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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포츠미디어 소비가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 검증

이 제 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대중에 대한 스포츠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되면서부터 스포츠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미디어 몰입과 스포츠태

도간의 관계를 검증했지만, 스포츠미디어 이용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이용자의 개

인적 특성에 따라 인식 및 태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스포츠미디어 이용시간의 비율을 독립변인으로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스포츠미디어를 이용하는 개인 혹은 집

단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스포츠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포츠미디어 이용시간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스포츠미

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할 때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스포츠미디어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인식과 태

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과 함께,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을 변

인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론 중 하나인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활용하여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일련의 분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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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진, 긍정적 태도 계발, 직접 참여 유도 전략

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가용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고,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총 316부 중에서 필요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61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총 2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0, IBM SPSS AMOS 20 프로그

램으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

준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바일·스마트기기에 의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포츠활동 참여여

부는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포츠미디어는 스포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문화계발효과의 크기는 미디어 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는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스포츠미디어, 문화계발효과, 스포츠에 대한 인식, 스포츠에 대

한 태도, 스포츠활동 참여여부

학 번 : 2011-21616



i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 3

제 1 절 문화계발효과이론 ····················································································· 3

1. 문화계발효과이론의 개념 ····························································································3

2.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 ····························································································4

3.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에 대한 비판 ······································································5

4. 최근의 문화계발효과이론들 ························································································ 7

제 2 절 문화계발효과의 두 가지 유형 ································································· 8

1.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구분 ·······················································································8

2. 1차 효과와 관련된 실증 연구 ·····················································································9

3. 2차 효과와 관련된 실증 연구 ···················································································11

제 3 절 문화계발효과의 조절변인 ······································································ 13

1. 정보처리 동기 ·············································································································13

2. 정보처리 능력 ·············································································································16

제 4 절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 ······························································· 19

1.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 ·························································································· 19

2.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 ·························································································· 20

3.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 ············································································· 23



ii

제 3 장 연구방법 ························································································· 24

제 1 절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 24

제 2 절 조사도구 ·································································································· 26

1. 독립변인 ·······················································································································26

2. 조절변인 ·······················································································································26

3. 통제변인 ·······················································································································27

4. 종속변인 ·······················································································································28

5. 주요변인 자료요약 ······································································································31

제 3 절 자료분석 ·································································································· 33

1. 기술통계 분석 ·············································································································33

2. 신뢰도분석 ···················································································································33

3. 확인적 요인분석 ········································································································· 34

4. 다중회귀분석 ···············································································································36

제 4 장 연구결과 ························································································· 37

제 1 절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 ·········································································· 37

제 2 절 연구가설 2의 검증결과 ·········································································· 37

제 3 절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 41

제 5 장 결과요약 및 논의 ········································································· 50

제 1 절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 ······································································ 50

제 2 절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 ······································································ 50

제 3 절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 ························································· 52

제 4 절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 52



iii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58

제 1 절 결론 ·········································································································· 55

제 2 절 제언 ·········································································································· 55

참 고 문 헌 ··································································································· 57



iv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5

표 2. 독립변인 측정 도구 ······································································································27

표 3. 조절변인 측정 도구 ······································································································28

표 4. 통제변인 측정 도구 ······································································································29

표 5. 종속변인 측정 도구 ······································································································30

표 6. 주요변인 자료요약 ······································································································· 32

표 7.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 ·······················································································33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별 타당도검증 결과 ···························································· 34

표 9. 모형 적합도 평가기준 ··································································································35

표 10.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38

표 11.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39

표 12.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40

표 13.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41

표 14.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42

표 15.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43

표 16.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46

표 17.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47

표 18.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48

표 19.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49

그림 목차

그림 1.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6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미디어가 수용자의 스포츠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부터 스포츠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김승보2006; 김양례,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사고, 생활양식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미디어의 특성(Leonard, 1980; 김양례,

2010에서 재인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 스포츠메

시지가 미디어수용자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는 연구 결과(Leonard, 1980; 김양례, 2010에서 재인용), 스포츠미디어 접촉정도

가 높은 집단이 접촉 정도가 낮은 집단보다 스포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김양례, 2010), 스포츠미디어 프로그램 시청,

관심도, 관여정도가 미디어수용자의 스포츠태도, 가치관,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승보, 2006; 김양례, 2010에서 재인용) 등이 밝혀졌는데, 이는 스포츠

미디어 몰입과 스포츠태도간의 관계를 검증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스포츠미디어 이용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이용자

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식 및 태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리고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스포츠미디어 이용시간의 비율을 변인으로

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스포

츠미디어 이용자들의 특성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인식과 태

도의 변화가 각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

과 함께,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년간 검증받은 문화계발

효과이론을 활용하여 각 미디어 형태에 따른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개인의 스

포츠 활성화수준 인식,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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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비인기종목, 장애인스포츠, 스포츠활동 참여에 대한 대중들의 관

심 증가, 긍정적 태도 계발, 직접 참여 유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개발

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활용하여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인식, 스포츠활동 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문화계발 1차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문화계발 2차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는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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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문화계발효과이론

1. 문화계발효과이론의 개념

Gerbner는 1960년대에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

다. 문화지표 프로젝트는 TV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Gerbner, 1969). 이 프로젝트에서 Gerbner는 TV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

서 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계발(cultivation)이라는 미디

어 효과이론을 고안했다(Bryant & Oliver, 2009).

문화계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은 ‘배양이론' 또는 ‘문화규범이론(cultural

norm theory)’이라고도 불린다(오미영, 정인숙, 2005). 이 이론의 핵심은 실제 현

실과 대중 매체가 묘사한 현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중시청자, heavy viewers)은 시간을 적게 소비하

는 사람(경시청자, light viewers)에 비해 대중 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이 실제 현

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yant & Oliver, 2009).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은 주류화와 공명이다. 주류화

(mainstreaming)는 대중 매체가 수용자를 공통된 방향으로 계발시키는 것을 말

한다. 즉 TV와 같은 대중 매체가 비슷비슷한 내용을 유사한 이미지로 보여주면

서 수용자로 하여금 획일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다(오미영, 정인숙,

2005). 주류화는 경계의 흐림(blurring), 혼합(blending), 왜곡(bending) 과정을 거

쳐서 일어나며, 중시청자들은 주류화의 과정을 통해 대중 매체가 보여주는 세계

를 실세계로 받아들이게 된다(오미영, 정인숙, 2005). 이와 관련된 예로 Gerbner,

Gross, Morgan(1980)의 연구에서 언급된 비열한 세상 증후군을 들 수 있다. 비

열한 세상 증후군(mean world syndrome)은 TV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실제 현

실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비열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중시청자(heavy viewers)들은 경시청자(light viewers)들에 비해 ‘세상 사람

들의 대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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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더 높다(Gerbner, Gross, Morgan, 1980; Signorielli, 1990). 이러한 예는

대중매체가 실제 세계의 다양성을 대중 매체의 주류와 혼합시키고, 사람들의 관

점을 흐리게 하며,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 매체의 중시청으로

인하여 다양한 세계관이 획일화되는 것이다(오미영, 정인숙, 2005).

공명(resonance)은 대중 매체에서 접했던 현상을 실세계에서 동일하게 접할

때 문화계발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말한다(오미영, 정인숙, 2005). 그 예로 TV

중시청자들 가운데 도시의 우범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현상과, TV 중시청자들 중 남성

보다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전자는

TV의 폭력적인 내용 노출로 인해 우범지대에 거주할 때의 경험이 강화된 것으

로 설명할 수 있고, 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입견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우형진, 2006). 즉 직접 경험을 해봤거나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처해 있는 수용자들은 TV가 노출하는 내용

과 자신의 상황이 유사할 경우, TV에서 방영되는 내용이 현실과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실제 경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오미영, 정

인숙, 200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 매체의 문화계발효과가 증폭되고, TV 중시청자는

대중 매체가 묘사하는 세계를 실제라고 믿게 된다(Signorielli, 1990). 이는 대중

매체의 문화계발효과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

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오미영, 정인숙, 2005).

2.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은 대중 매체 중 TV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는

데, 그 이유는 TV 메시지가 속성상 비교적 획일적이며 TV 시청이 비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Bryant & Oliver, 2009). 비선택적인 시청은 의

례화된 시청(ritualized viewing) 또는 습관적인 시청(정해진 시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그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Bryant & Thompson, 2001). 즉 TV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각

TV 프로그램의 서사 구조는 캐스팅, 액션, 그리고 기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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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닮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TV 메시지가 획일적이라고 주장한다

(Bryant & Thompson, 2001).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 연구자들은 앞서 언급된 TV 메시지의 획일성과 비

선택적인 시청을 전제로 TV의 장기적 효과를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집단의 의식

에 미치는 이념적 효과를 논하였다(오미영, 정인숙, 2005). 또한 이들은 TV를 방

대하고 다양한 인구학적 계층을 위해 생산되는 매체로 여겼으며, 다른 매체에 비

해 비선별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일관적 메시지 체계로 간주했다(Bryant &

Oliver, 2009). 즉, TV 메시지가 표면적으로는 장르나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에 걸쳐 사회의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를 획일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Bryant & Oliver, 2009). 따라서 전

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장르나 프로그램보다는 동일한 패

턴에 대한 노출을 고찰하여 다양한 대중 집단 사이에서 공유되는 현실인식 계발

효과를 설명하고자 했다(Bryant & Oliver, 2009).

그러나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 유형, 혹은 장르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 프로그램, 선별적 관심, 선별된 지각

등을 통한 단기적 효과 보다는 전체 메시지 체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나타나

는 집합적 효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Bryant & Oliver, 2009).

3.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에 대한 비판

Gerbner 등의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은 방법론, 전제, 종속변인의 처리 측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나(Bryant, 1986; Hawkins & Pingree, 1990; Potter,

1993; Bryant & Thompson, 2001), 비판의 상당 부분이 건설적이었기 때문에

Gerbner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문화계발효과이론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Bryant

& Thompson, 2001).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TV 시청량의 측정방법과

이를 기준으로 한 중시청자와 경시청자의 구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시청량은

대부분 하루나 일주일간의 TV 시청시간으로 계산했고, 시청시간의 중앙치를 산

출하여 중시청자와 경시청자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등간척도인 시청시간을 명목

척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TV 시청을 통한 현실

인식의 개인차에 대한 고찰을 제한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TV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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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측정방법이 다양화되는 한편, 시청자를 서너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이 등

장했다(오미영, 정인숙, 2005).

두 번째는 문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제 3의 변인, 즉 중개변인이나 가외변인의

통제에 대한 문제이다. Gerbner의 연구에서는 TV 시청량과 폭력에 대한 인식

간의 유의적 상관관계가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발견됨으로써 문화계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오미영, 정인숙, 2005). 그러나 Rubin, Perse,

Taylor(1988)는 문화계발효과연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로

인해 문화계발효과가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우형진,

2006에서 재인용).

전제의 측면에서는 TV 총시청량과 TV 프로그램의 장르·프로그램별 주목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이준웅, 장현미, 2007). 특히

Hawkins와 Pingree(1981)는 전통적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전제(TV 메시지의 일관

성, 시청자의 비선택적·습관적 시청)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며, 문화계발

효과가 특정 장르의 선택적 시청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awkins

& Pingree, 1981). 예컨대,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의 계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TV 총시청량을 독립변인으로 삼는 것 보다 사건 보도를 주로 하는 뉴스나

범죄 장면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의 시청량을 독립변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다(Romer, Jamieson, Aday, 2003; 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 2011에서 재

인용).

이렇듯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시청량을 독립변인으로 할 때 문화계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Hawkins와 Pingree(1981)의 주장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검증

되었으며(Potter & Chang, 1990; 이준웅, 장현미, 2007에서 재인용), 후속 연구들

또한 노출을 조작하는 실험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문화계발효과를

지지하였다(Tamborini, Zillman, & Bryant, 1984; 이준웅, 장현미, 2007에서 재인

용).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문화계발로 인

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형별로 구분하여 볼 것인지

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지론적 입장의 연구자들은 문화계발효과가 유형별로 나

타나기 때문에 종속변인을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1차 효과)과 추상적인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2차 효과)로 나눠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미영, 정인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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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문화계발효과이론들

문화계발효과를 탐구하는 연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새로운 시각에

서 접근하는 연구도 많아졌다(Bryant & Oliver, 2009). 문화계발효과이론과 관련

된 연구들은 TV에 대한 일반적이고 비선별적인 노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구

체적 장르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했다(Bryant & Oliver, 2009). 다음은 비선별

적인 노출과 구체적 장르의 효과를 고찰한 최근의 연구들이다.

Goidel, Freeman, Procopio(2006)는 TV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폭력 범죄

로 수감되는 청소년 수를 더 과장되게 인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뉴스중시

청자들이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보다 감옥수감을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는 것

을 입증했다(Goidel, Freeman, & Procopio, 2006; Bryant & Oliver, 2009에서 재

인용). Holbrook과 Hill(2005)은 범죄드라마 시청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된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은 범죄 이미지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문화계발

효과가, 의제설정(뉴스미디어에서 강조하는 이슈를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로 파악하는 것), 점화효과(미디어 노출이 시청자의 후속판단이나 행위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와 관련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Holbrook & Hill, 2005;

Bryant & Oliver, 2009에서 재인용). Gutschoven과 Bulck(2009)는 TV 노출량이

많을수록 흡연 시작 시기가 빠르고,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TV에 의한 사회적 학습과 흡연에 대한 긍정

적 태도 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측하였다(Gutschoven & Van den Bulck,

2005; Bryant & Oliver, 2009에서 재인용). Ward와 Friedman(2006)은 실험연구에

서 피험자가 정형화된 섹스행위 내용에 노출될 경우,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상

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미디어 이용이 섹스는 바람직한 것이고, 남자는 섹스에 충동적이며, 여

자는 섹스 대상이라는 인식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Ward & Friedman,

2006; Bryant & Oliver, 2009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된 연구를 포함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문화계발효과를

대중매체의 일관된 패턴 노출에 의한 수동적 반응으로 보는 관점과 특정한 장르

의 선별에 의한 능동적인 반응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능동적

시청과 수동적 시청 모두 문화계발효과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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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e, & Taylor, 1988), 진실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중간 정도에 있거나,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보다 큰 틀 속에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이준웅, 장

현미, 2007).

제 2 절 문화계발효과의 두 가지 유형

1.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구분

Hawkins와 Pingree(1982)는 문화계발효과의 종속변인을 1차 효과(first-order

effect)와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로 구분하였다(Hawkins & Pingree,

1982). 1차 효과는 사회에서 특정 개념이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빈도를 추정

하는 1차적 믿음(first-order social reality beliefs)에 의해 나타나고, 2차 효과는

특정 태도, 가치, 신념의 내재화를 의미하는 2차적 믿음(second-order social

reality beliefs)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구분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채택 되었으며(Gross & Aday, 2003;

Potter, 1986, 1993; Woo & Dominick, 2001; 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유희림,

2011에서 재인용), 두 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먼저 1차 효과는 자신

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되는데,

그 예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빈도를 추정하여 백분율로 직접 쓰게 하

는 것을 들 수 있다(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유희림, 2011). 2차 효과는 특정 사

회나 사건에 대한 태도, 가치, 신념 등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되는데, 그 예로 인

종차별·성차별·권위주의에 대한 태도나,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유희림, 2011).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구분하는 이유는 두 효과를 발생시키는 1·2차적 믿음

의 인지적 과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1차적 믿음은 특정 사실

과 관련된 기억 속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 쉬운 기억의

일부분만을 검색하여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친다(Shrum, 2002; Shrum,

Wyer, & O'Guinn, 1998; Bryant & Oliver,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특정 집단

의 크기나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추정할 때 그 사례를 얼마나 쉽게 기억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Shrum, 2002; Shrum, Wyer, & O'Guinn, 1998; Bry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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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ver, 2009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믿음은 기억에 기초하는 경향

이 있으며, 정보를 회상하면서 실제로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2

차적 믿음은 자극의 수용과 판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적·반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재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Bryant & Oliver, 2009). 즉, 2차적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일상에서 자

연스럽게 발생하는 판단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적 믿

음과 2차적 믿음은 판단의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Shrum, 2004).

또한 Hawkins와 Pingree(1982)도 문화계발의 1·2차적 믿음이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해 두 가지

유형의 문화계발효과가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2. 1차 효과와 관련된 실증 연구

1차 효과는 특정 개념이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빈도를 추정하는 1차적 믿

음에 의해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2011)은 한국 뉴스미디어 이용이 재외 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인

식과 한국 정치·경제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A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한인남녀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의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노출도, 주목도, 미디어 형태가 있었다. 노출도는 한국

TV·신문·인터넷 사이트 뉴스 이용시간이고, 주목도는 정치·경제·사건 및 범죄 뉴

스에 대한 주목의 정도를 의미하며, 미디어 형태는 TV, 인터넷, 신문, 라디오로

구분하여 각 독립변인에 따른 문화계발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인을

고려했을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강도·강간·살인사건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연령·교육수준·미국 거

주기간 등의 통제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신문과 TV에 많이 노출될

수록 강도·강간·살인사건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높게 추정하여 노출도가 1

차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준웅, 장현미(2007)는 문화계발효과이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강력범

죄(강도, 강간, 살인) 발생비율의 추정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인터넷의 문화계발효

과를 검증하려 했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TV 이용량, 인터넷 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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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위험 내용에 대한 자발적 노출 여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위험 인식에서 TV의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성·연령·교육수준·가구수입 등의 변인을 통제한 후 얻은 결과이

다. 이 결과는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로 인해 문화계발효과가 축소되거나 아

예 사라져버렸다는(Rubin, Perse, & Taylor, 1988)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TV 시청량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인터넷 이용량이 많을수록 강도와 살인의 발생빈도를 높게 추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 시청에 의한 문화계발효과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

용에 의해서도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

째, 인터넷 위험요소에 대한 자발적 이용은 문화계발효과를 산출하지 못했지만,

비자발적 노출의 경우 강도와 살인에 대한 위험인식에서 일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위험요소에 우연히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현실

세계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혜승(2010)은 TV의 장르별 시청이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현실에서 실제로 관찰 가능한 주변인물의 생활수준

과 TV속 인물의 생활수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독립변인 중 하나인 장르

를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시사·뉴스 프로그램으로 나누었는데, 분석 결과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볼수록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컸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상위경제수준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시청의 영향력이 주변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프로그램 장르와 TV 시청에 의한 1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규, 우형진(2004)은 문화계발효과와 문화동화이론을 중심으로 남한 TV 드

라마 시청과 남한사회에 대한 문화동화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자 173명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외도, 혼전 성행위, 가출), 남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

죄(살인, 강간, 폭력, 절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남한 TV 드라마 시청률, 문화동화지수가 있었는데, 문화동

화지수는 언어 이해능력, 접촉 대상자 수, 남한 거주 기간의 측정에 의해 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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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분석 결과, 남한 TV 드라마 중시청자이면서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남한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위와 범죄 발생 빈도를 높

게 추정하고, 남한 TV 드라마 중시청자이면서 남한사회 문화 문화동화지수가 높

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남한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 빈도

를 낮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 TV 드라마 경시청자이면서 남한

사회 문화 문화동화지수가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남한사회에서 일어나

는 범죄 발생 빈도를 낮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 TV 드라마 시청

률이 낮은 탈북자들은 문화동화지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남한 TV 드

라마 시청률이 높은 탈북자들은 문화동화지수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특정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TV

드라마를 과다하게 시청할 경우, TV에서 제공된 준거 틀을 바탕으로 그 사회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2차 효과와 관련된 실증 연구

2차 효과는 특정 태도, 가치, 신념의 내재화를 의미하는 2차적 믿음에 의해 나

타난다.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손현정, 이종혁(2012)은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문화계발 모델로

검증하였다. 2단계 문화계발모델은 학습(TV 노출 → TV 세계 인식)과 구성(TV

세계 인식 → 실제 세계 인식)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

인으로는 성범죄 관련 TV 보도 노출량이 있었고, 현실인식의 3가지 차원(Potter,

1992)을 매개로 하는 TV 세계 인식을 측정하였다. 현실인식의 3가지 차원은 요

술창문, 동일시, 유용성 등이 있었는데, 요술창문 차원은 TV 세계가 실제와 같다

고 믿는 정도이고, 동일시 차원은 TV 내용이 자신의 실제 삶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 유용성 차원은 TV 내용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

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성범죄 관련 TV 보도에서 묘사되는 상황 혹은 인물의

실제 경험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실제 세계의 성범죄 문제를 심

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문화계발의 2차 효과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에 동일시 차원의 TV 세계 인식이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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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휘, 이희성(2007)은 한국 TV 드라마 노출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 국

가 호감도 및 한국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 동경지역

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

요 독립변인으로는 한국 TV 드라마 소비 수준이 있었는데, 분석 결과 한국 TV

드라마 노출이 한국 TV 드라마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TV 드라마 호감

도는 한국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TV 드라마 노출

은 TV 드라마의 평가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

고,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장르의 선택적 시청에 의해 문화계발효과가 나

타날 수 있다는 Hawkins와 Pingree(198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2011)은 한국 뉴스미디어 이용이 재외 동포들

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 정치·경제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노출도(한국 TV·신문·인터넷 사이트 뉴스

이용시간), 주목도(정치·경제·사건 및 범죄 뉴스에 대한 주목의 정도), 미디어 형

태(TV, 인터넷, 신문, 라디오)가 있었고, 주요 통제변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

준, 해외 거주기간 등이 있었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TV 뉴스 중시청자는 범죄(강도·강간·살인사건)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가능

성을 경시청자보다 높게 추정하고, 신문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자신이 범죄(강도·강간·살인사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더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가능성과 교통사고 피해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은 범

죄 피해자 항목과 한국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서 정적인 영향을, TV는 교통사고

피해자 항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TV의 정치 뉴

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경우 한국 정치인·대통령·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인터넷 사이트 경제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경우 한국 정치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노출도·주목도·미디어 형태·통제 변인 등

에 따른 문화계발의 2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형진(2008)은 개인의 다이어트 행위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TV 프로그램 장

르별 시청,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인식, 계획행동이론의 세부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식사량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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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연예정보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시청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모형의 경우 뉴스, 드라마, 연예정보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시청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지방흡입술을 통

한 다이어트 모형은 드라마, 연예정보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시청이 유의

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인이라는 것은 각 다이어

트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TV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이 세 가지 다이어트 방식에 대한 태도를 계발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절 문화계발효과의 조절변인

1. 정보처리 동기

휴리스틱 정보처리(Heuristic Processing)는 판단 규칙이나 지식 구조와 같이

기억 속에 저장된 경험적 정보를 활성화시켜 적용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정보처

리(Systematic Processing)는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적·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보처리는 인지적 노력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반

면, 휴리스틱 정보처리는 체계적인 정보처리에 비해 노력이 덜 든다고 할 수 있

다(전승우, 이영화, 최영균, 2011). 또한 판단을 할 때 개인의 동기와 능력에 따라

한 가지 정보처리 방식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정보처리 방식이 혼합

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전승우, 이영화, 최영균, 2011).

휴리스틱 정보처리의 여러 가지 유형중 접근성 휴리스틱(accessibility

heuristic) 정보처리는 기억 속에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판

단을 쉽고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문화계발효과는 이와 같은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손현정, 이종혁, 2012), 그

예로 살인 사건 발생 확률을 질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정보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살인 사

건 발생률을 추정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실제 살인 사건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살인 사건 관련 정보들이 기억 속에 저

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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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살인 사건 발생률을 추정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TV 등의 미디어 노출이

접근성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현실 세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현정, 이종혁,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휴리스틱-체계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 연구자

들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기, 즉 정보처리 동기가 정보처리방식의 결

정에 있어 중요한 조절변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Hodson & Sorrentino, 2003;

Sorrentino, Bobocel, Gittaa, Olsona, & Hewittb, 1988; Kruglanski & Wester,

1996).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판단을 할 경우, 정보처리 동

기가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할 가

능성이 크고, 정보처리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인지적인 노력이 덜 드는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Hodson & Sorrentino, 2003). 즉 불확실

성을 유발하는 감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만드는 반면,

확실성을 유발하는 감정은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Tiedens &

Linton, 2001), 정보처리 동기가 정보처리 방식을 결정짓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처리 동기가 정보처리 방식을 결정짓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문화계발효

과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미디어 정보가 떠올라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실세계를

판단하는데 미디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각하거나 정보원의

신뢰 여부를 가려내려는 동기가 클 경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미디어 정보를

대안할 수 있는 정보가 검색되고, 이러한 대안정보가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

다(Bryant & Oliver, 2009). 반면 기억해 내는 정보의 출처나 정보원의 신뢰 여

부를 가려내려는 동기가 부족한 경우, 노력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Petty & Cacioppo, 1990). 즉 기억해 낸 미디어 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 미디어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대안정보를 찾는 노력을 할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서 정보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hrum(2001)은 문화계발효과에 있어 정보처리 동기가 조절변

인이 된다는 것을 실험 연구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Shrum(2001)은 122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에 할당한 후, 범죄 발생률(여성이 강간 피해자가 될

확률, 총기사고의 희생자가 될 확률,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될 확률), 특정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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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노동인구 중 변호사와 의사의 비율), 경제적 풍요도(개인 수영장과 테

니스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컨트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비

율), 부부간 불화 확률(불륜으로 인해 이혼한 사람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작위로 할당된 세 개의 집단 중 첫 번째 집단은 머릿속에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을 답하게 하는 휴리스틱 정보처리 방식을 사용하게 만들고, 두 번째

집단은 정확한 답변에 대한 동기를 높이도록 유도(Chaiken & Maheswaran,

1994)해서 체계적 정보처리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통제집단

으로, 아무런 실험처치를 하지 않았다. 이 중 두 번째 집단(체계적 정보처리 집

단)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 관여도와 작업 중요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사

용되었다. 이 방법은 설문지 작성 후, 피실험자들의 답변이 타당한지에 대해 실

험자들끼리 논의하는 것과 함께 설문지 답변 내용에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설문지 작성 전에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TV 시청률이 있었는데, TV 시청률은 주중·

주말 시간대별 시청량과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의 합산으로 측정되었다. 통제변

인으로는 성, 소득수준,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함께 성적과 인지 욕

구가 있었다. 이 중 성적은 설문 응답의 정확도와 관련될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통제변인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인지 욕구는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

람들이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

가 낮은 사람들은 휴리스틱 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augtvedt &

Petty, 1992; Haugtvedt, Petty, & Cacioppo; 1992) 통제변인으로 채택되었다. 또

한 설문 응답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함께, 정보처리 동기의 조작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 중요도(정답을 맞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와 작

업 관여도(이 작업은 나와 관련이 있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체계적인 정보처리 집단은 휴리스틱 정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작업 관여도와 작업 중요도를 보였으며, 휴리

스틱 정보처리 집단과 통제집단은 작업 관여도·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또한 체계적인 정보처리 집단은 휴리스틱 정보처리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하

여 설문응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리스틱 정보처리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설문응답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작업 관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통제 집단에서는 중시청자가 경시청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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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률, 특정 직업군 발생 빈도, 경제적 풍요도를 더 높게 추정하였고, 휴리

스틱 정보처리 집단은 중시청자가 경시청자에 비해 범죄 발생률, 특정 직업군 발

생 빈도, 경제적 풍요, 부부간 불화 확률을 더 높게 추정하였다. 반면 체계적인

정보처리 집단은 TV 시청량에 따른 추정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 집단과 휴리스틱 정보처리 집단에서는 TV 시청량에 따른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났지만, 체계적 정보처리 집단에서는 TV 시청량에 따른 문화계발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보처리 동기가 낮을 때 TV 시청량이

실세계 추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특정 작업

이나 사건에 대한 낮은 관여도는 정보처리 동기의 감소를 유도하고, 감소된 정보

처리 동기는 정보출처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TV 정보를 판단

의 근거로 사용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휴리스틱 정보처리가 유발되며, 결과적

으로 TV 정보에 의존하여 실제 세계를 추정하는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

앞서 언급된 Shrum(2001)의 연구 결과는 적절한 사례와 관련된 기억의 접근

성에 의존하여 규모나 확률을 추정하는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 TV 시청량과 실세계 추정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들

(Shrum, 1996; Shrum & O'Guinn, 1993)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기가

정보처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조절변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Hodson &

Sorrentino, 2003; Sorrentino, Bobocel, Gittaa, Olsona, & Hewitt, 1988;

Kruglanski & Wester, 1996)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정보처리 방식과 관련된 선

행연구 결과들은 정보처리 동기가 문화계발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정보처리 능력

접근성 휴리스틱(accessibility heuristic) 정보처리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억 속 정보들을 근거로 판단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휴

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에 의해 문화계발효과가 발생한다(손현정, 이종혁, 2012).

이때 정보처리 동기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능력도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과 문

화계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rum, 2007). 이는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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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적 압박이 클 때 휴리스틱 정보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며, 문화계

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Shrum(2007)의 연구 결과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

연구에서 Shrum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독립변인인 TV 시청량과 함께 종속변인

인 범죄 발생률, 부부간 불화 확률, 부도덕적인 사건 발생률, 특정 직업군 발생

빈도, 경제적 풍요도 등에 대한 추정을 우편설문과 전화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연

구 결과 시간적 압박수준이 낮은 우편설문보다 시간적 압박수준이 높은 전화설

문에서 모든 종속변인을 높게 추정하였으며, TV 시청량에 따른 문화계발효과도

전화설문보다 우편설문에서 더 크게 나타나, 정보처리 능력이 낮을 경우 문화계

발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hrum, Burroughs, Rindfleisch(2005)는 두 가지 연구를 통하여 정보처리

능력과 정보처리 동기가 문화계발효과의 조절변인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보처리 능력은 프로그램주목도로, 정보처리 동기는 인지욕구 수준으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주목도가 기억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증가시키

고, 정교화는 정보를 부호화함으로써 머릿속 정보 인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

이다(Shrum, Burroughs, & Rindfleisch, 2005). 먼저 첫 번째 연구에서는 미국 전

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립변인(TV 시청률, 프로그램주목도, 인지욕구 수준),

통제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등의 타 매체 이용량, 사

회적 기대 행동(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Ballard, 1992))과 함께 문화계발효

과와 관련된 주요 종속변인인 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우편설문으로 조

사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주목도는 Rubin, Perse, Taylor(1988)의 프로그램주목도

척도로, 인지욕구 수준은 인지욕구 척도(Cacioppo & Petty, 1982)로 측정되었으

며, 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물질적 가치 척도(Richins, 2004)로 측정되었

다. 분석 결과 경시청자, 프로그램주목도가 낮은 사람,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중시청자, 프로그램주목도가 높은 사람,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물질주

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방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 연구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TV 시청량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주목

도와 인지욕구 수준도 시청자의 태도, 가치, 신념에 대한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는 이 절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정보처리 동기와

정보처리 능력이 문화계발효과의 조절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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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의 조절방식이 1차 효과와 2차

효과에서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이 높을 경우 문화

계발의 1차 효과가 감소하고 2차 효과는 증가하는 반면,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이

낮을 경우 문화계발의 1차 효과가 증가하고 2차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2장 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2차적 효과가 나타나는 인지적

과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인하며(Shrum, 2004), 본 연구의 2

장 3절에서 언급된 정보처리 동기가 낮을 경우(작업 중요도와 관여도가 높을 경

우) 문화계발 1차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Shrum, 2001), 정보처리 능

력이 낮을 경우(시간적 압박이 클 경우), 문화계발 1차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Shrum, 2007),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이 높을 경우 문화계발 2차 효과

가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Shrum, Burroughs, & Rindfleisch, 2005)를 비교

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차적 믿음은 기억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차적 믿음에 영향을 주는 TV 정보(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가 일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만 인출된다고 할 수 있다(Bryant & Oliver, 2009). 따라서 설문이나

시험과 같이 판단을 요청받는 상황에서만 이전에 저장해 놓은 TV 정보를 재인

하게 된다. 이와 달리 2차적 믿음은 자극의 수용과 판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2차적 믿음에 영향을 주는 TV 정보(물질주의적 가치,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등)가 판단을 요청받는 시점뿐만 아니라, TV 시

청 중 혹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재인된다. 즉, 1차 효과를 유도하는 TV 정보는

정보 인출이 요청되는 시점에서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2차 효과를 유도

하는 TV 정보는 일상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Bryant & Oliver, 2009).

이처럼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인지 과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의 조절 방식이 각 효과에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이 높다고 해서 문화계

발효과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이 증가

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문화계발효과도 증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Bryant & Oliv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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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

1.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

문화계발효과는 각 믿음이 형성되는 인지적 과정에 따라 1차 효과와 2차 효과

로 구분된다(Hawkins & Pingree, 1982). 두 가지 효과 중, 1차 효과는 사회에서

특정 개념이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빈도를 추정하는 1차적 믿음에 의해 나

타난다. 즉 문화계발의 1차 효과는 미디어 시청에 의해 계발된 1차적 믿음을 토

대로 특정 사회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wkins와 Pingree(1981)는

특정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을 독립변인으로 할 때 문화계발효과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국내에서도 TV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이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

준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에 의해 1차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양혜승, 2010), TV 시청뿐만 아

니라 인터넷 이용에 의해서도 문화계발 1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이준웅, 장현

미, 2007)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시청에 의한 문화

계발효과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매체 이용에 의해서도 문화계발 1차 효과가 나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스포츠미디어 이용에 의해서도 문화계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스포츠미디어 이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문화계발 1차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연구자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문화계발 1차 효과가 미디어 이용에 의해 계발된 1차적 믿음을

토대로 특정 사회를 추정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를 실세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미디어 이용률에 따른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에 대한 인식을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은 스포츠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량을 총 미디어 이용량으

로 나눈 것으로,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 중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미디어 이

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 준다. 즉, 스포츠미디어 이용률



- 20 -

이 높다는 것은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있어 다른 장르의 미디어(교양, 드라마, 오

락)를 이용하는 시간보다 스포츠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계발효과의 1차적 믿음은 접근하기 쉬운 기억의 일부분만

을 검색하여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며, 이에 따른 1차 효과는 특정 집단의

크기나 사건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추정할 경우 그 사례를 얼마나 쉽게 기억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Shrum, 2002; Shrum, Wyer, & O'Guinn, 1998:

Bryant & Oliver,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다

른 장르의 미디어보다 스포츠미디어가 제공하는 사례나 정보를 쉽게 기억할 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스포츠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소재의 대

부분은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스포츠 메가 이벤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이

차지하며(조성식, 박영옥, 2001: 박보현, 2008에서 재인용), 국내스포츠 전문채널

의 프로그램 유형별 방송비중은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중계가 많이 차지

한다(김기한, 윤리라, 방신웅, 2012).

결과적으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 경우, 국내 스포츠와 관련된 집단의

크기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때 국가대항전이나 메가스포츠 이벤트, 인

기 종목 프로리그 중계방송에서 제공되는 사례나 정보를 떠올릴 가능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보다는 국내 프로스포츠가 미디어에 자

주 노출되기 때문에(윤호진, 이동훈, 2004: 정영남, 2009에서 재인용) 스포츠미디

어 이용률이 높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프로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

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이용에 의한 1차 효과를 구

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을 높게 추정

할 것이다.

2.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

문화계발의 2차 효과는 특정 태도, 가치, 신념의 내재화를 의미하는 2차적 믿

음에 의해 나타난다. 즉 문화계발의 2차 효과는 미디어 시청에 의해 계발된 2차

적 믿음을 토대로 특정 사회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계발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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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마찬가지로, 2차 효과도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달

리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선택적 시청에 의해 문화계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Hawkins & Pingree, 1981)와 TV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에 따라 다이어트 방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우형진,

2008)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경제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경우 한국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 2011)는 TV가 아닌 다른 미디어 매체에 의해서도 문화계발 2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시청과 TV 및 인

터넷 미디어 이용에 의해 문화계발 2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는 스포츠미디어 이용에 의해서도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추

측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문화계발 2차 효과가 미디어

이용에 의해 특정 태도, 가치, 신념을 내재화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미디어가 보여주는 태도, 가치, 신

념을 내재화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을 검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에 따른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

도,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신체적 가치·정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

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신체적 가치·정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2차적 믿음과 관련되는 태도, 가치, 신념의 내재화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정보

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Fishbein & Ajzen, 1975: Bryant & Oliver, 2009

에서 재인용),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신념에서부터

구성된다는 Fishbein과 Ajzen(1975)의 연구, 소크라테스 효과(특정 신념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신념체계의 일관성이 높아

지는 현상)에 의해 정보 접근성이 특정 신념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Wyer와

Hartwick(1984)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yant & Oliver, 2009에서 재인

용). 즉 미디어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정보에 대해 생각

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이고, 미디어 이용자들은 미디어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방

향으로 자신의 신념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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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다른 장르의 미디어보다 스포츠미디어가 제공하는 세계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신념 체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포츠미디어 소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인기

종목 프로리그 중계방송(김기한, 윤리라, 방신웅, 2012; 박보현, 2008; 윤호진, 이

동훈, 2004; 정영남, 2009; 조성식, 박영옥, 2001)에서는 스포츠스타가 자주 등장하

는데, 스포츠스타는 전문성, 매력성, 신뢰성, 영웅적인 이미지 등의 긍정적인 속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Ohanian, 1991: 이상민, 유승엽, 2004에서 재인용) 스포

츠스타가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에 대해 긍정적

인 인식·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

은 TV스포츠 중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시청자의 기대와 일치할 경우, 시청동기를

자각하게 되며, 시청동기의 자각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다(양재근, 이동준,

2012). 따라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은 스포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스포츠활

동을 하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

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자는 스포츠미디어 이용에 의해 계발될 수 있는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 중 스포츠활동 참여의도와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따른 스포츠미디어 이용에 의한 2차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a.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가

높을 것이다.

H2b.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를 높게 평가

할 것이다.

H2c.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를 높게 평가

할 것이다.

H2d.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를 높게 평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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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

본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보처리 동기와 정보처리 능력이 문화계발효

과를 조절한다(Shrum, 2001, 2004, 2007; Shrum, Burroughs, & Rindfleisch,

2005)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미디

어 소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강효민, 김수희, 2000)는 점에 착안하여 정

보처리 동기나 정보처리 능력보다는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문

화계발효과를 효과적으로 조절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미디어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 중, 김선

구와 홍승우(2011)는 스포츠 동호회 참여여부와 스포츠미디어 소비형태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활동 참여수준은 스포츠미

디어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스포츠 동호회 참여 여부

에 따라 스포츠미디어의 소비빈도·소비동기·수용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스포츠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수준이 스포츠미디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미디어의 시청동기·수용태도가 스포츠

활동 참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이동현, 천길영, 2013), 스포

츠활동 참여빈도·기간·강도가 스포츠미디어 몰입도·만족도·접촉도와 유의한 관계

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강효민, 김수희, 2000)들은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미디

어 소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스포츠활동 참

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스포츠활

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3a.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는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H3b.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는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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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미디어 이용이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스포츠

미디어 이용률이 개인의 국내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

및 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신체적가치·정서적가치에 대한 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과 함께,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

의 문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2013년 3월에 비확률 표집방법에 해당하는 가용표집방법으로 연구대

상자를 모집하고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가용표집방법은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사람들, 혹은 연구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8). 연구대상모집은 메일, 모바일 채팅프로그램 및 모대학교

의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질문에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통적 설문조사보다 시간과 비용

이 적게 들고,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chillewaert, Langerak, &

Duhamel, 1998; 이계오, 2000;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최종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316명이었고, 필요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

하게 응답된 61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총 255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

귀분석방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과 정상

분포(normal distribution)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

가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앞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어느 정도 위반해도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최현철, 2008). 따라서 255개의 표본을 사용한 본 연구는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설문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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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

성

남성 110 43.1

여성 145 56.9

연령

10대 39 15.3

20대 168 65.9

30대 32 12.5

40대 6 2.4

50대 이상 10 3.9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8 3.1

고등학교졸업 5 2.0

대학교/전문대재학 120 47.1

대학교/전문대졸업 65 25.5

대학원재학 36 14.1

대학원졸업 이상 21 8.2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이하 27 10.6

151~250만원 39 15.3

251~350만원 45 17.6

351~500만원 54 21.2

501만원 이상 90 35.3

합계 255 100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행하기 전에 남성102명,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였고, 예비설

문 응답내용을 토대로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신뢰도 검사결

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낮게 나온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설문

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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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량을 매체별 미디어 이용량

으로 나눈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다. 매체별 미디어 이용량과 스포츠미디

어 이용량은 Shrum(2007)의 매체별 미디어 이용량 측정 방식을 수정 및 보완하

여, 주중하루 평균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스포츠관련 미디어 이용시간과 주말하

루 평균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스포츠관련 미디어 이용시간을 직접 기입하는 방

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용시간은 TV, 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 신문·잡지로 나눠진 다섯 가지 매체별 이용 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

다. 이때 미디어 이용량에는 기사읽기, 영상보기, 검색, 글쓰기, 뉴스보기, 메일확

인, 라디오청취, 웹툰구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포함되고, 스포츠관련 미

디어 이용량은 스포츠 기사읽기, 경기중계시청, 스포츠관련 영상보기, 스포츠관련

의견쓰기, 스포츠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포함된다.

2. 조절변인

본 연구의 조절변인은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이다.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국제신체활동설문(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의 한글 번역축약판(World Hearth Organization, 2002: 오지연, 양

윤준, 김병성, 강재헌, 2007에서 재인용)과 미국국민건강설문(NHISQ-AHB: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Questionnaire-Adult Health Behaviors)의 한

글 번역판(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신성현 등, 2005에서 재인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소에 일주일 동안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1분 이

상 할 경우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1분 미만일 경우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

설문(World Hearth Organization, 2002: 오지연, 양윤준, 김병성, 강재헌, 20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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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출처

매체별

미디어 이용량
귀하의 주중하루 평균 미디어이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Shrum

(2007)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량

귀하의 주말하루 평균 스포츠관련 미디어이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표 2. 독립변인 측정 도구

Note. TV, 라디오, 컴퓨터, 모바일·스마트 기기, 신문·잡지 이용 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

서 재인용)과 미국국민건강설문(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 신성현 등, 2005에서 재인용)에 포함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중강도의 신체활

동과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신체활동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

서 중강도의 신체활동은 야구, 테니스 복식, 배드민턴 복식, 평지에서 자전거타기

와 같이 땀을 약간 흘리거나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고, 고강도의 신체활동

은 웨이트 트레이닝, 축구, 농구, 오래하는 수영과 같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심하

게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성, 연령, 학력, 소득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스

포츠활동 참여수준, 정보처리 동기, 정보처리 능력 등이다. 스포츠활동 참여수준

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신체활동설문(IPAQ)의 한글 번역축약판(WHO, 2002: 오

지연, 양윤준, 김병성, 강재헌, 2007에서 재인용)과 미국국민 건강설문-Adult

Health Behaviors 항목(NHISQ-AHB)의 한글 번역판(DHHS, CDC: 신성현 등,

2005에서 재인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처리 동기와 정보처리 능력은 Shrum, Burroughs, &

Rindfleisch(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주목도(정보처리 동기)와 인지욕구

수준(정보처리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주목도는 박광순(2004)의 프

로그램주목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5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

였다. 박광순의 프로그램주목도는 Rubin, Perse, & Taylor(1988)가 개발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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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출처

스포츠활동 참여 여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귀하는 일주일 동안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몇 분 정도 하십니까?
WHO(2002)

표 3. 조절변인 측정 도구

Note. 일주일 동안의 신체활동 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0분일 경우, 비참여로 간주)

그램주목도를 김정기(2002)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한 것이다. 정보처

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주목도를 사용한 것은 프로그램주목도가 기억

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Shrum, Burroughs, &

Rindfleisch, 2005). 프로그램주목도에 대한 예비설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능력은 김완석(1994; 2007)의 한

국형 인지욕구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단축하여 총 5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완석의 한국형 인지욕구 척도는 Cacioppo와 Petty(1982)가

개발한 인지욕구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 및 단축한 것으로서, 높은 내적합

치도를 가진다(김완석, 2007). 정보처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욕구 척도를

사용한 것은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휴리스틱 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Haugtvedt & Petty, 1992; Haugtvedt, Petty, & Cacioppo; 1992). 인지욕

구에 대한 예비설문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66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4.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문화계발의 1차 효과에 해당하는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

화수준에 대한 인식과, 문화계발의 2차 효과에 해당하는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

도·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진다. 먼저, 1차 효과에 해

당하는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에 대한 인식은 예비설문에서 국내 프로스포

츠 활성화수준에 대한 인식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2차 효과에 해당하는 변인 중 스포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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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변인

구분
출처

스포츠활동

참여수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귀하는 일주일 동안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몇 분 정도 하십니까?
-

WHO

(2002)

프로그램

주목도

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VA 1

박광순

(2004)

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내용의 일부분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VA 2

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정신을 집중하게 된다. VA 3

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깊이 주목한다. VA 4

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 VA 5

인지욕구

나는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NFC 1

김완석

(2007)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를 더 좋아한다. NFC 2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논리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다.
NFC 3

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라도 가능한 한 끝까지 풀기

위해 노력한다.
NFC 4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다. NFC 5

표 4. 통제변인 측정 도구

Note 1. 스포츠활동 참여수준: 일주일 동안의 신체활동 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

Note 2. 프로그램주목도, 인지욕구: 7점 척도로 측정

Note 3.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보통이다-약간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는 Lin(2006)이 사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의도 척도를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 및 번안하여 총 3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을 <표 5>에 각각 제시하였다. 예비설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이미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

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74였으며,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의도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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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변인

구분
출처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 인식
나는 국내 프로스포츠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 -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

나는 향후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다. CPI 1

Lin

(2006)

나는 향후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CPI 2

나는 향후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CPI 3

스포츠활동

참여의도

나는 향후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다. PI 1

나는 향후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PI 2

나는 향후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PI 3

사회적 가치

나는 스포츠활동이 사회적응력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SV 1

Kenyon

(1968)

나는 스포츠활동이 인간관계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SV 2

나는 스포츠활동이 지인들과의 관계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SV 3

신체적 가치

나는 스포츠활동이 건강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PV 1

나는 스포츠활동이 몸매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PV 2

나는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포츠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V 3

정서적 가치

나는 스포츠활동이 스트레스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EV 1

나는 스포츠활동이 긴장감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EV 2

나는 스포츠활동이 삶의 만족도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EV 3

표 5. 종속변인 측정 도구

Note 1. 활성화 인식, 참여지속의도, 참여의도, 가치에 대한 태도: 7점 척도로 측정

Note 2.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보통이다-약간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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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효과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변인인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는

Kenyon(1968)의 ATPA(Six Scales For Assessing Attitude Towards Physical

Activity)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단축 및 번안하여 총 9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

로 측정하였다. ATPA는 사회적 경험(Social experience), 건강과 체력(Health

and fitness), 현기 추구(Pursuit of vertigo),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 감

정의 정화(Catharsis), 극기 경험(Ascetic)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지각되는 신체활

동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문익수,

2002), 본 연구에서는 ATPA의 여섯 가지 측면 중 사회적 경험에 대한 세 개의

문항을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로, 건강과 체력에 대한 세 개의 문항을 스포츠의

신체적 가지, 감정의 정화에 대한 세 개의 문항을 스포츠의 정서적 가치로 대입

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5>와 같다.

ATPA의 여섯 가지 측면 중에서 세 가지 측면만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스포츠활동의 가치라는 개념이 197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건강의 정의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개

인의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영성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안녕(well-being) 상태로

정의하였는데(제미경, 전향란, 2007; 백순기, 김현나, 2011), 본 연구자는 각 차원

이 ATPA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된다고 판단하여 신체적 차원은 건강과 체력

측면으로, 정신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은 감정의 정화 측면으로,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경험의 측면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ATPA의 사회적 경험, 건강과

체력, 감정의 정화 측면에서 지각된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를 한 측면

당 세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설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스포츠의

신체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각각 .806과 .883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

식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11로 양호하였다.

5. 주요변인 자료요약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자료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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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미디어 총 이용률 1 0 1 0.25 0.26

스포츠TV 이용률 1 0 1 0.25 0.32

스포츠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률 1 0 1 0.25 0.31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 1 1 7 4.62 1.35

참여지속의도

1 2 7 6.11 0.99

2 3 7 6.18 0.93

3 2 7 6.13 0.97

참여의도

1 1 7 4.34 1.73

2 1 7 4.82 1.54

3 1 7 4.41 1.83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태도

1 2 7 5.49 1.26

2 1 7 5.34 1.32

3 1 7 5.18 1.42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에 대한 태도

1 3 7 6.23 0.87

2 1 7 5.97 1.08

3 2 7 6.11 1.00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에 대한 태도

1 2 7 5.71 1.14

2 2 7 5.50 1.23

3 2 7 5.70 1.13

중강도이상 운동량 1 0 640 110.82 126.38

프로그램주목도

1 1 7 4.25 0.10

2 1 7 3.83 0.11

3 1 7 4.21 0.11

4 1 7 4.20 0.10

5 1 7 4.29 0.10

인지욕구

1 2 7 5.42 1.08

2 1 7 4.40 1.36

3 1 7 4.62 1.36

4 1 7 4.93 1.35

5 1 7 4.82 1.37

표 6. 주요변인 자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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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α 값

참여지속의도 3 .963

참여의도 3 .954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3 .902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3 .790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3 .883

프로그램주목도 5 .965

인지욕구 5 .848

표 7.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

제 3 절 자료분석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0, IBM SPSS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의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

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

법으로, 특정 조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보여주며(최현철,

2008),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70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확보

된 것으로 간주한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

석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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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표준오차 요인 적재치* 임계치(CR)

참여지속의도

CPI 1 - .993 -

CPI 2 .009 .997 106.917

CPI 3 .010 .995 101.212

참여의도

PI 1 - .989

PI 2 .013 .992 80.253

PI 3 .014 .988 72.549

사회적가치

SV 1 - .848 -

SV 2 .062 .891 17.802

SV 3 .067 .873 17.327

신체적가치

PV 1 - .799 -

PV 2 .101 .687 10.500

PV 3 .094 .761 11.577

정서적가치

EV 1 - .898 -

EV 2 .056 .855 18.259

EV 3 .054 .798 16.202

프로그램주목도

VA 1 - .860 -

VA 2 .055 .905 20.673

VA 3 .049 .962 23.746

VA 4 .048 .960 23.596

VA 5 .051 .914 21.115

인지욕구

NFC 1 - .561 -

NFC 2 .0193 .705 8.234

NFC 3 .191 .695 8.165

NFC 4 .204 .820 8.938

NFC 5 .212 .848 9.067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별 타당도검증 결과

Note. 모든 요인 적재치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p<.001); *표준화한 값

타나, 각 항목들이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의 타당도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분석 결과는 <표 8>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515.414(df=254, p<.001), SRMR=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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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

N<250 N>250

m<12 12≤m<30 m≥30 m≤12 12≤m<30 m≥30

χ²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유의적인

p값이 생길

수 있음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CFI,

TLI
0.97이상 0.95이상 0.92이상 0.95이상 0.92이상 0.90이상

SRMR
다른 지수

참고

0.08이하

(CFI.95이상)

0.09이하

(CFI.92이상)

다른 지수

참고

0.08이하

(CFI.92이상)

0.08이하

(CFI.92이상)

RMSEA
<0.08

(CFI.97이상)

<0.08

(CFI.95이상)

<0.08

(CFI.92이상)

<0.07

(CFI.97이상)

<0.07

(CFI.92이상)

<0.07

(CFI.90이상)

표 9. 모형 적합도 평가기준(Hair, 2006)

CFI=0.968, TLI=0.962, RMSEA=0.064, ECVI=2.785, AIC=707.414로 나타났다. 모

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9>와 같이 Hair

등(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장재원, 2012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설문의 응답자 수는 총 255명이고, 관측변수(m)은 25개로, χ²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는 Hair 등(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χ²값은

표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Schumacker & Lamax, 1996: 장재원, 2012에서 재인용). 또한 <표 10>과 같이,

측정 변인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 적재치 값은 최소 .56부터

최대 99.까지 나타났고, 모든 요인들의 임계치는 유의수준 .001에서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이 타당도를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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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회귀분석

각 미디어 형태에 따른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개인의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

화수준 인식, 스포츠활동 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과 함께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te. 세부 항목은 31쪽 표 4, 33쪽 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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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1에서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

준을 높게 추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

률이 개인의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전체 스포츠미디어(TV, 라디오, 컴퓨터, 모바일·스마트기기, 신문·잡지) 이

용에 의한 문화계발효과가 발견되었는데(β=.94, t= 2.60, p<.05), 이는 전체 스포

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TV의 문화계발효과(β=.59, t=2.13, p<.05)와 모바일·스마트기

기의 문화계발효과(β=.69, t=2.36, p<.05)도 발견되어, 스포츠 관련 TV와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가설 2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2a에서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을 하는 사람

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는 <표 11>과 같이 전

체 스포츠미디어, TV, 모바일·스마트기기의 이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의

도는 <표 11>과 같이 전체 스포츠미디어(β=3.10, t=3.21, p<.01), TV(β=2.47,

t=3.19, p<.01), 모바일·스마트기기(β=2.03, t=2.70, p<.01) 이용률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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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구분 변인 β R²

통제변인

성 -.00 -.07 -.03 -

연령 .05*** .05*** .05*** -

학력 -.10 -.10 -.11 -

소득 .03 .02 .02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 주목도 .03 .06 .05 -

인지욕구 .17** .15* .17** -

독립변인

총이용률 .94** - - .14

TV - .59** .13

모바일·스마트 - .69** .13

표 10.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p<.01, **p<.05, *p<.10, n=255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들 중 전체 스포츠미디어, TV, 모바일·스마트기기의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스포

츠활동의 참여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2b에서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

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

률이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사회적응력향상, 인간관계형성, 지인들과의 관계유

지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가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평

가에서 발견되었는데(β=.63, t=1.95, p<.10), 이는 전체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

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모바일·스마트기기의 문화계발효과(β=.43, t=1.66, p<.10)도 발견되

었는데, 이는 모바일·스마트기기로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 할수록 스

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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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변인구분 변인 β R²

참여

통제변인

성 -.21 -.21 -.23* -

연령 -.00 -.00 -.00 -

학력 .06 .05 .06 -

소득 .11** .11** .10**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주목도 .16*** .16*** .17*** -

인지욕구 .08 .08 .08 -

독립변인

총이용률 .07 .18

TV .15 .18

모바일·스마트 -.04 .18

비참여

통제변인

성 -.12 .02 -.23 -

연령 .04 .04 .04 -

학력 -.47* -.50** -.42* -

소득 .23 .13 .22 -

프로그램주목도 .35** .31** .41*** -

인지욕구 .25 .18 .30 -

독립변인

총이용률 3.10*** - - .53

TV - 2.47*** - .53

모바일·스마트 - - 2.03*** .50

표 11.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참여: ***p<.01, **p<.05, *p<.10, n=255

* 비참여: ***p<.01, **p<.05, *p<.10, n=56



- 40 -

변인구분 변인 β R²

통제변인

성 -.04 -.08 -.06 -

연령 .01 .01 .01 -

학력 -.06 -.06 -.07 -

소득 -.05 -.06 -.06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 주목도 .15*** .17*** .17*** -

인지욕구 .13* .12* .13* -

독립변인

총이용률 .63* - - .17

TV - .35 - .16

모바일·스마트 - - .43* .17

표 12.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p<.01, **p<.05, *p<.10, n=255

반면, TV 이용률은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스포츠 관련

TV 이용률의 문화계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앞서 언급된 분석결과들에 의

해 가설 2b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2c에서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신체적 가

치(건강유지 및 몸매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를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

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스포츠

미디어, TV, 모바일·스마트기기의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평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평가와 관련

된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가설 2d에서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

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

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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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구분 변인 β R²

통제변인

성 .06 .02 .04 -

연령 .01 .01 .01 -

학력 -.07 -.06 -.07 -

소득 -.02 -.02 -.02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 주목도 .06 .08** .07* -

인지욕구 .05 .05 .05 -

독립변인

총이용률 .19 - - .06

TV - -.08 - .06

모바일·스마트 - - .07 .05

표 13.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p<.01, **p<.05, *p<.10, n=255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스포츠미디어, TV, 모바일·스마트기기의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

과적으로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평가와 관련된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제 3 절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1차 효과와 관련된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설 3a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률과 스포츠활동 참여

여부가 개인의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 수

준 인식과 관련된 전체 스포츠미디어(β=1.01, t=2.46, p<.05), 모바일·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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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구분 변인 β R²

통제변인

성 .04 -.00 .03 -

연령 .02** .02** .02** -

학력 -.07 -.07 -.08 -

소득 -.01 -.01 -.01 -

중강도운동량 .00 .01 .00 -

프로그램 주목도 .15*** .17*** .15*** -

인지욕구 .17*** .17*** .17*** -

독립변인

총이용률 .30 - - .14

TV - .03 - .14

모바일·스마트 - - .25 .14

표 14.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p<.01, **p<.05, *p<.10, n=255

(β=.80, t=2.39, p<.05)의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TV의 문화계발효

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스포츠

미디어, 모바일·스마트기기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수록 국내프로스포

츠가 활성화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면 스포츠활

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 수준 인식과 관련된

전체 스포츠미디어, TV, 모바일·스마트기기의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를 부분

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효과와 관련된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설 3b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매체별 스포츠미디어 이용률과 스포츠활동 참

여여부가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평가, 스

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평가,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의 경우 <표 16>과 같이, 스포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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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변인구분 변인 β R²

참여

통제변인

성 .06 -.03 .04 -

연령 .05*** .05*** .05*** -

학력 -.12 -.11 -.13 -

소득 .01 .01 .01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주목도 -.01 .02 -.00 -

인지욕구 .13 .11 .12 -

독립변인

총이용률 1.01** - - .11

TV - .50 - .10

모바일·스마트 - - .80** .11

비참여

통제변인

성 -.53 -.48 -.56* -

연령 .02 .02 .02 -

학력 .04 .03 .05 -

소득 .12 .09 .12 -

프로그램주목도 .18 .16 .20* -

인지욕구 .41** .39** .42** -

독립변인

총이용률 .73 - - .43

TV - .65 - .43

모바일·스마트 - - .41 .43

표 15.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참여: ***p<.01, **p<.05, *p<.10, n=255

* 비참여: ***p<.01, **p<.05, *p<.10,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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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와 관련된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는 스포츠활동 참여의도와 관련된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있

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스포츠활동

참여의도와 관련된 전체 스포츠미디어(β=3.10, t=3.21, p<.01), TV(β=2.47, t=3.19,

p<.01), 모바일·스마트기기(β=2.03, t=2.71, p<.01)에서 문화계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영향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활동에 대한 사회적가치 평가의 경우, <표 17>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

럼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 평가와 관련된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스포츠활동에 대한 신체적가치 평가의 경우 <표 18>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스포츠활

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평가와 관련된 스

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평가와 관련된 전체 스포츠

미디어 (β=1.68, t=2.53, p<.05), TV(β=.96, t=1.75, p<.10), 모바일·스마트기기(β

=1.16, t=2.29, p<.05)에서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스

포츠미디어에 의한 영향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스포츠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마지

막으로 스포츠활동에 대한 정서적가치 평가의 경우 <표 19>와 같이 스포츠활동

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평가와 관련된 스포츠

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제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활동

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평가와 관련된 모바

일·스마트기기(β=1.12, t=, 1.76p<.05)에서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영향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차 효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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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전체 스포츠미디어(β=1.01, t=2.46, p<.05)와 모바일·스마트기기(β

=.80, t=2.39, p<.05)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첫 번째 결과와는

반대로 2차 효과에서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포츠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포츠활동 참여의도의 경우, 전체

스포츠미디어(β=3.10, t=3.21, p<.01), TV(β=2.47, t=3.19, p<.01), 모바일·스마트기

기(β=2.03, t=2.71, p<.01)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스포

츠활동의 가치에 대판 평가는, 스포츠활동의 신체적 가치평가에서 전체 스포츠미

디어(β=1.68, t=2.53, p<.05), TV(β=.96, t=1.75, p<.10), 모바일·스마트기기(β=1.16,

t=2.29, p<.05)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왔으며, 스포츠활동의 정서적 가치평

가에서는 모바일·스마트기기(β=1.12, t=, 1.76p<.05)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평가에서는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문화

계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

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본 결과,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부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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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변인구분 변인 β R²

참여

통제변인

성 -.21 -.21 -.23* -

연령 -.00 -.00 -.00 -

학력 .06 .05 .06 -

소득 .11** .11** .10**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주목도 .16*** .16*** .17*** -

인지욕구 .08 .08 .08 -

독립변인

총이용률 .07 - - .18

TV - .15 - .18

모바일·스마트 - - -.04 .18

비참여

통제변인

성 -.12 .02 -.23 -

연령 .04 .04 .04 -

학력 -.47* -.50** -.42* -

소득 .23 .13 .22 -

프로그램주목도 .35** .31** .41*** -

인지욕구 .25 .18 .30 -

독립변인

총이용률 3.10*** - - .53

TV - 2.47*** - .53

모바일·스마트 - - 2.03*** .50

표 16.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참여: ***p<.01, **p<.05, *p<.10, n=255

* 비참여: ***p<.01, **p<.05, *p<.10,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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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변인구분 변인 β R²

참여

통제변인

성 -.04 -.08 -.07 -

연령 .01 .01 .01 -

학력 -.02 -.02 -.02 -

소득 -.13** -.13** -.13**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주목도 .13** .15*** .14** -

인지욕구 .11 .11 .11 -

독립변인

총이용률 .46 - - .13

TV - .25 - .13

모바일·스마트 - - .27 .13

비참여

통제변인

성 -.41 -.47 -.43 -

연령 .02 .03 .02 -

학력 -.37 -.35 -.36 -

소득 .34** .35** .34** -

프로그램주목도 .16 .22 .17 -

인지욕구 .03 .03 .06 -

독립변인

총이용률 1.03 - - .25

TV - .05 - .23

모바일·스마트 - - .94 .26

표 17.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참여: ***p<.01, **p<.05, *p<.10, n=255

* 비참여: ***p<.01, **p<.05, *p<.10,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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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변인구분 변인 β R²

참여

통제변인

성 .02 -.01 -.00 -

연령 .01 .01 .01 -

학력 -.01 -.00 -.00 -

소득 -.03 -.04 -.04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주목도 .07 .08* .07* -

인지욕구 .06 .06 .06 -

독립변인

총이용률 -.01 - - .05

TV - -.23 - .06

모바일·스마트 - - -.13 .06

비참여

통제변인

성 -.00 .03 -.06 -

연령 .04** .04* .04* -

학력 -.55*** -.55*** -.53*** -

소득 .08 .05 .08 -

프로그램주목도 .01 .02 .03 -

인지욕구 -.08 -.10 -.04 -

독립변인

총이용률 1.68** - - .28

TV - .96* - .23

모바일·스마트 - - 1.16** .27

표 18.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신체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참여: ***p<.01, **p<.05, *p<.10, n=255

* 비참여: ***p<.01, **p<.05, *p<.10,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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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부 변인구분 변인 β R²

참여

통제변인

성 -.01 -.03 -.01 -

연령 .02 .02 .02 -

학력 -.02 -.02 -.02 -

소득 -.04 -.04 -.04 -

중강도운동량 .00 .00 .00 -

프로그램주목도 .15*** .16*** .15*** -

인지욕구 .15** .15** .15** -

독립변인

총이용률 .09 - - .10

TV - -.09 - .10

모바일·스마트 - - .04 .10

비참여

통제변인

성 .06 .05 .03 -

연령 .05** .06** .05* -

학력 -.42* -.41* -.40* -

소득 .12 .11 .11 -

프로그램주목도 .09 .12 .09 -

인지욕구 .11 .09 .14 -

독립변인

총이용률 1.23 - - .24

TV - .49 - .21

모바일·스마트 - - 1.12* .25

표 19.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활동의 정서적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참여: ***p<.01, **p<.05, *p<.10, n=255

* 비참여: ***p<.01, **p<.05, *p<.10,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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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요약 및 논의

제 1 절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

본 연구에서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 스포츠미디어 이

용률, TV 이용률,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률은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 형태의 측면에서, TV가

아닌 다른 미디어매체 이용에 의해 문화계발 1차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준웅, 장현미, 2007), 신문의 이용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 2011)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프로그램 장르의 측면에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을 높게 인식했다는 결과는 특정 장르를 시청함으로써 문화계발효과

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Hawkins & Pingree, 1981), TV의 장르별 시청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 추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양혜승, 2010)를 뒷

받침해 준다.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전체 스포츠미디어 이

용률, TV 이용률,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 1

차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전무하기에 본 연구 결과만으로 일반화를 시도하

는 것은 어렵지만, 미디어 형태와 상관없이 미디어 이용률이 종속변인에 일관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다른 장르의 미디어보다 스

포츠 장르의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할 때, 스포츠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

로 사회를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제 2 절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

본 연구에서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지속의도는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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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의도

는 전체 스포츠미디어 이용률, TV 이용률,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률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장르의 측면에서 문화계발의 1차

효과와 마찬가지로, 2차 효과도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달

리 나타나며,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선택적 시청에 의해 문화계발효과가 달리 나

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Hawkins & Pingree, 1981)와 TV 프로그램 장르별 시

청에 따라 다이어트 방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우형진,

200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활동 참여의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TV스포츠중계 정보가

시청자의 기대와 일치할 경우 시청동기를 자각하게 되며, 결국 스포츠 참가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양재근, 이동준, 2012), 미디어스포츠에 대한 만족이 스

포츠활동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이상용, 2011)를 일부 지지하

였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

들에게서 문화계발효과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 결과는 스포츠미디어가 스

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스포츠미디어를 통하여 스포츠활동을 홍보했을 때, 스포츠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기대감이나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포츠활동의 가치 중 사회적가치 측면에서는 전체 스포츠미디어 이용률과 모

바일·스마트기기 이용률에 의한 문화계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신체적가치

와 정서적가치 측면에서는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스포츠미디어

와 관련된 미디어의 총이용률이나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

(조사라, 1992)를 일부 지지한다.

앞서 요약한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 검증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스포

츠미디어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의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포츠활동에 대한 세 가지 가

치 중 사회적가치가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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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또한 모바일·스마트기기의 사용에 의한 2차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은 그만큼 스포츠라는 장르에 있어서 모바일·스마트기기가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나 신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제 3 절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나타났고, 스포츠미디어의

2차 효과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스포츠미

디어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계발의 1·2차 효과를 구분한 연구는 물론이고, 스포츠

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기에 본 연구

의 결과만으로는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계발의 1·2차적 믿음이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선행연구 결과(Hawkins & Pingree, 1982)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즉, 문화계발의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에 의해 독

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된 스포츠미디어의 1·2차 효과도 스

포츠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인지 과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의 조절 방식이 각 효과에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Shrum, 2001; Shrum, 2007; Shrum, Burroughs, & Rindfleisch,

2005)은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라는 변인이 정보처리 동기나 정보처리 능력과 어느

정도 관련되며,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설명하는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4 절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준웅과 장현미(200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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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TV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추후 인

터넷이 인간의 삶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점을 가정할 경우, TV뿐만 아니

라 인터넷 매체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계발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TV, 컴퓨터, 모바일·스마트 기기 및

총 미디어 이용량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본 연구는 문화계발효과가 각 매체에

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시사해 준다. 둘째, 스포츠미디어

의 문화계발 1·2차 효과를 검증하였다. 문화계발효과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다양

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장르, 스포츠미디어의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미디어의 문화계발 1·2차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

다. 셋째,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 1·2차 효과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문

화계발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발

견은 스포츠미디어 문화계발효과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문화계발효과 검증결과를 통하여 매체 유

형에 따른 스포츠정보전달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

속변인은 미디어 매체 유형별로 분석되었는데, 각 종속변인과 관련된 가설검증

결과를 통하여 특정 스포츠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매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스포츠미디어의 문

화계발 1·2차 효과 검증결과를 통하여 미디어 이용자의 인식이나 태도가 스포츠

미디어 이용률에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미

디어가 대중의 사고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비인기 종

목의 홍보, 혹은 스포츠활동의 순기능을 강조하는데 스포츠미디어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셋째, 특정 집단에게 스포츠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

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 1·2차 효과는

스포츠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스포츠 정보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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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1차 효과, 2차 효과) 중 어떤 효과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스포츠활동을 하

고 있는 집단과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집단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

가 전달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된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들은 비인기종목, 장애인스포츠, 스포츠활동 참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증가, 긍정적 태도 계발 및 직접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

어 내기 위한 방법 개선 및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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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활용하여 각 미디어 형태에 따른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스포츠활동 참여가 스포츠

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론적 고

찰을 통하여 개인의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 인식, 스포츠활동 참여의도, 스

포츠활동참여 지속의도, 스포츠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였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국내프로스포츠 활성화수준을 높게 추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바일·

스마트기기에 의한 스포츠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는 스포츠미

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린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미디

어는 스포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스포츠미디

어에 의한 문화계발 2차 효과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스포츠활동

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셋째, 스포츠미디어에 의한

문화계발효과의 크기는 미디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스포츠활동

참여여부는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하고, 스포츠미디어의

문화계발 1·2차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스포츠활동 참여여부가 스포츠미디어의 문

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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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로 이십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

행했다는 점에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이

용한 질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계발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사회적가치, 신체적가치, 정서적가치에 대한 태도측정 결과, 평균이

각각 5.34(n=255), 6.10(n=255), 5.64(n=25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신체적가치, 정서적가치, 사회적가치의 순서로 스포츠활동의 가

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측정

범위가 1부터 7까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스포츠활동의

세 가지 가치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신체적가치에

대한 태도의 측정치 평균이 6.10(n=255)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스포츠활동으로 인

해 신체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신념이 교육, 미디어 혹은 다른 매체에 의해 선

행 학습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스포츠에 대한 선

행학습효과와 문화계발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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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on the Cognition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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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increase in the influence of sports media, sports media

research has been pursued substantially. These studie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olvement in sports media and attitude towards

sport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m in that changes in cognition

and attitude could differ according to the view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usage rates of sports media were not consider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aking individual or group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could aid

in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strategy for information delivery, and

taking the usage rate of sports media into account could help control

cultivation by other program gen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research

be carried out on sports media's cultiv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media users and with the usage rate of sports media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ccordingly, this study utilizes the cultivation theory in order to 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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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usage rate of sports media affect the user's cognition and attitude

and analyzes the effect that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has on the

cultivation of sports media. Furthermore, through its results, this study aims

to assist in the enhancement of interest in sports, development of a positive

attitude, and direct establishment of a strategy to attract particip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utilized 255 out of 316 copies

in the final analysis. Moreover,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carried

out the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IBM SPSS Statistics 20 and IBM

SPSS AMOS 2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usage rate

of sports media, the higher the assumptions for the invigorate level of

domestic professional sports. Second, in case of absence of sports activity, the

higher the usage rate of sports media, the higher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y. Third, the higher the usage rate of sports media through

mobile or smart devices.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s the social

value of sports activity. Fourth,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moderated sports media's cultivation.

In conclusion, sports media influences an individual's cognition and attitude

concerning sports; the level of sports media's cultivation depends on the

forms of media; and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moderated sports media's

cultivation.

keywords: sports media, cultivation, cognition of sports,

attitude towards sports,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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