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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포츠중계방송의상업성이커지면서해설자의역할이더욱증대되었다. 해설자의자질이라할수있
는공신력을평가하는요소에는전문성,신뢰성,역동성,화술등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하위요소의중
요도를결정함에있어퍼지 AHP 기법을활용할수있음을보였다. 아울러도출된중요도를토대로 SBS에
서중계한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중계방송의해설자들에대한공신력을평가해보았다. 그결과
전문가집단과일반인집단모두에서전문성과화술이중요한요소로평가되었다. 나아가해설자평가에서
는해설자 1이높게평가된가운데,전문가집단은해설자 2를반면에일반인집단은해설자 3을비교적높게
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공신력,중요도결정,퍼지 AHP,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

1. 서론

스포츠중계는경기장에서벌어지는스포츠경기를각종기술적인장비들과 TV카메라를동원,라
디오나 TV를통해방송함으로써시청자들이경기장밖에서직접경기상황을듣거나시청할수있도록
하는것으로,시청자들은경기장에직접가보지않더라도가정에서생생한현장감과흥미를느낄수있
어,오늘날 TV와스포츠의가장이상적인접목형태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스포츠중계에서유통되
는정보의질적수준을높이고정보를쉽고편리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적절한스포츠종목의담당중

계방송해설자를필요로한다. 이러한스포츠중계해설자는많은사람들이쉽게스포츠를접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하게되었고방송국역시 TV 스포츠중계방송을통한고정적인시청률상승과광고의
이윤을창출하는공존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와같은이유로방송사는 TV와
라디오스포츠중계방송에유능하고능력있는해설자의참여를유도시키고있다 (정철의, 2002).
이도현 (2003)에따르면 sports communicator로불리는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는해당종목의경기

규칙과운영에대해잘알고있는선수출신, 감독, 교수, 기자등의경력을가진사람들이일반적으로
수행하는데,시청률증가에크게영향을미치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김수경, 2005). 이
에따라중계방송을수행하는방송사는유능한해설자를영입하기위하여경쟁적인노력을기울이는

데,이과정에서부작용도발생한다. 한예로지난 2002년월드컵기간동안 KBS, MBC, SBS방송 3사
는스타급축구해설위원의영입을통한시청률증대에만급급하여, 치밀하고도전문성있는중계방송
전략을수립하지못하였다는지적을받아왔다 (조재영, 2003).
한편스포츠중계해설자는청소년들의 TV스포츠수용태도에여과없이받아들여져청소년들의인

지적가지,정의적가치,행동적가치에높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이동현, 2004).
또한해설유형이시청자의판단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고자, 강형철등 (2005)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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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쌍대비교예

A가 A가 A가 A가 A와 B가 B가 B가 B가
A평가 절대 확실히 매우 약간 B가 약간 매우 확실히 절대 B평가
기준 중요 중요 중요 중요 동일 중요 중요 중요 중요 기준

9 7 5 3 1 3 5 7 9
전문성 X 신뢰성

을이용한멀티미디어연구를수행하였다. 그결과축구경기에서발생하는공격적인반칙을비판하는
해설과,중립적인해설,옹호하는해설에따라시청자들이반칙상황을판단하는데영향을받음을확인
하였다.

이렇듯스포츠중계방송에서해설자가차지하는역할이나비중이중요하기에이들이갖추어야할

자질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오고있다. KBS 방송문화연구팀이아테네올림픽이끝난직후실시한
‘올림픽중계방송에대한시청자반응조사’에따르면, 중계방송해설자가잦추어야할가장중요한자
질로첫째, ‘쉽고편안한해설’둘째,해당 ‘스포츠에대한전문지식’셋째, ‘관련종목의스타선수’등
으로나타났다. 한편유지철 (2004)에따르면스포츠해설자의역할은경기의진행상황을설명해주는
임무를맡은캐스터를도와경기의흐름을파악하고내용을분석해서풀어주는것으로,해설자가갖추
어야할조건으로첫번째는 ‘전문성’두번째는 ‘화술’,세번째는 ‘최신정보와풍부한자료’,네번째
는 ‘확신과경기에대한자기철학’등을들고있다. 나아가이정학등 (2007)은다매체·다채널시대에
스포츠중계방송을개선시켜많은시청자들의호응을유도하고, 시청률경쟁확보를위해서는스포츠
중계방송해설자의자질향상이매우중요한과제라고지적하고,해설자의공신력과관계된연구를수
행하였다. 이연구에서이정학등 (2007)은공신력(public trust)을전문성,신뢰성,역동성,대중성등의
하위요소로구성하였다.

이에반하여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의공신력평가요소의중요도를결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연

구가많지않은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상기연구들을토대로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의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위요소를 구성해 보고, 퍼지(fuzzy)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하여구성요소의중요도를평가해보도록하겠다. 이과정에서축구전문가집단
과일반인집단을대상으로 AHP설문조사를실시하고,집단간차이여부에대해서도알아보도록하겠
다. 이에본연구는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의공신력평가요소의중요도결정에퍼지 AHP기법이활
용될수있음을보이고,나아가이와같은의사결정에기초한하위요소별배점을토대로 SBS에서단독
중계한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축구중계방송해설자들의공신력을평가해봄으로써,중계방
송해설자의평가방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2. 퍼지 AHP기법

2.1. AHP개요

AHP기법은 1970년대초반 T. Saaty에의하여개발된계층분석적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
cess)기법으로의사결정의계층구조를구성하고있는요소간의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의한
판단을통하여평가자의지식,경험및직관을포착하고자하는하나의새로운의사결정방법론이다 (조
근태등, 2005). 쌍대비교시전형적인 AHP기법에서는보통 9점척도가사용되는데,비교대상간의중
요도를 ‘동일’, ‘약간’, ‘매우’, ‘확실히’, ‘절대’여부에따라각각 1, 3, 5, 7, 9로선택하도록한다. 그리
고 2, 4, 6, 8은각각그중간을의미하는것으로한다. 다음표 1은축구방송해설자의공신력을평가함
에있어전문성과신뢰성을대상으로쌍대비교하는한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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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사용자중요도요인을평가하는데는항상모호성과다의성이포함되기마련이다. 사용자
중요도요인에대한표현은통상적으로언어적이며막연하다. 더나아가정성적인속성에대한인간의
평가는항상주관적이며따라서불완전하다고인식된다. 그러므로전형적인 AHP기법은사용자중요
도요인을명백하게나타내는데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김선민과강현곤, 2004).

이에대한대안으로고려되는기법이퍼지 AHP기법인데, 이는퍼지집합이론과계층분석적의사
결정을사용하여다기준의사결정을체계적으로수행하는방법이다. 퍼지 AHP에대한초기연구로는
삼각퍼지수를이용한 van Laarhoven과 Pedryez (1983), 그리고멤버십함수가사다리꼴인경우를이용
한 Buckley (1985) 등을들수있다. 국내의연구로는소비자의택배업체선정에퍼지 AHP 기법을적
용한김태훈과김판수 (2008)와퍼지 AHP기법을서비스품질측정에활용한이회식등 (2007)그리고
지역경찰성과평가모형개발에적용한장철영등 (2009)을들수있다. 국외의연구로는대학웹사이트
품질평가를다룬 Lin (2009)과대학의성과평가를위한모형개발에적용한 Lee (2009) 등의연구가있
다.

2.2. AHP를이용한상대적중요도측정방법

1971년군대의자원부족과계획에다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Satty (1980)에의해소개된기법
으로,다음과같은접근단계를가지고있다.

1) 의사결정문제를계층으로분류하여의사결정계층을설정한다.

2) 의사결정요소들간의쌍대비교로판단자료를수집한다.

3) 의사결정자의판단에일관성을고려하기위해매트릭스의일치성을검증한다.

4) 의사결정요소의가중치를계산한다.

5) 의사결정요소의관계가중치로부터전체범위의상대적가중치를얻는다.

고려되는 의사결정요소가 n개(E1, E2, . . . , En)이고 Ei와 E j간의 중요도를 ai j라면, 단계 2에 의하
여얻어진쌍대비교행렬은 A = [ai j]이다. 단여기서 aii = 1이고 ai j = a ji로정의한다. 그러면 Satty
(1980)로부터 Ei의중요도가중치 wi는식 (2.1)과같으며, w = (wi)가중요도벡터가된다.

wi =

(∏n
j=1 ai j

) 1
n

∑n
i=1

(∏n
j=1 ai j

) 1
n

, i, j = 1, 2, . . . , n. (2.1)

2.3. 퍼지집합이론

퍼지집합이론은인간의사결정의모호함과애매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Zadeh (1965)에의
해 소개되었다. 퍼지 집합이론에서는 언어적 측정을 위해서 보통 삼각퍼지수(triangular fuzzy num-
bers)를사용하는데, 퍼지수는일반적인집합(crisp set)에서의수와다른의미를갖는다. 그림 1은삼
각퍼지수 l,m, u와이들의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를나타내는데, m은적합정도 µA(x) = 1로멥
버십정도가가장높게나타나는부분이며, l은하한범위를그리고 u는상한범위를각각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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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각퍼지수와소속함수

표 2: 삼각퍼지수와응답의언어적표현

언어적표현 삼각퍼지수

동일하게중요 (1, 1, 1)
중간정도 (1, 2, 3)
약간중요 (2, 3, 4)
중간정도 (3, 4, 5)
매우중요 (4, 5, 6)
중간정도 (5, 6, 7)
확실히중요 (6, 7, 8)
중간정도 (7, 8, 9)
절대중요 (9, 9, 9)

임의의두삼각퍼지수 A1 = (l1,m1, u1)과 A2 = (l2,m2, u2)그리고임의의양의실수 r에대하여,대수
식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A1 ⊕ A2 = (l1 + l2, m1 + m2, u1 + u2) , (2.2)

A1 ⊗ A2 ' (l1 × l2, m1 × m2, u1 × u2) , (2.3)

r × A1 ' (rl1, rm1, ru1) , (2.4)

A−1
1 '

(
1
u1
,

1
m1

,
1
l1

)
. (2.5)

2.4. 퍼지 AHP에의한중요도결정절차

• 1단계 상대적중요도측정

전문가와의협의를통하여쌍대비교를위한의사결정요소의계층적구조를설계한다. K명의의사
결정자에게위와같이설계된의사결정요소중같은수준에있는요소들에대하여표 2와같은 9점
척도를사용하여쌍대비교를수행하도록한다.

• 2단계 퍼지응답행렬구축

언어적표현으로얻어진응답을표 2를이용하여퍼지수로변환한다. 그러면 k번째응답자의퍼지
수로이루어진응답행렬이얻어진다. 단 rk

i j = (lki j, mk
i j, uk

i j)는 k번째응답자의의사결정요소 i와 j에
대한퍼지응답이며, ∀ i = j에대하여 rk

i j = (1, 1, 1), ∀ i , j에대하여 rk
i j = 1/rk

ji이다.

Rk = [ri j]k, i, j = 1, 2, . . . , 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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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일치성검사

일치성검사를실시하여,일관성이결여된응답은제외하거나다시응답을받아야한다. 일치성검
사지표인일관성비율(CR)을계산하기위해서는먼저일치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찾아야
한다. 응답행렬 A의최대고유치를 λmax라할때, CI = (λmax − n)/(n− 1)에대하여일관성비율은식
(2.7)과같다. 단여기서 RI는난수지수로일관성의허용한도를의미하며, CR이 10%이내에들때
해당쌍대비교행렬은일관성이있다고판단한다.

CR =
CI
RI
× 100. (2.7)

한편 Csutora와 Buckley (2001)은 삼각퍼지수 ri j = (li j, mi j, ui j)로 이루어진 퍼지 응답행렬 R =
[ri j]은 R = [mi j]이일관성을가지면역시일관성을갖게됨을보였다. 따라서삼각퍼지수로이루어
진퍼지응답행렬의일치성검사는식 (2.7)을이용하여수행하면된다.

• 4단계 비퍼지수로변환

비퍼지수로변환하는방법에는중심화방법(centroid method), Chen과 Hwang (1992), Chang (1996)
등여러방법이존재하나, 본연구에서는퍼지합성을위하여 Opricovic과 Tzeng (2003)에의하여
제안된 CFCS(converting fuzzy data into crisp scores)방법을토대로최경호와한동욱 (2010)을활용
하도록하겠다. rk

i j = (lki j, mk
i j, uk

i j)를 k번째응답자의의사결정요소 i와 j에대한퍼지응답이라할
때, CFCS방법의절차는다음과같다.

1) 정규화

xlki j =
lki j −min lki j

4max
min

, (2.8)

xmk
i j =

mk
i j −min lki j

4max
min

, (2.9)

xuk
i j =

uk
i j −min lki j

4max
min

, (2.10)

단, 4max
min = max uk

i j −min lki j.

2) 하한(ls)정규화값과상한(us)정규화값계산

xlsx
i j =

xmk
i j

1 + xmk
i j − xlki j

, (2.11)

xusx
i j =

xuk
i j

1 + xuk
i j − xmk

i j

. (2.12)

3) 정규화된비퍼지값계산

xk
i j =

xlsk
i j

(
1 − xlsk

i j

)
+ xuk

i jxusk
i j

1 − xlsk
i j + xusk

i j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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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축구중계방송해설자공신력평가요소별계층구조도

4) 비퍼지값계산

r∗ki j = min lki j + xk
i j4

max
min , (2.14)

여기서, r∗ki j는 k번째응답자의의사결정요소 i와 j에대한비퍼지응답.

5) 비퍼지값의통합

r∗i j =
k
√

r1
i j × r2

i j × · · · × rk
i j , (2.15)

여기서 r∗i j는 k명의응답자로부터얻어진비퍼지값의기하평균.

6) 비퍼지응답행렬구축

R∗ = [r∗i j], i, j = 1, 2, . . . , n, (2.16)

여기서, r∗i j는 k명의응답자로부터계산된의사결정요소 i와 j에대한비퍼지응답.

7) 중요도(가중치)계산

식 (2.1)을이용하여중요도를계산.

3. 실증분석

AHP 기법에의하여의사결정을수행함에있어첫번째단계는상호관련된의사결정사항들의계
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스포츠중계방송 해설자의
공신력을평가함에있어하위요소의중요도를결정해보고, SBS가단독으로중계한 2010년남아프리
카공화국월드컵축구중계방송해설자로참여한차범근,박문성,장지현,김병지등 4명의해설자의공
신력을평가해보고자한바,이정학등 (2007)과유지철 (2004)등의연구를토대로그림 2와같은계층
적구조를작성하였다. AHP 설문조사시하위요소에대한응답자의이해를돕고자표 2를설문에소
개하였다. 단,표 3의세부내용은이해를돕고자소개될뿐, AHP설문조사시계층구조에는포함되지
않는다.
퍼지 AHP의사결정을위한설문조사시응답자의전문성은중요하나, 크기는별다른문제가되지

않는다 (김선민과강현곤, 2004). 이에본연구에서는축구중계방송해설자의공신력평가요소의중
요도를결정함에있어그림 2의계층구조도를토대로그림 1과같은형태의설문을작성하고, 대한축
구협회심판위원, 현직축구지도자, 축구행정업무담당자, 축구관련교육자등축구전문가집단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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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축구방송해설자의공신력평가요소

하위요소 세부내용

전문성 전문적식견,풍부한경험,자료수집과사전준비,공정한판단,경기에대한자기철학
신뢰성 친근감,편안함,따뜻함,솔직함,너그러움,좋은이미지
역동성 적극성,쾌활함,순발력,유명함
화술 유머감각,풍부한애드립,쉬운용어사용,언어구사능력

표 4: 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전문가집단내임의응답자의퍼지응답행렬

공신력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화술

전문성 (1, 1, 1) (4, 5, 6) (9, 9, 9) (4, 5, 6)

신뢰성

(
1
6
,

1
5
,

1
4

)
(1, 1, 1) (2, 3, 4)

(
1
4
,

1
3
,

1
2

)
역동성

(
1
9
,

1
9
,

1
9

) (
1
4
,

1
3
,

1
2

)
(1, 1, 1)

(
1
8
,

1
7
,

1
6

)
화술

(
1
6
,

1
5
,

1
4

)
(2, 3, 4) (6, 7, 8) (1, 1, 1)

λmax = 4.217, CI = 0.0723, CR = 7.23% ≤ 10%

표 5: 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전문가집단내임의응답자의비퍼지응답행렬

공신력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화술

전문성 1 4.99 9 4.99
신뢰성 0.2 1 3.03 0.34
역동성 0.11 0.34 1 0.14
화술 0.20 3.03 6.95 1

표 6: 전문가집단응답자의통합된비퍼지응답행렬

공신력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화술

전문성 1 6.074 7.575 2.276
신뢰성 0.164 1 2.473 0.362
역동성 0.129 0.408 1 0.360
화술 1.222 2.761 2.743 1

과조기축구회원,축구심판교습자,축구서포터즈등일반인집단 10명에게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두집단모두 2010 월드컵중계방송을시청한사람에한하
여실시되었으며, 응답자에게는소정의답례를함으로서정직하고성실하게응답할수있도록여건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AHP기법에대한충분한설명을사전에실시한후조사를진행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http://www.isc.senshu-u.ac.jp/∼thc0456/EAHP/AHPweb.html에서 제공하는

공개프로그램을활용한일치성검사결과 CR이 10%를넘는응답이전문가집단과일반인집단에서각
각 3명씩발생하였다. 이에따라실제자료분석은각집단에대해 7명씩의자료를토대로수행되었다.
표 4는식 (2.6)에의하여얻어진전문가집단내임의응답자의퍼지응답행렬이다. 표 4의퍼지응답
행렬에대하여식 (2.8)부터 (2.14)를이용해서비퍼지응답행렬을구하면표 5와같다. 전문가집단의
나머지 6명에대해서동일한방법으로비퍼지응답을구한후,식 (2.15)를이용하여 7명에대한통합된
비퍼지응답행렬을구축해보면표 6과같다.
다음으로식 (2.1)을사용하여전문가집단의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중요도(가중치)벡터를구해

보면 W전문 = (0.539, 0.104, 0.063, 0.294)이되어,전문가집단은 ‘전문성’을가장중요하게생각한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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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별축구방송공신력평가요소의중요도벡터

공신력 전문가 일반인

전문성 0.539 0.570
신뢰성 0.104 0.121
역동성 0.063 0.095
화술 0.294 0.214

표 8: 전문가집단의각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대안(해설자)의가중치

대안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화술

해설자 1 0.6056 0.6641 0.2966 0.1079
해설자 2 0.1006 0.1842 0.5119 0.6196
해설자 3 0.0480 0.0542 0.0519 0.2294
해설자 4 0.2458 0.0975 0.1396 0.0431

표 9: 일반인집단의각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대안(해설자)의가중치

대안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화술

해설자 1 0.4963 0.6260 0.4274 0.0977
해설자 2 0.0769 0.1220 0.0657 0.2545
해설자 3 0.3276 0.1399 0.3775 0.6180
해설자 4 0.0992 0.1121 0.1294 0.0298

표 10: 공신력평가요소를토대로한대안의종합가중치

대안 전문가 일반인

해설자 1 0.4459 0.4202
해설자 2 0.2878 0.1193
해설자 3 0.1022 0.3718
해설자 4 0.1641 0.0887

‘역동성’을가장중요하지않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방법으로일반인집단에대해서도
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중요도를구해보면 W일반 = (0.570, 0.121, 0.095, 0.214)인바, 전문가집단과
중요도의순서에있어서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일반인집단에있어서는
전문가집단에비하여전문성을더욱중시한반면,화술에대한중요도는낮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유사한방법으로전문가집단의각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대안(해설자)의가중치를구해보면표

8과같다. 단여기서평가의대상이되는 4명의해설자에대해서는익명성을보장하기위하여실명대
신에해설자 1등과같은표기를사용하였다. 평가결과해설자 1은전문성과신뢰성이뛰어난반면역
동성과화술은낮게평가되어해설자 2와는대조를보였다. 이에반하여해설자 3은화술이외에는낮
게평가되었으며,해설자 4는전문성은비교적높으나화술에대한평가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일반인집단의각공신력평가요소에대한대안(해설자)의가중치를구해보면표 9와같다.
전문가집단과는달리일반인집단의경우에는해설자 3의화술에대해가장높은평가와더불어전문
성과역동성에대해서도비교적높은평가를하는등전반적으로해설자 1 뿐만아니라해설자 3에대
해서도좋은평가결과를보였다.
마지막으로표 7부터 9를이용하여대안의중요도에대하여종합적인평가를수행해보면표 10과

같다. 전문가와일반인모두에게있어해설자 1의평가가좋은가운데,해설자 2는전문가에게그리고
해설자 3은일반인에게비교적좋게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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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오늘날증대된여가선용과정신적·신체적피로해소및풍요한삶을영위하기위한수단으로써스
포츠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로인해상당량의스포츠관련기사및중계방송이지면또는방
송을통하여대중에게전달되고있다. 이런결과로올림픽이나월드컵과같이인기있는메가스포츠
이벤트는세계인의축제로발전·승화되었다 (임수원등, 2010).

한편이러한방송을통한전달과정에서는전달의효율성을높이고자중계해설자를동반한다. 그런
데스포츠중계해설자는청소년들의 TV스포츠수용태도에여과없이받아들여져청소년들의인지적
가지,정의적가치,행동적가치에높은영향을미치며,또한해설유형이시청자의판단에유의한영향
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뿐만아니라경기에서발생하는공격적인반칙을비판하는해설과,
중립적인해설, 옹호하는해설에따라시청자들이반칙상황을판단하는데영향을받는것으로알려져
있다. 이렇듯스포츠중계방송에서해설자가차지하는역할이나비중이중요하기에이들이갖추어야
할자질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오고있는데,본연구도그러한연구의일환으로수행되었다. 이과정
에서본연구에서는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의공신력평가요소의중요도결정에퍼지 AHP기법이활
용될수있음을보이고자하였다.

즉, 본연구에서는 2010남아공월드컵축구중계방송해설자의공신력평가요소의중요도를퍼지
AHP 기법을이용하여평가해보았다. 그결과전문가와일반인모두에게있어전문성이무엇보다도
중요한요소로평가된가운데다음으로화술이중요한요소로평가되었는데, 이는정철의 (2002)등의
연구와일치하는결과이다. 다음으로 SBS 중계방송에투입된 4명의해설자에대한하위평가요소별
중요도에대하여평가해본결과,해설자 1인전문가와일반인집단모두에게있어높게평가된가운데
해설자 2는전문가집단그리고해설자 3은일반인집단에게비교적높게평가되었다. 해설자 1인두
집단모두에게있어높게평가된것은전문성과더불어높은인지도에기인한때문이라여겨진다. 향
후방송사는중계방송해설자를선택함에있어,본연구의결과에기초한의사결정을수행함으로써보
다시청자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해본다. 나아가본연구는스포츠중계방송해설자
의공신력평가요소의중요도결정시,퍼지 AHP기법이활용될수있음을보였다는점에서학술적의
의가있다. 다만본연구에서활용한연구방법인 AHP 기법은통계적인측면에서문제점을안고있는
바, 프로축구감독, 방송국축구중계방송담당자등축구전문가와보다확대된일반인을대상으로한
설문조사및통계분석을실시하여본연구의결과와병합함으로써본연구의결과가보다일반화될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에대한연구는향후과제로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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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ing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in Evaluating
Public Trust of Soccer Commentators Using Fuzzy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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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ort commentators play an increasingly influential role in commercial sports broadcasting. Public trus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qualifications for sport commentators and this study used a Fuzzy AHP
method in decid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ofessionalism, reliability, dynamic, and narrative skill. Based
on the results, we conducted an evaluation of the public trust for the four SBS sport commentators for the 2010
South-Africa World Cup. The conclusion showed that professionalism and narrative skill we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port commentators to gain public trust. Among the four commentators evaluated,
commentator # 1 got highest score overall, the soccer expert group highly appreciated commentator # 2, and the
non-expert group highly appreciated commentator # 3.

Keywords: Public trust, relative importance decision, fuzzy AHP, sport commen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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