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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포츠방송 시청을 통한 문화계발효과 연구:

미국 프로야구 리그를 중심으로

이 은 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중심으로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MLB 시청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26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MLB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미국 내에서 MLB가 활성화되어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LB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MLB

를 관람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게 형성되었으며, 미국 내의 전체 스포츠 중 MLB

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계발효과의 2차 효과와 관

련된 것으로 MLB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시청자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MLB시청과 문화계발효과 발생의 관계에서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한 분석에서는 1차 효과 및 2차 효과 일부에서 시청량과 문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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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수의 상호작용항이 문화계발효과 발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동화지수 즉 시청자의 경험정도가 문화계발효과의

발생에 일정부분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MLB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시청자의 태도나 인식 그리고 가치관

을 긍정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 때 시청자의 경험정도가 그

수준에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문화계발효과, 문화동화지수, MLB 시청자, MLB, 스포츠미디어

학 번: 2012-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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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스포츠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이제 스포츠는

특정지역 혹은 특정국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닌 전 세계에서 공유되는

‘세계화를 통한 문화현상’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스포츠의 세계화는 스포츠를 문화상품으로 승화시켰고 그로 인해 스포츠산

업 그 자체를 넘어서 기타 산업과의 상호교류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포츠의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김소희, 이원재, 인

상우, 2011). 김소희 등(2011)은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국내 선수의 해외리그 진출이 주를 이루는 해외 진출

(outbound)과 해외 스포츠, 선수, 뉴스 등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가 들어오는 국내 유입(inbound)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내 선수들의 해외리그 진출은 해외 스포츠 프로그램을 국내로 유입해오

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1994년 박찬호 선수가 LA다저스에 입단한 후

1997년에 지상파 3사가 MLB 방송 중계권을 공동으로 협상한 것이 대표적

인 예이다(정용준, 이희진, 윤석환, 2011).

위와 같이 국내선수의 해외진출이나 스포츠 세계화는 국내로 해외 스포

츠 리그나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프로야구(MLB) 그리고 골프 투어 방송이 대표

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소희, 이원재, 인상우, 2011). 특히 최근 MLB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와 2013년 초에 LA다저스에 입단한



2

EPL 프리메라리가 MLB

평균 시청률 0.510 0.123 0.758

최고 시청률 1.792 0.787 2.839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2013).

표 1. 해외 스포츠 중계 시청률 비교

류현진 선수로 인해 두 선수가 출전하는 MLB 경기는 공중파에서 생중계

되고 있으며 비프라임(non-prime)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스포츠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잉글랜

드프리미어리그(EPL)보다 높은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텔레비전 중계 시청률 외에도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을 통해 시청하는 인원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MLB 경기는 최근

가장 흥행중인 해외 스포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1>에 정리된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국내에

서 중계된 해외스포츠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세 가지 스포츠(EPL, 프리메

라리가, MLB)의 시청률 비교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스포츠 프로그램의 순기능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순기능에 대해서 최동철(2001)은 스포

츠 프로그램의 시청이 가져오는 사회통합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성길

(2008)은 스포츠 프로그램의 공공성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스

포츠 프로그램의 양적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스포츠 전문채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정 종목만을 전문적으

로 중계해주는 전문 스포츠 채널이 생겨나면서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 방

송의 비중이 증대되었다(김기한, 윤리라, 방신웅, 2012). 스포츠 방송의 목

적 중에는 공익성 실현이 있는데, 적절한 스포츠 편성을 통해 프로그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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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윤석민,

2006). 하지만 김민철(2010)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방송 분량 중

80%에 가까운 분량이 방송에서 주로 노출되는 상위 5개 종목으로 한정되

어 있어서 특정 종목에 따른 방송분량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기한 외 2인(2012)은 스포츠 전문 채널 중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지

도와 시청률이 높은 KBS N Sports, MBC ESPN, SBS Sports 3개 채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유형과 종목에 따른 방송 비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고 특정 종목(축구, 27.77%)에 편성 비율이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

기한, 윤리라, 방신웅, 2012). 동일 연구에서 스포츠 채널에서 제공하는 종

목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4~5년 사이에 각각 채널의 종목 다양성 지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목 편성의 다양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위 연구들을 통해서 스포츠방송의 목적 중 하나인

공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미디어 시청이 시청자의 태

도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때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고

사용되어 온 문화계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을 통해 스포츠 프로그

램이 시청자가 가지는 스포츠에 대한 태도, 인식, 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의 순기능을 밝힘

으로써 현재 특정 종목에 치중되어있는 스포츠 방송 편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문화계발효과이론은 대중 매체가 사람들의 현실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텔레비

전 시청 행위가 사람들이 현실 구성에 장기적이고 이념적인 효과를 가져온

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Shanahan & Morgan, 1999). 이러한 문

화계발효과는 1차 효과(first-order effect)와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

로 구분되는데, 1차 효과는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 개념 혹은 사건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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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확률 또는 빈도를 추정하게 되는 1차적 믿음(first-order social reality

beliefs)에 의해서 발생되며, 2차 효과는 특정 태도, 가치 그리고 신념 등의

내재화를 뜻하는 2차적 믿음(second-order social reality beliefs)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양혜승, 20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 프로야

구 리그(Major League Baseball: MLB) 시청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

다. 비록 MLB에 국한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해당 연구의 결과를 통해

MLB 경기 시청이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태도, 인식 및 가치를 계발시킨다

는 것이 검증된다면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덧붙여서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이 시청자들에

게 참여의도 및 긍정적인 인식을 계발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고른 프로그램 편성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순기능을 밝힘으로써 스포츠 프로

그램의 가치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스포츠 프

로그램 편성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에 그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인정받아온 문화계발

효과를 통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영향력 및 순기능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즉, 스포츠 경기 시청이 시청자의 태도, 인식 및 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고 문화동화이론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가치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

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세부적인 연구

목적을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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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본 연구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문화계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다. 시청자가 MLB 경기를 시청하게 되면 미국의 야구 혹은 야구라는 스

포츠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및 가치를 계발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계발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으로 인한 문화계발효과에 어

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여러 문화계

발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쓰이는 문화동화지수를 활용하여

시청자의 직접경험(미국에서의 거주 경험 및 언어사용능력 등)을 측정하고,

직접경험이 문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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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계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

1) 문화계발효과이론의 개념

문화계발효과이론은 1960년대 Gerbner에 의해 수행된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된 미디어인 텔레비전에 의해 형

성되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미디어 효과이론으로서 고안되었다(Gerbner,

1969). Gerbner의 문화계발효과 이론을 시작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많

은 학자들은 문화계발효과에 관한 검증과 방법론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문

화계발효과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통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Gerbner & Gross, 1976;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94; Hawkins & Pingree, 1981a; Morgan & Shanahan, 1999;

이준웅, 2007에서 재인용).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중심가설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텔레비전을 적게 시청하는 사람에 비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실

제사회에 반영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Bryant & Oliver, 2009).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주창자인 Gerbner는 초창기부터 ‘텔레비전 총시청

량’을 독립변수로 연구하였는데 텔레비전의 총시청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

청집단을 중시청자(heavy viewer)와 경시청자(light viewer)로 나눈 후에

중시청자들이 경시청자에 비해 범죄, 폭력 그리고 차별적인 성역할 등에

관련하여 실제세계를 텔레비전에서 묘사된 세계와 같이 인식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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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Gerbner & Gross, 1976; Morgan & Signorielli, 1990). 같은 맥

락으로 Gerbner(1969)는 문화계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텔레비전

에 많이 노출된 시청자와 적게 노출된 시청자들의 대답이 서로 다른 경향

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여

진 세계에 근접하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

될수록 텔레비전으로부터 불안감과 위협에 대한 느낌을 강화되게 받았고,

범죄와 사기 등에 관한 사건 발생비율을 실제보다 크게 추정하며 실제 세

계를 불안한 장소라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오미영, 정인숙, 2005). 즉

텔레비전 속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이

미지나 가치 관점에서 “실제 세상(real world)”을 보게 되며, 그들의 마음

속에 실제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세상의 모습을 계

발시켜 ‘사악한 세계관(mean world view)’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오미영,

정인숙, 2005). 문화계발효과 이론은 이처럼 경시청자와 중시청자 사이의

현실 인식에 대한 차이를 밝혀내는 효과적인 이론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계발효과와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변인이나

인구통계학적 계층에서 안정적인 문화계발 효과 차이를 보였고, 기존 이론

에서 예측되는 내용대로 일관성을 보여왔다(Shanahan & Morgan, 1999).

문화계발효과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한 Gerbner와 전통적 문화계발효과

연구자들은 텔레비전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문화계발효과를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Gerbner, 1969). 즉, “매스 미디어는 현대인들의 주변 도

처에 보급되어 있으며, 그 메시지 내용들은 매우 안정적이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 누적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라고 주

장한 것이다(Gerbner, 1986; 하종원, 1993에서 재인용). 이를 뒷받침하는

Gerbner(1977a, 1977b)의 연구를 살펴보면 뉴욕 초등학생 중 텔레비전 시

청을 많이 하는 학생이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폭력적인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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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Hawkins와 Pingree(1981)가

호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시청과 폭력적인 성향 사이에 유의미

한 관계를 밝혀냈으며, Doob과 Macdonald(1979) 역시 텔레비전을 많이 시

청하는 캐나다 성인 시청자의 폭력과 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혔다.

텔레비전 시청이 폭력성향과 특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외에도 시청자의 가치체계(value-system)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Gerbner(1979b) 등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이

‘밤에 홀로 걸을 때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전통적으로 문화계발효과는 텔레비전이 현실에 관하여 편향적인 메시

지를 일관적으로 제시한다는 ‘메시지 일관성 가정’과 텔레비전 시청에 있어

서 시청자가 비선택적, 습관적, 의례적인 양상을 띈다는 ‘비선택적 시청 가

정’을 주된 전제로 삼아 왔다. 즉 문화계발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개별적

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의 특수성이 아니라 텔레비전

전체 이용시간 그 자체라고 여겨왔던 것이다(Gerbner & Gross, 1976).

2) 문화계발효과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위와 같은 전통적인 문화계발효과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다.

먼저 시청량에 대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구분법에 대한 논의와 경시청

자와 중시청자를 구분할 때 이분법적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오미영, 정인숙, 2005). 이 논의는 중시청자와 경시청자를 구분할 때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값을 통해 중시청자와 경시청자를 나누는 것이 타당

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문화계발효과의 정도를 증감시킬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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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었다. 문화계발효과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있게

텔레비전 시청량과 폭력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시청자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거나 추

가했을 경우에는 문화계발효과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

문이다. 변인을 통제한 후 다른 결과를 보인 대표적인 연구로 Doob와

Macdonald(1979)는 범죄발생률이 각기 다른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범죄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거주자는 본인이 폭력을 당할 수 있

다는 두려움에 있어서 중시청자와 경시청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다. 반면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는 특성 자체가 텔레비

전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각 지역의 거주자들을 한 번에 보았

을 때에는 텔레비전 시청량으로 인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거주 지역을 통제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시청량과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문화계발효과의 구체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종속변인의 처리

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문화계발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종

속변인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시청량에 대한

종속변인을 시청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는데 인지론적 입장에

서 볼 때 문화계발효과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인지 추

상적인 가치관에 효과를 미치는 영향인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

지 효과를 나누어 측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문화계발효과의

측정을 구체적 현실에 대한 추정인 1차 효과(first-order effect)와 추상적

인 가치관에 관련된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Hawkins & Pingree, 1982),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과는 별도로 전통적인 문화계발효과이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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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문화계발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가 미미했던 이유는 텔레비전 노출량의 측정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문화계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텔레비전 총시청량만을 독

립변인으로 쓰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Hawkins & Pingree, 1981). 특히

Hawkins와 Pingree(1981)는 앞서 언급된 ‘메시지 일관성 가정’과 ‘비선택적

시청 가정’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논의하면서 문화계발효과가 특

정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선택적 시청에 의해 유발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현실에 관련된 문화계발효과를 밝히

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총시청량을 독립변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력

에 관련된 장르의 프로그램(범죄고발 프로그램)이나 만화 프로그램의 시청

량을 독립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Hawkins & Pingee, 1981b).

Rubin, Perse & Taylor(1988)는 프로그램 장르별로 텔레비전 시청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낮시간

대 연속극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이타주의적인

성향이 부족하였고 저녁시간대 연속극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정치적 효율성

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액션 프로그램 장르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안전에 대해 높은 우려감을 표현했다. 또한 나이, 성별, 시청의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과를 보였다.

우형진(2008)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이 개인의 다이어트 행

위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예정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이미

지와 본인의 신체이미지가 불일치한다고 생각하여 다이어트 행위의지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혜승(2006)은 오락 프로그램과 정보 프로그램이 개인의 물질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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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려해보이는 연예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은 개인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들의 삶을 집중

적으로 묘사하는 정보 프로그램의 시청은 오히려 개인의 물질주의적 가치

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 문화계발효과이론의 1차 효과와 2차 효과

1) 1차 효과(first-order effect)

Hawkins와 Pingree(1982)는 1차 효과와 2차 효과로 문화계발효과를 구

분하였다. 1차 효과(first-order effect)는 특정 사회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

할 확률에 대한 내용을 말하며,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는 사회에 대

해 가지는 일반적인 판단과 평가를 뜻한다. 즉 1차 효과와 2차 효과는 특

정 범죄에 대해서 개인이 위험정도를 평가하듯이 미디어로부터 획득한 정

보에 근거하여 추론하게 된다(Potter, 1991; Shrum, 2004). Hawkins와

Pingree(1987)는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반드시 상호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준웅과 장현미(2007)는 1차 효과만 측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oo & Dominick, 2002; 이준웅, 장현미, 2007에서 재인용).

1차 효과(first-order effect)란 미디어소비자가 속해있는 실제 사회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며 이는 시청자가 미디어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론하게 된다(Potter, 1991; Shrum, 2004). 1차 효과는

주로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즉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사건이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할 확률이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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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차 효과는 휴리스틱 처리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Shrum,

2002; Shrum, Wyer, & O’Guinn, 1998; Bryant, Oliver, 2010에서 재인용).

Shrum(1995, 1997, 1999, 2001)은 휴리스틱 정보처리 모델을 통해서 문화계

발효과의 인지심리학적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였다. 인지자원을 거의 사용

하지 않는 휴리스틱 정보처리과정은 정신적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

식의 정보처리를 의미한다(정용국, 2013; 고첨첨, 2013에서 재인용) 휴리스

틱 정보처리과정 중 하나인 접근성 휴리스틱(accessibility heuristic)은 사

람들이 자신이 기억 속에서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판

단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를 검증

할 때 사용되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러한 접근성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대상은 추가로

정보나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머리 속 기억저장고(memory store)에

는 최근까지 텔레비전에서 획득한 질문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른 종류의 정

보에 비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텔레비전의 메시지

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현실세계에서 발생할

확률에 대한 판단이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유사해지는 것이다. 즉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획일적인 메시지는 누적적 저장을 통해

최근 혹은 가장 자주 저장하게 되는 정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노출은 접근성 휴리스틱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근거로 이

어진다고 할 수 있다(손현정, 이종혁, 2012).

여러 연구자들은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양혜

승(2010)은 ‘텔레비전 시청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생활수준 추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를 측정하였

다. 텔레비전 장르에 따라 사회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고 이러한 이

유로 개인이 사회현실을 인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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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on, 1983; Hawkins & Pingree, 1981) 해당 연구에서는 세 가지 장르

(드라마, 예능, 시사/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장르 시청자가 사회구성원 일반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리고

그 추정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일

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양혜승,

2010).

이준웅과 장현미(2007)는 텔레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계발효과에

서 범주를 확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위험요소를 접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위험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연구는 텔

레비전 시청으로 인한 살인, 강간, 강도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인터넷 사용

으로 인한 살인, 강간, 강도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측정하여 두 효과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독립변인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텔레비전 시청

은 살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강간이나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강도나 살인이 발생하는 빈도를 높게 추정한다

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특정 정보나 기억의 획득도 문화

계발효과의 1차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는 최근 급

속하게 확산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계발효과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문화계

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큰 시사점을 남겼다.

2)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

문화계발효과이론의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는 사회에 대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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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판단과 평가를 뜻하며 1차 효과와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미디

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론하게 된다(Potter, 1991; Shrum,

2004). 2차 효과는 개인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게 되는 특정 사회에 대한 일반적 판단 혹은 평가를 의미하며, 그

예로 개인이 범죄에 대해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

을 들 수 있다(Potter, 1991; Shrum, 2004).

1차 효과가 시청자의 기억에 근거하는 판단 과정을 거친다면 2차 효과

는 태도나 가치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극이 수용됨과 동시에 일어나는

온라인(동시적, 반사적) 판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ryant & Oliver,

2009). 온라인 판단 과정이란 외부에서 정보가 기억저장고에 들어올 때 바

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형성과정은 일상적으로 정보를 기억하면서 자연스

럽게 형성된다. 2차 효과가 온라인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1차 효과의

발생이 판단을 필요로 하는 순간 텔레비전으로부터 저장된 기억을 떠올려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텔레비전 시청 중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은경과 김도연(2012)은 리얼리티 표방 프로그램의 시청을 통한 2차

효과의 발생에 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리얼리티 장르의 시청이 피

험자가 삶에 대해 숙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텔레비전 시청량과 리얼리티 장르 시청

량이 시청자의 숙명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리얼리티 장르를 많이 시청할수록 본인의 삶의 수준이 정해져있다고 생

각했고 이에 대해 체념하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나은경, 김도연,

2012).

심정욱(2008)은 폭력적이고 성상품화가 만연한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많

이 시청함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효과에 대해 측정하였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뮤직비디오 시청을 많이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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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속 세계의 성상품화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현실세계에서도 성상품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두 번째, 뮤직비디오 중시청자일수록 뮤직비디오에서 묘사하는 폭력성

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 중이용자는 현실에

서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경시청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뮤직

비디오를 많이 시청할수록 뮤직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세계를 현실세계로 인

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심정욱, 2008).

또한 최진봉(2006)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텔레비전의 문화

계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동성애 프로그램 시청량

을 독립변수로 하여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와 동성애 권익 보호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2차 효과의 발생을 추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동

성애자인 주인공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으며, 동성애 권익보호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휘와 이희성(2007)은 일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텔레비전 드

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한국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해당 드라마에 대한 호감도를 매개로하여 국가 호감도

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획

득한 기억이 시청자의 기억 속에 남게 되며, 이러한 기억들이 실제 세계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미선(2011)은 최근 미디어 종류가 다양해진 다미디어 환경으로의 변

화가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폭력성을 여러 매체에 확산시킨다는 가정을

통해 다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와 성폭력 범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

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텔레비전 폭력

물 시청량이 아닌 다미디어 환경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미디어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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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질수록 미디어 콘텐츠의 유해성이 더 확장되거나 심화된다는 창구효

과를 전제로 한 가정이다. 이에 다미디어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

인들(지상파방송 시청시간, 케이블TV 보급률, 위성방송 보급률, 인터넷 이

용시간, 케이블 오락채널 시청률)을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첫 번째, 지상파 텔레비전의 시청시간과 성폭력범죄행위에서

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즉 지상파 텔레비전은 성폭력 범죄 유발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에 인터넷 이용시간, 케

이블 보급률, 위성방송 보급률, 케이블 오락채널 시청률은 성폭력 범죄와

유형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해당 연구는 비록 짧은 분석기간 내

에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다미디어 환경 하에서도 문화계발효과

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웬티트엉, 최정길, 리홍빈(2011)은 문화계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서 한류 문화콘텐츠를 시청하는 베트남사람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한류 문화콘텐츠(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를 많이 이용하는 베트남인이 그렇지 않은 베트남인에 비해 한국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한국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한국 방문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이는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해 발생된 문화계발효과가 개인의 행동 의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문화계발효과가 단지 개인의 심

리적 계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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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계발효과의 조절변인

1) 정보처리방식

Shrum과 O’Guinn(1993)은 “파일 캐비넷(file cabinet)”모델을 통해 문화

계발효과의 인지적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람의 기억은 파일 캐비넷에

저장되며 특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는 파일 캐

비넷의 가장 앞쪽에 저장되게 된다.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 기억을 인출

해야 할 때 기억 파일 캐비넷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검색하게 되는 것

이다. 이 때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파일 캐비넷 속에 TV로부터 제

공받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TV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이 가장 접근성이 좋다. 즉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사회현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TV 이미지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Shrum & O’Guinn, 1993).

Shrum(2001)은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문화계발효과의 발생을 인

지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문화계

발효과가 TV시청의 양과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 TV세계의 관점을 적용시

키는 판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문화계발효

과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은

문화계발효과가 사람들이 문화계발효과의 판단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정신

적 처리 전략의 관점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Shrum의 연구모델에서

는 문화계발효과가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heuristic processing)의 결과라

는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이란 적은 노력과 적은

인지자원을 요구하는 한정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처리 과정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체계적 정보처리 과정(systematic processing)은 의사결

정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거나 기억을 찾는데 더 소모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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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게 된다.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은 비교적 판단과정이 쉽고 인

지자원의 요구가 적기 때문에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시간적 압박이

있거나 방해요소가 많을 때) 정보처리 동기가 낮은 경우(이슈에 대한 관여

도가 낮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휴리스틱 정보처리는 간소

한 차이를 판단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정보처리 과정의 방식이다. 휴

리스틱 정보처리의 한 종류로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 있

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는 이슈일수록 이슈의 발

생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예시에 대

해 기억에서 인출되는 것의 용이성으로부터 판단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 인출의 용이성은 접근성(accessibility)과 관련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폭력사건의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추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은 가용성 휴리스틱 정보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미

국에서의 폭력사건 사례를 기억해내려고 할 것이며 그 사례를 얼마나 쉽게

떠올리는지가 이슈 발생 정도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기억 속에서

사례를 쉽게 떠올릴수록 특정 이슈에 대한 추정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Shrum, 2001).

Shrum(2001)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획득한 정보가 판단구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텔레비전 시

청수준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저장고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

을 미쳐서 실제 세계 판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는 Shrum과 O’Guinn(1993)의 연구에서 밝힌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사

람은 적게 시청하는 사람에 비해 1차 효과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을 뿐 아니

라 평가 속도도 빠르고 기억에 대한 접근성도 더 높았다는 결론을 인지적

과정을 통해 확장하고자 한 연구였다. 또한 Shrum은 선행연구(Shrum &

O’Guinn, 1993)에서 응답속도를 컨트롤했을 때 문화계발효과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문화계발효과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가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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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Shrum(1996)은 응답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텔레비전 시청 수준

이며, 텔레비전 시청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응답속도가 이슈의 평가 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Shrum(2001)에 의하면 사람

들이 체계적 정보처리 과정(systematic processing)을 거치는 경우에는 문

화계발효과가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 Shrum이 인지과정을 통한

판단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첫 번째 집단은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판단하도록 유도하였

고, 두 번째 집단은 체계적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으

며, 마지막 세 번째 집단에게는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판

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체계적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판단하도록

유도한 집단에서는 문화계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휴리스틱 정보

처리를 통해 판단하도록 유도한 집단과 자연스럽게 판단하도록 유도한 집

단에서는 문화계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두 집단(휴리스틱 정보 처리 집

단과 자연스럽게 판단한 집단)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곧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문화계발효과의 정도를 증감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TV정보에 대한 기억에의 접근성이 낮은 체계적

정보처리 방식에서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문화계발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hrum, 2001).

2) 직접경험(Direct Experience)

Gerbner(1969)은 시청자의 직접경험 수준(생활기간, 접촉 대상자 수, 언

어 능력 등)이 문화계발효과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명효과(resonance effect)’라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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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는데, 공명효과는 텔레비전에서 시청한 내용들이 현실세계에서 동

일하게 발생할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획득한 메시지를 더욱 현실세계와

가깝게 인식하는 현상이다(Gerbner, 1969). 공명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도시의 거주자는 범죄발생률이 낮은 도시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에 관련된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Morgan(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Signorielli와 Morgan(1990)은 직접경험을 많이 했거나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경의 거주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본 내

용과 본인의 상황이 비슷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의 텔레비전 내용

일지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강력한 문화계발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해 텔레비

전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내용처럼 세상을 믿게 된

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텔레비전 메시지와

일치할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강화(공명)되며 그로 인해 문화계발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Busselle과 Shrum(2003)은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개념의 사례를 기억

하게 한 후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주 묘사되는 개념인 소송, 살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어떤 것을 더 기

억해내기 쉬워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청자

들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묘사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접하기 힘든 개념일

때 텔레비전에서 제공한 메시지를 더 많이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었다. 반

대로 텔레비전에서 자주 묘사된 것과는 상관없이 현실 세계에서 자주 접하

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겪은 경험을 더 자주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었

다. 해당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이 기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 경험 역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형진과 도미니크(Woo & Dominick, 2003)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로

인한 현실 인식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을 접한 이민자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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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얼마나 적응하였는지(적응기간), 현지인들과 얼마나 접촉할 수 있는

지(접촉 대상), 해당 문화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지(언어능력)

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계발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해당

사회에 대한 직접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텔레비전에서 제공되는

메시지를 더 크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oo &

Dominick, 2003).

Woo와 Dominick(2003)은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의 경

험이 문화계발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처

음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대상들은 해당국가에 대한 지식이 낮고 언어

능력이 부족하며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매스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당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접촉대상을 찾

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TV를 통해 해당

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경험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TV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TV에서 제공받은 메시지를 실제 세계로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반

면에 직접경험 수준이 높은 유학생들은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수준

이 높고 접촉대상이 있기 때문에 TV에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실제 세계와

완전 동일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직접경험 수준이 높은 유학생이 TV

에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왜곡된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 접촉대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Woo & Domini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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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방송시청의 문화계발효과

1) 스포츠 방송시청의 1차 효과

1차 효과는 문화계발효과의 휴리스틱 처리모델(Shrum, 2002; Shrum,

Wyer, & O’Guinne, 1998) 혹은 접근성 모델(Shrum, 2007a)로 설명된다

(Bryant & Oliver, 2009). Bryant와 Oliver(2009)에 따르면, 시청자가 생각

하는 사회적 지각은 시청자가 기억하는 것에 근거한 판단으로, 휴리스틱

처리를 통해서 형성된다. 즉 시청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전체를

기억 속에서 찾아내는 체계적 처리를 통해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기억 속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적합한 정보의 일부를 검색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통해 기억해내고자 하

는 정보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쉽게 떠오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Shrum과

O’Guinn(1993)은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텔레비전에서 주료 묘사되는 개념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연구

를 통해 텔레비전 중시청자들이 경시청자보다 특정 개념에 대한 발생 가능

성을 더 높게 추정하며, 더 빨리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된 Bussell과 Shrum(2003)의 연구에서는 사

람들이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지만 텔레비전에서 빈번하게 묘사된 개념

일 경우에 텔레비전에서 획득한 사례를 더 많이 기억해낸다는 사실을 밝혔

다. 즉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기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사실

을 나타내며, 기억을 자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기억해내기가 얼마나

쉬운지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차 효과는 주로 사회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즉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사건이 사회에서 발생할 확률이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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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는 것이다(백상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 2011). 특히 텔레비

전에서 등장하는 이슈나 사건들의 횟수 혹은 빈도수가 실제현실에서도 맞

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금희조, 2007).

Shrum(1995)은 특정한 이미지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이게 되면 그 수

용자들의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실

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앞서 언급

되었듯이 휴리스틱 접근 과정을 통해서 판단과정을 형성하는 1차 효과는

추가로 정보를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메시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텔레비전에서 반복적으로 접한 메시지를 가장 쉽

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하

는 사람의 경우에 미국 야구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MLB 시청

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를 통해 미국 야구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범죄 발생 확률’, ‘범

죄의 대상이 될 확률’, ‘특정 국가의 경찰의 수’, ‘전체 범죄 중, 살인 등 중

범죄의 비율’등을 물어 측정하게 되는데(이준웅, 장현미, 2007),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MLB

시청량에 따른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을

미국 내 야구 활성화 정도, 미국인들의 생활 야구 참여율 그리고 미국 내

전체 스포츠 중 야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설정하였다.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야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인들의 생활야

구 참여율이 높으며 미국 내 전체 스포츠 중 야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고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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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방송시청의 2차 효과

Shrum(2004)은 판단이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1차 효과는 주로 기억에 근거하여

판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억에서 정보를 기억하고 실제 판단하기까지 상

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와는 반대로 태도나 인식 등을 판단하게 되면 2차

효과는 자극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판단이 진행되는 동시적, 반사적 판단

이다. 즉 판단 자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정보를 기억하면서 자연

스럽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계발 효과이론의 전제는 텔

레비전 시청량이 많아질수록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의 방향으로 태

도, 가치 및 신념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량이 시청자의 태도,

가치 및 신념에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나은경과 김도연(2012)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이 시청자의 인생에 대한 숙명적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최진봉(2006)은 동성애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가 가지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이외에도 텔레비전 시청이 특

정 사회나 사건에 대한 태도, 가치 및 신념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뒷받

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MLB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MLB 시청을 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미국야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기

억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야구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가치 및 신념이 형

성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LB 방송 시청으로 인

해 발생하는 2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들을 바

탕으로 종속변수를 미국야구 관람에 대한 태도와 미국야구에 대한 가치평

가로 설정하였으며,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야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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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야구에 대해 높은 가치평가

를 내릴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5. 문화동화지수

1) 직접경험으로서의 문화동화지수

앞서 직접경험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자의 경험은 문화계발효과

의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접경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도

구로 문화동화지수가 활용되곤 하는데, 문화동화란 새로운 환경을 접한 이

민자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민규, 우형진, 2004).

우형진(2004)은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남한사회 현실인식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직접경험으로서의 문화동

화정도와 문화계발효과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남한방송

드라마 시청과 문화동화를 독립변인으로 삼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성, 연

령, 혼인 유무, 교육 수준, 직업 등)을 통제변인으로 삼았으며, 남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족, 부부, 애인, 친구), 남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

절한 행위(외도, 혼전 성행위, 가출), 남한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살인, 강

간, 폭력, 절도)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첫 번째로 남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적게

시청하면서 남한사회로의 문화 동화가 낮게 나타난 탈북자 집단은 남한 사

람들 간의 인간관계(가족, 부부,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남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면서 문화 동화가 높게 나

타난 탈북자 집단은 남한 사람들 간의 애인관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

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 남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시청



26

하면서 남한사회로의 문화 동화가 낮게 나타난 집단에서는 남한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위와 범죄 발생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남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 나타나는 탈북자들의 태도가 남한 텔레비전 드라마

를 시청하는 것보다는 문화동화정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해당 연구의 결과에서는 문화계발효과가 문화동화에 비해

적게 나왔지만 남한사회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사상교육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 특수한 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우형진, 2004).

Kim(2005)은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

이션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인지복잡성

(Cognitive complexity)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인지적 차원이 사용되었으며 인지복잡성이 높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같은 인

지복잡성 수준을 가졌다하더라도 매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경우에는 해

당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많이 생겼으며,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해당 국가를 바라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밝혀내

었다(Kim, 2005). 이러한 콘텐츠의 영향 역시 문화동화지수에 의해 조절되

게 되는데, 해당 문화에 더 익숙할수록 극단적인 추정이나 판단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Woo & Dominick, 2003).

Woo와 Dominick(2003)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동화지수가 문화계발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문화계발효과의 측정을 위한 독립변인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국제학생

들의 TV토크쇼 시청량을 파악했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총 세 가지 변인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1차 효과의 측정을 위한 내용으로 미국 내에 거주

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것 같은

확률을 추정하게 하였으며, 2차 효과의 추정을 위해 미국에서의 4가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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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가족관계, 부부관계, 애인관계, 추정)에 대한 국제학생들의 태도, 국

제학생들이 인식하는 미국 내 3가지 인간관계(사람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

가족간의 관계, 배우자간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해당 연구의 조절변인인

문화동화지수는 언어(영어)구사력과 Tamborini와 Choi의 연구에서 활용된

생활경험(life experience)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화동화정도가 낮고 TV 시청량이 많은 국

제학생의 경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 가능성을 높게 추정할

것이다. 두 번째, 문화동화정도가 낮고 TV 시청량이 많은 국제학생의 경우

미국 내 인간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은 문화동

화정도가 낮고 TV 시청량이 많은 국제학생의 경우 미국 내 인간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연구 결과 1차 효과에 관련된 첫 번째

가설은 한정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 2차 효과에 관련된 두 번째와 마지막

가설은 강하게 지지되었는데, TV 토크쇼 시청과 문화동화간의 상호작용이

1차 효과 측정에서보다 2차 효과 측정에서 더 강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데 주로 1차 효과는 TV콘텐

츠의 양(Quantity)과 관련되어지는데,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국제학생의 경

우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억 속에 저장된 TV콘텐츠의 양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차 효과에서 측정하게 되는 태도나 인식에

서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학생은 접촉대상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수정할 계

기가 부족하다. 반면에 문화동화지수가 높은 학생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도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부정적인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노출과 문화동화 두 가지 모두가 사

람들의 “파일 캐비넷”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국으로 유학은 온 국제학생의 경우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문화동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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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즉 TV를 통해 미국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기억 파일 캐비넷 속에는 TV로부터 제공받은 정

보나 인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양 또한 방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사회현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때 TV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문화

동화지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문화계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Woo

& Dominick, 2003).

2) 문화동화지수와 문화계발효과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청자의 경험이 문화계발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직접경험

과 간접경험 중 직접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MLB 방송시청과 문화계발효과

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직접경험이 어떻게 문화계발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직접경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서 문화동화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동화지수는 새로운 문

화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뜻하며, 문화동화수준은 해당 사회에

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 해당 사회 구성원과의 접촉 가능성, 해당

사회에서 얼마나 거주했으며 직접적인 경험을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화동화는 대부분 여러 민족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에서 많이 진

행되었는데 특히 미국은 이민사회라고 불리우는 만큼 새로 들어온 이민자

들이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는지 그리고 문화동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었다(Kim, 1977; Walker,

1999; Woo & Dominick, 2003; Bahk & Jandt, 2004).

Woo와 Dominick(2003)은 문화 동화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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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와 문화의 상징 그리고 법례들을 학습하여 내재화할 때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Norrick(1991)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

케이션 방법이 상이한 문화동화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대인 커

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과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통해

서 새로운 환경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존에 다르게 혹은 잘못 이

해하고 있던 내용을 수정하게 해주는 반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접촉하는 간접 접촉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이해함에 있어

서 왜곡된 이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거나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능력이 미숙하고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기보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해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스미디어 노출이 새로운 문

화에 대한 편견화된 시각(partial views)을 형성시킬 수 있다(Tan, 1982;

Tan & Suarchavarat, 1988).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

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하게 되며, 그 중 미디어

를 통한 방식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새로운 환경을 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곧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실

제세계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문화동화지수가 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문화계발효과의 크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감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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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MLB 경기 시청이 시청자의 미국야구에 대한 가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MLB 방송의 문

화계발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 미디어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여러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1. MLB 방송시청의 1차 효과

Hawkins와 Pingree(1982)는 특정 사회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을 1차 효과(first-order effect)라고 정의하였다.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

는 ‘특정 사건의 대상이 될 확률’, ‘전체 사건 중, 특정 사건의 비율’등을 통

해 측정한다(이준웅, 장현미, 2007). 이러한 1차 효과는 일반적으로 휴리스

틱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판단되는데,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에서는 대상

자가 가장 쉽게 혹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억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텔레비전 중시청자는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할 때, 텔레비전에서

획득하여 기억저장고에 저장해두었던 정보나 기억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MLB 방송의 중시청

자가 방송을 시청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기억저장고에 저장한 후, 미국사회

에서 야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판단할 때

해당 기억을 재인하여 판단에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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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LB 방송 시청의 1차 효과 측정 연구모형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위 연구모형을 통해 MLB 시청량이 미국 내 야구 활성화를 추정하고

미국인의 생활야구 참여율에 대한 추정 그리고 미국 전체 스포츠 중 야구

가 차지하는 비율 추정과 같은 1차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MLB 방송시청을 통한 1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a.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미국 내에서 MLB가 활성화되어있다

고 추정할 것이다.

H1b.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미국인들의 MLB 관람률이 높을 것이

라고 추정할 것이다.

H1c.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미국 전체 스포츠 중 MLB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다고 추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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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LB 방송시청의 2차 효과

문화계발효과이론의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는 대상자가 특정 사

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한다(Hawkins &

Pingree, 1982). 2차 효과는 주로 개인의 추상적인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회에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양기, 이양환, 장병희,

류희림, 2011). 2차 효과는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태도’, ‘특정 사건에 대

한 인식’, ‘특정 사건이 발생할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확인되곤 한다(이민

규, 우형진, 2004). Potter(1991) 등에 따르면 2차 효과 역시 개인이 미디어

로부터 획득한 정보나 기억에 근거하여 추론하게 된다. 즉 MLB 경기를

시청하면서 획득한 정보나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야구에 대한 태도, 인식,

가치 등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1차 효과의 측정과 비슷한 맥락으로 MLB 방송의

중시청자가 미국야구에 관련된 일반적인 태도를 응답해야하는 상황에서

MLB 방송 시청 중 갖게 된 이미지를 판단에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MLB 방송시청이 2차 효과의 측정도구인 미국야구 관람에 대한

태도, 미국 내 미국야구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을 계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추정한 연구모형을 <그림 2>로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연구모형

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2a.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MLB 관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H2b.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MLB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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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LB 방송 시청의 2차 효과 측정 연구모형

3.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계발효과는 시청자의 간접경험이나

직접경험에 의해 그 크기가 증감될 수 있다(우형진, 2006). 이는 ‘공명효과’

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공명효과란 시청자가 텔레비전에서

획득한 메시지가 시청자의 간접경험 혹은 직접경험과 일치할 경우에 텔레

비전 메시지를 현실세계와 더욱 가깝게 인식하는 현상이다(Gerbner, 1969).

대표적인 예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범죄가 적게 발생

하는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현실세계의 범죄 발생률을 크게 추정하는 경향

이 있다(Morgan, 1983). 우형진(2004)은 공명효과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직

접경험이 문화계발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

동화지수를 사용하여 직접경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화동화지수는 사람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지수로서, 해당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정도, 해당 사회에 거주하는 구성원과

의 접촉 가능성, 해당 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직접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들

은 접촉할 수 있는 해당 사회 거주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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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화동화지수 조절변인 측정 연구모형

케이션보다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실

제세계에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보면

문화동화지수가 문화계발효과의 정도를 증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MLB 방송 시청을 통해 발생하는 문화계발효과에

문화동화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림 4>

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MLB 시청량이 1차 효과와 2차 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동화지수가 그 크기를 증감시킨다는 가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H3a.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

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미국 사회의 MLB 활성화 정도를 더 높

게 추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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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b.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

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미국인들의 MLB 관람률을 더 높게 추

정할 것이다.

H3c.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

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미국 전체 스포츠 중 MLB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게 추정할 것이다.

H4a.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

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MLB 관람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H4b.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

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MLB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는 사

실에 더 크게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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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본 연구는 MLB 경기 시청으로 인한 시청자의 미국야구 혹은 야구 전

반에 대한 태도, 인식 및 가치 계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MLB 경기 시청이 개인의 MLB 활성화 인식,

미국인들의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 미국 전체 스포츠에서 MLB가 차

지하는 비율 추정, MLB 관람에 대한 태도, 미국 내에서 MLB의 대표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미국사회 혹은 MLB에

대한 직접 경험이 문화계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방

법에 해당하는 가용표집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가용표집방법은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거나 연구자가 쉽게 접

촉할 수 있는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8). 설문조사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014년 2월 한 달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수

집된 300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7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

한 후 총 26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활용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대상자의 무작위표집(random sampling)과 수

집된 자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가 전제되어야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이면 앞선 전

제조건을 어느 정도 위반해도 된다는 이론을 통해(최현철, 2008) 표본의 크

기가 263개라는 점에서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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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

성별
남성 173 66.0

여성 89 34.0

연령대

10대 6 2.3

20대 137 52.3

30대 81 30.9

40대 32 12.2

50대 이상 6 2.3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 2.7

고등학교 이상 43 16.4

대학교 이상 183 69.8

대학원(석사) 이상 25 9.5

대학원(박사) 이상 4 1.5

혼인여부
미혼 207 79.0

기혼 55 21.0

월 평균

소득수준

없음 55 21.0

100만원 이하 32 12.2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21.8

200만원-300만원 미만 59 22.5

300만원-400만원 미만 27 10.3

400만원-500만원 미만 16 6.1

500만원 이상 16 6.1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를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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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 별 조사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MLB 방송의 시청량이다. MLB 방송 시청량은

Shrum(2007)의 매체별 미디어 이용량 측정 방식을 수정 및 보완하여 1주

평균 MLB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과 횟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

하였다. MLB 경기를 시청한 매체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나누지 않고 다

양한 매체(텔레비전, 모바일기기, 인터넷포털중계 등)를 통해 시청한 모든

경기에 대해 시간과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문화계발효과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텔레비전 시청량을 중심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 MLB

경기 시청에 있어서 텔레비전만을 미디어 형태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텔레비전보다 모바일기기와 인터넷 등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계되는 MLB 경기의 경우 미국

과의 시차로 인해 이른 새벽 혹은 오전 시간대에 중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의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동 중에 MLB 경기를 시

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여 텔레비전 이외에도 모바일, 스마트기

기, 인터넷까지 미디어 종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설문 내

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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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설문문항 출처

MLB 경기

시청량(분)
귀하의 1주 평균 MLB 시청량은 몇 분 정도입니까?

Shrum

(2007)MLB 경기

시청량(횟수)
귀하의 1주 평균 MLB 시청횟수는 몇 회 정도입니까?

표 3. 독립변인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

2) 조절변인

본 연구의 조절변인은 문화동화지수이다. 문화동화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해당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포함하며(이민규 우형진, 2004), “언어능력”과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정도”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Pool, 1965; Kim, 1977; Smora & Dean,

1955; Tamborini & Choi, 1990). 즉, 대상자가 새로운 문화를 얼마나 이해

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수준과 사회구성원을 접촉할 가능성 그리고 해당 사회에서 얼마나 거

주했으며 직접경험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문화동화지수가 달라진다(이민

규, 우형진, 2004).

본 연구는 MLB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사회에 대해 연구대상자

들이 가지는 문화동화지수를 측정하고자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해당 문화의 언어능력(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의사소통능력,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이해정도, 영어로

해설되는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의 이해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7-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미국에서 거주했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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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설문문항 출처

언어능력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양설매

(2011)

나는 영어방송프로그램을 볼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 영어로 해설되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용

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 정도

귀하께서 미국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민규,

우형진

(2004),

양설매

(2011)

귀하께서 미국인과 만나는 횟수는 한 달 평균 몇

번 정도입니까?

표 4. 조절변인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한 달 평균 미국인과 만나는 횟수를 통해 대상자가 미국사회에 얼마나 접

촉하였으며 익숙한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인 문화동화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4>와 같다.

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1차 효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은 미국 사회 내에서 MLB의 활성

화정도, 미국인들의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 정도, 미국 전체 스포츠 중

MLB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 정도이다.

1차 효과에서 MLB 활성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민규와 우형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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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을 측정하기 위해 손현정과 이종혁(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7-point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또한 미국 내 전체 스포츠 중 MLB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

해 이민규와 우형진(2004)의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로 2차 효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은 MLB 관람에 대한 태도와

미국사회의 MLB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다. MLB 관람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 이민규와 우형진(2004)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MLB 대표성 인식을 측

정하기 위해 손현정과 이종혁(2012)의 연구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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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설문문항
변인

구분
출처

MLB

활성화

정도

나는 미국사회 내의 스포츠(NFL, NHL, MLS, NBA

등)중 MLB가 가장 활성화되어있다고 생각한다.
MIA1

이민규,

우형진

(2004)

미국의 스포츠 채널들은 다른 스포츠(NFL, NHL, MLS,

NBA 등)보다 MLB경기를 가장 많이 중계해줄 것이다.
MIA2

미국에서는 많은 채널에서 MLB 경기를 중계해주고 있을

것이다.
MIA3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다른 스포츠

(NFL, NHL, MLS, NBA 등)보다 MLB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할것이다.

MIA4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

나는 미국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MLB경기를 많이

관람하거나 시청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MWA1

손현정,

이종혁

(2012)

나는 미국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람하

거나 시청하는 스포츠 경기는 MLB라고 생각한다.
MWA2

나는 미국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여가시간의 대부분

을 MLB경기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것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MWA3

전체스포츠

중 MLB

비율 추정

미국 내 전체스포츠(NFL, NHL, MLS, NBA 등)중,

MLB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

하십니까?

MMS

이민규,

우형진

(2004)

MLB

관람 태도

나는 미국에 방문하면 MLB를 관람하러 갈 것이다. AMW1

이민규,

우형진

(2004)

내가 미국에 방문한다면 MLB를 관람하는 것이 일

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AMW2

내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단 하나의 스포츠만 관람

할 수 있다면 MLB를 관람할 것이다.
AMW3

MLB

대표성

인식

나는 MLB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PMR1

손현정,

이종혁

(2012)

나는 MLB를 빼놓고는 미국스포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PMR2

나는 MLB가 미국 전체 스포츠(NFL, NHL, MLS,

NBA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PMR3

표 5.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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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방법

MLB 방송시청이 시청자의 MLB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IBM SPSS Statistics 20, IBM SPSS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수집될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설문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추

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문항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추정해주는 기법이다(오수학, 2003).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모

든 변인에서 .80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도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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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α 값

MLB 활성화 정도 4 .813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 3 .807

MLB 관람태도 3 .836

MLB 대표성에 대한 인식 3 .861

문화동화지수 5 .869

표 6.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도구를 작성하였으며, 선행이론

에 대한 재검증 및 연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IBM SPSS AMO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402.748(df=125, p<.001)로 나왔다. CMIN/DF는 사회과

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3이하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해석하는데(송지준,

2014) 본 연구의 CMIN/DF 값은 2.684로 계산되어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

석하였다. 이외에도 SRMR=.0739, CFI=.908, IFI=.909, RMSEA=.089의 값을

가졌다.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은 N이 250보다 많고

측정 변인이 12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에 CFI는 0.92이상, SRMR은 0.08

이하, RMSEA가 0.07보다 큰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배병렬, 2011; 장재원, 2012에서 재인

용).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했을 때 CFI 값이 Hair 등(2006)의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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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하지는 못하지만 송지준(2004)은 DFI의 적합도 지수가 0.9 이상이면 적합

성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모형적합도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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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을 통해 MLB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1차 효과 및 2차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MLB시청을 통한 문화계발효과의

발생에서 문화동화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시청량과 문화동화지수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연구결과에 포함하였다.

3. 주요변인 자료요약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MLB시청량, 문화동화지수, 미국 내 MLB 활성화

정도 추정, 미국인의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 MLB 차지비율 추정,

MLB 관람태도, MLB 대표성 인식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평균, 최

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등 기본적인 자료요약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

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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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MLB 시청량
1 1 6 2.44 1.4440

2 1 6 3.12 1.2320

문화동화지수

1 1 7 1.67 1.6090

2 1 6 1.61 1.3620

3 1 7 3.47 1.9782

4 1 7 3.30 1.9210

5 1 7 3.51 1.9173

미국 내

MLB활성화정도추정

1 1 7 4.81 1.5125

2 1 7 4.37 1.5147

3 1 7 5.03 1.3444

4 1 7 4.22 1.3877

미국인의 MLB

관람 및 시청률 추정

1 1 7 4.34 1.4309

2 1 7 4.82 1.3729

3 1 7 3.63 1.4099

MLB 차지비율 추정 1 1 6 2.80 0.9710

MLB 관람태도

1 1 7 5.37 1.8328

2 1 7 4.36 1.9928

3 1 7 5.21 2.0548

MLB 대표성 인식

1 1 7 4.70 1.6079

2 1 7 4.45 1.7777

3 1 7 4.34 1.7226

표 7. 주요변인 자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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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MLB방송시청의 1차 효과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MLB 방송시청의 1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

터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MLB 방송시청이 미국사회 내에서

MLB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 문화계발효과가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H1a에 해당하는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미국 내에서 MLB가 활

성화되어있다고 추정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β=.245, t=3.628,

p<.001). 이는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할수록 미국 내에서 MLB의 활성화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문화계발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설인 H1b는 기각되어(β=.102, t=1.492, p>.05)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한다고 해서 미국인들의 MLB 관람 및 시청률이 높다고 추정하

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할수록 미국 내의 전체 스포츠 중

MLB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추정할 것이라는 가설 H1c 역시 기각되었

는데(β=.104, t=1550, p>.05), MLB 방송 시청이 MLB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총 1차 효과 발생에 관련된 세 가지 가설 중 한 가지 가설이 지지

됨으로써 MLB 방송 시청을 통해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가 부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MLB 방송 시청의 1차 효과에 대해 분

석한 자세한 내용을 <표 8>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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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분 β t 유의확률 r2

H1a

성별 .080 1.212 .226

-
연령 .018 .230 .818

학력 -.020 -.313 .754

소득 -.090 -1.142 .255

MLB 시청량 .245 3.628 .000 .054

H1b

성별 .092 1.381 .168

-
연령 .107 1.361 .175

학력 -.077 -1.214 .226

소득 -.084 -1.052 .294

MLB시청량 .102 1.492 .137 .029

H1c

성별 .201 3.065 .002

-
연령 .012 .152 .880

학력 -.096 -1.547 .123

소득 -.088 -1.120 .264

MLB시청량 .104 1.550 .122 .063

표 8. 1차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내용

2. MLB방송시청의 2차 효과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

과 MLB 방송시청이 대상자의 태도 및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MLB 관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H2a는 지지되었다(β=.413 t=6.756, p<.001). 이는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에 방문하게 될 기회가 생겼

을 때 MLB를 관람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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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분 β t 유의확률 r2

H2a

성별 -.094 -1.570 .118

-
연령 .062 .882 .379

학력 -.112 -1.970 .050

소득 -.071 -.989 .324

MLB시청량 .413 6.756 .000 .223

H2b

성별 -.001 -.012 .990

-
연령 .076 1.003 .317

학력 -.137 -2.269 .024

소득 .052 .685 .494

MLB시청량 .262 4.015 .000 .116

표 9. 2차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내용

두 번째로 MLB 방송의 중시청자는 MLB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

고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H2b 역시 지지되었으며(β=.262, t=4.015,

p<.001),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MLB의 대표

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본 연구자가 MLB 방송시청의 2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가설이 모두 지지됨으로써 MLB 방송을 많이 시청할수록 MLB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계발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으며, 2차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9>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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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동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1) 1차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청자의 직접경험이 문화계발효과의 크기를 증감시

킨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검증된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에서 문화동화

지수가 조절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동화지수와 시청량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1차 효과에 대한 문화동화지수는 <표10>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MLB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

동화지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미국 사회의 MLB 활성화 정도를 더 높게

추정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β=-.114, t=-1.414, p>.05). 또한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미국인들의 MLB 관람률을 더 높게 추정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에

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각되었다(β=-.134, t=-1.647, p>.05). 마

지막으로 MLB 방송 시청자 중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문화동화지수

가 높은 사람에 비해 미국 전체 스포츠 중 MLB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

게 추정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 역시 기각되었다(β=.047, t=.587, p>.05).

본 연구자는 MLB시청이 문화계발효과의 1차 효과를 가져옴에 있어서

문화동화지수가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해당하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문화동화지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1차 효과에 대한 문화동화지수는 한정적

으로 역할을 했던 반면 2차 효과에 대한 문화동화지수는 강력하게 지지되

었었는데 이는 1차 효과가 TV콘텐츠의 양(Quantity)에 큰 영향을 받으며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억 속에 저장되는 TV콘텐츠의

양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Woo & Domini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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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분 β t 유의확률 r2

H3a

성별 .077 1.162 .246

-
연령 -.008 -.101 .920

학력 .003 .050 .960

소득 -.083 -1.057 .292

MLB시청량 .318 3.739 .000
.061

MLB시청량*문화동화지수 -.114 -1.414 .158

H3b

성별 .088 1.324 .187

-
연령 .077 .950 .343

학력 -.050 -.768 .443

소득 -.076 -.955 .341

MLB시청량 .189 2.192 .029
.039

MLB시청량*문화동화지수 -.134 -1.647 .101

H3c

성별 .203 3.080 .002

-
연령 .023 .283 .778

학력 -.106 -1.643 .102

소득 -.091 -1.152 .250

MLB시청량 .073 .864 .388
.064

MLB시청량*문화동화지수 .047 .587 .557

표 10. 1차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 검증을 위한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도 1차 효과에 대해 문화동화지수가 조절효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방향성이 같았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측이 벗어난 것은 미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회에 대

한 추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MLB 콘텐

츠의 경우 이미 대중이 MLB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큰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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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1차 효과에서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2

차 효과에서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자료 분석을 시행했으

며 그 결과는 <표 11>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먼저 MLB 관람태도에 대해서 MLB시청량과 문화동화지수 상호작용항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2, t=-3.808, p<.001). β값

이 (-)로 나온 것은 문화동화지수가 높을수록 관람태도가 덜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래 가설이었던 문화동화지수가 낮을수록

관람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MLB의 대표성 인식에서도 문화동화지수는 유의하게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는데(β=-.205, t=-2.656, p<.01), 역시 β값이 (-)로 나타난 것

으로 보아 문화동화지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MLB의 대표성

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효과의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종합해보면 문화동화지수는

MLB시청을 통해 발생되는 2차 효과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청자의 해당 사회에 대한 경험 및

언어구사능력 정도가 문화계발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선

행연구(이민규, 우형진, 2004; Kim, 2005; Woo & Dominick, 2003)들과 같

은 방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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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분 β t 유의확률 r2

H4a

성별 -.102 -1.751 .081

-
연령 .000 .004 .997

학력 -.057 -1.005 .316

소득 -.055 -.783 .434

MLB시청량 .589 7.812 .000
.264

MLB시청량*문화동화지수 -.272 -3.808 .000

H4b

성별 -.007 -.111 .912

-
연령 .029 .376 .707

학력 -.096 -1.559 .120

소득 .064 .852 .395

MLB시청량 .394 4.837 .000
.139

MLB시청량*문화동화지수 -.205 -2.656 .008

표 11. 2차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 검증을 위한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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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MLB 방송시청의 문화계발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계발효과 이론에 근거하여 MLB 방송시청이 시

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세운 여러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첫 번째, MLB 시청량이 1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일반적

으로 MLB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의 MLB 활성화 정도에

대해 높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텔레비전 전체 이용시간이 문화

계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Gerbner와 Gross(1976)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두 번째, MLB 시청량이 2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MLB

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2차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에 방문하게 될 경우 MLB 경기를 더 적극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긍

정적인 관람태도를 보이면서 MLB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는 사실에

더 크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텔레비전을 통한 자극이 수용되는

것과 동시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발생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2차 효

과의 발생과정(Bryant & Oliver,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웬티트

엉, 최정길, 리홍빈(2011)이 연구한 한류문화콘텐츠 시청이 한국 방문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MLB 방송 시청이 개인의 MLB 관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LB 시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계발효과의 크기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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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으로서 문화동화지수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문화

동화지수는 크게 미국에서의 경험과 언어능력 두 가지로 나누어 검증하였

는데, MLB 시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 효과에서는 문화동화지수가 조

절변인으로서 유의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1차 효과의 발생에서 보여졌던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와는 다르게 2

차 효과의 발생에서는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가 유효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2차 효과의 발생에 있어서 문화동화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문화동화지수가 높은 경우, 즉 미국에서의 경험이 많고 영

어 능력이 높을수록 미국에 방문하게 됐을 때 MLB를 관람하고자 하는 태

도가 낮게 나타나고 미국 스포츠에서 MLB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와 Dominick(2003)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

이 1차 효과에 대해서는 문화동화지수의 조절효과가 한정적으로 지지되고,

2차 효과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지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1차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TV콘텐츠의 양(Quantity)에서 문화동화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MLB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MLB에 대한 1차 효과 및 2차

효과를 발생시키며 문화동화지수는 부분적으로 MLB 방송의 문화계발효과

크기를 증감시키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스포츠 콘텐츠가 시청자의 인식 및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더 세세하게는 MLB라는 특정 종

목에 대한 한국시청자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미

국사회 내의 경험 및 언어수준 같은 문화동화지수가 인식 및 태도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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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 콘텐츠 시

청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의 편차가 작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를 살펴보면 20-3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를 시청

하는 연령, 특히 MLB 붐 이후로 시청하는 연령대가 젊은 층인 것을 고려

해보면 모집단을 대변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

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또한 소득수준 역시 100만원-300만원 미만이 절

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스포츠 관람에 영향을 미친다는

White와 Wilson(1999)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더 광범

위한 소득수준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r2값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r2는 주로 해당 변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데, 1차 효과와 1차 효과에 대한 문화동화지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r2값이 .100 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그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회귀분석을 활용한 문화계발

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의 r2값 역시 작았지만, 후속연구를 진행할 때

에는 r2값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을 찾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 콘텐츠 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시청자의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 콘텐츠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스포츠 콘텐츠를 많이 방영함으로써 시

청자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관람 태도로까지 연

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동화지수가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청자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스포츠 즉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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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목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비인기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적극적인 비인기 스포츠 콘텐

츠 제공을 통해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계발시키는 것은 스

포츠산업 전반의 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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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ivation Effect in Sport Media

: Focused on Major League Baseball

Lee, Eunjo

Dep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port media on

Major League Baseball(MLB) viewers in Korea using cultivation theory,

which was verified in the communication field.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300 MLB viewers in Korea

obtaining 262 valid samples. The sample was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to perform descriptive and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rst, heavy MLB viewers were more likely to estimate higher MLB’s

activation level in the United States than light MLB viewers. In other words,

the first-order effect in cultivation theory could be seen.

Second, heavy MLB viewers tended to attend more MLB games in the

stadium during a visit to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light MLB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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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MLB portion of the US sport total volume was recognized by heavy

MLB viewers greater than light MLB viewers. This is related to the

second-order effect in cultivation theory. Therefore, watching MLB gam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viewers’ attitude and recognition.

The study also conducted an analys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acculturation between watching MLB games and cultivation effect.

Following the results, there was a negativ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watching MLB games and acculturation in the first-order effect as well as in

the second-order effect.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viewers’ experience

acted as a moderator.

To conclude, watching MLB games developed positive attitude, recognition,

and values about MLB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viewers’ experience

made a difference to the former mentioned variable’s magnitude.

Keywords: Cultivation effect, Acculturation, MLB viewers in Korea,

MLB games, Sport media

Student Number: 2012-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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