 유통 차 창구로써 회2

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의 경우 중. 

계권이 보호되는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에 따라. 

서 생활 스포츠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를 알려주거, 

나 스포츠를 이용한 오락적 성향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 하여 유통하기도 , 

한다 즉 채널 제작자의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내용과 목적을 가진 콘. 

텐츠가 생산되어짐을 통해 소비행동의 차이가 유발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채널의 제작 유형과 관련된 요인은 성과지표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 채널 운영요인. 

크리에이터 요인 외에도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페이지에서 생성되는 소비 

영향요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채널 운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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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운영요인은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게시자의 운영 행동에 의해 축적된 

채널의 다양한 정보와 관련된 요인이다 즉 채널 운영 요인은 크리에이터가 .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오래 동안 성실히 채널을 운영, 

해 온 운영 관리 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 

튜브 스포츠 채널의 운영요인은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의 개수 평균 업로드 , 

주기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소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지 여부의 가, 3

지로 구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채널의 운영요인이 소비자들의 시청 행동에 .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의 하위 변인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게시된 영상의 개수와 업로드 주기의 경우 채널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설명 될 수 있다 앞서 언급 된 .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미디어의 화자에 대해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친근

감과 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적극적인 운(McGuire, 1985). 

영활동은 크리에이터 개인과 채널의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 하는데에도 순기

능을 한다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대해 인지되는 매력요인을 연구한 선. 

행연구들은 정보원과의 상호작용 가능성과 실제 상호작용의 빈도를 통해 친

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준교 박(Rihl & Wegener, 2017). , 

우귀 는 미디어 채널사업자의 평판은 일종의 미디어 공신력(2012)

로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credibility)

다 따라서 크리에이터의 적극적인 운영 활동인 콘텐츠 업로드행위는 친근. 

감과 공신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소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와 는 Coursaris Osch(2016) 일종의 운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콘텐

츠 업로드량 업로드 주기와 같은 지표들은 소비자가 채널을 신뢰하고 호의, 

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단서라 주장 하였다 활동경력이 길고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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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된 채널은 공신력을 형성하기도 

하며 친근감을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과 은 관Friedkin Johnsen(2011)

련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 네트워크 이론(social influence network theory)

을 인용하여 채널의 활동경력이 소비자에게 공신력과 친근감을 형성하여 시

청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영향 네트워크 이론. 

에 따르면 개인이 타인에 대한 신뢰(social influence network theory) (trust)

를 얻기 위해서는 접촉 빈도와 강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Friedkin & Johnsen, 2011). 즉 오랜 시간 동안 높은 빈도로 노출된 경력 , 

을 가진 채널의 경우 소비자에게 신뢰도와 호감을 형성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채널 운영은 소제를 다양하게 다루었는지 여부에 의해서도 생

성되어지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특정 채널을 기억하고 구독관계를 맺을 때 . , 

채널이 주로 어떤 콘텐츠를 업로드 하며 업로드되는 콘텐츠는 자신의 동기, 

와 기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스포츠는 다. 

양한 종목이 있고 종목 또한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 

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쟁 규칙 제도화의 영역에서 상이한데 이는 사회 . , , ,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한 소비 지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각 국가별로 .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

도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스포츠적 특성은 나이와 성향에 따라 . 

서로 상이하게 소비되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만약 특정 채널이 다양한 . 

종목을 소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고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집단, 

을 소비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종. 

목을 소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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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요인④ 

가 접근성관련 요인의 개념과 구성. 

본 연구에서 유튜브 접근성 관련 요인은 영상 콘텐츠의 조회수를 증가시키

는 미디어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된다 환경적 요인은 (Borghol et al, 2012). 

콘텐츠 내용 주제와는 관계없는 콘텐츠 외적인 요소이다, . 유튜브는 개방형 

콘텐츠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서 인기콘텐츠가 양산되

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콘텐츠 간에 긴 한 네트워크 구조가 . 

구축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는 이용자들의 사용패턴에 의해 구조화 되어지는 ,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Akrouf et al, 2013; Yoganarasimhan, 

개방적인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콘텐츠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2012). 

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 람들에게 노출되어 전파가능성

이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 학자들은 유튜브 접근성 요인을 콘텐츠의 노

출성과 전파가능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변수화 하였다 박병언 임규건( , , 

2015; Akroufet,  et al, 2013; Susarla, Oh, Tam, 2012; Yoganarasimhan, 

은 유튜브 시청 확산 모델을 사회적 상호작2012). Susarla, Oh, Tam(2012)

용의 결과에 의해 설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손쉬운 타 사이트로의 공유가

능성과 사용자간 동영상 주소 공유 등을 중요한 시청 확산 인자로 도출(URL)

하였다 는 콘텐츠에 형성된 댓글을 단서로 콘텐츠 네. Yoganarasimhan(2012)

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고 높은 조회수가 형성되는 콘텐츠와 네트워크 구조, 

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자면 콘텐츠가 높은 조회 수 많. , 

은 댓글 등과 같은 우수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 

노출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둘째 콘텐츠 소비자 네트워크의 구조가 공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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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유리하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접근성 . 

관련 요인을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소비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나 노출 가능성 요인. 

불가지론적 요인 중 첫 번째는 노출 가능성이다 노출가능성은 콘텐츠나 채. 

널이 유튜브 플랫폼 내 외로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가를 의미한다 노출 가· . 

능성이 높다는 것은 접근성이 높아 소비자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

게 노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 

쉽게 노출된다거나 타 플랫폼에서 공유되어 노출되는 것은 모두 노출 가능, 

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Borgholet al, 2012). 

플랫폼 내에서 노출이 많은 경우는 검색어 색인어 개수(hashtag, #) 

가 많아 검색 노출성을 높인 경우와 게시 후 조회수 상승이 높아 인기 콘

텐츠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웹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두 가지 목록에 .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에 의해서 플랫폼 내의 노출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웹 인터페이스는 추천목록 검색목록 인기 급상승 콘텐츠 목록. , , , 

구독 채널 목록 관심 콘텐츠 목록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 

접근성 요인 설명 측정 예시

노출 
가능성
위치

플랫폼 
내부

! 플랫폼 내부에서 환경적으로 노출을 증대시키
는 요인

! 검색 목록 추천목록 인기목록에 포함되는데 , , 
기능을 하는 요인 유튜브 관리자에 의해 밝혀(
진 선정 기준)

검색어 색인
개수(hashtag) 

초기 조회수 상승률

플랫폼 
외부

! 플랫폼 외부에 콘텐츠 재생 주소가 링크되어 
노출 가능성이 증대 된 경우

! 영상이 재생되는 장소가 플랫폼 외에 있는 경
우에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어 다양한 시청자 
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링크 개수

메신저 링크 
개수

표� 14. 유튜브�스포츠�콘텐츠�소비�영향� 요인 접근성�관련�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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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콘텐츠에 설정된 검색어 색인의 개수는 검색 목록에 출연 가

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노출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지수로 설정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스 아카데미 뿐 만 . (youtube creators academy) 

아니라 과 같은 유튜브 채널 분석사이트에서는 높은 채널 social blade.com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검색어 색인의 개수제한이 없기에 많고 다양한 색인

을 설정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초기 조회수의 경우 인기 급상승 콘텐츠에 포함되거나 추천 

콘텐츠 목록에 설정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출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유튜브 웹 인터페이스에는 인기 급상승 콘텐츠를 분. 15

에 한번 씩 갱신하여 목록화 한다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에 의하면 인기 급. 

상승 콘텐츠는 다양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동영상, 현혹적이거나 클릭을 

유도하거나 선정적이지 않은 동영상 와 전 세계에, YouTube 서 일어나고 있

는 일들을 다루는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영상 흥미와 , , 

새로움을 느낄 만한 동영상을 선정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관. 

리자 페이지에 의하면 선정 기준은 초기 조회수 조회수 증가 속도 조회수, , 

가 발생하는 장소 동영상 업로드 기간 비슷한 채널의 다른 영상 대비 성과, , 

지표의 우수성을 결합한 지수로 산출된다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 

반면 플랫폼 외부에서 노출 이 많은 경우는 타 플랫폼에 링크URL

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와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 . 

된 바와 같이 유튜브 플랫폼 관리자들은 영상이 재생되는 장소가 플랫폼 외

에 있는 경우에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어 다양한 시청자 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콘텐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 

작용하여 인기 급상승 영상 혹은 추천 영상으로 등록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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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youtube). 

와 은 이와 같은 외부링크 개수에 따른 콘텐츠 확산Lai Wang(2009)

가능성이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검증하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일간의 조회수에 가장 . 4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링크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스포츠와 과학기술관, 

련 영상이 외부 링크를 통한 조회수 획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그리고 은 트위터라는 거대 소셜 Christodoulou, Georgiou Pallis(2012)

네트워크에서 유튜브 영상링크가 게시될 때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 수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콘텐츠가 트위. 

터와 같은 성공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상에 링크 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유의미한 조회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따라서 플랫폼 외. 

부에서 발생되는 조회수가 유의마함을 통해서 외부링크 개수와 같은 요인은 

유튜브 시청성과에 영향을 주는 소비 영향요인으로 설정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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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Ⅲ

1. 연구문제 도출 배경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포츠 장르의 콘텐츠가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소비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

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되는 스. 

포츠 콘텐츠의 형태와 소비경향을 파악하여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생성하고자 한다.  

오늘날 수많은 이용자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다

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수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경, 

제적 수익과 사회적 소통을 위해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

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 대한 . 

기초적인 정보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유. 

튜브 콘텐츠 소비의 틀 속에서 스포츠 콘텐츠 소비를 이해하고 나아가 스, 

포츠 콘텐츠만의 특수한 형태의 미디어 소비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소

통에 미치는 소비 영향요인은 어떻게 되며 연구문제 유튜브 스포츠 콘( 1), 

텐츠는 어떤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연구문제 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2) .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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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문제2. 

1) 연구문제 1 :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영향요인과 성과지표의 관계

연구문제 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영향요인들이 경제적 성과[ 1]

와 사회적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앞서 논의된 . 

바와 같이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영향요인은 영상수준에서 측정되

는 것과 채널 수준에서 측정되는 것이 다층구조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 때. 

문에 유튜브 스포츠 채널을 선정하고 그 속에 포함된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다층구조의 변수를 수집한 후 다층모형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소비영향요인과 성(multi level modeling regression) 

과지표의 관계를 고찰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에서는 첫째 채널 수준의 소비 영향요인과 [ 1]

영상 수준의 소비 영향요인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연구문제 (

둘째 영상수준의 소비 영향요인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1-1), 

게 되는지 연구문제 셋째 영상수준의 소비영향요인이 통제된 상태에( 1-2), 

서 채널 수준의 소비영향요인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문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 1-3) . 

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 영향 요인 스포츠 요인 콘텐츠 ( , 

요인 접근성 요인 채널요인 은 성과지표 경제적 성과지표 사, , ) ( , 

회적 소통지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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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군집과 특성2) 2: 

연구문제 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 2]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앞서 연구문제 에서 파악. [ 1]

된 소비영향요인들을 이용하여 스포츠 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 

각각의 유형의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들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포츠 콘텐츠를 구분하고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인

을 선택하여 군집분석의 기준변수로 설정한 후 수많은 유튜브 스포츠 콘텐, 

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특성을 정의할 것이다 연구문제 이( 2-1). 

는 유튜브 스포츠 플랫폼에 게시된 스포츠 콘텐츠의 유형들을 정의하여 스

포츠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보를 생성 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리고 분류된 스포츠 콘텐츠 유형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기준

변수로 투입되지 않았던 소비 영향 요인들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연구(

문제 이를 통해 각각의 스포츠 콘텐츠 유형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2-2).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특성을 세 히 파악할 수 ,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스포츠 콘텐츠 유형들 간에 형성된 성과지표의 

차이를 파악할 것이다 연구문제 서로 상이한 유형과 특성을 가진 스( 2-3). 

포츠 콘텐츠들이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형성한 성과지표의 차이를 통해 스, 

포츠 미디어 시장의 소비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연구문제 에서는 소비영향요인의 영향력에 대. [ 1]

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면 소비 영향요인을 기준변수로 , 

분류된 스포츠 콘텐츠 유형군집의 성과지표의 차이를 통해 성과지표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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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들의 복합적인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세부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2.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는 스포츠 요인 종목 유형 미디어 스포츠 ( , 

성격 콘텐츠 유형 과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폭력성 선정, ) ( , 

성 에 따라 어떠한 군집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군집은 어떤 특) , 

성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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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절차. Ⅳ

1. 자료 

분석 대상1) 

본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 저장된 콘텐츠와 채널에 형성된 다양한 정보

를 기초로 높은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스포츠 콘텐츠와 채널의 특성을 파악

하고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영향요인을 고찰 하고자 한다 따라, . 

서 본 연구의 최소 분석 단위 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 게시(unit of analysis)

된 개별 동영상 콘텐츠와 채널로 구분하여 개의 수준으로 설정 하였다2 .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와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구독자 수 콘텐츠 평균 조회수 채널에 포함된 콘텐츠의 개수 등을 기준으, , 

로 상위 개의 스포츠 관련 유튜브 채널과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을 대상150

으로 선정하였다 년 월 일 검색 기준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채(2020 8 20 ). 

널과 콘텐츠는 대한민국을 주요 시장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등록된 채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스포츠로 등록되었지만 스포츠와 관련이 부족한 콘텐츠. 

들을 주로 업로드 한 개의 채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개별 26 . 

콘텐츠의 경우 스포츠와 관련이 없는 경우이거나 게시 경과시간이 주가 24

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에 의하면 . Cheng, Dale, Liu(2008)

일반적으로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수 성장은 대부분 일 사이에 끝150~170

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이 달이 되지 않는 경우. 6

는 웹상에서 활발히 소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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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료의 구성2) 

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측정에 관한 정보는 표 과 같다 주요 종속 변[ 15] . 

수인 성과지표는 경제적 성과지표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수익 와 사회적 소( , )

통지표 댓글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변수는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 , 

져 있다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는 가지 형태의 소비 결정요인으로 구성되. 4

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가지 형태의 소비 결정요인은 스포츠 요인 콘텐츠 . 4 , 

요인 채널 요인 그리고 접근성 요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어지는 단락, . 

에서 가지 종속변수와 가지 독립변수들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2 4 . 

종속변수 중 첫 번째인 경제적 성과지표는 콘텐츠가 벌어들인 금전

적인 수익과 관련된 지표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콘텐츠의 경제적 성. 

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회수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CPM(cost per mile) 

영상 시청시간 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종속변수인 경제적 . 

성과지표는 조회수와 추정된 콘텐츠 수익으로 구성하였다 조회수는 누1) 2) . 

적 콘텐츠 게시후 크롤링 기간까지 누적된 조회수의 총합이며 추정된 콘텐, 

츠 수익은 과 조회수 시청시간 등을 고려해서 산출된 수치이다CPM , . 

그리고 종속변수의 두 번째인 사회적 소통지표는 콘텐츠와 채널이 

창출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사용자간의 소통의 양과 관련된 지표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통한 소통은 사회의 구성원

들을 긴 히 연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도 하며 정보 공유의 장을 , ,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콘텐츠를 통한 소통은 사. 

회적 관심을 형성하며 이러한 관심은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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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통 지표는 웹상에 게시된 콘. 

텐츠로 인해 발생된 사용자간의 대화인 콘텐츠에 대한 댓글과 같은 사용자

간의 소통 행동에 의해 측정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 

간 대화를 나눈 횟수인 댓글수를 사회적 소통지표로 측정하였다. 

한편 주요 독립변수 중 첫 번째인 스포츠 요인은 미디어 스포츠가 

내용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시청 동기 시청 즐거움이 생성 된다는 점, 

에 착안하여 독립 변수로 설정되었다 앞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스포츠 콘. 

텐츠는 종목에 따라 내용이 매우 상이하며 제작 목적에 따라서도 콘텐츠의 , 

유형이 상이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은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시. 

청 동기와 시청 즐거움의 차이를 유발한다 스포츠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은 . 

종목의 유형 종목의 성격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제작 목적에 따라 구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와 

관련된 특화 요인을 종목 유형 미디어 스포츠 유형 스포츠 콘텐1) , 2) , 3) 

츠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독립변수 중 두 번째인 콘텐츠 요인은 영상 단위에서 측정되

어지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들이다 유튜브 콘텐츠는 영상과 썸네일으. 

로 구성되며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영상과 썸네일을 제작한다. 

따라서 콘텐츠 요인은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과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으로 구성된다 크리에이티브 요인이란 제작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보를 구성. , 

하는 원칙이나 전략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미디어에서 제공받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청한다는 점에서 영상과 썸네일의 크리에이티

브 요인은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요인을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썸네일 크리1) , 2) 

에이티브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은 영상의 길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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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제공되는 음성 정보의 양으로 측정하다 그리고 썸네일 크리에이티. 

브 요인은 제목의 길이 썸네일에 포함된 텍스트의 수 그리고 썸네일의 선, , 

정성과 폭력성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 중 세 번째는 접근성 요인이다 콘텐츠가 많은 선택. 

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어야 한다 즉 접근성 요인. , 

은 콘텐츠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해 주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유. 

튜브 웹 인터페이스 내에서 많은 사용자에게 노출되거나 외부 인터페이스, 

에서 많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는 접근성 요인을 검색어를 다양하게 설정하거나 타 에 1) 2) SNS

인용 되는 횟수를 측정하여 구성하였다(link) . 

마지막으로 주요 독립변수 중 네 번째는 채널 요인이다 채널 요인. 

은 콘텐츠 수준이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는 주체의 수준에서 성, 

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비. 

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채널을 구독하고 해당 채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시청하는 기호 시청을 한다 따라서 채널관련 요인은 . 

콘텐츠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채널 요인은 . 

채널의 제작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크리에이터 요인과 채널의 운영 실적1) , 

과 관련된 운영 요인으로 구성되어진다 크리에이터 요인은 성별 제작자 2) . , 

유형 전문성 신뢰성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운영 요인은 채널의 운영기간, , . , 

콘텐츠 평균 업로드 시간으로 측정되어 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동과 채널이 보유한 

구독자수와 영상개수와 같은 채널공신력에 의한 성과지표 획득의 차이를 통

제하기 위해서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 채널 구독자수 채널에 포함된 영상, , 

의 개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 219 -

유
형

요
인

변
수

정
의

 및
 측

정
수
집

 
방

식

종
속

변
수

경
제

적
 
성

과
지
표

조
회

수
콘

텐
츠

 활
성

 수
명

기
간

 동
간

 
누

적
된

 조
회

수
웹

 크
롤
링

추
정

된
 콘

텐
츠

 수
익

과
 조

회
수

를
 기
반

으
로

 계
산

된
 콘

텐
츠

 
수
익

c
p
m

차
 데

이
터

2

사
회

적
 소

통
 
지
표

댓
글

수
댓
글

 
게

시
판

 누
적

 
댓
글

 수
웹

 크
롤
링

독
립

변
수

스
포

츠
 요

인

종
목

 유
형

기
록

 
경
쟁

영
역

형
 
경
쟁

네
트

형
 
경
쟁

필
드

형
 
경
쟁

투
쟁

형
 
경
쟁

단
=
1, 

=
2
, 

=
3
, 

=
4
, 

=
5
, 

련
형

표
현

 및
 율

동
아
웃

도
어

기
타

=
6
, 

=
7
, 

=
8
, 

=
9

내
용

 
분
석

미
디

어
스

포
츠

 성
격

 
(

)
쿨

스
포

츠
핫

스
포

츠
=
0

, 
=
1

스
포

츠
 콘

텐
츠

 유
형

레
슨

 
및

 
정

보
형

 
영

상
오

락
 
및

 
엔

터
테

인
먼

트
형

 
영

상
하

이
라

이
트

 
및

 
경

기
 
영

=
1, 

=
2
, 

상
프

로
스

포
츠

 
관

련
 
정

보
 
및

 
분
석

 
영

상
선

수
팀

과
 
관

련
된

 
팬

 
커
뮤
니
티

형
 

=
3
, 

=
4
, 

, 

영
상

기
타

 
영

상
=
5
, 

=
6

콘
텐

츠
 요

인

영
상

 

크
리

에
이
티
브

 

요
인

영
상

 길
이

영
상

의
 길

이
를

 
초

 
단

위
로

 환
산

한
 값

웹
 크
롤
링

분
당

 
단

어
 수
 

음
성

 
데

이
터
량

를
 

로
 측

정
한

 
값

1M
b
y
te

차
 데

이
터

2

썸
네

일
 

크
리

에
이
티
브

 

요
인

성
적

 
선

정
성

마
이
닝

 프
로
그
램

 이
용

 
점

 척
도

g
o
o
g
le

 
5

이
미

지
 분
석

폭
력

성
마

이
닝

 프
로
그
램

 이
용

 
점

 척
도

g
o
o
g
le

 
5

이
미

지
 분
석

썸
네

일
 글

자
수

마
이
닝

 프
로
그
램

 이
용

음
절

 단
위

로
 측

정
g
o
o
g
le

 
이

미
지

 분
석

제
목

 
글

자
수

크
롤
링

 데
이

터
를

 음
절

 단
위

로
 측

정
웹
크
롤
링

접
근

성
 요

인
타

 
링
크

 수
S
N
S
 

페
이

스
북

트
위

터
에

 링
크

된
 
횟

수
, 

차
 데

이
터

2
검

색
 개

수
채

널
 
게

시
자

가
 
설

정
한

 검
색

 
색

인
어

의
 
개

수
웹

 크
롤
링

채
널

 

요
인

크
리

에
이

터
 요

인

전
문

성
크

리
에

이
터

 
공

신
력

 중
 전

문
성

 관
련

 
문
항

의
 평
균

 값
6

점
 척

도
로

 내
용

 분
석

(7
)

내
용

분
석

신
뢰

도
크

리
에

이
터

 
공

신
력

 중
 신
뢰

도
 관

련
 

문
항

의
 평
균

 값
6

점
 척

도
로

 내
용

 분
석

(7
)

내
용

분
석

성
별

성
별

 
비
공

개
 및

 알
수
없

음
남

성
여

성
혼

성
을

 기
준

으
로

 구
분

=
0

, 
=
1, 

=
2
, 

=
3

내
용

분
석

운
영

 
요

인

채
널

 개
설

 후
 경

과
시
간

최
초

 게
시

일
로

부
터

 경
과

시
간

일
단

위
 

(
)

내
용

분
석

평
균

 콘
텐

츠
 업

로
드

 주
기

측
정

 콘
텐

츠
 업

로
드

 주
기

의
 평
균

: 
웹

 크
롤
링

제
작

자
 유

형
개

인
 
제

작
자

프
로

 
구
단

방
송

사
유
튜
브

 전
문

 제
작

사
=
1, 

=
2
, 

=
3
, 

=
4

내
용

분
석

통
제
변

수

콘
텐

츠
 게

시
 경

과
시
간

콘
텐

츠
 게

시
 후

 경
과

 시
간

을
 일
단

위
로

 측
정

웹
 크
롤
링

채
널

 
구
독

자
수

채
널

 수
준

의
 통

제
변

수
로

서
 채

널
의

 구
독

자
수

 평
균

웹
 크
롤
링

업
로

드
 영

상
 개

수
채

널
에

 게
시

된
 콘

텐
츠

 개
수

: 
웹

 크
롤
링

표
�1
5
.
연
구
의
�
변
수
와
�측
정

�



- 220 -

자료수집 절차 3) 

분석을 위해 단계에 걸쳐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4 . [ 16] 

에 요약 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최소 분석 단위가 되는 영상과 이와 관련

된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언어인 파이썬 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웹(Python)

크롤러 를 개발하여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web crawler) , 

다 이후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거쳐 비정형화 된 데이터를 정형화 하였다. . 

그리고 웹 크롤링과 데이터 마이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의 경우 유튜

브 분석 전문 업체의 자료를 구입하거나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초 데이터 선정과 수집을 위해 채널을 선정

하고 각각의 채널에 배속되어 있는 영상 을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데이, URL

터 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저장된 을 이용하여 썸네일 이미지 파일 조. URL , 

회수 댓글수 영상 제목 영상길이 음성 정보량 검색어 콘텐츠 게시일 등, , , , , , 

을 추가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 수집은 년 . 2020

월 일에서 월 일 까지 주일 동안 이뤄졌다8 20 8 27 1 .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자료 중 썸네일 이미지 파일을 마이

닝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이미지의 성적 선정성 폭력성 이미지에 포함된 , , 

글자 수와 같은 정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구글 개발자 플랫폼에서 제. 

공하는 를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실행하였다Google Vision AI . Google 

는 수 억개의 사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가 가진 유해성을 Vision API

판별하고 이미지에 포함된 객체를 인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머신러닝 , .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인식하여 정확도가 높아지

는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데 년 월 사용당시 베타서비스를 종료하, 2020 8

고 정식서비스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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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기 위해 파이썬 언어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API

석에 활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튜브 분석 전문 업체인 과 VidiQ.com

을 통해 웹 크롤링과 마이닝으로 수집하지 못한 자료들을 Noxinfluence.com

추가로 수집하였다 두 업체는 모두 실시간으로 콘텐츠에 대한 통계치를 작. 

성하고 일단위로 채널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 .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추정된 수익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가 제공하는 음, 

성량 외부 링크 개수 크리에이터가 설정한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SNS , ( ) 

검색어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다 이 또한 대량의 자료. 

를 을 기준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URL

활용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수집에 활용하였다.   

마지막 네 번재 단계에서는 웹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마이닝으로, 

도 분석하기 힘든 정성적 자료를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추

방법 내용 사용 프로그램

1

데이터 크롤링

(Data 

Crawling)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튜브 beautifulsoup4 

동영상 관련 비정형 데이터 수집

! python3.8.2

! Selenium

! Pandas

2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google cloud api

마이닝 패키지 및 오픈 소스 를 활용한 API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 Vision AI 

api

! Excel Macro

3
유료 차 2

데이터 수집

유튜브 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의 자체 알고리

즘을 활용한 관련 데이터 수집

! nox 

influencer.c

om

! vidiQ.com

4

내용 분석

(contents 

analysis)

코더 인 내용분석을 통해 채널관련 비정형 3 , 

데이터를 변수로 분류
-

표� 16. 자료수집�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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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저장하였다 각각의 콘텐츠의 스포츠 종목 스포츠 종목의 유형 미디. , , 

어 스포츠의 성격 그리고 콘텐츠 유형과 같은 정보는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

하지 않고는 변수화 하여 저장하기 어렵다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 및 미디. 

어를 주전공으로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생 명을 코더로 선정하여 내용분5

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크리에이터 요인 중 크리에이터. 

의 전문성과 신뢰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코더들에 의해 내용분석 되었

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성과지표들과 소비영향요인들을 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정제할 수 있었다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도구와 관련되 세부. 

사항은 이어지는 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자료 수집 도구4)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① 

가 웹 데이터 크롤링. 

유튜브 웹상에 형성된 데이터를 관리자의 별도의 승인 없이 수집하기 위해 

파이썬 버전과 웹 크롤링 응용 인 셀레니(python) 3.8.2 (web crawling) API

움 그리고 데이터 정리 프로그램 판다스 등을 활용하였(Selenium) (Pandas) 

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 

랫폼이며 셀레니움 은 명령어에 따라 웹의 정보를 반복적인 수행, (Selenium)

을 통해 수행해주는 일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는 (macro) . Pa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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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를 분류하고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CSV

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유튜브 웹 인터페이스에 . 

저장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분석가능 한 수준으로 가공 하였다.

유튜브웹 상에 형성된 다양한 정보와 지표들과 같은 본 연구의 기초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파이썬과 셀레니움 을 이용한 데이터 (Selenium)

수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을 통해 웹상에 직관적. 

으로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을 유튜브 관리자의 승인 없이 수집이 가능

하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콘텐츠 단. 

위로 주소 조회수 댓글과 댓글 게시자 답글 추천수 비추천수 썸URL , , ID, , , , 

네일 이미지 파일 영상 제목 콘텐츠 업로드 일자 영상 길이 영상 설정 검, , , , 

색어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에 저. 

장이 되었고 차적으로 저장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추가적1

으로 변수들이 저장되었다. 

나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크롤링 을 통해 수집된 기초 자료들은 데이터 베이스(Crawling) (Data base)

에 저장된 후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형화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Data 

작업을 거치게 된다 크롤링을 통해 정형화 과정이 필요 없이 분석mining) . 

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별도의 정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료, 

들은 데이터 마이닝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마이닝은 기초적인 형태의 데. 

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여 특정 형태를 규정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을 자동으

로 수행해 주는 분석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 

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해 배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썸네일 이미지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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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 영향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이미지 분석 마이닝 프로그램인 구글 비전 에이아이 프로(Google Vision AI)

그램을 사용하였다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알고리즘 중에. 

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짖은 콘텐츠는 추천에서 제외 하는 알고리즘도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의 썸네일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구. 

글에서 제공하는 비전 에이아이 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응용프로그램인 비전 에이아이는 픽셀로 

이뤄진 이미지의 경계를 인식하여 피사체의 형, 태를 분석하는 기술로 만들어

졌다 특히 비전 에이아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됨에 따라 더욱 정교화 . 

되어 지고 있다 선행 학습된 강력한 머신 러닝 모델은 한 장의 사진 속에 포. 

함된 각각의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전 정의된 수백만 개의 카테고, 

리를 이용하여 빠르게 피사체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또한 객체가 인간인 경우 . 

얼굴과 몸을 감지하여 성별을 구분해 준다 그리고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정. 

보를 감지하여 이미지화되어 있는 텍스트를 데이터화 하여 출력해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경우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성적 선정성이 얼마나 높은

지 폭력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같은 유해적 이미지여부를 점 척도로 제공해 준, 5

다 따라서 썸네일과 관련된 등장인물 수 등장인물의 성별과 그 비율 이미지에 . , , 

그림� 17.� 를�이용한�썸네일�이미지�분석�예시Google� visio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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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글자의 수 선정성 폭력성과 같은 지표들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 , Vision AI

를 통해 지표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될 콘텐츠의 주소 를 목록화 하(URL)

고 각각의 콘텐츠에 형성된 썸네일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 

으로 하는 개별 콘텐츠의 개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목록

화 하고 각각을 분석하는 것 또한 자동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이. 

썬을 이용한 자동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에 작성된 콘텐츠 목록을 . 

이용하여 자동으로 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이썬 URL

를 이용하여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Beatifulsoup4 . 

개별 영상 자료 추가 수집 유료 데이터 활용: ② 

유튜브와 관련된 데이터는 소비자의 행동의 결과로 저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며 특정 변인의 경우 측정을 위해서 매우 복잡한 연, 

산과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위로 모니터링하. 

여 대량의 정보를 축적하고 자체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연산법을 활용해 도, 

출한 지표를 제공하는 유튜브 분석 전문 업체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

였다 채널의 구독자가 해당 콘텐츠를 시청한 비율 조회수와 영상시청시간 . , 

그리고 을 이용해 추정된 콘텐츠의 수익 콘텐츠 외부 공유 링크 수 CPM , 

등과 같은 자료는 시간에 따른 모니터링과 복잡한 연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noxinfluencer.com”

과 의 두 업체를 통해 유료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VidiQ.com” . 

해당 업체들을 통해 추정된 콘텐츠 수익1) (Estimated contents 

영상 분당 제공 단어 수 타 공유 링크 수와 value: $), 2) (Mbps), 3)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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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추정된 콘텐츠 수인은 재생 기반 을 통해 계CPM(cost per million)

산 되어 질 수 있다 은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하기 . CPM(cost per million)

위해 광고주가 지출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측정항목이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재생 기반 정책을 채택하여 복합적으로 CPM 

콘텐츠 수익을 계산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은 광고노출이 회 발. CPM 1,000

생할 때마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유효 조회수과 관계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조회수가 아닌 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기가 다소 어렵다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 Noxinfluence.com

극복하기 위해 일 단위 콘텐츠 재생 기반 예측 가격을 계산하고 데이터화하

여 유료로 제공 하고 있다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해당 채널과 영상의 . 

가격을 모델링하고 재생 빈도와 시간을 를 이용해 계산하여 종합CPM , API

적인 지수로써 추정된 콘텐츠 수익 을 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 . 

영상에서 제공되는 단어수의 경우 음성 분석을 통해 코딩되게 된

다 유튜브 전문 분석 사이트는 영상에서 재생되는 음성파일의 음성 . VIdiQ 

파장을 이용하여 분당 재생되는 단어의 수를 단위로 측정하여 유료로 Mbyte

제공한다 해당하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분석 전문사이트인 의 유. VidiQ

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며 원하는 콘텐츠의 정보를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유료 멤버십을 통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API . 

데이터 크롤링과 목록화를 위해서 파이썬과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Pandas 

용하였다. 

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링크 개수는 페이스북 트(facebook.com), 

위터 에서 링크로서 공유된 횟수를 측정할 것이다 외부 사이트에 (Tweeter) . 

링크된 횟수는 유튜브 운영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이다 그러나 타 소셜네. 

트워크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몇 회의 공유가 이뤄졌는지 확인 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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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는 을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메. URL . 

커니즘을 활용하여 에서는 각각의 개별 콘텐츠가 페이스북VidiQ.com

트위터 에서 인용된 횟수를 측정하여 유료로 제공(facebook.com), (Tweeter)

한다.

이와 같은 차 데이터들은 콘텐츠 단위로 수집 가능하다 기초자료2 . 

로 수집된 수많은 콘텐츠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들을 분석할 URL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때문에 차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의 병합과 연. 2

구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코딩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병합할 수 있도록 . URL

자동화 프로그램을 파이썬을 활용하여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콘텐츠 내용 및 채널 관련 자료 수집 : ③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수많은 콘텐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빠르

고 정확하게 수집하여 분석가능 한 수준으로 변환시켜주는 자동화 형식의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러나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채널 단위의 크. 

리에이터 요인들은 자동화된 측정으로는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 

본 연구에서는 코더를 이용한 내용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분석 기법은 특정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 

차 데이터를 수량화 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다2 . 

양한 정보 속에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량화 하거나 규정하는 과정을 통

해 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내용분석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 

분석 및 측정 될 변인은 콘텐츠 단위에서 스포츠 종목 미디어 스포츠 성, 

격 스포츠 콘텐츠 유형 그리고 채널단위에서 크리에이터 전문성 신뢰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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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독자수 스포츠 채널 제작자 형태 등이 있다, .   

가 콘텐츠 단위의 내용분석.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콘텐츠 수준에서 영상의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는 수

용자의 선택과 관여시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는 스. 

포츠 특성을 반영하는 종목과 영상의 유형이 있다 스포츠의 경우 종목에 . 

따라 수용자의 시청 동기와 목적 그리고 시청 만족이 상이한 특성을 보인, 

다는 점에서 종목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웹데이터 크롤링과 마이닝을 통. 

해 작성된 원시데이터를 기준으로 각각의 콘텐츠들의 종목 정보가 코더들에 

의해서 수집될 것이다 수집된 종목정보는 다시 스포츠 종목 유형과 스포츠. 

적 성격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되었다. 

종목들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 McLean

가 제시한 스포츠 종목 유형 분류 기준 을 이용하여 Hurd & Rpgers(2005) ‘ ’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록형 경쟁스포츠 영역형 경쟁스포츠 네트형 경. , , 

쟁스포츠 필드형 경쟁스포츠 투쟁형 경쟁스포츠 단련형 스포츠 표현 및 , , , , 

율동 스포츠 기타 아웃도어 스포츠 그 외 스포츠관련 콘텐츠로 구분하였, , 

다 구분된 유형에 포함되는 종목은 표 과 같다. [ 17] .    나아가 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시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스포츠 성격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종목을 핫스포츠 미디어와 쿨 스포츠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이. 

를 위해 과 가 제시한 핫스포츠와 쿨스포츠의 기준에 따라 Birrell Loy(1979)

구분하였다 이 주장한 미디어 콘텐츠의 성격분류인 핫미디. McLuhan(1954)

어와 쿨미디어의 기준을 발전시켜 적용한 스포츠 미디어 유형분류인 핫스포

츠와 쿨스포츠의 구분은 오늘날 많은 연구들이 스포츠의 성격에 따른 소비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널리 적용되어지고 있는 구분법이다 앞서 논. 

의된 바와 같이 핫 스포츠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으로 확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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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경기장의 경쟁에 집중되는 스포츠 유형이 속한다 주로 볼링 복싱 다. , , 

이빙 펜싱 육상경기 체조 수영 레슬링 양궁과 같은 유형이 이에 속한다, , , , , , . 

반면 쿨 스포츠의 경우 선수의 움직임이 확산과 전파되는 동시에 스포츠 경

기에 대한 반응도 경기장 밖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진 경기로서 단체경기, 

득점경기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기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레이싱, . , 

농구 축구 하키 럭비 핸드볼 야구 등이 이에 속한다 각각의 영역에 따, , , , , . 

른 세부적인 정보는 표 에 제시하였다[ 18] . 

한편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를 대변하는 콘텐츠 유형 

구분은 앞서 제시된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를 이용하여 기준을 설정하였

다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는 정서적 오락 즐거움 일상탈출 동기 인지적. ( , , ) , 

배움 심미 동기 사회적 집단 소속감 가족 경제 동기가 있다 이에 맞춰 ( , ) , ( , , ) . 

콘텐츠 유형을 레슨 스포츠정보와 같은 인지적 유형 스포츠를 소제로 한 , , 

엔터테인먼트 유형 스포츠 경기나 하이라이트 영상 프로스포츠 경기와 관, ,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 팀이나 선수의 정보나 일상을 공유하는 유형의 , 

영상 그리고 기타 크리에이터의 일상이나 채널홍보를 하는 유형의 영상으,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콘텐츠 유형 구분방식은 최근 온라인 영상의 유형구. 

스포츠 종목 유형 세부 종목

기록형 경쟁 스포츠
골프 당구 수영 육상 근대 종 볼링 레이싱 사이클, , , , 5 , , , , 

빙상 양궁 역도 철인 종, , , 3

영역형 경쟁 스포츠 축구 농구 핸드볼 하키, , , 

네트형 경쟁 스포츠 배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 , 

필드형 경쟁 스포츠 야구

투쟁형 경쟁 스포츠 격투기 태권도 씨름 유도 펜싱 레슬링 복싱 검도, , , , , , , 

단련형 스포츠 피트니스

표현 및 율동 스포츠 체조 치어리딩 댄스스포츠 피겨스케이팅, , , 

아웃도어 스포츠 클라이밍 요트 서핑, , 

표� 17 스포츠�요인� 스포츠�종목�유형�분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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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소비 지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Sj blom, T rh nen, Hamari & Macey, 2017). ö ö ö

나 채널 단위의 내용분석. 

채널 제작자의 형태와 관련된 사항과 크리에이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

시할 내용분석에 명의 코더가 참여할 것이다 명의 코더는 연구자가 작성5 . 5

한 채널별 프로필 및 개의 대표콘텐츠를 이용하여 해당 지표를 완성하였10

다 이들이 코딩한 자료는 코더 간 신뢰도 검사 를 . (Inter-coder reliability)

실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내용분석은 코더의 주관적인 해석에 . 

의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채널요인 중 크리에이터 요인 가지 신뢰성‘ 3 ’ 1) 

전문성 제작자 성별과 운영 요인 가(trustworthiness), 2) (expertness), 3) ‘ ’ 3

지 채널 운영기간 평균업로드 주기 제작자 유형 등을 채널 단위1) , 2) 3) 

로 조사하였다 크리에이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문. 

항을 활용한 내용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나머지 정보는 직관적으로 수집되, 

는 정보에 의해 수집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명의 크리. 150

에이터와 채널에 관한 운영실적 및 경력 프로필 정보 그리고 대표 콘텐츠 , 

개를 선정하여 코더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인10 . 150

에 대한 프로필 정보는 크리에이터 대표 이미지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유, , , , , 

미디어 스포츠 성격 세부 종목

쿨 스포츠
축구 농구 핸드볼 하키 배구 테니스 탁구, , , , , , , 

배드민턴 야구, 

핫 스포츠

골프 당구 수영 육상 근대 종 볼링 레이싱 사이클, , , , 5 , , , , 

빙상 양궁 역도 철인 종 격투기 태권도 씨름 유도, , , 3 , , , , , 

펜싱 레슬링 복싱 검도, , , 

피트니스 체조 치어리딩 댄스스포츠 피겨스케이팅, , , , , 

클라이밍 요트 서핑, , 

표� 18 스포츠�요인� 미디어�스포츠�성격�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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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운영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와 각각의 크리에이터의 대표 콘텐츠 개10

를 시청한 후 코더들은 크리에이터에 대해 인지된 신뢰성 전문성 매력을 , , 

측정 되었다 측정 문항은 이 정보 제공자의 공신력과 매력. Ohanian (1990)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성. 

을 측정하는 문항은 근거가 있는가 정직한가 옳다고 (Dependable), (Honest), 

생각이 드는가 진실한가 믿을 만한가 와 같(Reliable), (Sincere), (Trustworthy)

은 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전문성은 전문적인가 경험이 있5 . (Expert), 

어 보이는가 지식이 있어 보이는가 보증이 (Experienced), (Knowledgeable), 

되었는가 기술이 있어 보이는가 의 가지 문항을 통해 (Qualified), (Skilled) 5

측정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리커트 척도 를 이용하여 . (Likert scale)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은 전혀 그렇지 않다. 7 1 ‘ ’, 

은 매우 그렇다 으로 코딩 되었다 추가로 내용 분석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7 ‘ ’ . 

높이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 검정 문항 신뢰도 (Inter coder reliability test), 

테스트 등을 실행하였다.

자료 분석2. 

기술통계1) 

본 연구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성과

지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의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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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가능 한 수준으로 정제 및 변환

하는 과정을 수행한 후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영향요인과 성과지

표의 관계를 분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의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같은 기초적인 , 

정보와 함께 결측치 및 이상값 처리 자료의 정규성 검토 등을 시행 하였, , 

다 이와 같은 분석과 자료의 처리는 추가적으로 실시될 통계에 유의미한 . 

자료의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지형, 

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연구문제 의 분석방법 다층모형 회귀분석2) 1 : 

연구모형의 설정 확률 절편 다층모형: (Random intercept) ① 

연구문제 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소비 영향요인들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1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콘텐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콘텐츠 수준에. 

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수준 과 채널 수준 수준 에서 영향을 미치는 (1 ) (2 )

영향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 요인 종목 미디어 스포츠 성격 콘텐. ( , , 

츠 유형 콘텐 요인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 , ), 

접근성 요인 검색어수 타 링크 수 은 콘텐츠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소( , SNS )

비 영향요인으로서 개별 콘텐츠 단위로 측정된 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반면 채널 관련요인 크리에이터 요인 운영 요인 은 채널 수준에서 영향을 ( , )

미치는 소비영향요인으로서 채널 단위로 측정된 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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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문제 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층 모형 1

회귀분석 을 이용할 것이다(Multi-level Modeling regression) . 

다층모형은 사회학분야에서는 다수준 선형모형(Multi level model),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혼합효과모형 및 무선효과모형(Mixed-effects model) 

으로 경제학 분야에서는 무선계수회귀모형(Random-effect model) , 

통계학 분야에서는 공변량 요소 (Random-coefficient regression model), 

모형 으로 용어가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Covariance components models) . 

다층 모형 회귀분석 은 (Multi-level,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서로 상이한 분석수준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분석수준은 개별수준에서 그룹수준으로 위계가 나. 

눠져 있다 이때 개별수준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 

별수준을 넘어 그룹수준의 맥락적 요인에 의해 증폭되거나 완화되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기법이 바로 다층 모형 회귀분석이다(Bryk & 

즉 다층 모형 분석은 개별 수준의 회귀 식의 기울기Raydenbush, 2002). , 

를 그룹수준의 변수가 더 가파르게 하거나 완만하게 하는지를 파악하게 해

주는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콘텐츠 수준의 변수와 채널수준의 변수.  

가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수익 댓글수와 같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 , 

을 분석하는데 다층 모형 회귀분석은 적합하다 각각의 요인들이 성과지표.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 변수 구성이 개념적으로 타당하며 관, 

측값들의 측정수준이 수준으로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이다2 .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수준의 변수들이 채널수준의 변수들에 포함

되어 있는 자료형태를 띄고 있어 배속모형 혹은 내포모, (Embedded Model) 

형 으로 불리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내포 모형은 수준의 개(Nested models) . 1

별 자료가 수준에 구분되어 내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인데2 , 

본 연구의 대상인 콘텐츠들은 각각의 채널에 구분되어 명확히 포함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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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특성과 채널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수준 . 2

다층 모형 회귀분석은 다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단수준의 모형과 비교하여 

두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는 채널 수준에서(Bryk & Raydenbush, 2002). 

의 회귀계수를 더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서로 다, 

른 두 수준의 변수들 사이의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 

면 고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수준의 변수들을 모델링하여 추정 할 경

우 집단 편의 표준오차의 추정오류(aggregation bias), (Misestimeaged 

집단 간 이질성 무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standard errors), . 

한 개별수준의 변수들을 통합하여 집단수준으로 변환하여 추정할 경우 변수

의 의미가 변화하여 이론적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층모형 회귀분석은 측정 수준별로 여러 개의 오차항을 가

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인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 . 

모수 추정에 있어 반복적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Interactive convergence)

에 일반적인 다중 회귀 분석 모형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측정수준별로 개별 방정식들을 구성하고 개별 방정식들을 하나의 통, 

합 방정식으로 구성하는 다단계 분석이 진행된다 통합방정식 내에서는 상. 

위 및 하위 수준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각각의 변인들

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중 확률 절편 모형(Random 

을 사용하였다 확률 절편 모형은 각각의 수준에서의 설명intercept model) . 

변수들을 고정요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는 형태의 다층 모형분석법이다 고. 

정효과를 기초로 한 확률 절편 모형은 모형의 절편이 채널별로 확률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후 통계적 추정한 모형이다 즉 동일한 채널내의 영상들의 . , 

성과지표 차이가 있으며 채널 간 영상들의 성과지표에도 차이가 있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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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크게 가지로 들 수 있다. 2 . 

첫째 수준별 표본 수의 심각한 차이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의 특, . 

성상 영상 수준의 표본수와 채널 표본의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

에 확률 절편의 추정에 요구되는 분포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각 종속변수에 대해 고정효과 모

형을 만들어 추정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Maas & Hox, 2004). 

각각의 채널의 특정 절편을 확률 효과가 아니라 고정효과로 추정함으로써 

분포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확률 절편 모형은 관찰 채널과 . 

관찰되지 않은 채널 간 하위 수준의 표본 수 차이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

다는 큰 이점이 있다 이는 표본수에 따라 통계치가 변화하지 않는 가장 강. 

건한 방식으로 콘텐츠 수준의 영향요인과 채널 수준의 영향요인이 성과지표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고정효과와 확률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가외변인에 대해 효, 

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다 독립변수들이 가외 변수에 의해 변화 할 .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확률 . 

절편 모형에서는 수준의 절편값이 자유롭게 추정되지만 기울기 값은 고정1 , 

시키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가외변수가 있더라도 비

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yk & Raydenbush, 2002; 

Hox, 2002).

일반적으로 확률 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이 관찰된 변인

들과 관계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고정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이 , 

관찰된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같은 것에 대해 허용한다 즉 관찰되지 않는 . , 

변수들을 고정 모수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모형. 

의  확률 효과 를 이용하여 다층모형의 분석이 (null model) (random effect)

적합한지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충족 되었을 때 영상단위의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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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결합하여 분

석 할 것이다 이후 해당 모형에 채널수준의 독립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영. 

상 수준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채널 수준의 독립변수들

이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추가로 확률 절편 모형을 . 

통해 영상수준에서의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과 채널 수준의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였다 즉 각각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무선효. 

과 를 통제한 형태의 분석을 확률 절편 모형을 통해 분석하(random effect)

였다. 

연구모형의 분석② 

웹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들. 

의 정보를 유튜브 웹상에서 직접적으로 기록해오기 위해 파이썬 프(Python) 

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작성된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해당 조건을 만족 시켰다는 가정하에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가정을 모두 충족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총 가지 모델링3

을 하여 다층 모형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무조건모형. 

두 번째는 개별 콘텐츠 수준 모형(Unconditional null model), (Individual 

세 번째는 수준 변수와 수준 변수의 결합모형Contents level model), 1 2

이다(Combined model) . 

무조건 모형은 기초모형 인데 다층 모형에서 가장 기본(null model) , 

이 되는 모형이다 기초모형은 콘텐츠 수준의 변수와 채널수준의 변수가 체. 

계적인 차이를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수준에 어떤 설명 변인도 투, 

입하지 않고 단지 채널들 수준 사이의 변량을 이용하여 구성한 모델이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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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초모형을 통해 채널 그룹 간 변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다수준 모형의 분석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변량이 충분. 

하여 집단 간 변량과 집단 내 변량값을 통하여 집단 내 상관관계 계수

값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도출 되어(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야한다 값은 수준의 변수들과 수준의 변수들의 설명력을 도출하는 . ICC 1 2

지표이다 값을 이용하여 차 모형의 종속변수의 총분산과 집단간 분산. ICC 1

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 값은 수준과 수준을 함께 사용한 다층.  ICC 1 2

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값이

다 예를 들어 이 분산이 이라는 귀무가설을 수준에서 기각하기에 충. , 0 1% 

분한 수준이라면 다층모형을 통해 차 모형의 종속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1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도 좋다. 

!"" #$
%&&'(

)*+

%&&

! 기초모형의 무선효과 절편값T00= 

다음에는 다변량 우도비검증 을 (multivariate likelihood-ratio test)

실시하여 수준 변수들의 변량이 충분하여 다층모형 분석이 적합한지, 1) 2 , 

고정효과 변수들이 추가된 모형이 기초모형에 대비하여 설명력이 높은 2) 

모형인지 확인하게 된다 다변량 우도비 검증은 편차통계량 . (deviance 

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값이 이후 고정효과가 추가된 조건statistics) , 

모형의 값보다 높아야 한다 이외에도 .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상대적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으로 비교할 수 도 있다 기초모형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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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채널의 번째 영상의 종속변수 값Yij: j i Y

! 번째 채널에 속한 콘텐츠들의 종속변수 평균값0j: j Y β

! 영상들의 종속변수 에 대한 전체 평균00: Yγ

! 번째 채널의 번째 영상의 영상수준 수준 고유효과ij: j i (1 ) ε

! 번째 채널의 채널 수준 수준 고유효과u0j: j (2 )

! 채널 내의 영상들의 개별적인 차에 의해 발생하는 종속변수 의 분산2 : Yδ

! 채널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종속변수 의 분산00: Yτ

두 번째 모형은 개별 콘텐츠 수준의 수준 독립변수를 추가한 조건 1

모형이다 이는 수준 다층모형 회귀분석에서 수준에 해당한다 수준 모. 2 1 . 1

형은 유튜브 콘텐츠를 최소 분석단위로 하는 모형으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수준의 설명 변수들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스. 

포츠 요인 콘텐츠 요인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 ( , 

인 접근성 요인 등이 독립변수이자 설명변수 고정효과 로 투입되었으며), ( ) , 

콘텐츠 게시 후 경과시간은 시간에 따른 조회수 획득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

변수로 투입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수준의 독립변수. (fixed 

를 가외 변인이 통제 한 것으로 가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확률 절편 effect)

모형 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Random intercept model) . 

해당 모형은 영상 수준 의 독립변인 만을 투입하고 각(Level 1) (fixed effect) , 

각의 기울기가 가외변인의 변량에 의해 변화하는 확률 절편모형(random 

이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intercept model) , . 



- 239 -

,-. # /&. '9/:;<. ' 0-.1 0- ∼34&15)6
/&. # 7&& '8&.1 8=. ∼34&1 %&&6

/: # 7:&

! 번째 영상단위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p, p0: p (Level 1) Xpβ γ

! 번째 채널의 번째 영상의 번째 영상수준 독립변인 값Xpij: j i p (Level 1) Xp

세 번째 모형은 수준 독립변수들을 추가한 다층 모형이다 본 연2 . 

구에서 수준은 개별 콘텐츠들을 포함하는 채널이다 수준 모형은 영상수2 . 2

준의 설명변수를 통제하고 채널단위에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의 설명력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채널단위의 영향변수로. 

는 크리에이터 요인과 운영요인 등이 있다 채널수준의 독립변수. (fixed 

를 영상수준에서의 독립변수와 가외변인을 함께 통제 하기 위해서 확effect)

률 절편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상수준 과  채널수준. (Level 1)

독립변인을 모두 포함하고 각각의 수준에서의 확률 효과(Level 2) , (random 

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작성된 도식에 채널 수intercept effect) . 

준의 영향효과 모형을 합쳐 아래와 같은 수식을 완성하였다. 

,-. # /&. '9/:;<. ' 0-.1 0- ∼34&1 5
)6

/&. # 7&& '9&>?>. '8&.1 8&. ∼34&1 %&&6

/: # 7:&

! 번째 채널수준 의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0q: q (Level 2) Zqγ

! 번째 채널의 번째 채널수준 의 독립변인 값Zqj: j q (Level 2) 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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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모형인 기초모형과 콘텐츠 수준

수준 모형의 고정효과 및 확률 효과를 비교하여 이를 통해 콘텐츠 수준의 (1 )

측정변수의 영향력이 채널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채널단위의 분석 , 

모형인 수준 모형과 결합하여 최종 결합모형을 설계하여 각각의 변수들의 2

영향력과 모형의 적합성 등을 도출 하였다. 

연구문제 의 분석방법 군집 분석2) 2 : 

본 연구의 연구문제 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유[ 2]

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군집의 다양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 . 

연구문제 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유의미한 변수를 차용 하여 군집분석을 [ 1]

실시한 후 각각의 군집을 대상으로 기초 통계량 검증 및 집단 간 평균 차, 

이검정 등을 실시할 것이다. 

분석방법의 선택 및 적용 단계 군집 분석: 2① 

군집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개체들을 유사한 군집 로 분류하는 통(cluster)

계적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제품군을 분류하거나 고객을 세(Tryon, 1939). , 

분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군집분석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통계방식이

다 즉 군집분석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개체들의 유사. 

성 혹은 독립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 강남. 

준 이종영 이혜미 는 미디어 레퍼토리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 , (2008)

하였고 이현우 오형일 은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의 유형을 분류하기 , , (2013)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 



- 241 -

게시하는 채널과 게시된 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군집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집분석은 그림 과 같이 총 단계의 과정을 거쳐[ 18] 4

야 한다 첫째 투입되는 기준변수의 설정 둘째 기준변수와 대상의 특성을 .  , 

고려한 분석방식 계층적 비 계층적 의 선택 셋째 개체를 구분하기 위해 사( / ) , 

용하는 거리 계산법 넷째 통계적으로 제안된 군집 수 들 중 타당한 군집수, 

를 결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문제 의 분석을 위해서 위 네 가. [ 2]

지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단계 군집분석 방식을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과정2

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집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첫 번째인 기준변수의 설정은 군

집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의미 있는 군집분류를 시행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

론적 가정과 관계된다 연구문제 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군집을 . [ 2]

분류하기 위해 스포츠 요인과 콘텐츠 요인을 기준변수로 군집 분석을 실시

하였다 스포츠 요인인 스포츠 종목 유형 미디어 스포츠 성격 그리고 스포. , 

츠 콘텐츠 유형은 콘텐츠의 내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요인 중 썸네일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콘텐츠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홍보하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요인이기 때문이다 내. 

용과 크리에이티브 요인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그림� 18 군집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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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 판단되어 기준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콘텐츠 요인 중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접근성 요인 등은 , 

기준변수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연구문제 에서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 1

을 주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의 길이나 제목의 길이 그리고 검색어 개수와 같. 

은 변수들은 스포츠 콘텐츠를 구분하는데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있어 콘텐츠를 구분. 

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차적으로 . 1

군집분석에 기준변수를 설정할 때 이론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통해서 판단

하고 차적으로 통계적으로 타당한 수준에서 군집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2

지 전체 과정 속에서 판단될 것이다 즉 최적의 군집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 , 

기준변수를 다양하게 투입하며 분석을 수차례 반복하여야 한다 본 연구 또. 

한 이와 같은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군집을 분류하는 방식의 선택이다. 

군집 분석은 일반적으로 계층적 분석 방식과 비계층적 분석방식 그리고 , 2

단계 분석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층적 방식은 가장 유사한 두 개체. 

들을 선택하여 병합하거나 가장 거리가 먼 개체들을 나누는 방식을 이용하, 

여 개체를 병합 또는 구분하는 형태의 군집분석 방식이다 군집의 수를 설.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으로 , 

알려져 있다 병합과 분할 지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수정 연산이 어렵. 

기 때문이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가 미리 결정되어 있을 때 사. 

용하는데 거리측도를 활용하여 가까운 거리를 묶고 먼 거리를 분할하는 , , 

방식으로 군집을 구성한다 거리 측도를 이용하여 군집을 계산하기 때문에 . 

차원의 제약이 없고 연산이 간단하여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용이하여 

평균 군집분석과 같은 비계층적 분석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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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그러나 평균 거리 측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변수를 이. 

용해야 하며 범주형 변수인 경우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Chiu, Fang, Chen, Wang, 

는 단계 군집분석방식을 제안하였다 단계 군집분석 방식은 대Jeris(2001) 2 . 2

용량 데이터를 손쉽게 구분하고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분석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 구조에 기반 하여 최적의 군집. 

수를 자동적으로 결정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대용량의 자료를 분석 

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박성현 김성수 황현식 본 연구는 범주형 자( , , , 2011). 

료와 연속형 자료가 혼합되어 있는 기준변수를 선택하고 대량의 자료를 분

석한다는 점에서 단계 군집분석이 적합하다 따라서 연구문제 의 연구2 . [ 2]

방법으로 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2 .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군집을 분류하기 위해 작성하는 개체

간 거리 행렬 계산법이다 비계층적 군집분석과 단계 군집분석은 거리를 . 2

기반으로 개체간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군집을 분류하게 된다 이, . 

때 사용되는 거리 계산법에 따라 군집분석의 결과가 상이해 진다 예를 들. 

어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균 군집분석은 K

군집의 수를 미리 설정하고 각각 설정된 군집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체들의 

평균거리를 구한 다음 가장 가까운 중심에 속한 군집으로 이동시키는 방식, 

의 군집분석 방식이다 평균 군집분석은 거리 계산 과정에서 알 수 있듯. K

이 군집의 개수를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 군집의 개수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며 명목형 질적 변수들이 연속변수와 함께 기, 

준변수로 설정 된 경우에는 거리를 구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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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함수를 이용한 거리 계산법이다 로그 우도 함수. (log likelihood 

를 이용하여 확률 모형을 작성하면 연속변수 뿐만 아니라 명목형 function)

질적 변수도 거리를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거리 계. 

산법은 앞서 기준변수 설정과 군집분석 방식의 선택에 따라 고려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론적인 고찰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로그우도 함수를 이용한 확률 모형 거리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군집 수 결정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 

나는 통계치를 이용한 최적의 군집 수 선택이며 둘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 

군집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군집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계 군집분석에. 2

서는 일반적으로 값을 활용한 BIC(Schwarz’s Bayesian Inference Criterion)

자동화 군집 수 결정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식은 최대 우도 확률 모형. 

에 독립 변수의 개수에 대한 손실분을 반영하여 값을 도출해 내는데 이 값, 

이 최소에 해당할 때 최적의 군집수로 판단하여 군집 수를 늘이는 것을 멈

추게 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나눠진 군집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양한 지표. 

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적절히 나눠지더라도 이론적으. , 

로 타당하지 않다면 군집 분석을 통한 연구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즉 마지막 번째 단계에서는 통계치에 근거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 4 BIC 

하되 나눠진 군집들의 분포 군집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최, , 

적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 군집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 

에서도 이 과정을 거쳤다. 

② 2단계 군집분석의 적용

연구문제 의 분석을  위해 사용될 단계 군집분석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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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로그 우도 함수를 이용한 확률모형(log 

에 기반 한 거리 척도를 이용하여 군집화 한다 확률모likelihood function) . 

형에 기반 한 거리 척도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두 개체간의 유사성, 

이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병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군집으로 ,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유사성은 두 개체를 병합했을 때 로그 우도 값이 감. 

소할 경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의 . 

거리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범주형 자료는 다항분포로 연속형 자료는 , 

정규분포로 변환 한 후 두 분포를 하나의 다항 정규분포로 표준화 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허명회 이용구 이를 단계 군집분석의 첫 ( , , 2008, p106). 2

번째 단계인 사전 군집화 단계라 한다(Pre-Clustering) . 

사전 군집화는 순차적으로 대상들을 사전에 정한 수만큼의 예비군

집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예비 군집화는 특정 하나의 대상을 임으로 선정한 . 

후 기존 군집들과의 거리를 계산 한 후 계산된 거리가 사전에 정한 기준보, 

다 작은 경우 해당 군집에 병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군집을 만들

고 병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예비 군집을 작성할 때 사전에 정한 기준보. 

다 더 많아지면 거리 측정 기준을 높여 보수적으로 새로운 군집을 형성한

다 이에 따라 조정된 형태의 최종 예비 군집을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거. . 

리 측정 기준은 앞서 설명된 로그 우도 확률 모형에 기반 한 거리 척도를 

이용한다 개체 간 유사도가 높을 경우 하나의 군집으로 병합하고 거리가 . , 

멀 경우 상이한 군집으로 편성하는 복잡한 연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허명회( , 

이용구 이러한 거리측정 방식에 의한 사전 군집분류 방식을 , 2008). 

BIRCH(Balanced Interactive Reducing and Clustering using Hierarchies)

방법이라 한다 이 알고리즘은 한 번(Zhang, Ramakrishan & Livny, 1996). 

에 자동화 하여 계산하는 연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버전에서SPSS 11.5

부터 패키지로 포함되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면 다수의 예비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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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형성되고 각각의 예비 군집들의 군집화 특성 이 , (Clustering Feature)

작성 된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작성된 사전 군집을 이용하여 전통

적인 군집화 방식인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군집분석에서 .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군집의 개수의 결정과 관계된다 단계 군집분석의 . 2

두 번째 단계에서 군집 분석의 대상은 첫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예비 군집

들이다 예비 군집들을 계층적 군집 분석 방식으로 군집을 분류하는데 이. , 

때 사용되는 방식은 스와즈 BIC(Schwarz’s Bayesian Inference Criterion) 

통계량이다 이 방식은 데이터 구조에 기반 한 계층적 분석방식을 사용하여 . 

자동으로 군집수를 결정해준다 최대 우도에 독립 변수의 (Norusis, 2003). 

개수에 대한 손실분을 반영하는 평가 척도인 는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BIC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진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군집수를 구하. 

기 위해서는 군집의 개수를 늘이며 계산되는 값의 변화량이 에 가까운 BIC 0

최소가 될 때의 군집집 수를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군집 자동화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단계 군집분석은 군집을 분류하는 것 외에도 전체 모형 요약 결과 2

값 군집의 크기 기준 변수의 중요도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 

다 분류된 군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설명될 . 

수 있다 또한 군집 분석에 투입된 기준변수들을 활용하여 군집의 기초적인 . 

특성을 파악하여 각각의 군집을 정의하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최초로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들의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고. , 

이후 이들 각각의 유형의 성과지표 차이를 일원분산 분석 및 의 집단 Schffe

동질성 검증과 같은 사후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추가로 기준. , 

변수로 투입되지 않은 소비 영향요인들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바탕으로 분

류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유형들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247 -

연구 결과. Ⅴ

자료처리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1. 

연구문제 과 연구문제 의 분석을 위해서 웹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 1] [ 2]

자료를 정제하였다 연구결과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료처리 과정과 수집. 

된 자료들의 기초 통계값을 제시하였다. 

결측치 및 이상값 처리 1) (Outlier)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와 채널이 달성한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미치는 소, 

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과 채널을 각각 최소 분석단위

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구조는 채널에 영상이 배속. 

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때문에 채널을 선정한 후 각각의 채널(nested) . 

에 배속되어 있는 영상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 . 

수집을 위해 스포츠를 주요 소제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채널들을 조

사하였다 유튜브 채널 분석 전문 업체인 에서 제공하는 . ‘noxinfluence.com’

정보를 활용하여 스포츠 관련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수를 기준으로 상위 , 

개의 채널 중 개의 채널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150 124 . 

으로 개의 채널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스포츠와 관련 없는 콘텐츠가 26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개 채널 법적인 문제로 인해 채널 운영이 중단 (12 ), 

된 경우 개 콘텐츠 업로드가 중단 된 지 개월이 넘은 채널 개 이 제외(6 ), 5 (8 )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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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채널에 배속된 영상의 개수는 총 개였다 수집된 124 102,473 . 

자료 중 썸네일을 비공개로 해두거나 개 댓글을 비공개로 해 두어(4,922 ) 

개 주요변수의 수집이 불가능한 케이스 개 그리고 영상의 주(1,858 ) 6,780 , 

요 소제가 스포츠가 아니어서 내용분석을 통한 변수 작성이 불가능한 케이

스 개는 결측치를 보이는 자료로서 연구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즉 본 1,763 . , 

연구에서 결측치로 제외된 영상의 개수는 개 이다8,543 .  

그리고 이상값 의 경우 조회수를 기준변수로 참고범위(outlier)

를 산정하여 삭제하였다 참고범위를 산정하여 이상값을 (Reference interval) . 

삭제하는 방식에 의하면 자료의 개체수가 충분하여 정규분포곡선을 이룬다

고 가정하였을 때 상위 와 하위 의 자료들은 참고범위에서 벗어2.5% 2.5%

난 이상값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조회(Tukey, 1977).  

수를 기준으로 백분위 아래와 위의 구간에 있는 조회수 크기2.5% 97.5% 

를 가진 콘텐츠들을 이상값으로 간주하여 삭제하였다 조회수가 이상값을 . 

보여 삭제된 영상의 개수는 총 개였다4,018 . 

결과적으로 결측치가 있는 개의 자료와 이상치를 보이는 8,543

개의 자료를 삭제하여 개의 채널에 배속된 개의 영상 자료4,018 , 124 89,912

를 최초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2) 

성과지표의 기술 통계량① 

성과지표는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는 조회. 수, 

조회수와 을 이용해 추정한 콘텐츠 예상 수익 이하 추정된 콘텐츠 수C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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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으로 구성된 경제적 성과지표와 댓글수로 측정되는 사회적 소통지표가 )

있다 수집된 최초의 개의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에 제. 89,912 [ 19]

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의 조회수 평균은 회 표준편차 56,840.27 ( 142,914.44)

였고 추정된 콘텐츠 가격 은 평균 달러, (Estimated contents value) 103,490

표준편차 였다 그리고 댓글수의 평균은 회 표준편차 ( 5162.11) . 79.93 (

로 분석되었다 조회수의 최대값은 였는데 이 영상은 피243.28) . 1,362,039 ‘

지컬 갤러리 의 가짜 사나이 영상이었다 가짜 사나이 는 신체훈련을 예능’ ‘ ’ . ‘ ’

형식으로 표현한 영상물이었다 댓글수의 최대값은 회였는데 이 영상. 13,127

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

상이었다. 

한편 연구문제 에서는 다층모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성과지표[ 1]

에 미치는 다양한 소비영향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경제적 성과 지표

의 단위수가 소비영향요인의 측정된 단위수와 큰 차이를 보여 계수값의 해 

석과 추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지표.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적
성과
지표

조회수 56,840.27 142,914.44 201 1,362,039

조회수 
로그

2.44 .84 2.44 6.13

추정된 
콘텐츠

수익 달러( )
1055.71 5162.11 0 103,490

추청된 
콘텐츠 

수익 로그
5.82 1.97 0 11.54

사회적
소통
지표

댓글수 79.93 243.28 0 13,127

표 성과지표의 기술통계량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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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회수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은 로그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게 되었

고 로그로 변환한 변수의 기술통계량 또한 표 에 함께 제시하였다 로, [ 19] . 

그로 변환한 조회수의 평균은 표준편차는 이다 그리고 로그로 변2.44, .84 . 

환한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평균은 표준편차는 이었다 댓글수의 5.82, 1.97 . 

경우 계수추정에 문제가 될 만큼 단위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변환을 

하지 않았다. 

스포츠 요인의 기술 통계량② 

스포츠 요인은 내용분석을 통해 작성된 독립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 

요인은 스포츠 종목유형 미디어 스포츠 성격 콘텐츠 유형의 가지로 측, , 3 정

스포츠 종목 빈도 백분율

축구 20,476 22.81%

야구 20,072 22.36%

피트니스 13,809 15.39%

골프 8,988 10.01%

농구 8,453 9.42%

당구 6,103 6.80%

격투기 4,581 5.10%

배구 2,355 2.62%

기타 종목 2,332 2.43%

태권도 1,822 2.03%

수영 921 1.03%

합계 89,912 100%

주 기타종목 테니스 빙상 핸드볼 씨름 육상 체조 사이클 유도 펜싱 탁구 레슬링 양궁 유도1. : , , , , , , , , , , , , 

역도 복싱 배드민턴 근대 종 볼링 레이싱 하키 치어리딩 검도 피겨스케이팅 철인 종, , , 5 , , , , , , , 3

표 스포츠 종목 기술통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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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스포츠 요인은 단계에 의해서 내용분석 되었는데 단계에서 종목. 2 , 1

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후 단계에서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종목유형분류2 , 

미디어 스포츠 성격 분류 콘텐츠 유형 분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 

에서는 각각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의 영상에는 총 가지 스포츠 종목이 있었다 이중 개체89,912 35 . 

수가 많은 상위 개 종목의 기술 통계량을 표 에 제시하였다 전체에10 [ 20] . 

서 비율이 가 되지 않는 종목의 경우 합쳐 제시하였다 축구가 건1% . 20,476

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종목이었고 이어서 야구와 피트22.81%

니스가 많은 종목이었다 축구와 야구는 인기 프로스포츠 종목으로서 소비. 

된다는 점에서 기성 미디어의 방송 빈도와 유사한 패턴이라 할 수 있지만 

피트니스의 경우 기성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튜브 미디

어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스포츠 종목 유형 빈도 백분율

영역형 경쟁 스포츠 29106 32.40%

필드형 경쟁스포츠 20072 22.34%

기록형 경쟁 스포츠 16781 18.68%

단련형 스포츠 13809 15.37%

투쟁형 경쟁스포츠 6642 7.39%

네트형 경쟁스포츠 2886 3.21%

표현 및 율동 스포츠 538 0.54%

아웃도어 스포츠 36 0.03%

기타 스포츠 콘텐츠 42 0.03%

합계 89,912 100%

표 스포츠 종목 유형 기술통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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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의 종목을 모두 분석하여 성과35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해석과 분석의 문제를 야기하며 정보, 

의 활용성 면에서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조사된 종목들을 유형화하여 . 

스포츠 종목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에 제‘ ’ . [ 21]

시되었다 기초 통계분석 의하면 인기 유튜브 스포츠 채널들에는 주로 영역. 

형 경쟁스포츠 콘텐츠가 로 가장 많이 게시되었으며 필드형 경쟁스32.4% , 

포츠가 로 두 번째로 많으며 이어서 세 번째로 단련형 스포츠가 22.34%

로 많이 게시되었으며 네 번째로는 기록형 인기 유튜브 스포츠 채널15.37%

들에 의해 게시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 

정보를 통해 인기 유튜브 스포츠 채널들에 의해 게시되는 콘텐츠들의 스포

츠 종목은 가지 유형 중 가지 축구 야구 피트니스 골프 농구 인 것으9 6 ( , , , , )

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종목을 과 가 제시 미디어 Birrell Loy(1979)

스포츠 성격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주요 소제인 종목을 핫스포츠와 쿨스포츠

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술 통계량은 표 에 제시되었다 기초 통계. 22 . 

를 통해 살펴본 결과 쿨 스포츠는 개 의 빈도를 가지고 있었으51,762 57.6%

며 핫스포츠는 개 의 빈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핫스포츠와 , 38,072 42.4% . 

쿨스포츠는 거의 비슷한 빈도로 인기 스포츠 채널들에 의해서 콘텐츠가 제

작되어 지고 게시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었다. 

스포츠 종목 성격 빈도 백분율

쿨 스포츠0. 51,762 57.5%

핫 스포츠1. 38,150 42.6%

합계 89,912 100%

표 미디어 스포츠 성격 기술 통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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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전달되는 형태와 목적에 따른 성과지표

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들의 유형 을 가(Structure) 6

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초통계량은 표 에 제시되었다 구체적. [ 23] . 

으로 가지 유형은 프로스포츠 관련 정보 및 경기 분석 영상 개6 1) (9,025 , 

스포츠 참여에 도움이 되는 레슨 및 정보형 영상 개39.37%), 2) (22,758 , 

선수나 팀의 팬들을 위해 제작된 커뮤니티형 영상 개25.34%), 3) (134,25 , 

프로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및 경기영상 개14.91%), 4) (35,361 , 

재미와 즐거움을 자극하기 위한 오락 및 도전 엔터테인먼트 10.06%), 5) 

형 영상 회 그리고 기타 홍보나 이벤트를 목적으로 제작된 (7793 , 8.67%) 6) 

영상 개 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기 유튜브 스포츠 채널 (1,472 , 1.63%) . 124

개에서 게시된 유의미한 콘텐츠들은 주로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한 정보와 

분석형 영상이 가장 많았고 참여 스포츠에 대한 정보나 레슨 영상이 그 뒤, 

를 이어 많은 빈도로 게시되어 있다. 

콘텐츠 요인의 기술통계량③ 

스포츠 콘텐츠 유형 빈도 백분율

프로스포츠 정보 및 경기분석 35,361 39.37%

레슨 및 정보 22,758 25.34%

커뮤니티형 영상 13,425 14.91%

하이라이트 및 경기영상 9,025 10.06%

오락 및 도전 엔터테인먼트 7,793 8.67%

기타 홍보 이벤트 등( , ) 1,550 1.63%

합계 89,912 100%

표 스포츠 콘텐츠 유형 기술통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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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인은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과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으로 구

성되어 져 있다 이들 요인들은 연속 변수로써 측정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 . 

요인과 하부 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에 제시되었다 기술통계를 [ 24] . 

통해 구독자수가 높은 유튜브 스포츠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들은 평균적으로 

초 분 초 의 영상길이와 평균 글자의 제목길이 영상에서 제공되는 803 (15 3 ) 40 , 

음성정보의 양은 평균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썸33.79Mbps . 

네일의 경우 구글에서 분석한 성적 선정성은 평균 로 분석되어 아주 낮1.32

음과 낮음의 사이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성의 경우 의 , 1.47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낮음과 아주 낮음 사이의 지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네일에 포함된 글자의 개수는 평균 개로 . 47

다소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상길이가 가장 긴 영상의 경우 초로 약 시간에 가까운 42,901 11

길이를 보였는데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축구중계 영상의 연속방송 영상인 , 

콘텐츠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영상

크리에이티브

영상길이 초( ) 2 42,901 803.96 1694.54 

음성 정보 량

음성파형( )
0 928 33.79 57.70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제목 길이

음절( )
1 102 40.34 16.08 

텍스트 수

음절( )
0 2,614 47.19 55.84 

선정성

점 척도(5 )
1 5 1.55 0.86 

폭력성 코딩

점 척도(5 )
1 5 1.59 0.71 

주1. N= 89,912

표 콘텐츠 요인 기술통계 24 



- 255 -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긴 길이를 보이는 영상의 대부분은 중계영상을 . 

별도의 편집 없이 업로드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음성정보량이 가장 많은 . 

영상 또한 이러한 유형들의 영상들이었다 썸네일에 포함된 텍스트수가 아. 

주 많은 경우는 개의 텍스트가 포함된 경우였는데 해외 축구 경기에 2,614 , 

대한 외신 기사를 분석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의 썸네일에는 외신 기사 원. 

문이 사용되어 많은 수의 텍스트가 포함되어있었다. 

접근성 요인의 기술 통계량④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접근성 증진 요인이 측정되었다. 

접근성 증진 요인은 크리에이터가 설정한 콘텐츠 검색어 와 페(Hash-tag)

이스북과 트위터에 인용 된 횟수를 측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술통(Link) . 

계량은 표 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색어 개수는 평균 25 . 

개 표준편차 였다 그리고 타 링크 개수는 평균 개 표17.62 16.59 . SNS 3.51

준편차 이었다6.06 . 

가장 많은 검색어가 설정된 콘텐츠는 개의 검색어가 설정되어 116

있었다 해당 영상은 피트니스에 대한 레슨 영상과 엔터테인먼트 영상을 . 

주로 업로드하는 지피티 채널에 년 월 일 게시된 데드리프트 하‘ ’ 2019 9 23 “

다가 할아버지 얼굴에 영상이었다 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회로 가.. ....” .  81

장 많이 링크된 영상은 피트니스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는 엄마 채널‘ TV’ 

에 년 월 일 게시된 무조건 살 빠지는 전신 다이어트 댄스 2019 5 22 “ 3km 

걷기운동 영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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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요인 기술 통계량⑤ 

채널 요인은 선정된 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124

터에 대한 정보와 운영 방식을 조사하여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크리에이터. 

에 대한 정보는 성별 공신력 제작자 유형으로 구성되었고 운영 방식은 다, , 

양한 종목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 평균 업로드 주기 업로드 된 영상의 개, , 

수로 구성되었다 해당 변수들의 구체적인 기술통계량은 표 에 제시되. [ 26]

었다. 

우선 크리에이터 요인 중 성별의 경우 남성 여성 그리고 혼성으로 , , 

나눠 구분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남성이 단독으로 크리에이터인 경우는 . 79

개 였으며 여성이 단독으로 크리에이터인 경우는 개 그리(63.7%) , 14 (11.3%) 

고 혼성인 경우는 개 였으며 크리에이터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채널6 (4.8%) , 

은 개 로 조사되었다 크리에이터의 성별을 알수 없는 경우는 방25 (20.2%) . 

송사나 구단 및 협회에서 제작한 채널인 경우와 직접출연하지 않는 개인 채

널의 경우였다. 

크리에이터의 유형의 경우 개인 채널인 경우가 개 방송국에서 운90 (72.6%), 

영하는 채널인 경우가 개 구단 및 협회에서 운영하는 채널의 경우가13 (10.5%), 

유튜브 전문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구독자(8.1%), (8.9%) . 

접근성 증진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검색어 개수 0 116 17.62 16.593

타 링크SNS 0 81 3.51 6.060

주1. N= 89,912

표 접근성 요인 기술통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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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가진 스포츠 채널들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을 다루는 종합 채널로써 운영되는 경우는 회. 10

에 그쳐 대부분 단일 종목을 소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8.1%)

났다. 

크리에이터의 공신력은 전문성과 신뢰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문성. 

과 신뢰성은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코더들이 채널들을 내용분

채널 요인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제작자 

요인

성별

(n=124)

남성 - - 79 63.7%

여성 - - 14 11.3%

혼성 - - 6 4.8%

비공개 - - 25 20.2%

공신력

전문성 5.02 1.74 - -

신뢰성 5.15 1.47 - -

제작자

유형

개인 - - 90 72.6%

방송사 - - 13 10.5%

구단 및 

협회
- - 10 8.1%

유튜브 

전문 

제작사

- - 11 8.9%

운영

요인

다종목 

여부

단일종목 - - 114 91.9%

다종목 - - 10 8.1%

평균 업로드 주기

일단위( )
4.08 3.20 - -

영상 개수 912.24 1,789.31 - -

표 채널 수준 요인 기술통계2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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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여 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측정 결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전문7 . 

성은 평균 표준편차 였으며 신뢰성의 경우 평균 표준편차 5.02, 1.74 5.15, 

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유튜브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1.47 . 

에이터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운영요인은 해당 채널이 다양한 종목을 소제로 콘텐츠를 제작

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평균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주기가 몇일

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종목을 업로드하는 채널은 개의채널 중 , 124

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개의 채널들은 단일종목을 대상으로 콘텐츠10 , 114

를 제작하고 있었다. 이들 개의 채널들은 평균 개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124 912.24

었으며 표준편차는 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채널들의 평균 업로드 주기는 1,789.31 . 4.08

일 표준편차 이었는데 이는 하나의 콘텐츠를 업로드 한 후 다음 콘텐츠를 평균( 3.20) , 

적으로 일 안에 업로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08 .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량⑥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수준에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을 통제하기 위해서 콘텐츠의 게시 경과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채, 

널 수준에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는 채널의 구독자수와 운영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조. 

회수 획득과 채널의 규모와 운영 기간에 따른 성과지표 획득을 통제하기 위

해서이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과 같다 수집된 자료들의 평[ 27] . 

균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은 일이었으며 최소값 일 최대값 848.63 , 101 ,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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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게시일이 달이 되지 않은 콘텐츠는 충분. 3

히 성과지표를 달성한 상태라 간주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개월이 지나지 않3

은 콘텐츠는 최초 수집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채널 구독자수의 평균은 명이었으며 명의 가장 242,746 , 2,720,900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은 피트니스 채널 피지컬 갤러리 였다 반‘ ’ . 

면 명으로 수집된 자료 중 가장 적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은 65,400

농구 채널 매거진 농구인생 이었다‘ ’ . 그리고 분석대상 채널들은 평균적으로 

일의 운영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즉 최초 콘텐츠 게시일 부터 자료 수집일 까1260.26 . 

지 날짜를 계산한 값으로 평균 년의 운영기간을 보이고 있었다 수집된 채널들 3~4 . 

중 일로 가장 짧은 운영기간을 가진 채널은 피트니스를 소제로 콘텐츠를 제작하171

는 여성이 운영하는 헬매콜먼 채널이었다 그리고 일로 가장 긴 운영기간을 가‘ ’ . 4,509

진 채널은 전 남자 프로 골프선수가 운영하는 심짱골프 채널이었다‘ TV’ .

수준 통제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영상

수준

콘텐츠 

게시 경과 

시간 일( )

101 4,061 848.63 603.71

채널 

수준

채널 

구독자 수
65400 2,720,900 242,746.77 361,956.63

로그

채널구독자 

수

11.08 14.81 11.99 .60

채널 운영기간

일( )
171 4,509 1,260.26 823.52 

표 통제변수 기술통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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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검증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소2. 1 : 

비영향요인의 분석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영향요인 분석1) 

기초모형 분석① 

기초모형 분석은 조회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층모형의 분석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초모형은 설명변수를 가정하지 않고 상수항과 . 

오차항의 합으로만 가정한 모형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각 수준의 오차항, 

의 변량이 도출된다 기초모형에서 제공하는 각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을 이. 

용하여 채널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이 유의미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고1) , 

영상수준의 오차항의 변량과 채널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로 인해 2) 

발생한 분산값의 비율 을 확인한다(ICC: Intra Class Correlation) . 

본 연구에서는 조회수에 대한 소비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 다층모형 회귀분석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진

행하였다 단 종속변수인 조회수는 자료의 정규성과 계수 해석의 용이성을 . , 

위해서 로그로 변환한 값을 투입하였다 로그로 변환한 조회수를 이용해 작. 

성된 기초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28] . 

기초모형 분석결과 채널 수준 오차항의 변량은 유의미한 수준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의 채널 수준 변량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증. 

이하 테스트 값이 로 (Maximum Likelihood Ratio: LR ) 45157.25(p<.01)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확률효과에서 채널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이 유의미한 . 

수준에 있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모형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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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은 확률절편 의 모형이 합동(random intercept) (pooled) 의 추OLS

정치 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다층모형의 추, 

정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조회수의 크기가 . 

채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들의 분석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상 수준 오차항의 변량과 채널 수준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

로 인해 발생한 분산값의 비율 값이 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채널ICC 0.474 , 

수준에서 조회수를 설명하는 변량이 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채47.4% . 

널 수준 설명변수들의 변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층 모형을 이용해 조회수

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한편 두 수준의 .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값과 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통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값과 AIC BIC . AIC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델이 더 적절한 모델로 선택가능한데 기초모형BIC , 

에서 도출된 값은 이후 모형 과 비교하는데 사용되었다1-1 . 

고정효과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z

전체 평균(%&&) 4.54*** .048 95.10

확률효과 분산성분(Var) 자유도 LRtest 2(1)χ

채널 수준(@&.) .529 123 45157.25***

영상 수준(A-.) .425 - -

model test

ICC  .474

BIC 178,818.3

AIC 178,789.8

주 은 수준 은 수준에서 유의미 함1. ** p< 0.05 , *** < 0.001 

표 조회수에 대한 기초 모형 분석 결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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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수준 수준 요인 검증(1 ) ② 

우선 영상수준의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 수준에서 측정

된 소비영향요인들만을 고정효과 변수로서 확률절편 모형(fixed effect) 

에 투입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의 모형 (Random intercept Model) . [ 29]

과 같다1-1 .

우선  영상 수준의 확률효과에 해당하는 변량 A-.가 기초모형은 

였는 반면 모형 에서는 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0.425 1-1 0.397 . 

는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모형에 투입됨에 따라 설명의 확률절편의 분

산추정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설명변수에 의해 모형의 설명력이 .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률효과의 채널 수준 변량. (@&. 을 이용)

한 최대 우도비 검증 이하 테스트 값은 (Maximum Likelihood Ratio: LR ) 

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영상수준 설명 변수에 따른 조회29304.23(p<.01) , 

수 증감이 기초모형과 같이 모형 에서 또한 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1-1

을 의미한다 즉 다층 모형의 분석이 유의미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기초모형과 비교하여 설명변수가 추가된 모형 의 설명력1-1

이 높아졌음은 값과 값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초모AIC BIC . 

형의 값은 값은 이었는데 모형 의 값AIC 178789.8, BIC 178818.3 1-1 AIC

은 값은 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값 모두 170913.5 BIC 171158.1 

기초모형에 대비하여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 변수가 추. 

가된 모형 이 기초모형에 대비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임을 확인할 수 1-1

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 변량이 어떤 비율로 변화하였는지는 값을 통. ICC

해서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초모형의 값과 모형 의 값을 비교해 . ICC 1-1

보았더니 기초모형의 값은 였는데 모형 의 값은 , ICC 42.5% 1-1 ICC 40.4%

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영상 수준의 설명 변수들이 추가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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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영상 수준의 변량이 늘어나 채널 수준의 변량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의 계수값을 이용해 영상 수준 설명변수들의 1-1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영상 수준의 설명 변수는 명목척도로 구성된 . 1) 

스포츠요인들과 연속변수로 측정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들과 접2) 3)

근성 요인들이 모형에 투입되었다 명목변수인 스포츠 요인들의 경우 계수. 

값 해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유형에 따라 

조회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변수인 콘텐. 

츠 크리에이티브 요인들과 접근성요인들의 경우 계수값을 해석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형 의 종. 1-1

속변수인 조회수는 로그로 변환되어 투입되었기 때문에 계수값을 백분율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스포츠 

요인인 종목유형 스포츠 성격 스포츠 콘텐츠 유형에 따라 조회수가 상대, ,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구체적으로 종목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로 기록형 경쟁스포츠를 

투입하여 종목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수값을 해석하. 

면 기록형 경쟁스포츠 보다 필드형 경쟁스포츠는 30.6%(b= .3060, p< 

표현형 스포츠는 가 조회수가 높았다 반면 네.01), 13%(b= .1315, p< .01) . 

트형 경쟁스포츠 와 투쟁형 경쟁스포츠(19.6%, b= -.1963, p<.01) (16%, b= 

그리고 단련형 스포츠 는 기록=-.1604, p<.01) (31%, b= =-.3112, p<.01)

형 경쟁스포츠일 때 보다 조회수가 낮았다 한편 영역형 경쟁스포츠의 경우 . 

기록형 경쟁스포츠와 조회수의 차이가 없었다 종목 유형에 (b= .07, p>.05). 

따라 서로 상이한 조회수를 보이는 것을 통해 종목 유형은 조회수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드형 경쟁스포츠와 표현형 경쟁



- 264 -

스포츠가 높은 조회수를 획득하는데 다른 종목 유형들 보다 상대적으로 유

리한 종목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 성격의 경우 핫스포츠가 쿨. 

스포츠 보다 더 높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30%(b= .3019, p<.01)

났다. 

스포츠 콘텐츠 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로 레슨 및 정보형 영상을 투

입하였고 이에 따라 계수값을 해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하이라이트 및 경. 

기 영상 프로스포츠 분석 및 정보 영상(29.7%, b= -.2976, p<.01), (28.7%, 

커뮤니티형 영상 기타 유형 b= -.2872, p<.01), (6.7%, b= -.0678, p<.01), 

영상 은 레슨 및 정보형 영상보다 낮은 조회수를 (51.2%, b= -5121, p<.01)

보였다 그러나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유형의 영상의 경우 레슨 및 정보형 . 

영상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조회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b= -.1222, 

결과적으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조회수를 보이는 것을 p>.05). 

통해 콘텐츠 유형은 조회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구체적으로 레슨 및 정보형 영상과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형 영상이 , 

조회수 획득에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콘텐츠 요인은 썸네일 크리에이티브요인과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으로 나눠서 분석되었다 우선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중 제목의 길이의 . 

경우 글자 길어질 경우 조회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1 0.002% 

타났다 그리고 썸네일 선정성이 단위 증가할 경우 조(b= -.00002, p<.05). 1

회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6% (b= .0216, p<.01), 

썸네일 폭력성은 단위 증가할 때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1 7.34% (b= 

썸네일에 포함된 텍스트의 개수는 글자 증가할 때 .0734, p<.01). 1 0.03%

의 유의미한 수준의 조회수 증가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썸네일 크리에이. 

티브 요인 중 제목의 길이는 조회수에 부 적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썸(-)

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텍스트의 개수는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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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의 경우 영상의 길이와 영상에서 제공되는 

음성정보의 양을 분석였다 구체적으로 영상의 길이의 경우 조회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상에서 제공하는 음성. 

정보의 양은 가 증가할 때 마다 조회수에 의 증가가 나타나1Mbps 0.005%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영상 크리(b=.00005, p<.01). 

에이티브 요인 중 영상의 길이는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영상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조회수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접근성 요인의 경우 콘텐츠에 설정된 검색어의 개수와 콘텐츠가 페

이스북과 트위터에 링크된 횟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색어 개수의 . 

경우 검색어가 개 늘어날 때마다 의 조회수 증가를 보였으며1 0.41% (b= 

타 플랫폼 링크 개수가 개 늘어 날 때 마다 의 .0041, p<.01), SNS 1 4.1%

유의미한 조회수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증진 (b= .0412,p<.01). 

될수록 조회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인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은 시간에 따른 

조회수 획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되었

다 그리고 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회수 증가가 정 적으로 유의. (+)

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b= .0011, p<.01), 

조회수 획득효과가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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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n( ) =  89,834
채널n( ) =     124

모형 1-1 모형 1-2

B S.E B SE

1
수준

고정
효과

스포츠
요인

종목
유형

영역형 .0725 .04 .0844 .04 

네트형 -.1963*** .03 -.1950*** .03 

필드형 .3060*** .04 .3101*** .04 

투쟁형 -.1604*** .03 -.1612*** .03 

단련형 -.3112*** .05 -.3107*** .04 

표현형 .1315*** .04 .1304*** .04 

스포츠성격 .3019*** .04 .3028*** .04 

콘텐츠 
유형

오락 엔터 -.1222 .01 -.1226 .01 

하이라이트 
경기

-.2976*** .02 -.2974*** .02 

프로스포츠분
석 -.2872*** .01 -.2872*** .01 

커뮤니티 -.0678*** .01 -.0674*** .01 

기타 -.5121*** .02 -.5138*** .02 

콘텐츠
요인 

썸네일
크리
에이
티브

제목길이 -.00002** .00 .00003 .00 

썸네일선정성 .0216*** .00 .0214*** .00 

썸네일폭력성 .0734*** .00 .0735*** .00 

썸네일
텍스트 수 .0003*** .00 .002*** .00 

영상
크리
에이
티브

영상 길이 -.0000 .00 -.0000** .00 

영상 음성량 .0005*** .00 .0005*** .00 

접근성
요인

검색어 개수 .0041*** .00 .0041*** .00 

타 링크SNS
개수 

.0412*** .00 .0045*** .00 

통제 게시경과시간 .0011*** .00 .0007*** .00 

2
수준

고정
효과

크리에
이터
요인

성별

비공개 - - -.1548*** .28 

여성 - - -.0559 .29 

혼성 - - -.4606*** .30 

전문성 - - -.0515 .04 

신뢰성 - - .0142 .04 

크리
에이터
유형

방송사 - - -.5529*** .34 

협회 및 구단 - - -.7605*** .32 

유튜브 전문 - - .1380 .16 

운영
요인

멀티스포츠 - - .2435** .19 

영상개수 - - .0007** .00 

평균업로드주기 - - -.0008*** .01 

통제
채널운영기간 - - .0005** .00 

로그 채널구독자수 - - .04015*** .00 

절편 4.47*** .07 4.64*** .33 

확률 효과
채널 수준 변량(@&.)  .175 .022  .123 .016

영상 수준 변량(A-.)  .397  .020  .397  .020

model test

ICC .404  .241

AIC  170913.5 170848.8

BIC  171215.7 171158.1

LR Test: x2(1) 29304.23*** 11007.72***

주 은 수준 은 수준 은 수준에서 유의미 함1. * p< .1 , ** p< .05 , *** p< .001 

표 다층 모형 분석 결과 조회수29 (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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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수준 수준 요인 검증(2 ) ③ 

영상 수준의 소비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채널 단위의 소비 영향요

인들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 수준에서 측정된 소

비영향요인과 함께 채널수준에서 측정된 소비영향요인들을 고정효과(fixed 

변수로서 확률절편 모형 에 투입하였다effect) (Random intercept Model) . 

분석결과는 표 의 모형 와 같다[ 29] 1-2 .  

우선 수준 모형은 수준 모형에 채널 수준의 설명 변수들을 포함2 1

시킴으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 이 수준 모형에 비해서 얼마나 감) 1

소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냄으로써 가능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 1-1

의 채널수준의 확률효과 변량은 이었지만 모형 의 채널수준 확률0.175 , 1-2

효과 변량은 이었다 즉 이를 통해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가 감소했음0.123 .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투입됨에 따라 확률효과가 

감소하고 고정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 

설명력이 이전 모형에 대비하여 높아졌음은 값과 값을 통해서도 확AIC BIC

인할 수 있는데 모형 의 값과 값이 모형 , 1-2 AIC(170,848.8) BIC(171,158.1)

의 값보다 낮아 진 것을 통해 모형 1-1 AIC(170,913.5), BIC(171,215.7)

가 모형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1-1 . 

이어서 수준 설명변수를 투입한 다층모형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2

해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정값을 확인하였다.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 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정 값이 )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11,007.72(P< .01) , 

채널 수준 설명 변수에 따른 조회수 증감이 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에 의해서 조. 

회수의 변화가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급내 상관계수 값을 통해서 채널 수준의 설명 변량과 ICC

영상 수준의 설명 변량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기초모형에서는 , 

인 반면 모형 에서는 로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47.4% 1-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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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즉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가 적절히 모형에 투입되어 채널 수. 

준의 확률효과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채널의 고정효과가 발. 

생하여 약 의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23.3%

다 최대 우도비 검정과 값을 확인 한 결과 종합적으로 채널수준의 설. ICC 

명변수들을 이용한 다층 모형의 분석이 유의미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모형 에서는 계수값을 이용해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1-2

통제된 상태에서 채널 수준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 

모형 에서 제목길이와 영상의 길이를 제외한 모든 영상수준의 설명 변1-2

수들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1-1

값이 분석되었다 제목길이의 경우 모형 에서는 유의미했으나 모형 . 1-1 1-2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영상길이의 경우 모형 에(b= .00002, p<.05), 1-1

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형 에서는 유의미 했다1-2 (b= -.00003, 

모형 가 모형 에 대비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기 때문에 p<.05). 1-2 1-1

결과적으로 제목의 길이는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영상의 길이는 , 

길수록 부 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수값이 (-) . 

매우 작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영상수준의 설. 

명변수들이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서 모델 에서 분석된 것과 동1-1

일하다.  

그리고 모형 에서는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1-2

서 채널 수준의 소비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수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채널 요인으로는 크리에이터 요인과 운영요인 그리고 통제요인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요인 중 크리에이터의 성별의 경우 남성을 .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비공개로 하였을 때가 남성일 경우보다 15.48% 

낮은 조회수를 보였으며 혼성일 경우 낮은 조(b= -.1548, p<.01), 46.06% 

회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와 유의미(b= -.4606, p<.01).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크리에이터 요인 중 (b= -.0559, p>.05). 

전문성 과 신뢰성 은 조회수에 유의미한 (b= -.0515, p>.05) (b= .0142, p>.05)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크리에이터 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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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가 개인인 경우를 설정하였는데 방송사가 크리에이터인 경우, 

와 협회 및 구단인 경우(55.29%, b= -.5529, p<.01) (76.05%, b= -.7605, 

는 개인인 경우보다 조회수가 낮았다 그러나 p<.01) . 유튜브 전문 제작사에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개인 채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영 요인 중 다양한 종목을 소제로 영상을 제작하는지 여부 멀티(

스포츠 에 따른 조회수 획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종목을 소제로 )

할 때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널에 24.35% (b= .2435, p<.01). 

업로드된 영상의 개수는 개 늘어날때마다 조회수가 높아졌고1 0.07% 

평균업로드 주기가 하루 빨라질수록 조회수가 (b=.0007, p<.05), 

높아지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0.08%(b=-.0008, p<.01) .

모형 에서는 채널 수준의 통제변수인 채널이 보유한 구독자수와 1-2

채널의 운영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채널의 규모와 운영시간에 따른 효

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구독자수가 늘어날 때 마다 . 1%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채널 운영기간이 하루 0.4%(b=.4015, p<.01) , 

늘어날 때 마다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0.05%(b=.0005, p<.01)

다 결국 채널의 운영기간과 채널 구독자수에 따른 조회수 상승효과가 유의. 

미하게 분석되어 통제변수들이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영향요인 분석2) 

기초모형 분석① 

기초모형 분석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을 종속변수로 한 다층모형의 분석방법

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결과는 표 과 같다 기초모형 [ 30] . 

분석결과 채널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은 유의미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

다 확률효과의 채널 수준 변량을 이용한 테스트의 결과 값이 . LR 

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확률효과에서 채널 수준의 오차항1,250.83(p<.01) . 

의 변량이 유의미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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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초모형에서의 귀무가설은 확률절편 의 모형이 합. (random intercept)

동 의 추정치 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귀무가설은 기(pooled) OLS , 

각되어 다층모형의 추정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 

자면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크기가 채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 수준

의 설명변수들의 분석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상수준 오차항의 변량과 채널 수준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

로 인해 발생한 분산값의 비율 값이 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채ICC 0.006 , 

널수준에서 조회수를 설명하는 변량이 임을 의미한다 앞서 조회수를 0.6% . 

모형으로 한 분석의 값보다 매우 작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결국 콘텐츠가 벌어들인 수익이 채널의 효과 보다는 영상 수준에 

주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상과 채널 두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값과 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AIC BIC

통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값과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델이 더 . AIC BIC

적절한 모델로 선택가능한데 기초모형에서 도출된 값은 이후 모형 과 비, 2-1

교하는데 사용되었다. 

고정효과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z

전체 평균(%&&) 8.31*** .012 685.61

확률효과 분산성분(Var) 자유도 LRtest 2(1)χ

채널 수준(@&.) .094 123 662.73***

영상 수준(A-.) 1.266 - -

model test

ICC  .006

BIC 297243.3

AIC 297215.1

주 은 수준 은 수준 은 수준에서 유의미 함1. * p< .1 , ** p< .05 , *** p< .001 

표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대한 기초 모형 분석 결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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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수준 수준 요인 검증(1 ) ② 

우선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 수준에서 측

정된 소비영향요인들만을 고정효과 변수로서 확률절편 모형(fixed effect) 

에 투입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의 모형 (Random intercept Model) . [ 31]

과 같다2-1 .

우선  영상 수준의 확률절편에 해당하는 분산추정치 A-.가 기초모형

은 었는 반면 모형 에서는 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66 2-1 1.264 . 

이는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모형에 투입됨에 따라 설명의 확률절편의 

분산추정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률효과의 채널 수준 변량. 

(@&. 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증 이하 ) (Maximum Likelihood Ratio: LR 

테스트 값은 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영상수준 설명 변수에 ) 348.50(p<.01) , 

따른 추정된 콘텐츠 수익 증감이 기초모형과 같이 모형 에서 또한 채널2-1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층 모형의 분석이 유의미하게 적.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초 모형과 마찬가지로 모형 의 . 2-1 ICC

값이 로 매우 낮게 도출이 된 것을 통해 채널 수준의 설명 변량이 높0.5%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모형과 비교하여 설명변수가 추가된 모형 의 설명력이 높2-1

아졌음은 값과 값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초모형의 AIC BIC . 

값은 값은 이었는데 모형 의 값은 AIC 297215.1, BIC 297243.3 2-1 AIC

값은 으로 도출되어 두 값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296,977.3 BIC 297,203 ,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 변수가 추가된 모형 이 기초모형에 대비하여 . 2-1

설명력이 높은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의 계수값을 이용해 영상 수준 설명변수들의 2-1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영상 수준의 설명 변수는 명목척도로 구성된 . 1) 

스포츠 요인들과 연속변수로 측정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들과 접2) 3)

근성 요인들이 모형에 투입되었다 명목변수인 스포츠 요인들의 경우 계수. 

값 해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유형에 따라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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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들과 접근성요인들의 경우 계수값을 해석

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모형 의 종속변수인 추정된 콘텐츠 수익은 로그로 변환되어 . 2-1

투입되었기 때문에 계수값을 백분율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스포츠  

요인인 종목유형 스포츠 성격 스포츠 콘텐츠 유형에 따라 추정된 콘텐츠 , , 

수익은 상대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구체적으로 종목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로 기록형 경쟁스포츠를 

투입하여 종목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수값을 해석하면 기록형 . 

경쟁스포츠가 영역형 경쟁스포츠 보다 높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을 15.3%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록형 경쟁스포츠는 (b=-.153, p<01). 

투쟁형 경쟁스포츠에 대비하여 낮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을 얻는 것으7.2%

로 분석되었다 한편 네트형 필드형 단련형 표현형 스포(b= .072, p<.01). , , , 

츠들은 기록형 경쟁스포츠와 비교하여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종목에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일부 . 

종목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을 높게 형성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스포츠 성격의 경우 쿨 스포츠가 핫스포츠 보다 9.1%(b= .3019, 

더 높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회수의 경p<.01) . 

우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제인 스포츠 종목의 . 

성격에 따라 조회수 획득과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 

반대로 형성된다는 것은 조회수와 추정 콘텐츠 수익이 서로 상이한 메커니

즘을 통해 증가와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콘텐츠 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로 레슨 및 정보형 영상을 투입

하였고 이에 따라 계수값을 해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레슨 및 정보형 영상. 

보다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형 영상 과 하이라이트 (2.72%, b= .0272, p<.01)

및 경기영상 이 더 좊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을 얻(1.61%, b= .0161, p<.01)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프로스포츠 분석형 영상은 레슨 및 정보형 영상. 

과 비교하여 낮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7.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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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대해 커뮤니티형 영상과 기타영-.0763, p<.01). 

상 유형은 레슨 및 정보형 영상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추정. 

된 콘텐츠의 수익을 높게 획득하기 위한 특정 유형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 요인은 썸네일 크리에이티브요인과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으로 나눠서 분석되었다 우선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중 제목의 길이와 . 

썸네일의 선정성 썸네일의 텍스트수 영상의 길이와 음성량은 모두 추정된 , , 

콘텐츠 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 

조회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과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조회수에는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던 제목의 길이 썸네일의 선정성과 영상의 길이 음성 정보량이 , ,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은 조회수를 높이더라도 

추정된 콘텐츠 수익은 높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 

썸네일의 폭력성은 콘텐츠 요인 중 유일하게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폭력성이 단위 증가할 때 의 , 1 1.51%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b= -.151, 

폭력성은 조회수도 높이고 수익도 증가시키는 중요한 예측 변수인 p<.01).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접근성 요인의 경우 콘텐츠에 설정된 검색어의 개수와 콘텐츠가 페

이스북과 트위터에 링크된 횟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색어 개수의 경. 

우 검색어가 개 늘어날 때마다 의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증가하였으1 0.01%

며 타 플랫폼 링크 개수가 개 늘어 날 때 마다 (b= .0001, .01), SNS 1

의 유의미한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접근성0.41% . 

이 증진 될수록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인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은 시간에 따른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획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정된 콘텐츠 . 

수익의 증가가 정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b= .0003,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획득효과가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확인할 p<0.001),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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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n( ) =  89,834
채널n( ) =     124

모형 1-1 모형 1-2

B S.E B SE

1
수준

고정
효과

스포츠

요인

종목
유형

영역형 -.1531*** .07 -.1661*** .07

네트형 -.0502 .05 -.0592 .05 

필드형 .0024 .07 -.0143 .07 

투쟁형 .0723*** .04 .0632*** .04 

단련형 .0071 .03 -.0151 .03 

표현형 .0883 .06 .0901 .06 

스포츠성격 -.0914*** .06 -.1021*** .06 

콘텐츠 
유형

오락 엔터 .0272*** .02 .0281*** .02 

하이라이트 
경기

.0161*** .03 .0271*** .03 

프로스포츠분석 -.0763*** .02 -.0642 .02 

커뮤니티 .0224 .02 .0332 .02 

기타 -.0144 .03 -.0082 .03 

콘텐츠
요인 

썸네일
크리
에이
티브

제목길이 .0000 .00 .0003 .00 

썸네일선정성 .0091 .01 .0100 .01 

썸네일폭력성 .0151*** .01 .0141*** .01 

썸네일
텍스트 수 .0000 .00 .0000 .00 

영상
크리
에이
티브

영상 길이 .0000 .00 .0000 .00 

영상 음성량 .0000 .00 .0000 .00 

접근성
요인

검색어 개수 .0001*** .00 .0001*** .00 

타 링크SNS
개수 

.0041*** .00 .003*** .00

통제 게시경과시간 .0003*** .00 .0003*** .00 

2
수준

고정
효과

크리에
이터
요인

성별

비공개 - - -.1445*** .01

여성 - - -.0719*** .03

혼성 - - .0338 .03

전문성 - - .0191 .02 

신뢰성 - - -.0261 .01 

크리
에이
터

유형

방송사 - - -.1932 .12 

협회 및 구단 - - -.1111 .12 

유튜브 전문 - - .0061 .06 

운영
요인

멀티스포츠 - - .0641 .06

영상개수 - - .0002 .00

평균업로드주기 - - .0011 .00

통제
채널운영기간 - - .0001*** .00

로그 채널구독자수 - - .0114 .01

절편 8.413 .07 8.570 .15

확률 효과
채널 수준 변량(@&.) .085 .009 .054 .01

영상 수준 변량(A-.) 1.264 .002 1.264 .002

model test

ICC .005 .002

AIC 296,977.3  296952.8

BIC 297,203 297300.7

LR Test: x2(1) 348.50*** 52.52***

주 은 수준 은 수준 은 수준에서 유의미 함1. * p< .1 , ** p< .05 , *** p< .001 

표 다층 모형 분석 결과 추정된 콘텐츠 수익31 (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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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수준 수준 요인 검증(2 ) ③ 

영상 수준의 소비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채널 단위의 소비 영향요

인들이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 수준에

서 측정된 소비영향요인과 함께 채널수준에서 측정된 소비영향요인들을 고

정효과 변수로서 확률절편 모형 에 (fixed effect) (Random intercept Model)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의 모형 와 같다. [ 31] 2-2 .  

우선 수준 모형은 수준 모형에 채널 수준의 독립변수들을 포함시2 1

킴으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이. 

것은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 이 수준 모형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 1

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냄으로써 가능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의 . 2-1

채널수준의 확률효과 변량은 이었지만 모형 의 채널수준 확률효0.085 , 2-2

과 변량은 이었다 즉 이를 통해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가 감소했음을 0.054 . 

확인할 수 있으며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투입됨에 따라 확률효과가 감

소하고 고정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설. 

명력이 이전 모형에 대비하여 높아졌음은 값과 값을 통해서도 확인AIC BIC

할 수 있는데 모형 의 값은 모형 의 값, 2-2 AIC(296,952.8) 2-1 AIC (296,977.3)

보다 근소하게 떨어졌으나 값은 모형 에서 모형, BIC 297,293( 2-1) 297,300.7(

로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형 가 모형 2-2) . 2-2

보다 근소하지만 설명력이 높은 모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 

이어서 수준 설명변수를 투입한 다층모형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2

해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정값을 확인하였다.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 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정 값이 ) 52.52(P< 

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채널 수준 .001) , 

설명 변수에 따른 조회수 증감이 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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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에 의해서 조회수의 변

화가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급내 상관계수 값을 통해서 채. ICC

널 수준의 설명 변량과 영상 수준의 설명 변량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데 모형 과 마찬가지로 모형 역시 의 채널 수준의 변량이 매우 , 2-1 2-2 0.2%

낮음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대 우도미 검정과 . ICC 

값을 확인 한 결과 종합적으로 채널수준의 설명변수들을 이용한 다층 모형

의 분석이 유의미하지만 콘텐스 수준의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이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의 영향력보다 설명하는 양이 훨신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모형 에서는 계수값을 이용해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2-2

통제된 상태에서 채널 수준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 

모형 에 투입된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은 모형 에서와 동일한 수2-2 2-1

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종목유형 스포츠 . , 

성격 스포츠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발생, 

하고 썸네일의 폭력성과 검색어의 개수 타 링크 개수 그리고 게시 경, , SNS

과시간에 따라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모형 에서는 이러한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들이 통제된 2-2

상황에서 채널 수준의 소비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수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채 채널 수준의 소비 영향요인 중 크리에이터의 성별과 채널운. 

영기간 만이 추정된 콘텐츠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 

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을 크리에이터인 경우를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남성 대비 비공개인 경우 의 낮은 추정된 콘텐츠 14.45%(b=-.1445, p<.01)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또한 남성인 경우에 . 

대비하여 낮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 것7.19%(b=-.0719, p<.01)

으로 분석되었다 채널 운영기간의 경우 운영기간이 하루 늘어날 경우 . 

의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0.01% (b=.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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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널 구독자수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p<.01). 

분석되어 채널규모에 다른 콘텐츠 수익은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경우 채널 수준의 영향요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회수 획득과는 다소 상. 

이한 형태의 영향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상의 결과를 통해 . 

콘텐츠가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수준의 영향요인들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단순 조회수 획득과 상이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함을 유추 , 

할 수 있다. 

댓글수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영향요인 분석3) 

기초모형 분석① 

기초모형 분석은 댓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층모형의 분석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결과는 표 와 같다 기초모형 분석결과 채널 , [ 32] .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은 유의미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의 . 

채널 수준 변량을 이용한 테스트의 결과 값이 로 도출LR 27,250.41(p<.01)

되었기 때문이다 확률효과에서 채널 수준의 오차항의 변량이 유의미한 수. 

준에 있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모형에서의 . 

귀무가설은 확률절편 의 모형이 합동 의 추(random intercept) (pooled) OLS

정치 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다층모형의 추, 

정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댓글수의 크기가 . 

채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들의 분석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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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 수준 오차항의 변량과 채널 수준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

로 인해 발생한 분산값의 비율 값이 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채널ICC 0.494 , 

수준에서 댓글수를 설명하는 변량이 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채49.4% . 

널 수준 설명변수들의 변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층 모형을 이용해 조회수

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한편 두 수준의 . 

오차항의 변량의 차이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값과 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통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값과 AIC BIC . AIC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델이 더 적절한 모델로 선택가능한데 기초모형BIC , 

에서 도출된 값은 이후 모형 과 비교하는데 사용되었다3-1 . 

댓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수준 수준 요인 검증(1 ) ② 

우선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 수준에서 측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z

전체 평균(%&&) 183.05*** 18.56 9.86

확률효과 분산성분(Var) 자유도 LRtest 2(1)χ

채널 수준(@&.) 205.86 123 27,250.41***

영상 수준(A-.) 208.25 - -

model test

ICC .494

BIC 1,213,824

AIC 1,213,796

주 은 수준 은 수준에서 유의미 함1. ** p< 0.05 , *** < 0.001 

표 댓글수에 대한 기초 모형 분석 결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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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소비영향요인들만을 고정효과 변수로서 확률절편 모형(fixed effect) 

에 투입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의 모형 (Random intercept Model) . [ 33]

과 같다3-1 .

우선  영상 수준의 확률효과에 해당하는 변량 A-.가 기초모형은 

이었는 반면 모형 에서는 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205.25 3-1 206.36

다 이는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모형에 투입됨에 따라 설명의 확률절편. 

의 분산추정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설명변수에 의해 모형의 설. 

명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률효과의 채널 수준 변량. (@&.)

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증 이하 테스(Maximum Likelihood Ratio: LR 

트 값은 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영상수준 설명 변수에 ) 18,389.35(p<.01) , 

따른 조회수 증감이 기초모형과 같이 모형 에서 또한 채널별로 차이가 3-1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층 모형의 분석이 유의미하게 적용되었다는 것. 

이다. 

또한 기초모형과 비교하여 설명변수가 추가된 모형 의 설명력3-1

이 높아졌음은 값과 값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초모AIC BIC . 

형의 값은 값은 이었는데 모형 의 AIC 1,213,796, BIC 1,213,824 3-1 AIC

값은 값은 으로 도출되었는데 와 두 값 1,212,158 BIC 1,212,489 , AIC BIC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가 추가된 . 

모형 이 기초모형에 대비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3-1 . 

그리고 추가로 영상 수준의 설명 변량이 어떤 비율로 변화하였는지는 ICC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초모형의 값과 모형 의 값을 . ICC 3-1

비교해 보았더니 기초모형의 값은 였는데 모형 의 값은 , ICC 49.4% 1-1 ICC

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영상 수준의 설명 변수들이 추47.3% . 

가됨에 따라 영상 수준의 변량이 늘어나 채널 수준의 변량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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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형 에서는 계수값을 해석하여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3-1

분석할 수 있다 영상 수준의 설명 변수는 명목척도로 구성된 스포츠 요. 1) 

인들과 연속변수로 측정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들과 접근성 요인2) 3)

들이 모형에 투입되었다 명목변수인 스포츠 요인들의 경우 계수값 해석을 . 

통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유형에 따라 댓글수가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변수인 콘텐츠 크리에이. 

티브 요인들과 접근성요인들의 경우 계수값을 해석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댓

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스포츠 

요인인 종목유형 스포츠 성격 스포츠 콘텐츠 유형에 따라 댓글수가 상대, ,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구체적으로 종목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로 기록형 경쟁스포츠를 

투입하여 종목 유형 간의 댓글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영역형 경쟁스포츠는 . 

기록형 경쟁스포츠 보다 댓글수가 평균 개 만큼 유58.03 (b= 58.03, p<.01) 

의미하게 많았으며 필드형은 개 만큼 유의미하게 , 35.36 (b= 35.36, p<.01) 

많았다 반면 네트형 경쟁스포츠와 투쟁형 경쟁스퐃 단련형 경쟁스포츠 그. , , 

리고 표현형 경쟁스포츠는 기록형 경쟁스포츠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댓글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부 종목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댓. 

글수를 보이는 것을 통해 종목 유형은 댓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영역형 경쟁스포츠와 필드형 경쟁스, 

포츠가 댓글수를 증진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종목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스포츠 성격의 경우 핫스포츠가 쿨스포츠 보다 평균 개48.25 (b= 48.25, 

더 높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모형 의 p<.01) . 1-1

결과와 유사한데 결국 조회수와 댓글수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한 성격의 스, 

포츠종목은 핫스포츠인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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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콘텐츠 유형의 경우 기준변수로 레슨 및 정보형 영상을 투

입하였고 이에 따라 계수값을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레슨 및 정보형 영상보. 

다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유형은 개 하이라이트 및 30.77 (b= 30.77, p<.01), 

경기 유형은 개 프로스포츠 분석영상은 개25.91 (b= 25.91, p<.01), 18.88 (b= 

커뮤니티형 영상은 개 만큼 평균적으18.88, p<.01), 27.22 (b= 27.22, p<.01)

로 댓글수가 많았다 그러나 기타 유형 그룹은 레슨 및 정보형 유형과 유의. 

미한 차이의 댓글수가 형성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서. 

로 상이한 댓글수를 보이는 것을 통해 콘텐츠 유형은 댓글수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형 영상, 

과 커뮤니티형 영상이 댓글 소통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콘텐츠 요인은 썸네일 크리에이티브요인과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으로 나눠서 분석되었다 우선 썸네일 크리에이티브 요인 중 제목의 길이의 . 

경우 글자 길어질 때 마다 댓글수가 개 만큼 유의미1 0.18 (b= -.18, p<.01) 

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썸네일 선정성의 경우 댓글수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못한 반면 썸네일 글자수는 댓글수에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썸네일 폭력성은 단위 늘어날 (b= -.021, p<.1). 1

때마다 댓글수가 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05 (b= 4.05, p<.01) . 

영상 크리에이티브 요인 중 영상의 길이는 초 늘어날 때마다 댓글1

수가 개 만큼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0.003 (b= -.003, p<.01) 

었으며 영상이 제공하는 음성량은 늘어날 때마다 댓글수가 개1Mbps 0.0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콘텐츠 요인은 (b= 0.08, p<.01) . 

댓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댓글수는 제목의 길이와 영상의 길이와는 , 

부 적 관계를 가지며 썸네일 폭력성과 영상이 제공하는 음성량과는 정(-) (+)

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근성 요인의 경우 콘텐츠에 설정된 검색어의 개수와 콘텐츠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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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북과 트위터에 링크된 횟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색어 개수의 . 

경우 검색어가 개 늘어날 때마다 개 의 댓글수가 유의1 0.46 (b= .46, p<.01)

미하게 늘어났으며 타 의 링크수가 개 늘어날 때마다 개, SNS 1 0.68 (b= .68, 

만큼 댓글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즉 접근성 요인은 댓글수에 긍p<.01) . ,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인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은 시간에 따른 

댓글수 획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되었

다 그리고 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회수 증가가 정 적으로 유의. (+)

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댓(b= .05, p<.01), 

글수 획득효과가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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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n( ) =  89,834
채널n( ) =     124

모형 1-1 모형 1-2

B S.E B SE

1
수준

고정
효과

스포츠

요인

종목
유형

영역형 58.031*** 14.38 57.689*** 14.36 

네트형 -8.201 10.19 -7.861 10.19

필드형 35.362** 14.15 34.892** 14.13

투쟁형 .796 8.61 1.318 8.59

단련형 -.552 16.10 -9.865 15.82

표현형 -1.781 11.77 -1.431 11.77

스포츠성격 48.251*** 13.52 47.410*** 13.50

콘텐츠 
유형

오락 
엔터테인먼트 30.774*** 4.05 31.099*** 4.04

하이라이트 
경기

25.914*** 5.24 26.605*** 5.23

프로스포츠분석 18.882*** 3.95 19.487*** 3.95

커뮤니티 27.221*** 4.55 27.892*** 4.55

기타 14.751 6.22 15.611 6.22

콘텐츠
요인 

썸네일
크리
에이
티브

제목길이 -.179*** .05 -.179*** .05

썸네일선정성 .499 1.41 .499 1.41

썸네일폭력성 4.051** 1.47 4.035*** 1.47

썸네일
텍스트 수 -.021* .01 -.022* .01

영상
크리
에이
티브

영상 길이 -.003*** .00 -.003*** .00

영상 음성량 .084*** .02 .077*** .02

접근성
요인

검색어 개수 .462*** .06 .461*** .06

타 링크 개수 SNS .682*** .17 .673*** .17

통제 게시경과시간 .053*** .00 .054*** .00 

2
수준

고정
효과

크리에
이터
요인

성별

비공개 - - -95.851 1.70

여성 - - -89.541*** 4.86

혼성 - - 2.763 4.61

전문성 - - 5.811 15.73

신뢰성 - - -.638 18.94

크리
에이
터

유형

방송사 - - 130.517 143.32 

협회 및 구단 - - 138.351 135.85

유튜브 전문 - - 3.402 68.65

운영
요인

멀티스포츠 - - -1.157 81.45

영상개수 - - -.0153** .01

평균업로드주기 - - -3.238*** 5.02

통제
채널운영기간 - - .0484** .02

로그 채널구독자수 - - 140.041*** 21.50

절편 148.385*** 23.37 40.296*** 142.10

확률 효과
채널 수준 변량(@&.)  195.66 12.73  151.60 9.94

영상 수준 변량(A-.) 206.36 .487 206.36 .487

model test

ICC .473 .351

AIC 1,212,158 1,212,141

BIC 1,212,489 1,212,393

LR Test: x2(1) 18,389.35*** 8,468.67***

주 은 수준 은 수준 은 수준에서 유의미 함1. * p< .1 , ** p< .05 , *** p< .001 

표 35 수준 다층 모형 분석 결과 댓글수 2 (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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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수준 수준 요인 검증(2 ) ③ 

영상 수준의 소비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채널 단위의 소비 영향요

인들이 댓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 수준에서 측정된 소

비영향요인과 함께 채널수준에서 측정된 소비영향요인들을 고정효과(fixed 

변수로서 확률절편 모형 에 투입하였다effect) (Random intercept Model) . 

분석결과는 표 의 모형 와 같다[ 33] 3-2 .  

우선 수준 모형은 수준 모형에 채널 수준의 설명 변수들을 포함2 1

시킴으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 이 수준 모형에 비해서 얼마나 감) 1

소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냄으로써 가능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 3-1

의 채널수준의 확률효과 변량은 이었지만 모형 의 채널수준 확195.66 , 3-2

률효과 변량은 이었다 즉 이를 통해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가 감소했151.60 .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투입됨에 따라 확률효과

가 감소하고 고정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 

의 설명력이 이전 모형에 대비하여 높아졌음은 값과 값을 통해서도 AIC BIC

확인할 수 있는데 모형 의 값과 값이 모, 3-2 AIC(1,212,141) BIC(1,212,393)

형 의 값보다 낮아 진 것을 통해 모형 3-1 AIC(1,212,158), BIC(1,212,489)

가 모형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3-2 3-1 . 

이어서 수준 설명변수를 투입한 다층모형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2

해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정값을 확인하였다.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 변량(@&. 을 이용한 최대 우도비 검정 값이 )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8,468.67(P< .01) , 

채널 수준 설명 변수에 따른 댓글수 증감이 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에 의해서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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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의 변화가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급내 상관계수 값을 통해서 채널 수준의 설명 변량과 ICC

영상 수준의 설명 변량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기초모형에서는 , 

인 반면 모형 에서는 로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49.4% 3-2 35.1%

수 있다 이는 즉 채널 수준의 설명변수가 적절히 모형에 투입되어 채널 수. 

준의 확률효과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채널의 고정효과가 발. 

생하여 약 의 채널 수준의 확률효과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14.3%

다 최대 우도비 검정과 값을 확인 한 결과 종합적으로 채널수준의 설. ICC 

명변수들을 이용한 다층 모형의 분석이 유의미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모형 에서는 계수값을 이용해 영상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3-2

통제된 상태에서 채널 수준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모형 에서는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들이 댓글수에 미치는 영향3-2

이 모형 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분석되었다 요약하자면 3-1 . 

종목유형과 스포츠 성격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유형에 따라 댓글수의 차이

가 발생하며 영역형 스포츠 종목 과 필드형 스포츠 종목, (b=57.689, p<.01)

인 경우 그리고 핫 스포츠 일수록 높(b=34.892, p<.05) (b=47.410,  p<.01) 

은 댓글 소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유형의 . 

경우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유형 이 댓글 소통을 증진하는 (b=31.099, p<.01)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제목의 길이는 길수록. 

댓글 소통에 부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썸네일 폭력성(b=-.179, p<.01) (-)

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썸네일에 포함된 글자가 많을수(b=4.035, p<.01) . 

록 댓글소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영상의 길이 역시 (b=.021, p<.1), 

마찬가지로 길수록 댓글소통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영상(b=-.003, p<.01), 

의 음성량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접근성의 (b=.07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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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검색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타 링크 개수(b=.461, p<.01), SNS

가 많을수록 댓글 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b=.673, p<.01) 

석되었다. 

그리고 모형 에서는 영상수준의 설명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3-2

서 채널 수준의 소비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수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채널 요인으로는 크리에이터 요인과 운영요인 그리고 통제요인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요인 중 크리에이터의 성별의 경우 남성을 .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여성이 크리에이터인 경우보다 남성이 크리에이터

일 때 회의 댓글 소통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9.541 (b=-89.541, 

그러나 크리에이터의 성별이 비공개이거나 혼성인 경우는 남성 크p<.01). 

리에이터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크리에이터 요. 

인 중 전문성 과 신뢰성 은 댓글수에 유(b= 5.811, p>.05) (b= -.638, p>.05)

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크리에이터 유형의 경우 기준. 

변수를 크리에이터가 개인인 경우를 설정하였는데 방송사인 경우(b= 

130.517, p>.05)와 협회 및 구단인 경우(b= 138.351, p>.05) 그리고 유튜브  

전문 채널인 경우(b= 3.402, p>.05) 모두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운영 요인 중 다양한 종목을 소제로 영상을 제작하는지 여부 멀티(

스포츠 에 따른 댓글수 획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역시 유의미한 영)

향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채널이 보유한 영상(b= -1.157, p>.05). 

의 개수의 경우 댓글수에 부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 .0153, 

그리고 평균업로드 주기가 짧을수록 댓글 소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p<.05). 

분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업로드 주기가 하루 빨라질 때 마다 댓글수가 , 

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23 (b= -3.238, p<.01). 

모형 에서는 채널 수준의 통제변수인 채널이 보유한 구독자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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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채널의 운영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채널의 규모와 운영시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구독자수가 늘어날 때 마다 댓글 . 1%

소통이 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채널 운140.04 (b= 140.041, p<.01), 

영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 마다 댓글수가 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0.048

다 결국 채널의 운영기간과 채널 구독자수에 따른 댓글수 (b=.048, p<.05). 

상승효과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통제변수들이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검증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분석3. 2 : 

분석 대상 및 기준변수 선정1) 

연구문제 에서는 연구문제 의 분석과정에서 수집되고 정제된 2 1 개의 89,834

영상 자료들을 대상으로 단계 군집방법 을 사용2 (Two-step cluster analysis)

하여 스포츠 콘텐츠의 군집을 분류하였다. 

군집 분류에 투입 될 변수는 스포츠 요인과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의 하위요인들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종목 유형과 미디어 . 

스포츠 성격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유형과 썸네일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유

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을 정의 하기위해 필요한 중요 변수이다. 

또한 동시에 연구문제 의 결과를 통해 이들 설명변수들은 성과지표를 예측 1

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소비되. 

어지는 스포츠 콘텐츠를 군집화 하여 특성을 찾고 각각의 군집의 성과지표

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 가지 기준변수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변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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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에 관해서는 표 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34] .  

또한 표 에는 각각의 변수들이 군집분석에 기준변수로 투입되[ 34]

었을 때 군집을 분류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예측 중요도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에서 의 값을 가지며 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 0 1 1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포츠 종목 유형과 스포츠 성격 그리고 

콘텐츠 유형이 모두 을 보였으며 썸네일 선정성은 썸네일 폭력성은 1.0 , 0.8, 

을 보였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는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즉 유튜0.7 . 0.5 . 

브 스포츠 영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스포츠 요인이 중요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 분류 및 특성 분석2) 

연구문제 에서는 유튜브에 게시된 스포츠 콘텐츠들이 스포츠 요인과 콘2-1

텐츠 크리에이티브요인에 따라 어떠한 군집으로 나눠지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을 분류. 2 하고, 

변수명 하위 요인 변수형태 예측 중요도

스포츠

특화

요인

스포츠 종목 유형 명목형 변수 1.0

스포츠 성격 명목형 변수 1.0

콘텐츠 유형 명목형 변수 1.0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

썸네일 선정성 연속형 변수 0.8

썸네일 폭력성 연속형 변수 0.7

표 유튜브 스포츠콘텐츠 군집분석 기준변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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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집분류에 사용된 기준변수를 활용한 군집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군집 분류 및 품질 검증① 

선정된 기준변수들을 기준으로 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 ,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군집의 수를 증가시키며 값을 비교하였다BIC . 

단계 군집분석에서 군집의수를 결정할 때 변화 비율을 기준으로 한2 BIC 

다 구체적으로 변화비율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거리 측도 비율. BIC , 

이 늘어나지 않을 때의 군집의 수를 최종 군집수로 결정한다 표 에 제. [ 35]

시 된 바와 같이 변화 비율과 거리측도 비율은 군집의 수가 개에서 BIC 6 7

개로 넘어갈 때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값을 기준으로 . BIC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군집을 총 개로 분류하였다6 . 

한편 본 연구에서 분류된 군집은 개의 정상적인 군집과 개의 이5 1

군집 수 값BIC 
BIC 
변화비율

1 322,505.03 -　

2 203,302.46 1.000

3 130,248.69 0.613

4 79,994.76 0.422

5 49,270.99 0.258

6 39,398.69 0.083

7 29,541.85 0.083

8 21,619.03 0.066

표 계수를 이용한 단계 군집분석 군집 수 결정35 B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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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값 군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 군집분석 과정에서 . 2

잡음처리 기법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의 5% Use noise handling) 5%

이상값들이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단계 군집과정에서 각각의 기준변1 . 2

수를 활용하여 거리행렬을 작성한 후 군집을 분류하는데 이때 어느 군집에, 

도 포함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이상값이다 그러므로 이상값 집. 

단은 이상치를 보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군집들이 .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실루엣 측도SPSS

(Silhouettes)를 확인하였다( 실루엣 지표는 에서 의 값Rousseeuw, 1987). 0 1

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상이면 좋음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0.5 . 

연구의 군집 분류 품질은 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분류된 군집의 품질이 0.6 , 

좋음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 분포②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분류된 군집의 분포는 표 과 같다[ 36] . 가장 큰 군집은 

군집 로 개 의 콘텐츠로 이뤄진 군집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5 21,122 (23.5%) . 

큰 군집은 군집 으로 개 의 콘텐츠로 이뤄진 군집이었으며1 17,956 (20.0%) , 

세 번째는 군집 개 네 번째는 군집 개2(17,513 , 19.5%), 4(16,774 , 18.7%), 

다섯 번째는 군집 개 였다 이상치를 보이는 콘텐츠는 3(16,097 , 17.9%) . 372

개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잡음처리를 로 설정하였지만 이상값을 0.4% . 5% , 

보이는 콘텐츠는 전체의 개 뿐 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상값 군집을제외한 372 . 

개의 군집의 크기가 유사한 크기로 나눠진 것을 통해 적절히 군집이 분류5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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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특성 분석 기준변수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Profiling)③ 

군집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과 기준변수들을 이용하여 기

술통계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군집이 다른 군집과 대비되. 

는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교차표는 표 과 같다. [ 37] . 

군집 은 주로 영역형 경쟁스포츠 종목 을 소제로 한 영상들1 (72.6%)

과 일부 네트형 경쟁스포츠 와 필드형 경쟁스포츠 를 소제로 (13.2%) (13.4%)

한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군집이다 그리고 쿨 스포츠 미디어의 성격을 . 

보이는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의 의 콘텐츠들이 쿨 스포츠 미. 1 99.8%

디어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유형의 경우 오락 및 예. 

능형 영상이 하이라이트 및 경기 영상이 커뮤니티형 영상이 26.5%, 25.3%, 

식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종목유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23.1% . 

분류 콘텐츠 개수 비율

군집 1 17,956 20.0%

군집 2 17,513 19.5%

군집 3 16,097 17.9%

군집 4 16,774 18.0%

군집 5 21,122 23.5%

이상값 372 0.4%

합계 89,834 100%

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 분포 36 



- 292 -

변수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이상값

스포츠
종목
유형

(n,%)

기록형 13
(0.1%)

9
(0.1%)

1
(0.0%)

7,158
(42.7%)

9,548
(45.3%)

85
(22.8%)

영역형
13,029
(72.6%)

0
(0.0%)

15,970
(99.8%)

0
(0.0%)

0
(0.0%)

107
(28.8%)

네트형
2,369

(13.2%)
0

(0.0%)
12

(0.0%)
481

(2.9%)
21

(0.1%)
3

(0.8%)

필드형 2,409
(13.4%)

17,504
(99.9%)

114
(0.1%)

0
(0.0%)

0
(0.0%)

45
(12.0%)

투쟁형 0
(0.0%)

0
(0.0%)

0
(0.0%)

6,536
(39.0%)

87
(0.4%)

19
(5.1%)

단련형
136

(0.8%)
0

(0.0%)
0

(0.0%)
2,184

(13.0%)
11,422
(54.2%)

34
(9.1%)

표현형
0

(0.0%)
0

(0.0%)
0

(0.0%)
415

(2.5%)
44

(0.2%)
79

(21.2%)

합계 17,956 17,513 16,097 16,774 21,122 372

스포츠
셩격

(n,%)

쿨 17,926
(99.8%)

17,513
(100%)

16,097
(100%)

0
(0.0%)

18
(0.0%)

153
(41.1%)

핫 30
(0.2%)

0
(0.0%)

0
(0.0%)

16,774
(100%)

21,104
(99.9%)

219
(58.9%)

합계 17,956 17,513 16,097 16,774 21,122 372

콘텐츠
유형

(n,%)

정보 
레슨

2,342
(13.0%)

0
(0.0%)

1
(0.0%)

6
(0.0%)

20,376
(96.5%)

33
(8.9%)

오락 
예능

4,756
(26.5%)

0
(0.0%)

1
(0.0%)

2,994
(17.8%)

25
(0.1%)

17
(4.6%)

하이
라이트

4,535
(25.3%)

3,917
(22.4%)

18
(0.1%)

457
(2.7%)

25
(0.1%)

73
(19.6%)

프로
분석

1,285
(7.2%)

4,971
(28.4%)

16,077
(99.9%)

12,860
(76.7%)

0
(0.0%)

168
(45.2%)

커뮤
니티

4,151
(23.1%)

8,625
(49.2%)

0
(0.0%)

373
(2.2%)

210
(1.0%)

66
(17.7%)

기타
887

(4.9%)
0

(0.0%)
0

(0.0%)
84

(0.5%)
486

(2.3%)
15

(4.0%)

합계 17,956 17,513 16,097 16,774 21,122 372

썸네일 선정성
(m, sd)

1.93
(.45)

1.21
(.42)

1.13
(.35)

1.38
(.63)

2.37
(.71)

1.28
(.50)

썸네일 폭력성
(m, sd)

1.78
(.51)

1.42
(.49)

1.25
(.43)

1.53
(.53)

2.11
(.51)

1.43
(.51)

주 썸네일 선정성의 전체 평균 표준편차1. ( ): 1.55(.86)
주 썸네일 폭력성의 전체 평균 표준편차2. ( ): 1.59(.71)
주 백분율은 세로로 합계3. 

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의 일반 특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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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 보면 영역형 경기에 대한 오락 및 , 예능 그리고 하이라이트 커뮤니티

형 영상들이 모여 있는 군집이 군집 이다 또한 이러한 군집 은 썸네일의 1 . 1

선정성 과 폭력성 이 평균보다 높으며 전(m= 1.93, sd=.45) (m=1.78, sd=.51)

체 군집 중 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는 주로 필드형 경쟁스포츠 종목 을 소제로 한 영상들2 (99.9%)

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이다 그리고 쿨 스포츠 미디어의 성격을 보이는 군. 

집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의 의 콘텐츠들이 쿨 스포츠 미디어의 성격. 2 100%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유형의 경우 하이라이트 및 경기 형 . 

영상이 프로스포츠 분석 및 정보형 영상이 커뮤니티형 영상22.4%, 28.4%, 

이 식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종목유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49.2% . 

려해 판단 해 보면 필드형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커뮤니티형 영상과 프, 

로스포츠 분석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형 영상 들이 모여 있는 군집이 군집 

이다 또한 이러한 군집 는 썸네일의 선정성 과 폭력성2 . 2 (m= 1.21, sd=.42)

이 평균보다 낮으며 전체 군집 중 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m=1.42, sd=.49)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은 주로 영역형 경쟁스포츠 종목 을 소제로 한 영상들3 (99.8%)

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이다 그리고 쿨 스포츠 미디어의 성격을 보이는 군. 

집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의 의 콘텐츠들이 쿨 스포츠 미디어의 성격. 3 100%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유형의 경우 프로스포츠 분석 및 정. 

보 유형이 였다 이를 종목유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해 99.9% . 

보면 영역형 경기에 대한 프로스포츠 분석 유형의 영상들이 모여 있는 군, 

집이 군집 이다 또한 이러한 군집 는 썸네일의 선정성3 . 3 (m= 1.13, 

과 폭력성 이 평균보다 낮으며 전체 군집 중에서 sd=.35) (m=1.25, sd=.43)

가장 낮았다. 

군집 은 주로 영역형 경쟁스포츠와 필드형 경쟁스포츠로 구성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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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쿨 스포츠 미디어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영역형 경쟁스포츠는 군집 과 군집 에 거의 절반. 1 3

씩 나눠 분포되어져 있고 군집 는 필드형 경쟁스포츠로만 구성되어 있다2 . 

따라서 군집 과 이 스포츠 종목유형에서는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군1 3 . 

집 에 주로 사용되는 콘텐츠 유형으로는 하이라이트 프로스포츠 분석1,2 3 , , 

커뮤니티형 영상 유형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프로스포츠를 소제로 한 영상, 

에서 사용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군집 은 군집 와 군집 과 다르게 . 1 2 3

오락 및 예능형의 영상들이 다수 모함되어 있으며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 

성이 높게 측정되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군집 는 주로 기록형 경쟁스포츠 종목 과 투쟁형 경쟁 4 (42,7%)

스포츠 를 소제로 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이다 그리고 군집 (39%) . 

의 콘텐츠 들은 핫 스포츠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4 100% . 

한 주로 사용된 콘텐츠 유형으로는 오락 및 예능 유형이 프로스포17.8%, 

츠 분석 및 정보 유형이 였다 즉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보면 기록형 76.6% . , 

경쟁스포츠와 투쟁형 경쟁스포츠를 소제로 한 프로스포츠 분석 및 정보 유

형의 콘텐츠들로 구성된 군집이 군집 이다 또한 군집 는 썸네일의 선정4 . 4

성 과 폭력성 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m=1.38, sd=.64) (m=1.53, sd=.53)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군집 중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 . 

마지막으로 군집 는 주로 기록형 경쟁스포츠 종목 과 투쟁5 (45,3%)

형 단련형 스포츠 를 소제로 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이다(54.2%) . 

그리고 군집 의 콘텐츠 들은 핫 스포츠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5 99.9% 

석되었다 또한 주로 사용된 콘텐츠 유형으로는 정보 및 레슨 유형이 . 

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보96.5% . , 

면 기록형 경쟁스포츠와 단련형 스포츠를 소제로 정보 및 레슨 영상으로 구

성된 군집이 군집 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군집 는 썸네일의 선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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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과 폭력성 로 전체 군집중 가장 높으(m=2.37 sd=.71) (m=2.11, sd=.51)

며 평균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 와 군집 는 기록형 경쟁스포츠를 소제로 한 콘텐츠를 4 5

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반면 군집 와 군집 의 가장 큰 차이점4.4:5.6 . 4 5

은 군집 는 전체 투쟁형 경쟁스포츠의 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군4 99.9% , 

집 는 단련형 스포츠의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집 5 99.9% . 4

와 는 모두 핫 스포츠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군집 에 5 . 4

대비하여 군집 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특징은 정보 및 레슨형 유형의 영5

상이 주를 이룬다는 점과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군집 와 군집 을 비교 해 보면 종목 유형과 미디어 스4, 5 1,2,3 , 

포츠 유형 그리고 콘텐츠 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 

집 와 는 기록형 경쟁스포츠를 공유하며 각각 투쟁형 단련형 스포츠를 4 5

주력으로 하는 군집이고 핫 스포츠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군집 은 영1,2,3

역형 경쟁스포츠와 필드형 경쟁스포츠와 같은 쿨스포츠 미디어의 성격을 보

이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군집 과 군집 는 프로스포츠 분석 . 3 4

유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상이한 유형의 종목을 소제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군집의 정의④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변수를 선정하여 군집

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군집들의 특성을 기준변수를 통해 파악하였. 

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군집의 이름을 붙이고 특성을 요약하여 .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집 은 자극적인 쿨 영역형 스포츠 엔터테. 1 ‘

인먼트 콘텐츠 군집 는 쿨 필드형 스포츠 분석 콘텐츠 군집 은 쿨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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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형 스포츠 분석 콘텐츠 군집 는 핫 투쟁 기록형 스포츠 엔터테인먼’, 4 ‘ /

트 콘텐츠 군집 는 자극적인 핫 단련형 스포츠 레슨 및 정보 콘텐츠 로 ’, 5 ‘ ’

군집명이 붙여졌다 각각의 군집의 특성은 표 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38] . 

구체적으로 군집 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개 를 차지하1 20%(17,956 )

는 크기의 그룹으로 주로 영역형 경쟁스포츠와 네트형 경쟁스포츠가 포함되

어 있었고 대다수의 영상이 쿨 스포츠 성격의 영상이었으며 주로 엔터테인, 

먼트영상이었다 엔터테인먼트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하이라이트영상. 

이었다 썸네일의 선정성은 으로 다른 그룹들에 대비하여 번째로 높게 . 1.93 2

나타났고 썸네일의 폭력성 또한 으로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 1.78 2 . 

해 다소 자극적인 썸네일을 이용해서 단체 구기종목의 성격을 가진 쿨스포

츠 중 영역형 스포츠종목을 주요 소제로 즐거움을 유발하는 콘텐츠들의 집

단이 군집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집 은 자극적인 쿨 영역형 1 . 1 ‘

구분 종목 유형 스포츠 
성격

주 콘텐츠 유형 선정성 폭력성 군집명

군집

1
영역형 경쟁스포츠 쿨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하이라이트 및 경기

커뮤니티

높음 높음

자극적인 쿨 영역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군집

2
필드형 경쟁스포츠 쿨

하이라이트경기

프로스포츠 분석

커뮤니티

낮음 낮음
쿨 필드형 

스포츠 분석 콘텐츠

군집

3
영역형 경쟁스포츠 쿨 프로스포츠 분석 낮음 낮음

쿨 영역형 스포츠 

분석 콘텐츠

군집

4

기록형 경쟁스포츠

투쟁형 경쟁스포츠
핫 프로스포츠 분석 낮음 보통

핫 투쟁형 기록형 /

스포츠 분석

군집

5

기록형 경쟁스포츠

단련형 스포츠
핫 정보 및 레슨 높음 높음

자극적인 핫 단련형 

스포츠 레슨 및 정보 

콘텐츠

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 특성 요약 및 정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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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로 군집의 이름이 정해졌다’ .

군집 는  전체의 개 를 차지하는 크기의 군집이다2 19.5%(15,513 ) . 

주로 필드형 경쟁스포츠로 구성된 그룹이며 프로 스포츠에 대한 분석과 정, 

보를 제공하는 유형의 콘텐츠들이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분석 유형의 콘. 

텐츠가 아닌 경우에는 선수와 팀의 일상을 담은 커뮤니티 유형의 콘텐츠였

다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전체의 평균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 자극. . 

적이지 않은 썸네일을 사용하여 쿨한 성격의 필드형 경쟁 스포츠를 주 소제

로 프로스포츠에 대한 분석 및 정보형 영상을 제작하는 콘텐츠들의 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군집 는 쿨 필드형 스포츠 분석 콘. 2 ‘ 

텐츠 로 군집명이 정해졌다’ .

군집 은 전체의 개 를 차지하는 크기의 군집이었는3 17.9%(16,097 )

데 주로 영역형 경쟁스포츠를 소제로 한 군집이었다 영역형 경쟁스포츠의 , . 

경우 군집 에  가 포함되었고 나머지 는 군집 에 포함되어져 1 44.8% 54.8% 3

있었다 또한 군집 에 포함된 대부분의 콘텐츠가 쿨 스포츠에 해당하며. 3 , 

주로 프로스포츠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하는 형태의 영상들이었다 이들 . 

콘텐츠들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다.  , 

소 자극적이지 않은 썸네일을 이용한 쿨한 영역형 경쟁스포츠에 대한 분석

형 영상들이 모인 집단이 군집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군집 의 군3 . 3

집명은 쿨 영역형 스포츠 분석 콘텐츠 로 정해졌다‘ ’ . 

군집 는 전체의 개 를 차지하는 크기의 군집이었는데 4 18%(16,774 )

주로 투쟁형 경쟁스포츠와 기록형 경쟁스포츠가 속해있었다 이들 두 가지 . 

종목 유형은 모두 핫 스포츠에 해당하는데 이는 군집 과 다른 속성이, 1,2,3

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유형은 주로 프로스포츠 분석 정보형 영상이 많았. 

고 그 외에는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영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 . 

으로 투쟁형 경쟁스포츠의 경우 프로스포츠 분석 정보 영상들이 많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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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형 경쟁스포츠의 경우 오락 및 예능형 영상이 많았다 그리고 군집 에 .  4

포함된 콘텐츠들의 썸네일 선정성과 폭력성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

다 즉 군집 에는 다소 선정적이지 않은 썸네일을 사용한 핫한 성격의 투. , 4

쟁 및 기록형 경쟁스포츠들을 주요 소제로 분석형 영상을 제작한 콘텐츠들

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집 는 쿨 투쟁 기록형 스포츠 분석 . 4 ‘ /

콘텐츠 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 

마지막으로 전체의 개 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군집인 23.5%(22,122 )

군집 는 주로 단련형 스포츠와 일부 기록형 경쟁스포츠 콘텐츠가 포함되어 5

있는 군집이었다 이들 두 종목 유형 역시 핫스포츠의 성격을 보이는데 이. , 

는 군집 과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유형은 주로 레슨 1,2,3 . 

및 정보형 영상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군집 의 콘텐츠 들은 썸네일의 선정. 5

성과 폭력성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종합해 보면 군집 . , 

는 매우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한 핫한 성격의 단련형 스포츠를 주요 소5

제로 레슨 및 정보형 영상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집 는 자. 5 ‘

극적인 핫 단련성 스포츠 레슨 및 정보 콘텐츠 로 이름 붙였다’ . 

군집별 소비 영향요인 특성 분석3) 

군집별 세부 종목 특성① 

스포츠 요인과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구분된 개의 군집들의 추가5

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종목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 

표 와 같다 세부 종목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가지 종목 중 빈도수가 [ 39] . 35

높은 상위 개의 종목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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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의 경우 대표적인 영역

형 경쟁 스포츠 유형인 축구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 개의 . 11,320

축구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축구 콘텐츠의 를 차지, 55.6%

하는 크기이다 그리고 쿨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야구와 농구 배구 또한 함. , 

께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콘텐츠들을 살펴 본 결과 주로 축구. 

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영상 해외축구와 관련된 정보영상 프로 야구 농, , 

구 그리고 배구와 관련된 프로스포츠 분석 및 정보 영상이었다 즉 첫 번째 . 

군집은 인기 프로 스포츠를 소제로 한 다양한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군집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순한 쿨 필드형 분석 영상 군집의 경우 군집의 대다수의 

콘텐츠가 야구를 소제로 한 콘텐츠였다 총 개의 야구를 소제로 한 . 17504

구분

군집[ 1]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 2]

순한 쿨 

필드형 분석

 

군집[ 3]

순한 쿨 

영역형 분석

 

군집[ 4]

순한 쿨 

투쟁 기록형 /

분석

군집[ 5]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n % n % n % n % n %

축구 11,320 55.6 0 0 9,051 44.4 0 0 0 0

야구 2,409 12.0 17,504 87.4 114 0.6 0 0 0 0 

피트니스 136 1.0 0 0 0 0 2,184 15.9 11,455 83.2 

골프 0 0 0 0 0 0 1,423 15.8 7,561 84.2

농구 1,677 19.8 0 0 6,774 80.2 0 0 0 0

당구 0 0 0 0 0 0 4,968 82.5 1,055 17.5 

격투기 0 0 0 0 0 0 4,495 98.5 69 1.5

배구 2,342 99.5 0 0 12 0.5 0 0 0 0

태권도 0 0 0 0 0 0 1,803 99.1 17 0.9 

수영 0 0 0 0 0 0 161 17.5 760 82.5 

주 백분율은 가로로 합계1. 

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군집별 세부 종목 빈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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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야구 콘텐츠의 를 차지하는 크87.4%

기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한 결과 주로 프로 야구에 대한 정보와 분석형 영. 

상 그리고 커뮤니티형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 군집은 한국 프. 

로 야구를 소제로 한 경기 정보 및 분석형 영상과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형 

영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순한 쿨 영역형 분석 영상 군집의 경우 축구와 농구 종

목을 소제로 한 영상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축구를 소제로 한 영상은 . 

개 농구는 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축구는 전체 축구 콘텐츠의 9,051 , 6,774 , 

농구는 를 차지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44.4% 80.2% . 

콘텐츠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 프로 축구와 관련된 분석영상과 프로농구와 

관련된 분석형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 군집과 비교 하였을 때 . 

영상의 유형은 두 군집 모두 프로스포츠에 대한 분석형 영상이지만 주요 , 

종목 소제의 경우 야구 농구 축구 서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 ( / , ) . 

군집은 국내 프로스포츠 중 축구와 농구와 관련된 경기 정보 및 분석 영상

이 주를 이루는 군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순한 쿨 투쟁 및 기록형 분석 영상 군집의 경우 주로 당구

와 격투기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종 격투기 영상. 

은 총 개로 전체 이종격투기 콘텐츠의 약 를 차지하는 빈도였고4,495 98.5% , 

당구의 경우 개로 를 차지하는 빈도였다 구체적으로 콘텐츠들4,968 82.5% . 

을 살펴 본 결과 당구를 소제로 한 정보 영상과 이종격투기를 경기를 UFC 

소제로 한 정보 및 분석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골프를 이용한 . 

엔터테인먼트형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이 군집. 

은 격투기나 당구와 같은 주요 시청 층이 남성인 종목에 대한 분석형 영상

이 주로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영상 군집은 주로 피



- 301 -

트니스 종목을 소제로 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개의 피트니. 11,455

스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 이는 전체 피트니스 영상의 를 차지하는 빈83.2%

도였다 구체적으로 콘텐츠들을 살펴 본 결과 주로 피트니스를 소제로 한 . 

레슨영상이었다 그리고 이 군집에는 골프와 당구를 소제로 한 레슨 영상 . 

또한 다수 포함되어있었다 즉 이 군집은 개인 종목에 대한 레슨 영상이 . ,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집별 콘텐츠 요인 특성② 

스포츠 요인과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구분된 개의 군집들의 특성5

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요인들의 기술통계량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 영상의 길이 제목의 길이 음성 제. [ 40] . , , 

공량과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요인과 검색어 개수 타 링크 수와 , SNS 

같은 접근성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우선영상의 길이의 경우 순한 쿨 영역형 분석 콘텐츠의 경우 평균 

초의 가장 긴 영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군집이었고 자극적인 쿨 1,433.9 ,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영상군집이 초로 가장 짧은 영상길이를 가지고 450.7

있었다 자극적이면서 짧은 영상 군집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긴 영상의 군. 

집은 형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제목의 길이의 경우 대부분 . 

비슷한 수준의 길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순한 쿨 투쟁 및 기록형 분석 . 

영상 군집이 평균 개의 글자수를 보여 가장 긴 제목 길이를 가진 군48.08

집이라 할 수 있다 음성 제공량의 경우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형 영상 군집의 경우 평균적으로 로 가장 많은양의 음성 정보를 96.83Mbps

제공하고 있었으며 순한 쿨 필드형 분석 영상 군집이 으로 가장 적은 , 15.56

양의 음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레슨을 위해서 많은 양의 음성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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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색어 개수의 경우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영상 군집이 

개로 가장 많이 설정되어 있었고 순한 쿨 영역형 분석 영상 군집이 20.23

개로 가장 적은 수의 검색어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타 링크 12.58 . SNS 

개수의 경우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영상 군집이 평균 개로 5.37

가장 많은 수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별 크리에이터 요인 특성③ 

스포츠 요인과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구분된 개의 군집들의 특성5

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영상을 업로드 한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터 유형과 크리에이터 성별의 빈도가 각각의 군집별. 

구분

군집[ 1]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 2]

순한 쿨 

필드형 분석

 

군집[ 3]

순한 쿨 

영역형 분석

 

군집[ 4]

순한 쿨 

투쟁 기록형 /

분석

군집[ 5]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m sd m sd m sd m sd m sd

영상

길이
450.70 720.83 521.77 1171.65 1443.99 2438.28 643.44 1015.68 829.17 1199.31

제목

길이
36.43 14.99 39.19 14.15 42.52 12.66 48.08 17.31 36.80 17.33

음성

제공량
25.97 18.46 15.56 16.82 22.71 34.84 24.62 26.82 71.07 96.83

검색어 

개수
18.46 16.17 20.15 15.27 12.58 13.16 15.41 16.90 20.23 18.62

타 

SNS

링크 수

3.09 4.26 1.97 2.63 2.61 3.51 4.11 9.16 5.37 7.22

표� 군집별�소비영향�콘텐츠�요인�기술통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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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 41] . 

우선 크리에이터 유형의 경우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영

상 군집은 주로 개인이 제작한 영상들이 있었으며 순한 쿨 필드(n= 8,134), 

형 분석 영상의 경우 주로 방송사 나 구단 및 협회 에(n= 5,984) (n= 9,552)

서 제작한 영상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순한 쿨 영역형 분석 영상 . 

군집 또한 방송사 나 구단 및 협회 에서 제작한 영상이 (n= 9,277) (n= 5,087)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영상 . 

군집은 개인 이 제작한 영상이 주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자극적(n= 15,372) . 

인 썸네일이 주로 포함된 첫 번째 군집과 다섯 번째 군집은 주로 개인이 

제작한 영상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 성별의 경우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영상 군

구분

군집[ 1]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 2]

순한 쿨 

필드형 분석

 

군집[ 3]

순한 쿨 

영역형 분석

 

군집[ 4]

순한 쿨 

투쟁 기록형 /

분석

군집[ 5]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n % n % n % n % n %

크

리

에

이

터

유

형

개인 8,134 28.2 2,066 7.2 741 2.6 2,571 8.9 15,372 53.2 

방송사 3,918 12.7 5,894 19.1 9,277 30.1 8,292 26.9 3,473 11.3 

구단협회 3,786 15.7 9,552 39.7 5,617 23.3 5,087 21.1 17 0.1 

유튜브

전문
2,118 37.4 1 0.0 462 8.2 824 14.5 2,260 39.9 

크

리

에

이

터

성

별

비공개 7,733 13.9 15,446 27.8 14,894 26.8 13,975 25.1 3,594 6.5 

남성 9,720 34.1 2,067 7.3 1,155 4.1 2,511 8.8 13,012 45.7 

여성 0 0.0 0 0.0 0 0.0 60 2.4 2,464 97.6 

혼성 503 17.8 0 0.0 48 1.7 228 8.1 2,052 72.5 

주 백분율은 가로로 합계1. 

표� 군집별�크리에이터�특성�기술통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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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영상 군집을 제외하고 주로 대부분

이 영상의 제작자의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자극적인 .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개의 콘텐츠가 남성크리에이터에 의해 9,720

제작된 경우였다 그리고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영상 군집은 . 

개의 남성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과 개의 여성 크리에이터13,012 2,464

가 제작한 영상 그리고 개의 혼성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이 포함되2,052

어 있었다 이를 앞서 크리에이터 유형에 대한 정보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 

보면 개인인 크리에이터 중 주로 남성들은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 

트 영상을 제작하고 개인인 크리에이터 중 여성과 혼성 크리에이터들은 주, 

로 자극적인 단련 스포츠의 레슨유형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군집별 성과지표 특성 분석4) 

앞서 분류된 군집들이 각각 달성한 성과지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 , 

수익 댓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군집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 

원 분산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는 표 에 요(one-way ANOVA) . [ 42]

약 제시되었다.

우선 조회수의 경우 검정 값이 이며 유의미한 수f 721.78(p< .001) , 

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군집간의 조회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조회수의 차이의 순서와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의 집단 동질성에 대한 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군집Scheffe . 

군집 군집 1(m= 88,352, s.e= 1,345.58), 5(m= 88,352, s.e=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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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군집 4(m= 58,005, s.e= 1,038.01), 3(m= 25,781, s.e= 863.26), 

의 순서로 조회수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는2(m= 27,518.46, s.e= 577.04) 데, 

군집 와 군집 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의 차이를 보여 두 군집은 서로 동2 3

질적인 군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지표인 조회수가 . 

높은 군집은 군집 과 군집 이며 가장 낮은 조회수를 보이는 집단은 군집 1 5 , 

와 군집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2 3 . 

또한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경우 검정 값이 이며f 574.65(p< .001) , 

유의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군집간의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 집단 동질성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군. Scheffe

집 군집 군집 1(m= 3,146.04, s.e= 48.66), 5(m= 28,788.24, s.e= 17.24), 

군집 군집 4(m= 2,060.43, s.e= 42.42), 3(m= 870.73, s.e= 30.35), 2(m= 

구분

군집[ 1]

자극적인 

쿨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 2]

쿨 

필드형 분석

 

군집[ 3]

쿨 

영역형 분석

 

군집[ 4]

쿨 

투쟁 기록형 /

분석

군집[ 5]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합계

(F-test)

조회수

M
88,352.9

(a)

27,518.46

(d)

25,781.01

(d)

58,005.18

(c) 

77,061.17

(b)

56,862.62

(721.782***)

S.E 1,345.58 577.04 863.26 1,205.50 1,038.01 477.18

추정된

콘텐츠

수익

M
3,146.04

(a)

1,013.39

(d)

870.73

(d)

2,060.43

(c)

2,788.24

(b)

2,031.90

(574.65***)

S.E 48.66 22.14 30.35 42.42 38.18 17.24

댓글수

M 162.31
(a)

44.66
(d)

32.10
(e)

66.38
(c)

86.13
(b)

79.88
(808.673***)

S.E 2.80 .75 1.48 1.70 1.51 .81

주 순으로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1. a > b > c > d > e , 
못하였음
주2. *** = p< .001, ** = p< .05, * = p< .1

표� 42 유튜브�스포츠�콘텐츠�군집에�대한�성과지표�일원�분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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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로 예측가격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다1,013.39, s.e= 22.14) CPM . 

그리고 군집 와 군집 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의 차이를 보여 두 군집은 2 3

서로 동질적인 군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군집들의 추. 

정된 콘텐츠 수익은 또 다른 경제적 성과지표인 조회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댓글 수의 경우 검정 값이 이며 유의f 808.67(p< .001) , 

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군집간의 댓글수 개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 집단 동질성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군집. Scheffe 1(m= 

군집 군집 162.32, s.e= 2.80), 5(m= 86.13, s.e= 1.51), 4(m= 66.38, s.e= 

군집 군집 의 순서로 1.70), 3(m= 32.10, s.e= 1.48), 2(m= 44.66, s.e= .75)

댓글수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군집 간 동질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집단의 댓글수 평균은 각각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5

있다 결과적으로 군집 이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수익 댓글수 모두에서 . 1 , ,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한 그룹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군집 는 반대로 모든 , 2

가장 낮은 성과를 달성한 그룹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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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Ⅵ

연구결과 요약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스포츠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들을 고찰하여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과 소비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를 돕고 둘째 이론적 탐색을 통해 유튜브 플랫폼 상의 스포츠 , 

콘텐츠 시장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셋째 빅데, 

이터를 이용한 고급통계 검정을 실시하여 스포츠 콘텐츠 유형 분류 및 성과

지표에 미치는 소비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었다.  

특히 각각의 소비 영향요인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변수화 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학문적 기초위에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자료.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 회귀분석과 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2

였다 다층모형 회귀분석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 소비 영향요인을 채. 

널과 콘텐츠 수준으로 분류하여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수준의 영향력

을 파악하였다 단계 군집분석의 경우 다양한 소비영향요인을 기준변수로 . 2

투입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거리계산법을 사용하여 유튜브 스포츠 콘

텐츠를 군집화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는 서로 상이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지만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유튜브 스포츠 미디어의 소비지형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두 가지 연구문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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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지형에 대한 전반적

인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수익 댓글수와 같은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 , , 

치는 소비 영향요인은 영상수준과 채널수준이 함께 존재 한다 둘째 스포츠. 

에 관한 특정주제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인다 셋째 . 

영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인다 넷째 썸. , 

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을수록 성과지표가 높아진다 다섯째 콘텐츠의 . , 

접근성이 높을수록 성과지표가 높아진다 여섯째 제작자의 성별과 유형에 . ,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이지만 전문성과 신뢰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곱 번째 채널의 운영형태와 기간에 따라 성과지표가 .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스포츠 요인과 콘텐츠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

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군집은 어떻게 되며 각각의 군집의 특성은 어떻

게 되는가 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스’ . 

포츠 콘텐츠는 스포츠 종목유형 미디어 스포츠 성격 스포츠 콘텐츠 유형 , , 

그리고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따라 총 개 유형의 군집이 형성된다5 . 

둘째 개의 군집은 각각 자극적인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콘텐츠5 ‘ ’, 

필드형 분석 스포츠 콘텐츠 영역형 분석 스포츠 콘텐츠 기록 및 투쟁‘ ’, ‘ ’, ‘

형 분석 스포츠 콘텐츠 자극적인 단련형 레슨 및 정보형 스포츠 콘텐츠’, ‘ ’

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정보 분석 유형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길. 

이가 길었으며 예능 및 엔터테인먼트 유형의 경우 콘텐츠의 길이가 짧았, 

다 넷째 크리에이터의 경우 자극적인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과 자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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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단련형 레슨 및 정보 군집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제작하는 콘텐’

츠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개 군집에 속한 콘텐츠 들은 방송사, 3 , 

협회와 같은 조직들이 주로 제작한 콘텐츠 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섯째 . 

성과지표는 자극적인 영역형 엔터테인먼트 군집과 자극적인 단련형 레슨 ‘ ’ ‘

및 정보 군집이 다른 군집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 

주요 연구 결과 논의2. 

연구문제 의 연구결과 논의1) 1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는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요인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 1) 

채널수준과 영상수준의 소비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며 성과지표에 따라 소, 2)

비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하고 각각의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은 차이, 3) 

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래 일곱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질 수 있. 

다. 

첫째 영상수준과 채널수준의 소비영향요인이 존재 한다는 것은 콘

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가 뿐 만 아니라 누가 제작하는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회수와 댓글수의 경우 영상수준의 소비 영향요인들의 설. 

명 변량이 채널 수준의 변량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 

일반적으로는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 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 

경제적 성과지표 중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경우 채널수준의 소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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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설명 변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콘텐츠의 성, 

과에는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조회수와 댓글수 모두 채널 수준 소비 영향요인들의 설명변량이 약 

이상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직관적인 지표에는 누가 콘텐츠를 제작하였30%

는가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모형. , 

에 투입된 채널수준의 소비 영향요인 변수의 개수가 콘텐츠 수준의 변수 개

수 보다 적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예상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요인이 가장 중요한 소비 영향요인이었으며 구체적으, 

로 특정 주제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미디어의 특수한 소비 동기와 시청 즐거움이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며 기존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영향, 

력이 유튜브 플랫폼상에 미치고 있음을 동시에 시사한다 스포츠 요인인 종. 

목유형과 미디어 스포츠 성격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

한 성과지표가 형성된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회.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필드형 종목과 영역형 종목이 높은 조회수에 유리

한 종목이었고 레슨 및 정보형 영상이 다른 유형의 콘텐츠들 보다 높은 조, 

회수에 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댓글수의 경우에도 필드. 

형 종목과 영역형 종목이 타 종목에 대비하여 정적인 영향력이 높았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생활스포츠 참여율과 미디어 스포츠 점유율과 관련이 깊다. 

또한 종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비 지형을 형성하는 스포츠의 특성이 선택

시청을 하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강하게 발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댓. 

글수에 가장 큰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종(+)

목인 것으로 도출되어 조회수의 경우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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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게 하는 콘텐츠는 인지적인 정보형 콘텐

츠 보다는 감성적인 오락형 콘텐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경우 위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

기도 하였다 채널수준의 소비영향요인이 매우 적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의 . 

경우 투쟁형 경쟁스포츠가 다른 종목들 보다 정적인 영향력이 높았으며 오, 

락 및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라이트 경기 유형의 영상이 정적인 영향력

이 높았다 타 종목들 보다 자극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가장 높은 콘텐츠. 

가 추정된 콘텐츠 수익이 가장 높다는 것은 기존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소비 수요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축구 야구 농구 배구. , , , 

와 같은 국내 프로 스포츠 보다 유튜브 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콘텐츠가 이종격투기와 같은 종목이라는 점은 유튜브 상에서 발견된 새로운 

미디어 소비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개인. 

이 제작한 창의적 영상을 특징으로 하는 유튜브 플랫폼이지만 스포츠 콘텐, 

츠의 경우 주로 방송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과 유형의 콘텐츠들이 성과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직 기성 미디어 시장의 경

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

인다는 점은 매체적 특수성에 기반 한 이용 동기와 관련이 깊다 유튜브는 . 

뿐 만아니라 개인화기기까지 넓은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스낵 무비 PC . 

컬쳐 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유튜브에서 스포(Snack Movie Culture)

츠 콘텐츠 역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

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조회수와 댓글수 획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영상에서 제공되는 음성량이 많을수록 조회수와 댓, 

글수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유튜브 플랫폼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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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도의 영상길이와 정보제공량이 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나 . 

종목과 콘텐츠의 영향력을 감안 하였을 때 세부 종목과 영상유형에 따라 , 

영상 정보량에 따른 성과지표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가정해야 한

다 또한 정보제공량에 따른 시청반응은 천정효과 가 존재 할 . (Ceiling effect)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검증 또한 필요 하다, . 

넷째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을수록 성과지표가 높아진다는 , 

점은 기존의 매체와는 상이한 형태의 소비 영향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썸. 

네일은 콘텐츠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진이자 광고이다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고나 편성표를 활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는 하나의 페이지에 수많은 콘텐. 

츠들의 썸네일이 제공되고 소비자는 썸네일을 기초 정보로 하여 콘텐츠를 , 

선택한다 각각의 콘텐츠는 하나의 상품이며 상품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 ,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튜브에서의 콘텐츠 소비는 기존의 커뮤니케이

션 행동 이론 보다는 마케팅 소비자 행동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 

이 점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인 썸네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성과지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서 검증되어 졌다 하지만 이 또한 . , 

종목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성과지표가 높아진다는 점 또, 

한 기존의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비 증진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

미한다 조회수와 추정된 콘텐츠 수익 댓글수와 같은 성과지표에 검색어 . , 

개수와 타 링크 개수가 모두 정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SNS (+)

스포츠 콘텐츠의 노출가능성이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 동료들 은 이와 같은 콘텐츠 접근성은 성과가 높. Duffett (2019)

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는데 한번 관심을 받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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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들은 공유의 재공유를 거쳐 확산되어져 더욱 넓은 접근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박병언과 임규건 는 유튜브 상에서 콘텐츠가 많은 사람에게 . (2015)

노출 됨에 따라 높은 조회수를 얻는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노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를 . 

통해 보편적인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접근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기. 

저는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형태의 스포츠 콘. 

텐츠가 노출가능성이 높아져 높은 성과지료를 달성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 

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논의점은 제작자의 성별과 유형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이지만 전문성과 신뢰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은 유튜브 플랫폼 스포츠 콘텐츠 소비의 특수한 맥락과 자료수집과정의 한

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 Jenkins, Bugeja 

는 스포츠 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역할이 사회적 역할 이론에 Barber(2014)

따라 학습자에게 상이하게 인지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포츠 학습의 효과가 

상이함을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상황에서 남. 

성은 이성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신체적 자존감이 매우 높은 화자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감성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섬세한 형태의 상호작, 

용을 하는 화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유튜브 콘텐츠에서 정보를 . 

전달하는 화자는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상의 화자의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는 특수한 . , 

형태로서 조사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 

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 차이를 발견하였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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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스포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집중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크리에이터를 유형화 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른 성과지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지만 화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성, 

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널 유형에 따. 

른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가 인지한 체널의 

제작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소비행동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채널 브랜드 

후광효과를 통해 주장한 과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Welbourne Grant(2016) . 

즉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또한 보편적인 채널 후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현주 김헌 등이 정보원 공신력 모Ohanian(1990), , (2019)

델을 통해 주장한 화자의 공신력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력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 

의될 수 있다 하나는 자료의 편향성과 관련된 이슈이며 둘은 유튜브 플랫. , 

폼의 사용자 참여 특성과 관련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 

유튜브 채널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자료수집에 있어 구독자수와 조, 

회수를 기준으로 상위의 개의 채널을 선정하였다 상위의 유튜브 채널들150 . 

은 대다수의 코더들에게 신뢰성과 전문성을 일정부분 확보 되어 있었고 때, 

문에 내용분석을 통해 작성된 전문성과 신뢰성의 변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한편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화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중요하지 않

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도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에. 

서는 화자의 전문성과 신뢰성 보다는 콘텐츠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 역시 세부적으로 연구되.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스포츠 콘텐츠가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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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화자의 공신력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기 , 

때문이다.  

일곱 번째 채널의 운영형태와 기간에 따라 성과지표가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와 이 주장한 콘텐츠 업로드양 업로드 주. Coursaris Osch(2016) , 

기와 같은 일종의 운영 지표들이 채널을 신뢰하게 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

성하여 소비행동을 증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는 소비자에게 많이 자주 노출된 채널이 친근감을 형성하고 신뢰감을 준다

는 점에서 운영과 관련된 요인들은 채널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 하

였다 평균 콘텐츠 업로드 주기가 짧고 많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운영기간. , 

이 오래된 채널들의 콘텐츠들이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결국 유튜브 스

포츠 채널 운영자의 성실함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종목을 소제로 콘텐츠. 

를 제작하는 방식은 조회수에는 긍정적이지만 추정된 콘텐츠 수익과 댓글,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분석되었다 이는 소수의 . 

멀티채널의 높은 조회수 획득에 따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운영 채널. 

의 경우 하나의 장르에 집중하여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높

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의 연구결과 논의2) 2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통해 인기 유튜브 스포츠 채널에 게시된 콘

텐츠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높은 성과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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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보는 콘텐츠 제

작자에게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의 결과는 . 2 1) 

스포츠 요인과 콘텐츠 요인을 기준변수로 군집이 분류된다는 점 총 개, 2) 5

의 군집이 유사한 크기의 군집으로 분류된다는 점 각각의 군집이 고유, 3) 

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래 두 가. 

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스포츠 요인 종목 미디어 스포츠 성격 콘텐츠 유형 이 가장 , ( , , )

중요한 기준변수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콘텐츠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결국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 군집분석과정에서 모든 소비 . 2

영향요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통계 분석하는 과정을 수많이 

반복하였다 이중 가장 최적의 결과를 보이며 동시에 타당한 결과를 보이. , 

는 경우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스포츠 요인이 주요 기준변수로 선정되었다. 

이는 결국 스포츠 콘텐츠가 가진 고유의 내용과 형식이 콘텐츠의 유형을 결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일. 

반적으로 특정 콘텐츠나 방송 프로그램을 유형화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기

준이 있지만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유형을 정의할 때 종, 

목과 미디어 스포츠 성격 그리고 콘텐츠 유형이 차적으로 고려되어 질 수 1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콘텐츠가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

와 해석 방식에 따라 콘텐츠 유형을 쿨스포츠와 핫스포츠로 구분하였고 이, 

를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논리성이 높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 

는 형태의 핫스포츠와 높은 감각 몰입성을 요구하며 감각적인 시청형태를 

유도하는 쿨스포츠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 

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 지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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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시사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콘텐츠 유형의 경우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와 기존의 스포

츠 콘텐츠 유형을 참조하여 총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또한 군집을 구분5 , 

하는 기준변수로서 유의미하게 적용되었다 정보 및 레슨형 영상과 프로스. 

포츠 분석 유형의 영상은 대표적으로 인지적 동기를 자극하는 유형의 콘텐

츠이며 오락 및 예능 유형의 영상은 정서적 동기를 자극하는 유형의 콘텐츠

이다 그리고 커뮤니티형 유형의 영상은 스포츠 소비자들이 프로 스포츠나 . 

스포츠 선수에 대한 애착심과 같은 사회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유형의 콘텐

츠이다 이러한 각각의 동기에 따른 서로 상이한 유형의 콘텐츠가 콘텐츠 . 

군집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기준변수로 유의미하게 적용된 결과는 유튜브 

상에 게시되어 활발히 소비되어지고 있는 스포츠 콘텐츠들이 주로 어떤 목

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게시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 

본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유형이 주로 인지적 동기를 자극하

는 정보 및 레슨 프로스포츠 분석 유형의 영상과 정서적 즐거움일 자극‘ ’, ‘ ’ 

하는 오락 및 예능 하이라이트 의 유형으로 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음을 ‘ ’ ‘ ’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된 미디어 스포츠 성격을 기준. 

으로 구분된 결과와 매우 유사한데 결국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내용과 , 

유형이 미디어 소비 동기에 따라 구분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체 콘텐츠 유형이 가지로 구분되었다는 점과 각각의 군집, 5 , 

이 서로 상이한 성과와 소비영향요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튜브 , 

플랫폼상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개의 군집 중 첫 번 째 군집인 자극적인 쿨 영역혁 엔5

터테인먼트 군집은 주로 해외 프로스포츠 콘텐츠를 소제로 한 오락 및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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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먼트나 하이라이트 유형의 콘텐츠들이었다 해당 군집의 영상들은 구체. 

적으로 유렵축구 리그나 농구를 소제로 하고 있었으며 자극적인 썸네NBA 

일을 작성하여 플랫폼에 게시되어져 있었다 또한 주로 남성 크리에이터에 . 

의해 제작되어 져 있었으며 길이가 모든 군집 중 가장 짧은  특성을 보였

다 성과지표의 경우 가장 높은 조회수와 추정된 콘텐츠수익 댓글수를 보. ,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으로 가장 높은 성과지표를 얻고 있는 유튜브 스. 

포츠 콘텐츠에 대한 정보라 해석할 수 있다. 

개 군집 중 두 번째 군집은 쿨 필드형 분석 콘텐츠 군집이었다5 . 

해당 군집은 주로 국내 프로야구를 소제로 한 분석 및 정보형 유형의 콘텐

츠들이었다 자극적이지 않은 썸네일을 작성하여 플랫폼에 게시하고 있었는. 

데 주로 방송사나 구단 협회에서 제작한 영상들이었다 영상의 길이가 평, . 

균보다 긴 특징을 보였다 이 두 번째 군집은 모든 군집중에서 가장 낮은 . 

조회수와 추정된 콘텐츠 수익 댓글수를 보였다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결, . 

국 개체수는 다른 유형과 비슷하지만 낮은 성과지표를 보이는 유형의 콘텐

츠들은 국내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형 영상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썸네일의 선정성이 낮고 영상길이가 길었다는 사실은 앞서 연구문제 1

에서 도출된 소비영향요인과 성과지표의 관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두 번째 군집은 소비영향요인들 중 성과지표에 . ,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작된 비인기 콘텐츠 군집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 군집 중 세 번째 군집은 쿨 영역형 분석 콘텐츠 군집이다 주5 . 

로 한국 프로 축구 리그와 한국 프로 농구 을 소제로 한 분석 및 정K KBL

보 유형의 콘텐츠들이 주로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들 콘텐츠들은 자극적이지 , 

않은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상길이가 가장 길다는 특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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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나 구단 협회에서 제작된 영상이 주를 이뤘는데 두 번째 군집과 마, 

찬가지로 개의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회수 추정된 콘텐츠 수익 댓5 , , 

글수를 보였다 앞서 두 번째 군집에서의 결과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결국 . 

국내 프로 스포츠를 소제로 한 분석 및 정보형 영상은 유튜브 스포츠 콘텐

츠의 주를 차지하는 중요한 유형이지만 성과지표가 낮게 형성된다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국내 프로스포츠와 관련. 

된 정보형 영상은 다른 소제와 유형의 콘텐츠에 대비하여 높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개 군집 중 네 번째 군집은 핫 투쟁 및 기록 분석 콘텐츠 군집이5

다 이 유형의 군집은 앞서 개의 군집과는 다르게 핫스포츠 미디어 성격의 . 3

소제인 당구 격투기를 소제로 한 분석 및 정보 유형의 콘텐츠들로 구성되, 

어져 있었다 방송사나 구단 협회에 의해서 제작된다는 점과 자극적이지 . , 

않은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군집과 유사하지만 

두 번째 군집과 세 번째 군집보다는 높은 성과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프로야구나 축구 농구는 기성 미디어에서 주로 다뤄지. , 

는 소제인 반면 당구나 격투기는 기성 미디어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소제들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유튜브 플랫폼은 기존의 매체를 대체한다는 개, 

념보다는 새로운 창구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군집은 자극적인 핫 단련형 레슨 및 정보 콘텐츠 

군집이다 주로 피트니스를 소제로 한 레슨 및 정보 유형의 콘텐츠들로 구. 

성된 군집인데 가장 자극적인 썸네일을 활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 

또한 군집 는 주로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들이 주로 포함되어있었다 다만 5 . 

이 군집은 남성이 주로 제작한 콘텐츠들로 구성된 군집 과는 다르게 남성1 , 

여성 그리고 혼성 크리에이터들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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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가장 많으며 검색어 설정도 가장 많이 되어있는 특성이 있었다 이, . 

를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콘텐츠들인 군집 가 다른 군집들 보다 5

콘텐츠를 강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노출 시키는 것과 동시에 많

은 사람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 

당 군집은 전체 군집 중 조회수와 추정된 콘텐츠 수익 그리고 댓글수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에서 앞서 연구문제 에서 도출된 소비 영향요인 중 콘1

텐츠 요인과 접근성요인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집 는 군집 과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5 1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 썸네일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성과,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군집 과 군. 1

집 가 서로 상이한 미디어 스포츠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콘텐츠 내2

용과 관계없이 썸네일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군집 과 군집 가 가장 높은 성과지표. 1 5

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콘텐

츠들은 주로 개인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 

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성과지표를 달성한 군집 과 군집 에는 콘텐츠 1 5

소재의 매개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군집 은 해외 프로축구 쿨 스포. 1 (

츠 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영상인 반면 군집 는 피트니스 핫 스포츠 에 대) 5 ( )

한 레슨 정보형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살펴보. 

면 군집 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해외 프로축구 콘텐츠의 경우 손흥민1 ‘ ’, 

이강인 황의조 황희찬 과 같은 해외파 축구 선수들의 중계 경기 결과‘ ’, ‘ ’, ‘ ’

를 활용해 제작된 재매개형 콘텐츠인 반면 군집 에 주로 포함된 피트니스 5

콘텐츠의 경우 개인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비매개형 콘텐츠인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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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집 는 기성 미디어에서 소비되어지는 소제를 . 5

매개하지 않고 개인 크리에이터가 창의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이용하여 높은 

성과지표를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미디어와 . 

다른 스포츠 미디어 소비 트렌트를 대표하는 군집을 군집 라는 것을 이와 5

같은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 내릴 수 있다. 

연구의 의의 및 기여도3. 

우선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학술. 

적 의의의 첫 번째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이뤄진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

와 즐거움과 같은 특수성을 바탕으로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소비를 해석함

과 동시에 큰 틀에서 커뮤니케이션이론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스포츠. 

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유튜브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내는 새로

운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기존의 관점을 수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

였다는 점은 해당분야 연구의 연속성과 확장의 개념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인 모형과 위계적 커뮤니. SMCR

케이션모형 등을 이용한 시청행동과 소비영향요인의 프레임워크는 미디어와 

소비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소비를 해석하고자 한 결과이며 스포, 

츠 미디어 시청 동기와 시청 즐거움 그리고 시청률 영향요인에 따른 소비 

영향요인의 도출은 스포츠 콘텐츠 소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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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세분화해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 

주요 종속변수는 유튜브 성과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유튜브에. 

서의 성과를 대변하기 위해 조회수나 댓글수 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학술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 , 

설명해야 하며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에 본 , . 

연구는 성과지표를 경제적 성과지표와 사회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였고 각각

이 사회 경제적으로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관심경제학과 공론장이론을 활, 

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콘텐츠의 성과가 경제적으로 . 

환원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은 기존의 미디어가 가진 사

회 경제적 가치가 유튜브 상에서 어떤 형태로 측정되어 질 수 있는지를 설,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 

가치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두 가치에 대. 

해 동시에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나아가 유튜브와 같은 새

로운 미디어에서 검증된 사례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즉 뉴미디어 상에서. 

의 성과를 정의하고 그 가치에 대해 고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요인 독립변수 을 스포츠 요인과 ( )

함께 콘텐츠 수준과 채널수준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검증했다는 점이다 조. 

회수나 댓글수와 같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달성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연구들 중 콘텐츠 내용의 특수성에 기반 하여 변수를 

도출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구성. 

한 경우 또한 없었다 주로 한 가지 영향요인에 대하여 검증하는 경우가 많. 

은데 성과지표는 특정 한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 . 

는 특정 변수의 누락 효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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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콘텐츠 단위와 채널단위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변수로 설정

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서 특정 변인에 한정된 분석을 진행해 온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들이 

웹상에 형성된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는 주로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 

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웹 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 (Web Crawling) 

실제 웹상에 형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점과 만개에 가까운 대량의 10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종의 . 

차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설문이나 실험에서 흔히 발생할 2 , 

수 있는 응답자의 기억과 인식 감정에 의존한 부정확한 응답에 의한 왜곡현

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준다 웹 크롤. 

링을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코드작성 학습

의 진입장벽이 높아 해당 영역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 

량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은 체육학 연

구에서 높은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체육학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 

본 연구는 주로 다중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분산분석 등과 같은 통계 방, 

식 보다 고도화된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 학술 연구방법의 정

교화에 기여하였다 할 수 있다 유튜브 스포츠 채널과 이에 배속 되. (nested)

어 있는 콘텐츠로 자료를 구성하고 해당 콘텐츠와 채널에 형성된 다양한 , 

양적 질적 자료들을 변수화하여 체계적으로 다층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이는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의 최소자승법 방식 에(ordinary least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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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층. 

모형은 표본크기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반해 추정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불균형 자료를 추정하는데서 오는 문제점 또한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Bayesian) .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

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시장 전략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다 특히 오늘날 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 

튜브 플랫폼에 게시된 스포츠 콘텐츠의 유형을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군5

집들이 가진 특성을 파악한 것은 해당시장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콘텐츠 유형이 종목과 콘텐츠 유형. 

에 의해 구분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높은 성과지표를 보이는 특수한 군, 

집이 있다는 점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생산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 당사

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각각의 . 

소비영향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한 정보는 기존의 콘텐츠 게시자들이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한 운영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 영향요인이 콘텐츠 수준과 채

널 수준에 각각 존재한다는 결과는 결국 플랫폼 광고주들이 유튜브 크리에

이터와의 계약이나 광고 삽입을 의뢰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다 광고는 제품이나 . 

회사가 가진 가치나 이미지가 매개되는 미디어 콘텐츠와 일치성이 높아야 , 

하는 것은 물론이며 광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 될 것인

가에 따라 효과가 차이를 보인다 즉 유튜브 플랫폼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 , 

콘텐츠의 소비영향요인은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나 판촉활동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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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고주에게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고려해야할 요인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가 크다.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4. 

본 연구는 총 다섯 가지 관점에서 한계점을 가지며 각각의 한계점에 따른 , 

추후 연구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들의 게시 경과시간에 대한 통제가 좀 더 효과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각. 

각의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들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 6

월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은 게시경과시간에 따른 성과 획득의 차이를 통제

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게시 경과 시간에 따른 성과 획득의 . 

차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콘텐츠 게시 경과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웹상에 게시된 콘텐츠의 활성수명 을 분석하(Active life span)

기도 한다 콘텐츠 활성수명은 유의미한 조회수 상승이 이어지는 기간을 의. 

미 한다 그러나 대량의 자료에 대해 일 단위 콘텐츠 활성수명을 조사하는 . 

것은 자료의 통제와 계산에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 또한 활성수명을 조사. 

하는데 있어 주로 개 안팎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200

반증한다 하지만 빅데이터 연구에서 자료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 . 

웹상의 콘텐츠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를 더욱 정교하게 다뤄져야한다 컴퓨팅 기술은 나날이 진보되고 있기 때문. 



- 326 -

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변수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다층모

형을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와 채널 수준.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 영향요인을 변수로 구성하여 확률 절편 모형

을 이용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Random Intercept model) . 

변수간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률 기울기

모형 등을 구성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도 (Random Slope model)

있다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실시한 탐색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

수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확률 기울기 

모형을 이용한 다층모형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확률 기울기 모형은 . 

확률효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투입하여 해당 변수가 전체 모형에서 가지는 

확률효과를 계산해준다 이를 통해 모형을 정교화하고 설명변수들이 종속변. 

수에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변. 

수설정에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나 이론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설정은 다소 무리가 있었

다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다층 모형의 설. 

정을 통해 실증적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채널의 수가 모수가 아니라는 점

이다 지금 현재도 새로 개설되는 채널이 있으며 오픈 플랫폼은 유튜브는 . ,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개의 . 150

채널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 상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채널들. 

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선 스포츠 채널이라는 정체성이 의심되는 채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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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변수 도출과 자료 분석의 한계에 부, 

딪히게 된다 특히 스포츠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한 질적 분석의 경. 

우 모든 채널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할 경우 측정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때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분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 

확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콘텐츠 분류기법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 

활용해서 사용자의 테스트 자료가 충분히 확보 될수록 더욱 정교해지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한다면 . 

이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 분류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 

스포츠 요인을 기초 알고리즘으로 활용한 콘텐츠 분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수에 가까운 스포츠 콘텐츠의 소비 영향요인과 성과지표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더욱 타당성 높고 실용적인 정보가 도출 될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의 범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 

스포츠 채널이라는 다소 넓은 범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스포츠는 종목마다 서로 상이한 경기 방식을 가지

고 있고 미디어 스포츠 네러티브도 상이하다 나아가 종목마다 문화적 정, . 

착 수준도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소비영향요인의 측정이 필요하다 구. 

체성 있는 연구대상의 설정과 이론적인 탐색을 통해서 상세한 관계를 측정

하여 더욱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유튜. 

브 채널에서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개인은 주로 하나 이상의 종목에 전문

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튜브 . 

플랫폼에서 개인으로써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게시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주로 단일종목을 소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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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더 많은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서 보다 구체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 영향요인과 성과지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이 필요하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소비영향요인과 성과지표. OTT

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이용하여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설

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한 설. 

명과 동시에 보편적인 정보를 도출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급. 

변하는 미디어 소비 환경에서 유튜브를 대표적인 예시로 설정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 

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선행 스포츠 미디어 소비 연구들을 인용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선행 스포츠 미디어 연구들은 오랜 시간을 거듭하며 

인용되고 검증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디어 환경과 소비. 

자에 적합한 형태의 이론이 개발되고 검증되어 더욱 타당한 가설과 연구결

과 그리고 해석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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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Ⅷ

1. 유튜브 데이터 수집 파이썬 코드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time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import re
from selenium.webdriver.common.keys import Keys
import pandas as pd
prefs = {'profile.default_content_setting_values': {'cookies' : 2, 'images': 2, 'plugins' : 2, 
'popups': 2, 'geolocation': 2, 'notifications' : 2, 'auto_select_certificate': 2, 'fullscreen' : 2, 
'mouselock' : 2, 'mixed_script': 2, 'media_stream' : 2, 'media_stream_mic' : 2, 
'media_stream_camera': 2, 'protocol_handlers' : 2, 'ppapi_broker' : 2, 'automatic_downloads': 
2, 'midi_sysex' : 2, 'push_messaging' : 2, 'ssl_cert_decisions': 2, 'metro_switch_to_desktop' 
: 2, 'protected_media_identifier': 2, 'app_banner': 2, 'site_engagement' : 2, 'durable_storage' 
: 2}}

크롬 옵션 객체 생성options = webdriver.ChromeOptions()# 
화면크기 전체화면options.add_argument("window-size=1000x1024") # ( )

options.add_argument("disable-gpu")
options.add_argument("disable-infobars")
options.add_experimental_option('prefs', prefs)
options.add_argument("--disable-extensions")
# browser = webdriver.Chrome(executable_path="chromedriver/chromedriver.exe", options = 
options)
browser = webdriver.Chrome(executable_path="chromedriver", options=options)
browser.implicitly_wait(10)

여기에 정channel_url = 'https://www.youtube.com/channel/UCaFPh_ms6WL9p9Sg4pkekqg' # 
보를 얻어올 채널의 입력url 
browser.get(channel_url)

동영상 카browser.find_element_by_xpath('//*[@id="tabsContent"]/paper-tab[2]/div').click() # 
테고리 클릭
browser.implicitly_wait(10)
여기서부터 스크롤 내리는 작업# 

last_page_height = browser.execute_script("return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Height")
모든 동영상의 페이지소스를 받아오기 위해 마지막 동영상까지 스크롤을 내림# 

while True:
    browser.execute_script("window.scrollTo(0,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Height);")
    time.sleep(1.5)
    new_page_height = browser.execute_script("return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Height")
    if new_page_height == last_page_height:
        break
    last_page_height = new_page_height

동영상의 페이지 소스 추출source = browser.page_source # 
를 이용하여 크롤링을 진행하기 위html = BeautifulSoup(source, 'html.parser') # BeautifulSoup

한 작업
video_list = html.find_all('ytd-grid-video-renderer', {'class': 'sty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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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d-grid-renderer'})
base_url = 'http://www.youtube.com'
youtube_url = []
동영상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함# url 

for i in range(len(video_list)):
    url = base_url + video_list[i].find('a', {'id': 'thumbnail'})['href']
    youtube_url.append(url)
추출한 정보들을 형태로 저장하기 위함# dataframe 

dataframe = pd.DataFrame({'video_url': [],
                          'thumbnail': [],
                          'name': [],
                          'start_date': [],
                          'view': [],
                          'comment': [],
                          'likes_num': [],
                          'unlikes_num': [],
                          'hashtag': [],
                          'video_time' : []})
base_url = 'http://www.youtube.com'
delay = 3
각 동영상 별로 정보를 얻어오는 작업# 

for i in range(0, len(video_list)):
동영상의 제목    name = video_list[i].find('a', {'id': 'video-title'}).text # 

동영상의     url = base_url + video_list[i].find('a', {'id': 'thumbnail'})['href'] # url = 
의 형태http://www.youtube.com/~~ 

    video_time = video_list[i].find('span', {'class': 'style-scope 
동영상 길이ytd-thumbnail-overlay-time-status-renderer'}).text # 

동영상을 하나씩 로딩하여 정보를 얻어오기 위함    # 
첫번째 동영상부터 차례대로    channel_url = youtube_url[i] # 
로딩    browser.get(channel_url)     # 

    body = browser.find_element_by_tag_name('body')
브라우저 로딩시간기다려야함    time.sleep(3)  # 

    num_of_pagedowns = 4
    while num_of_pagedowns:
        body.send_keys(Keys.PAGE_DOWN)
        time.sleep(1.5)
        num_of_pagedowns -= 1

동영상의 페이지 소스 추출    source = browser.page_source # 
를 이용하여 크롤링을 진행하    html = BeautifulSoup(source, 'html.parser') # BeautifulSoup

기 위한 작업
    thum = html.find('link', {'rel': 'image_src'}) # thumbnail url

으로 형변환    thum = str(thum) # string
불필요한 부분을     thum = thum.replace('<link href="','').replace('" rel="image_src"/>','') # 

지우고 만 추출하기 위함url
    view = html.find('span', {'class': 'view-count style-scope yt-view-count-renderer'}).text 
조회수# 

조회수 회 조회수 회 숫자만 출력하기 위    view = view.replace(' ','').replace(' ','') # 00 -> 00: 
함
    upload_date = html.find('script', {'id': 'scriptTag', 'class': 'style-scope 

업로드 일자ytd-player-microformat-renderer'}) # 
으로 형변환    upload_date = str(upload_date) # string

형태만 추출     regex = re.compile(r'\d\d\d\d-\d\d-\d\d') # 0000-00-00 ex. 2020-08-25
의 형태로 추출됨    upload_date = str(regex.findall(upload_date)) # "[2020-08-25]" 

는 없애고 안에 있는 만 저장    upload_date = upload_date[2:12] # "[ ]" 2020-08-25
더보기란의 설명이 추출됨    temp = html.find('meta', {'name': 'description'}) # 

으로 형변환    strtmp = str(temp)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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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란의 설명에서 처음으로 해시태그가 나오는 지점을 찾음    idx = strtmp.find('#') # 
그 지점부터 추출한 값을 저장    hashtag = strtmp[idx:] # 

불필요한     hashtag = hashtag.replace('"','').replace('name','').replace('=description/>','') # 
부분은 지우고 해시태그 내용만 추출하기 위함

해시태그가 없는 영상일 경우    if hashtag == '>': # 
공백으로 두기 위함        hashtag = '' # 

    try:
댓글         comment = html.find('h2', {'id': 'count'}).find('yt-formatted-string').text # 00

개 의 형태
댓글 개 댓글 개 라는 글자는 지우고         comment = comment.replace(' ','').replace(' ','') # ' , '

숫자로만 추출
    except AttributeError:
        comment = '0'

좋아요수    # 
    try:
        likes = html.find('yt-formatted-string',
                      {'id': 'text', 'class': 'style-scope ytd-toggle-button-renderer 
style-text',

좋아요                           'aria-label': re.compile(' ')}).text
    except AttributeError:
        likes = '0'

싫어요수    # 
    try:
        unlikes = html.find('yt-formatted-string',
                        {'id': 'text', 'class': 'style-scope ytd-toggle-button-renderer 
style-text',

싫어요                             'aria-label': re.compile(' ')}).text
    except AttributeError:
        unlikes = '0'

위에서 추출한 모든 정보를 형태에 맞게 저장    # dataframe 
    insert_data = pd.DataFrame({'video_url': [url],
                                'thumbnail': [thum],
                                'name': [name],
                                'start_date': [upload_date],
                                'view': [view],
                                'comment': [comment],
                                'likes_num': [likes],
                                'unlikes_num': [unlikes],
                                'hashtag': [hashtag],
                                'video_time' : [video_time]})

위에서 정의한 변수에 에 저장한 값들을 추가    # dataframe insert_data
    dataframe = dataframe.append(insert_data)

순번을 매기기 위함dataframe.index = range(len(dataframe)) # 
추출한 정보를 파일로 dataframe.to_csv("output.csv", mode ='w', encoding='utf-8-sig') # .csv 

저장

부록 웹 크롤링 파이썬 코드1. (Web Clawling pyth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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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드2. Google Vision AI 

from google.cloud import vision
from google.cloud.vision import types
import urllib
import requests
import shutil
import json
import pandas as pd
import os
from tqdm import tqdm
from numpy import nan
import time

talent_confidence = 0.7
df = pd.read_excel("0~70(50001-62015).xlsx")

thum_urls = df['thumbnail']
urls = thum_urls.to_numpy()

선정성 폭력성 텍스트 수columns = [" ", " ", " "]
ad_list, vi_list, text_list = [[] for i in range(len(columns))]

list_of_lists = [ad_list, vi_list, text_list]

google_json_path = "C:\\Users\\JU\\Desktop\\python\\nimble-yen-292303-27f67f3c0f0c.json"
os.environ['GOOGLE_APPLICATION_CREDENTIALS'] = os.path.join(os.getcwd(), 
google_json_path)

def img_down(url):
    try:
        filename = url.split('/')[4]

파일이름        # print(' :', filename)
        # print("Downloads...", url)
        res = requests.get(url, stream=True)
        if res.status_code == 200:
            res.raw.decode_content = True
            with open(filename + '.jpg', 'wb') as img_file:
                shutil.copyfileobj(res.raw, img_file)
                return filename +".jpg"
        else:
            print(filename+ " Failed")
    except urllib.error.HTTPError as e:
        print(url + " status : ", e.code)

def Google_Vision_Api(file_path):
구글 비전 호출 함수      client = vision.ImageAnnotatorClient() # API 

    with open(file_path, 'rb') as image_file:
        content = image_file.read()

    image = types.Image(content=content)

텍스트 검출 응답    res_text = client.text_detection(image=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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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검출 응답    res_safe = client.safe_search_detection(image=image)  # 

텍스트 검출 동작    texts = res_text.text_annotations  # 
세이프 검출 동작    safe = res_safe.safe_search_annotation  # 

세이프의 경도에 따른 가능도    # 
해당 없음 아주 적음 적음    likehood_nm = (' ', ' ', ' ',
보통 많이 아주 많이                   ' ', ' ', ' ')

선정성    ad = likehood_nm[safe.adult]  # 
폭력성    vi = likehood_nm[safe.violence]  # 

선정성 폭력성    # print(' :{}, :{} \n'.format(ad, vi))
    cnt = 0
    for idx, text in enumerate(texts):
        if idx>0: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반환            cnt += len(text.description)  # 

    return ad, vi, cnt
          
for url in tqdm(urls):
    try:
        img_path = img_down(url)
        google_api = Google_Vision_Api(img_path)
    except:   
        ad_list.append(nan); vi_list.append(nan); text_list.append(nan)
        continue

선정성 폭력성 텍스트 색깔    ad, vi, text = google_api # , , , 
    ad_list.append(ad); vi_list.append(vi); text_list.append(text)

a = pd.DataFrame({
선정성    ' ' : list_of_lists[0],
폭력성    ' ' : list_of_lists[1],
텍스트 수    ' ' : list_of_lists[2],

})

b = pd.DataFrame(df)
c = pd.concat([b, a], axis=1)
c.to_excel('kkkk.xlsx')

부록 분석 코드 썸네일 선정성 폭력성 분석2. Google Vision A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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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목록 유튜브 스포츠 채널3. : 
ID 채널명 구독자수 콘텐츠 개수

1 땅끄부부 2500000 127

2 피지컬갤러리 2720000 527

4 allblanc TV 1400000 205

5 슛포러브 1250000 612

6 말왕 832000 766

7 힙으뜸 768000 210

9 아트사커 온라인JK 656000 356

10 키다리형 471000 1012

11 이수근채널 469000 185

12 강하나스트레칭 467000 211

13 ROAD FIGHTING CHAMPIONSHIP 459000 3554

14 석꾸축구 433000 501

15 핏블리 384000 277

17 차도르 382000 435

18 권혁TV 356000 269

19 지기 TV 357000 492

20 GOALE 347000 794

21 꽁병지 TV 345000 492

22 이스타 TV 309000 1872

24 강경원 298000 114

25 여리나핏 294000 154

26 재미어트 290000 2520

27 양선수 온라인 PT 289000 223

28 바벨라토르 홈트레이닝 283000 359

29 JTBC GOLF 261000 3325

30 아이빌리 TV 247000 420

31 프로동네야구 PDB 250000 1480

32 딩고헬스 253000 292

33 한국축구의 모든것KFATV 246000 7182

34 박문성 달수네 라이브 244000 849

35 지피티 245000 556

36 김진짜 242000 56

37 추언니 236000 158

38 심짱골프 230000 838

39 조제알통 229000 611

40 대니조 216000 294

41 분 운동과학3 208000 85

42 lovely swimmer 207000 250

43 박승현 202000 158

44 Monsterzym youtube 200000 250

45 플레이어즈 198000 291

46 따시기 196000 113

47 스포츠탐험대MBC 189000 1926

48 이기호프로 18700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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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김구라 뻐꾸기 골프 188000 48

50 MBC sports+ 182000 14665

51 터치플레이 180000 250

52 korean zombie 172000 52

53 이거해조 원희형 169000 88

54 럽볼 165000 130

55 온도니의 먹고운동하고 161000 146

56 스포츠 타임 148000 4686

57 하와이골프 박형준 프로[ ] 160000 108

58 엄마TV 159000 127

60 파워게르만 156000 144

61 이병옥 골프학교 149000 931

62 체육볶음SPOTV 147000 252

63 프로허석[Pro Golfer Heo] 151000 176

64 헬창 TV 192600 254

65 베어스포티비 144000 3850

66 정우석 142000 112

67 홍인규 골프 141000 135

68 zumba korea TV 141000 167

69 김현우 프로 139000 452

70 동네축구고수 139000 329

71 야신야덕 140000 344

72 빌리어즈 TV 138000 4782

73 헬스티비 135000 1520

74 빵느 136000 138

75 뽈인러브 133000 264

76 이강 TV 132000 564

77 YS SWIM 131000 296

78 불꽃달 132000 356

79 새벽의 축구전문가 128000 131

80 구자철 official 128000 151

81 야매당구 쫑프로 127000 335

82 굿샷 김프로 125000 1778

83 최대룡Flow Golf 126000 168

84 수키원장 124000 162

85 풋볼아이 123000 564

86 동현KLDH 122000 255

88 B' story 121000 100

89 Dan jeong 116000 261

90 김뽀마미 116000 686

91 스브스 스포츠 113000 2118

92 김성환 헬스유튜브 112000 432

94 SBS GOLF 112000 1072

95 스포츠kbs 104000 1760

96 GIANTS TV 102000 3819

97 축구는 장비빨 103000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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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분공방1 102000 33

99 라이프니츠 102000 30

100 듀잇 101000 155

101 allthatboots TV 97700 430

102 나연이즈백 97200 44

104 JTBC GOLF AND SPORTS 96700 4344

105 DKTV Daniel 95500 1719

106 리그K 95600 3103

108 Dongle TV 94500 356

109 몬구골프 91200 287

110 까로 90300 143

111 태권도 신문 88600 1859

112 LG Twins TV 88900 1103

113 SCH 84000 277

114 썩코치의 야구쑈 84100 369

115 맨유튜브 83800 98

116 기아타이거즈 83900 819

117 불양TV 83400 69

118 헬매콜먼 82000 65

119 서형욱의뽈리 TV 88600 773

120 농잘알 72800 60

121 Lions TV 78600 1409

122 SBS sports 77800 1222

123 이준명 76500 162

125 군호 TV 75600 198

126 김형준의 야구야구 75600 455

127 축구배울래 축배형 74900 148

129 KOVO 74300 2059

131 맥스큐 TV 73500 728

132 훕코리아 70000 1004

134 덤엔미노 69100 57

135 박명환 야구 TV 67900 214

137 닥치고스윙 김준년프로 68000 226

138 매거진 농구인생 65400 7401

139 당구해커 65200 1335

140 brother flim 65000 253

141 손연재 63200 70

142 아잉 2TV 63000 255

143 유프로의 왕초보 골프배우기 61800 201

144 혁부축구 60500 93

145 털형 60100 400

146 방프로 채널 59400 127

147 원투펀치 59200 520

148 BOWLING MANIA 57900 259

149 뽀종 57700 1032

150 개근질닷컴 55100 1071

부록 연구 대상 스포츠 채널 목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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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of YouTube 
sports content: 

Focusing on YouTube big data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determinants factors on consuming YouTube sports content, along with 

an overall analysis of the sports media market on the YouTube 

platfor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sports media content 

varies depending on the media stream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YouTube is leading the media market in the digital environment by 

combining social media services and OTT Service(over the top). 

Specifically, production on Upstream and distribution on Downstream 

are integrated in the YouTube, and it makes special environment that 

anyone can participate as a producer and distribute anytime, anywhere. 

For example, various forms of contents production are being carried out 

from using it as a second market for traditional sports channels to 

personal producing content for individual creators.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sports media’s production have been centered by 

broadcasting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edia market by 

sports content environment on the YouTube platform as a research 

target. In particular, this study provide market participants with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by identifying the 

specificity of the sports content market on the YouTube medi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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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yzing factors that promote consump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template the latest sports media studies and traditional 

communication studies to derive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and 

create a Youtube sports consuming model.

In order to classify the sports contents posted on the YouTube 

platform and empirically verify the impact of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on performance indicators(view count, estimated content 

Revenue, reply count),about 100,000 contents were collected as research 

subjects on 150 sports related YouTube channels. To measure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llect variables related to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on the web, programing data crawling program and 

mining programs using Python language. And content analysis 

techniques also used to measure variables that are difficult to measure 

quantitatively too. As a result, this study solved two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se collected data.

First of all, in the first study,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on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view 

count and estimated content revenues are verified through multi-level 

model regression analysis. And also social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reply count was verified too.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effect were presented not only at the 

content level but also channel level. And among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sports related factors such as sports-specific events, 

media sports characteristics, and sports content types were having the 

greatest impact. In additi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differed 

depending on the form and amount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ontents,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sensitivity and the violence of the 

thumbnail brings the higher the performance indicators. Performance 

indicators also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and duration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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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hannel operator. On the other hand, although performance 

indicators differed depending on the gender and type of content 

creators, source credibility models such as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were not deriv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formance indicators 

in this study.

In the second study, the consumption determinent factors were 

used as reference variables to conduct a two-steps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contents posted on the 

YouTub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types were classified into 

clusters of five types. Specific sports events, media sports characteristics, 

and content types were used as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s to 

classify clusters, and followed by thumbnail sensitivity and violence 

variables. Each classified clusters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at 

"stimulating, area type, entertainment sports content, "field type, analysis, 

sports content“, “area type, analysis, sports content, "record and struggle 

type, analysis, sports content”, and "stimulating, lessons and information 

type, sports content." Specifically, clusters 1,2,3 and 4,5 were divid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sports, and clusters 1,2 and 3,4,5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ports events and content types, 

respectively. Getting the highest performance indicator among the five 

clusters was "stimulating area-type entertainment sports content", 

followed by "stimulating training lessons and information-type sports 

content", which achieved the second highest performance index. These 

kinds of results help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that 

achieved high performance in a particular types of sports contents.

The results of these two studies we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sports content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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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market strategies. It is also academic in that it presents 

research methods suitable for the context of digital media consumption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big-data collection techniques 

and the application of advanced statistical techniques. Various motives 

and pleasures of watching sports media content can be expr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of the market. Therefor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s 

the media environment and traditional media theory and introduces 

research methods to investigate new environments.

keywords : YouTube, Sports Media, Consumption Determinants, 
Big Data, Multi level Model Regression, 2 Step Cluster Analysis

Student Number : 2015-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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