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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로덴불러(Eric Rothenbuhler)는 생태학에서 개체군 간 경쟁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인 적소이론을 미디어 연구에 적용하여 미디어 간 경쟁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로서 미디어 적소이론을 제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동일한 자원

에 여러 개의 미디어가 공존 할 경우, 미디어 간의 생존 경쟁은 심화될 것이며 이 

가운데 우월함과 열등함이 나눠져 탈락과 같은 현생이 생겨 날 것이라 하였다. 

(Dimmick, J., & Rothenbuhler, E. 1984)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스포츠 방송은 시청자의 기호도가 높은 콘텐츠로써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주요어: 스포츠방송, 스포츠 중계, 프레즌스, 3DTV, 중계 기술, 영상합성, 영상표현, 영상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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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방송기술은 이러한 스포츠의 아름다운 순간은 더욱 실감나게 더욱 재

미있게,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스포츠의 아름다움이

라는 강렬한 속성을 이용하여 방송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의 방송사들은 경쟁

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스포츠가 매력적인 콘텐

츠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중계방송 영상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스포츠의 장르

의 매체 표현방식과 기술의 적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포츠방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장르

적 특성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방송기술의 분류와 특성을 정의하고 그 시

청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하하였다. 영상표현과 영상시청의 시청효과에 관한 선

행연구는 대부분 프레즌스(Presence)이론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져왔다.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시청효과에 관하여 실재감을 중심 종속변인으로 연구 하였

다. 

  하지만,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청방식 혹은 표현방식 한 가지에 집중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두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청방식 중 3D시청과 표현방식 중 다시점영상합성법을 중

심으로 시청방식과 표현방식의 상호작용에 따른 시청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추가

로 각성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시청자의 각성 수준에 따른 실재감의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20~3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4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각의 집단에 2D와 3D의 시청방식과, 다시점영상합성법이 들어간 영상과 일반 영상

으로 구성된 영상을 처치하였다. 자극물은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결승전으로 선

정하였으며, 당시 사용된 다시점영상합성기술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영상을 시청

한 후 각각의 집단은 7점척도로 구성된 자기기술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

험자의 응답을 자료로 하여 SPSS ver21.0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다시점영상합성법(FPV)의 삽입 여부(영상의 

표현방식 중)에 따른 시청자의 심리적 반응인 각성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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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청하는 것 보다 3D로 시청하는 것이 더 높은 각성수준을 보인다. 셋째, 다시

점영상합성법(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성수준

은 가산적(Additive) 효과를 보인다. 넷째, 각성수준과 실재감효과에 역U자형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섯째, 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상호작

용에 따라 실재감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여섯째, 다시점영상합성법(FPV)의 삽입여

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상호작용에 따라 즐거움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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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미국의 스포츠 방송 시장개혁을 예고하며 등장한 3D스포츠 중계가 2009년부터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되어 왔다. 이후 미국 3D방송업계는 2010년 이후 스포츠 중

계를 중심으로 한 3D 전문채널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3D방송이 시작되었다. 2010 US 테

니스 오픈 대회의 3D 중계방송을 통해 미국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에 수여되는 ‘Sports 

Emmy’ 상을 수상한 바 있는 James Cameron 감독은 “영화에 비해 짧은 제작 주기를 갖는 

라이브 이벤트 및 스포츠 중계를 3D로 제작하는데 주력할 경우, 3D 콘텐츠에 대한 수요 충

족과 함께 전반적인 3D 방송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정

책연구본부 방송콘텐츠 연구부, 2013)

이후 2010년 6월 ‘2010 FIFA World Cup 중계로 3D 전문채널의 개국을 알린 스포츠 방송채널 

ESPN은 현재 미국 내  약 7,000만 가구에 3D방송을 송출하였다, ESPN사는 DirecTV, Comcast, 

Bright House Network, Cablevision, COX, Time Warner Cable, Verizon FiOS TV 등과 

제휴를 통해 3D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출범한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의 3D 

전문채널 ‘n3D’의 경우도 가전업체 Panasonic, 방송사업자 Fox, MTV, CBS 등과 협력해 

영화, 다큐멘터리, 스포츠 중심의 3D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었다. (정책연구본부 방송

콘텐츠 연구부, 2013)

그러나 2013년 6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채널인 ESPN이 3D사업을 철수한다고 전면 발

표하였다.  낮은 시청률로 더 이상 채널 유지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연말 미국 내 3D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였다.1)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의 주도 하에 여러 방송사에서 3D 시범 방송을 실시, 정규 채널에서 3D 영상 송출을 시험했

다. KT스카이라이프사는 국내 최초로 3D자체 콘텐츠제작장비 및 중계차를 구축해 3D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런던올림픽의 경우 SBS가 스마트TV 앱을 통해 경기를 3D로 제공

했다. 그러나 실수요성이 있는 콘텐츠의 부족과 전반적인 시청률의 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

말 KT스카이라이프 또한 3D스포츠 중계사업을 중단하였다2).

1) 이광원, 2013년 6월 18일, “미국시청자들 3D채널 외면...ESPN사업접는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6/18/0601090100AKR20130618000700072.HTML 에서검색 
2) 정재훈, 2013년 9월 26일, “지상파 3D방송 꽃피울까”,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926.010150739460001 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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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TV의 사업철수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우선 3DTV수상기의 보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의 브라운관 TV에서 

고화질 디지털TV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TV와 3DTV가 보급되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실수요가 있는 3D콘텐츠의 부족이다. 3D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3D영상

물이 제작되어야 된다. 그러나 증가된 채널에 대비하여 3D콘텐츠의 생산은 부족한 실정이었

다. 콘텐츠 생산의 양도 문제였지만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가 적절히 생산되지 않아 소비자의 

시청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이는 다시 콘텐츠 생산 환경에 영향을 주어 악 순환적 생

산 환경을 형성하였다. 

세 번째는 3D콘텐츠의 품질이다. 실제 수요자들이 3D로 스포츠를 즐겁게 감상하기 위해

서는 콘텐츠의 내용적 요소와 표현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데 

스포츠 중계의 경우 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3D스포츠 콘텐츠를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또한 문제가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UHD와 같은 초고선명 TV의 

등장으로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화질의 방송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3D콘텐

츠사업은 상용화, 보편화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

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3D스포츠 방송의 사업철수 사례를 통해 중계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복

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가 있다. 특히 스포츠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도입과 함께 영상의 생산과 시청자의 기호가 합치될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방송 산업의 발

전이 이뤄 져야 한다 할 수 있다. 시청자의 기호는 영상의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영상의 내

용에 따라 시청자의 경험이 다를 것이고, 표현 방식에 따라서도 시청자의 반응이 차이를 보

일 것이다. 게다가 3DTV, 고화질TV와 같은 시청 기기에 따라서도 시청자의 시청경험의 질

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영상의 내용, 표현방식, 시청방식에 따른 시청자의 경

험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방송의 새로운 기술 도입의 방향성을 

타진 할 때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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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초는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와 함께 디지털 TV의 생산과 보급이 방송계의 새로

운 경향으로 부상한 시기이다.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며 수많은 채널들이 등장하였고, 법의 

개정으로 서로 다른 다채널 공급업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지역 케이블회사

들(system operators, 이하 SO)과 프로그램 네트워크들 (program providers, 이하 PP)의 

경쟁이 심화 되었다. 이들 회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승리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구력 높은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제공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킬러 콘텐츠의 생산은 쉽지 않은 일이고 각기 채널들은 콘텐츠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

다. (배현석,1999) 

  탭스콧(Tapscott, D. 1996)은 이러한 디지털 방송시대의 시청자들은 방송의 합목적적 소

비자이며 적극적인 이용자일 뿐 만 아니라 쌍방향 디지털 방송의 생산자로서의 역할까지 가

지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Tapscott, D.1996). 이제 시청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채널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시청률을 근거로 광고수익을 얻는 방송사의 이익과 직결되어 지

게 된다. 이는 곧 방송시장의 성공의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시청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특정 시청자 층을 겨냥한 전문 채널들이 생겨

나게 되었고, 그러한 채널들은 전문화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

쟁을 활발히 하고 있다.(배현석,1999)  

   스포츠 방송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중요한 방송 콘텐츠로써 자리 잡고 있다. 특

히 방송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포츠 콘텐츠는 영상중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최초로 국제스포츠중계방송으로써 HD방송이 시범 시행되

었고, 2006년 월드컵은 전 경기가 HD방송으로 중계 되었다. 이후 2010 남아공 월드컵은 최

초로 3D방식으로 중계방송을 시작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영상표현법, 촬영장비, 

시청도구, 방송방식들이 스포츠에서 시도 되고 있다.(박현제, 2011) 

   이러한 시도는 비단 스포츠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계기술들은 스포츠중계에

서 시범, 도입 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진다. (이경섭, 2001) 이에 스포츠는 방송기

술시장의 도입시장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송기술이 스포

츠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감을 통해 21세기는 방송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듯, 방송 기술의 도입과 함께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메스미디어와 

같은 매체들의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증가된 매체와 

다수의 채널의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에는 수용자의 선택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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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매체 수용자의 시청동기, 시청태도, 시청 행위, 시청만족도 등의 다양한 요소의 시청자

의 시청경험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각광받고 있다. (배현석,1999)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인터넷 위성방송, DMB, HDTV, 3DTV 등의 새로운 매체의 등

장으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수용자들의 텔레비전 

이용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왔으며(황하성, 박성복, 2007) 시청자

들의 심리적 인지적 반응에 관한 미디어 연구가 실재감(presence)경험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윤용필, 2010)

  하지만 매체와 실재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대부분 매체의 기기적인 발전과 

실재감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조은정, 권상희, 조병철, 2010) 이는 HDTV의 선명도, 3차원

영상을 실감도와 같은 미디어 도구의 기술적인 측면에 따른 수용자의 반응에 치우진 연구들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조은정 등(조은정, 권상희, 조병철, 2010)이 연구한 3DTV 영상의 장르별 프레젠스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는 입체영상콘텐츠의 수용자 차원에서의 인식차이를 장르적인 특성의 

차이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이 또한 장르와 시청자간의 단순한 관계를 살폈을 

뿐 표현방식에 관하여서는 연구되어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세부 장르의 콘텐츠적 특성에 

관련하여 연구되지는 않았다. 특히 스포츠 중계에 관하여서는 단순히 사실성이 높은 장르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을 뿐 스포츠 영상의 특성인 표현방식에 관하여서는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

았다. 

   한편 스포츠방송과 시청경험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방송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진 현대

에 들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중계 영상적 특성과 관련된 시청경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간략히 다음과 같이 이뤄 졌다. 

  강형철등(강형철, 김남영, 양승찬, 2005)은 텔레비전 축구중계해설의 경향에 따른 시청자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그는 중계방송의 해설

자의 언어사용이 시청자의 판단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

로 밝혀냈다. 최명일과 김재범(최명일 김재범, 2007)은 스포츠 중계진행자의 특성을 언어 뿐 

만아니라 외모 호소력, 전문가적  속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것이 대학생 시청자의 의사인간

관계 형성과 시청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중계진

행자의 특성이 시청자와 의사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고경진외(고경진 김중현 2012)는 케이블TV의 유럽프로축구 중계방송 진행자의 역할 

특성에 따른 시청몰입과 시청만족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는 이를 통해 진행자의 역할 특

성 중 언어구사요인만이 시청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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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방송의 내용 중 해설자요인에 관한 시청자의 시청경험이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들

이다. 

  김창익등(김창익, 고재승, 안일구, 이재호, 서기원, 권재훈, 주영훈, 오윤제, 2006)은 이동

형 단말기에서의 축구경기의 해상도 와 관심영역을 알아 보기위해 시청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안일구외(안일구 고재승 김원준 김창익, 2007)은 마찬가지로 이동형 단말

기 사용자의 축구경기 비디오의 시청경험 향상 시키기 위하여 축구라는 장르적인 특성을 이

동형 단말기의 소형화면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위의 

두 연구들은 스포츠 중계의 시청방식, 매체 선택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만족이 어떠한가에 관

한 연구들이다. 

  신승호등(신승호 김도훈 김형원 황은혜 김성용 2007)은 2006독일월드컵 시청 시, 매체에 

따른 시청자의 이용 동기와 만족도와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함으로써 매체선택과 수용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최종수 등(조광민 임범규 2011)은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중계방송의 방송품질지각이 시청만족도와 재시청의도 그리고 구전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시청자의 경험이 시청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밝힌 연구이다. 한편 함은주(함은주2012)는 스포츠 중계방송 시청 

시 고려요인에 따른 수용자 유형화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스포츠 방송편성과 기획의 

배경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위에 열거된 선행 연구들은 매체의 수용자의 다원성을 인지하고 수용자의 분류와 각 군

에 따른 시청경험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시청자의 경험이 실제 시청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가져올지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방송과 시청경험의 연구들은 영상의 표현과 시청의 과정의 총제적인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 방송의 내용 중 해설자 요소에만 요인을 

분석한다거나, 매체이용 형태만을 요인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방송의 시청은 내용의 

장르와 장르적 특성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이 총체적인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종경, 2004) 때문에 스포츠 방송의 시청에 관한연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총

제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 져야 한다. 

   특히 스포츠 장르는 종목간의 특성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상이 하며, 시청자의 매체선택

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총체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장르별 특성과 그 표

현방식에 적합한 시청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시청경험의 수준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실제 방송시장의 발전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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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보았듯 국내스포츠 방송 연구의 경우 스포츠 방송과 시청자의 시청경험과 관련

된 연구는  해설자의 공신력이나 전문성과 시청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나 시청기기와 중

계방송사와 관련하여 시청경험이 어떠한가에 관하여 연구가 치중되어 있다. 때문에 중계 내

용이나 중계 방식, 그리고 시청방식에 따른 시청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미디어 연구의 중요한 변인인 프레즌스(실재감)와 관련된 스포츠방송연구는 더욱 중요해 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 방송의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한 프레즌스 연구로써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의 방송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일정부분 예측하고 제

언할 수 있기에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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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송시대, 다매체 다채널 시대, 뉴미디어 시대라는 미디어 시대

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신승호, 김도훈, 김형원, 황은혜, 김성용, 2007) 스포츠 중계

영상을 더욱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스포츠 중계 영상 제작 기술 도입의 방향성

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신의 기술인 3차원 영상 

합성(Free Point view)기술과 3DTV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살핌으로써 시청자의 실재감

(presence)형성에 차원감의 형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최신의 기술의 실효

성에 관하여 검증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스포츠 방송의 영상 표현방식을 분류하고 방송의 시청방

식을 분류한 후 각각의 시청 효과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 또한 영상의표현방식과 영상의 

시청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표현방식과 시청방식의 조화로운 방송 제작에 관한 관계

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표현 방식 중 3차원 중계영상(Free View pojnt)기술

과 시청방식 중 3DTV시청과 관련하여 두 변인이 시청자의 시청 프레즌스(Presence)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연구 할 것이다.  

  이는 이전의 스포츠 방송에 관한 연구와는 다르게 방송의 표현방식과 시청방식 모두를 

변인으로 한 총체적인 관점의 연구가 될 것이며, 미디어 기술 중 고해상도 영상과 인터

랙티브 TV, 3DTV의 시청경험의 주요이론으로서 연구되어 지고 있는 프레즌스 이론을 

통해 시청효과에 대하여 구체성 있게 연구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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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포츠 프로그램의 위상(이세민,1992)

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방송

1.1  스포츠 방송의 개념과 미디어 스포츠

  현대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는 TV와 같은 매체와 결합하며 발전

해 왔다. 또한 스포츠는 사회의 발전과 매체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 시켜 왔

다. (Wenner,L.A.,1989) 미국통신연방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스포츠방송을 스포츠 프로그램이라 지칭하며  “TV스포츠프로그램이란 경기중계, 스포츠뉴스, 

스포츠 지식 등을 말하며, 일반 종합뉴스에 포함된 스포츠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식물” 이라 

정의 하였다.(이세민,1998)    

  이러한 스포츠방송은 방송의 세 가지 장르인 저널리즘, 연예 그리고 드라마가 이루는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르로써, 스포츠 

프로그램의 즉시성과 자발성은 저널리즘에 포함이 되며, 좋은 볼거리 역동성과 같은 장

면은 연예에 속하며, 결과와 과정의 불확실성의 요소는 서사구조를 형상하기에 드라마 

장르라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스포츠는 방송제작에 있어 장르를 막론하고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이세민,1998)           

   

  대중매체에 있어서 스포츠는 음악, 영화,TV쇼와 같은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요

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속의 스포츠는 신체적 행위 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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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간주되어 진다. 또한 스포츠는 더 이상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매체를 통한 미디어 스포츠로써의 한 분야로써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한 

미디어스포츠는  TV와 같은 특정 매체의 기술적인 수법을 통하여 스포츠의 가치를 수용자들

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스포츠는 매체기술의 고도화와 스포

츠 자체의 발전과 상호적 관계 속에 탄생했으며 이 둘과 밀접해 있는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변화해 오고 있다. (이경섭, 2001) 

  한편 스포츠 방송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 또 한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스포츠는 가공되
지 않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사실에 가까운 방송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방송은 스포츠가 가진 고유의 가치인 역동성과 승부와 관련된 요소를 전달함
으로써 시청자에게 오락적 요소를 전달한다. 세 번째로 스포츠방송은 신체 움직임과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교양적 요소를 전달한다. 네 번째는 스포츠정신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의 예절, 공정한 승부, 결과에 대한 인정과 같은 규범적 요소는 시청자에게 도
덕적 가치를 전달한다. 다섯 번째는 집단의 통합에 기여이다. 국가단위의 경기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 한다. 요약하자면 스포츠방송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 
통합적 기능, 사회화기능, 정보전달 기능, 현실도피 기능으로 정리 될 수 있으며 스포츠 방송
의 사회적 가치 함의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 (Birrell, S., & Loy, J. W, 1979)
  이러한 사회적인 기능 외에도 스포츠방송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경재적인 측면에서도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방송 중계권료는 FIFA예산 수입의 75%
를 차지하였고 한국전 6경기의 국내 방송 3사의 평균 시청률은 67.3%로 나타났다.(강나연, 
2002) 또한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월드컵 중계를 위해 FIFA에 지급한 중계권료는 150억 가
량 이였으며, 월드컵 방송으로 인한 광고수익은  MBC 약500억, SBS와 KBS가 각각 약400
억 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안민석, 정준영, 2002) 이렇듯 스포츠 방송은 스포츠 단체와 방송
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홍보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단위의 
메가이벤트의 개최는 스포츠가 대중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국가 경재 성장에 기여하는 사례로
써 스포츠방송의 경재적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Coakley, 
J.1978)
   스포츠 방송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스포츠는 존재 했으며, 스포츠를 관람하는 스포츠 팬 
또한 존재했었다. 그러나 사회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는 이제 미디어스포츠로써 자
리 잡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산물이 되었다. 라디오를 통해 듣는 스포츠에서 TV를 통해 보
는 스포츠로의 발달은 계속해서 미디어 스포츠의 패러다임의 교체를 가져왔다. (Birrell, S., 
& Loy, J. W, 1979)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매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서 스포
츠 방송은 새로운 시대로 계속하여 발돋움 해 나가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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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포츠방송 제작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스포츠 방송은 1933년 일제 강제 점령기 시대 때, 제2방송에서 

우리말 방송으로서는 최초로 스포츠 중계가 시작되었다. 이때 경성방송국의 아나운서 방충

근, 이현씨가 야구, 축구, 농구, 권투 등의 종목을 중계  방송 한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 방

송의 효시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후 1962년 1월 20일 CBS에서 <CBS스포츠 퍼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경기장의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스포츠 방송의 시대를 열어 갔

다.(방송문화진흥회, 1991, p779)이때 까지는 아나운서와 해설자에 의해서 방송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영상이 없는 음성방송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80년대에 들어 전문적은 프로듀서(이

하 PD)가 생겨났고 PD의 제량으로 인하여 스포츠 중계의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60년대 당시의 스포츠 중계는 사람들을 전화기 앞에 모이게 한 후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확성 하여 중계하였었다. 6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 중계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70년대 흑백 TV중계를 지나 80년대 컬러TV개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HDTV, 3DTV로 중계하는 등 스포츠 중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정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경섭(이경섭, 2001)이 구분한 스포츠 

중계 시대 구분을 인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경섭(이경섭, 2001)은 TV중계기술의 변화에 따

라 영상문화시대의 개막(1960년대), 3국체제, TV시대의 도래(1970년대), KBS, MBC 2대 공

여방송시대(1980), 공-민영 방송시대(1990년대),다매체-다체널 뉴미디어 시대(현재)로 구분 

하여 설명하였다. 

 1.2.1.  1960년대 (영상문화시대)
    1960년대는 국영방송 KBS-TV와 상업 방송인 DTV 그리고 MBC-TV가 각각 61년말, 

64년말, 69년에 개국함으로써 본격적인 텔레비전 구도가 완성되었다. 이 시기는 유선라디오 

방송의 제작과 소형라디오의 보급으로 인하여 라디오 방송이 보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정순일, 장한성, 2000)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곳은 미국 RCA사3)와 제휴를 맺은 한국 RCA배급회사

(KORCAD)이다. 1956년 회사를 건립한 이 회사는 TV수상기의 판매를 목적으로 세워진 상업 

방송국이었다. 당시 방송사의 방송장비는 RCA사에서 만든 이미지 을시콘(Image Orthicon)

카메라2대와 비디콘(Vidicon)카메라 1대, 슬라이드 프로젝터 1대, 영사기 1대로 구성되어있

었다. 이는 수동 영상 촬영기로써 필름촬영에 의한 방송이 가능한 장비들이었다. (한국 방송

3) RCA는 전자 기업으로 미국 내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급한 기업이다. RCA는 Radio Corporation of 
America의 약자이며, 1986년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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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987)

  이후 KBS-TV는 스포츠 중계를 위한 중계차를 구성하였었고, RCA사의 TK-15/35 카메라

와 추가로 확대가 가능한 줌렌즈를 탑재하고 현장에서 촬영을 실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한 

대의 카메라가 아닌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2개의 화면으로 편집하여 화면구성을 하였

던 점이다.  이시기의 카메라는 초점거리가 짧은 줌렌즈였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중요했었다. (한국 방송공사, 1987) 이후 

1972년 KBS는 Slow Motion VTR SH-100을 도입하여 최초로 동작을 느린 영상으로 재현

한 영상을 삽입하여 방송 할 수 있었다.(방송문화진흥회, 1991)

1.2.2. 1970년대 (3국체제, TV시대의 도래)
   70년대에는 TV수상기의 보급이 급진적인 신장세를 보였다. 69년 말 22만대에서 75년 말 
206만, 76년 280만, 77년 380만, 79년 말에는 596만대의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MBC와 KBS는 전국적으로 방송망을 확충해나가 결국 전국망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통해 70년대에 본격적인 TV시대가 막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순일 장한성. 
2000) 
  한편 아직 흑백방송에 머물러있던 한국의 사정과는 달리 세계시장은 컬러TV로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장비의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사키스-타시안(Sarkes Tarsian)
전자회사는 새로운 방식의 전파방식을 선보였다. 이전의 전파방식인 VHF식의 전파는 멀리 
까지 수신이 불가능한 단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방식인 UHF는 극초단파로써 
멀리까지 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전파 방식이다. 
  이시기 미국에서는 전파 뿐 만아니라 컬러 방송이 상업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었으며 녹
화 기술 또한 부피는 줄어들고 성능은 뛰어난 방식으로써 튜브방식에서 CCD방식으로 변화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촬영기기는 70년대에 벨전화기 회사에서 개발되었고 우리나라에도 
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소니사의 ENG카메라가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
시에는 세계적으로 컬러 방송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컬러 방
송이 법적으로 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컬러로 TV가 방영되지 않았다. (이경섭, 2001)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의 국내 스포츠 중계가 이동식 카메라와 중계차 시스템이 발달
함에 따라 점차 활기를 띄게 되기도 한 시기 이었다. 1978년 12월 9일 개최된 제 8회 아시
안게임 방콕대회는 KBS, TBC, MBC, DBS, CBS가 함께 36명의 방송단을 꾸려 합동중계를 
실시하였다. 이는 해외파견 합동 중계방송단으로서 이전까지의 최대 규모였다. 당시 중계차
의 구성은 녹화에서 편집 그리고 송수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소형 TV중계차(News pick 
up van), TV카메라(TKP-45), 녹화기(TR-600), 녹화편집장비(VCR, JVC UPR-8300),자동편
집장치(RM-83U) 그리고 취재용 카메라인 ENG카메라, 16mm필름카메라가 구성되어있으며 
영상의 송수신을 위해 마이크로웨이브송수신장비를 구비하였다. 이와 같은 장비들은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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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사  건

1939년 5월
북미 NBC TV최초 야구 중계(프린스턴대학 대 컬럼비아대학)
1개 카메라, 고정 시야, 흑백방송

1962년 1월 
한국 CBS방송 <CBS스포츠 퍼레이드>방영, 아나운서, 해설자에 의
한 음성 중계

1964년 10월
KBS 제 46회 전국 체육대회 실황 전용선을 통한 중계, 단파를 이용
한 CBS전 네트워크에 동시 중계 (음성중계)

1967년 9월
MBC-Radio 인공위성을 통한 로스앤젤레스로부터의 최초의 라디오 
권투 중계(서강일 대 로하스 전)

1968년 10월 KBS, TBC-TV 멕시코올림픽중계, 일본NHK와 제휴를 통한 통신위

으로 중계하기 위한 장비들 이었으며 해외에 한국장비를 가지고 해외에 파견된 최초의 사례
이다. 태국 방송사의 협조를 통해 현지 방송국에 방송센터를 설치하여 경기장근처에 설치된 
우리나라 중계차와 마이크로웨이브 중계회선을 연결한 후 태국방송국내의 방송센터에서 국내 
방송사로 위성 송출하였다. 주목 할 만 한 사례는 KBS의 중계차에서 만들어진 12월 15일 
한국 대 일본의 축구경기 실황중계 영상이  일본 NHK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영상신호를 분
배해준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방송기관을 지원한 사례이다. 또한 아시안 게임 
중계를 위해 방송장비를 현지에 반입하여 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은 한국의 방송
기술과 수준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방송문화진흥회, 1991)
  이시기 일본에서는 컬러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TBC_TV는 일본에
서 흑백TV 방송을 위한 방송장비를 저가로 도입하였고 동시에 중고로 컬러카메라를 구입하
여 앞으로의 중계방송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기증 받은 스튜디오 카메라는 
Chromaky효과4)를 사용할 수 있었던 장비였다. 이러한 Chromaky효과를 방송에 사용하며 
컬러 방송에 대비한 방송기술을 발전시켜나갔다. 이와 동시에 중계차량 또한 컬러 방송에 대
비한 방송장비로 대처해 나갔다. (박재운, 1995)
  또한 1975년 MBC_TV는 국내최초로 ENG카메라5)(SK-803Hitachi)를 도입하였고, 1976년 
컬러 카세트 레코더(3/4 Sony)설치와 1977년 컬러용 2인치 VTR 및 컬러카메라(LDK-25) 
장비를 설치하여 스포츠 중계방송의 슬로모션까지도 컬러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70년대 
말에는 TV의 컬러방송화와 이동식 제작, 송수신장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방송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방송인 컬러 방송에 대비하였다. (박재운, 1995,)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방송의 기술적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4) 색상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피사체를 다른 화면에 합성하는 텔레비전의 화면 합성 기법. 
 [chroma key]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5) 카메라맨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설계되어 별도의 소형 녹화기나 카메라에 내장된 녹화기에 영상을 기
록할 수 있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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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용
1970년 4월 MBC-TV멕시코 월드컵 쟁탈 축구대회 필름방송 시작
1972년 KBS-TV Slow Motion VTR SH-100도입 슬로모션 방송

1972년 6월 KBS-TV, Radio 청룡기쟁탈 제 27회 전국 고교야구대회 실황중계

1975년
MBC-TV 국내 최초 ENG카메라(SK-803Hitachi), 컬러 레코더(3/4 
Sony),컬러 VTR, 컬러(LDK-25) 일본으로부터 도입

1976년 8월
DBS 몬트리올 올림픽 양정모 금메달 획득 실황중계 및 제작방송(몬
드리올 금메달:　DBS）

1978년 12월
제 8회 아시안게임 방콕 대회, KBS, TBC, MBC, CBS 합동 방송단, 
중계방송, 이동식 중계차 파견 

표 2 60/70년대의 방송 기술 주요 항목
 

   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 감에 따라  KBS-TV, TBC-TV, MBC-TV의 출현으로 텔레

비전 3사가 스포츠 중계를 경쟁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하였으며, 듣는 방송에서 보는 방송으로

의 전환이 이뤄졌다. 흑백TV로 방송되었던 시기는 카메라 운용법에 대한 이해와 중계시스템

을 구성해나갔던 시기이며 기술적으로는 슬로모션이 도입되었다. 이후 70년대에는 다음의 방

송인 컬러 방송에 대비한 장비의 도입과 운용법에 대한 습득이 진행되었으며 방송 장비의 구

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정순일, 장한성, 2000) 

 1.2.3.  1980년대 (KBS, MBC 2대 공영방송시대)  
   1980년대는 70년대 말 예고되었던 대로 컬러TV로의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1950년대 컬러TV가 도입된 미국과 1960년대에 컬러TV를 도입한 일본에 대비하여 뒤늦

은 도입이라 할 수 있다. KBS와 MBC는 1970년대 중반부터 컬러 방송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 운용해왔다. 사실 이는 새로운 방송으로의 발전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당시의 해외의 장비 회사들이 더 이상 흑백 장비를 개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화방송,1982)  이에 1980년 체신부는 6월 28일 컬러 방식을 미국 표준방식

인 NTSC방식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KBS와 

MBC는 전국체육대회를 시범제작하고 컬러용 텔레시네를 설치하여 컬러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 이러한 컬러 방송의 시범방송은 뉴스와 스포츠방송과 같은 방송에 우선적으

로 이뤄졌다.(정순일, 장한성, 2000) 

  방송사들은 점차적으로 컬러 방송의 비율을 높여갔다. 81년 12월 하순 각 채널은 이

미 80%이상의 방송을 컬러화 하였고, KBS의 경우 1TV는 12월 22일~ 28일 까지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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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비율이 93.4%, 2TV가 93.6%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컬러 방송을 이끌어 나갔다.  한

편 80년대의 국내 컬러TV의 보급률은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리스피아르 카운슬

링6) 부설 경제조사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 1,004명 중 9.8%가 컬러 수상

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었다. (정순일, 장한성, 2000) 

  이와 같은 현상은 방송의 컬러화라는 단순한 변화 이상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방송의 컬러화는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변화를 가져왔고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방송프로

그램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또한 생활 문화와 국가 경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

으로 컬러TV로의 변화 속에 쇼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높아 졌으며 뉴스 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프로그램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KBS

가 발간한 ‘한국방송 60년사’의 컬러화가 방송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며 언급한 내용 중 

“시청자에게 의식구조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흑백의 단조로운 문화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색체문화를 창조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컬러 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한국 방송공사, 1987)라는 내용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시사해 준다. (이경섭, 2001)

   한편 이시기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

환은 스포츠방송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시대적인 배경 또한 중요

하게 작용하였다. 프로스포츠의 등장, 88년 올림픽경기,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 등이 

그것이다. 당시의 프로스포츠 중계는 초기 단계로써 실황중계에 드는 중계권료의 부

담이 거의 없었다. 또한 타 프로그램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제작비가 저렴하였다. 결국 

스포츠프로그램은 시청자의 호응은 높고 제작비는 낮은 효과를 거둬 줬기 때문에 방

송사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박재운, 1995)

  신군부의 등장과 프로스포츠의 출범이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떼어 놓고 국민의 군

부통치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고려로 인하여 스포츠 방송이 발전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원, 2002) 그러나 정책적 집중과 도구로써의 스포츠 방송은 논외로 

하고 스포츠 방송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86년 서울아시아 경기와 88년 서울올림픽 

두 대회의 주관방송(Host Broadcast)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BS와 MBC는 당

시 첨단장비의 도입과 운영 훈련을 통해 스포츠 방송의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스포츠 중

계 국제신호를 제작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력을 인정받았다. (한국방송협회, 1997)

  서울올림픽의 경우 스포츠중계방송을 위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Seoul 

6) 리스 피아르 카운슬링, (Lee’s P.R) 1972년 설립된 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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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Organizing Commitee)와 올림픽 방송본부(SORTO)를 발족하고 주관방송사

KBS가 MBC와 협업하여 합동방송 결단식을 결행하는 등 대규모의 중계준비에 착수하였

다. 주관방송(HB) 방송요원 4,007명, 외국방송사 참가요원 1만 360명이 동원되었고 국제

적인 중계방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 1991,p779) 

  요약하자면 1980년대는 방송기술적인 발전으로써 장비기기의 컬러화가 이뤄졌으며 장

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시스템의 대형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실황중계, 보도

방송, 특집 방송 등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성장하였다. 1980년대는 새로운 기기의 혁신

적인 발전은 컬러TV로의 변화에 불과 하였지만, 영상 표현방식에 관련하여 국제신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하우를 축적한 시기이다.  

1.2.4  1990년대 (공, 민영 방송시대)  
  1990년대는 공,민영 방송체제로의 회귀가 이뤄졌다. 또한 1987년 6.29 선언 이후 권

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1990년 개정 방송법이 9월 

공표되었다. 서울방송(SBS)이 등장하였고, 교육부 소속의 교육방송(EBS)이 등장하였다. 

종교방송인 평화방송, 불교방송이 개국했고, 1995년 4개 지역 민방이 탄생하여 전국 네

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종합 유선방송의 다채널 방송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매

체, 다채널의 시대로써 방송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정순일, 장한

성. 2000)

  이 시기에는 Microelectronics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기의 소형화, 안

정화, 신뢰도가 대폭 향상됨과 동시에 저가로 보급되게 되었다. 기기의 디지털화로 인해

서 특수 영상 효과 장비와 컴퓨터 그래픽 장비들이 보급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

양해지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다. 보도영상은 더욱 신속해 졌고 화질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높아진 휴대성은 본격적인 ENG시대를 열었다. 또한 위성에 의한 송

수신 시스템은 방송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경섭, 2001)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해 감에 따라 제작과 송출의 완전 디지털화는 

신속함과 안정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와 중간 효과 입력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송출 화면 또한 화질개선효과가 큰 

EDTV로의 발전과 음질 역시 AM Stereo로의 발전이 이뤄지며 시청자가 전달 받는 영

상의 품질도 높아졌다. 

  방송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전자기술 들의 혁신적인 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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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비가 출현하였다. 하드웨어적인 발달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의 발전 또한 

혁신적으로 이뤄 졌기 때문에 영상 소프트웨어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지상파 방

송의 경우 케이블 방송과 다르게 전파를 통해 수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휴대용 소형 

TV로 수신 받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 또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경섭, 2001)

  이시기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민영방송 SBS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후발업체인 SBS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방송사의 위상을 굳히고자 하였다. 

이에 SBS는 스포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각을 넓히고 국내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개국 초기부터 스포츠 종목 뿐 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 보도와 중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서울방송,2001)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SBS가 치룬 최초의 대형 스포츠 중계방송 이었다. 현

지 방송산 36명, 국내 방송단 122명으로 중계를 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스포츠 

중계 체계를 만들어 냈다. 또한 SBS는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신형 문자발생기, 화상 

순간 송출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면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한 화면에 동

시에 여러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 (PIP: Picture in Picture)기술을 이용하여 스포츠 중

계와 시민들의 반응을 한 화면에 구성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중계화면을 구성하기도 하

였다. 또한 1999년 케이블 채널의 골프채널(Ch44)와 한국 스포츠TV주식회사(CH30)를 

인수 하며2000년 9월 SBS축구채널을 개국함으로써 SBS는 스포츠종합 스포츠 방송국

(MPP : multiple program provider)을 제창하며 방송시장에 자리 잡았다.(서울방

송,2001) 

  98년 프랑스 월드컵은 2002년 한국 일본 공동 월드컵을 앞둔 월드컵으로써 차기 대회

를 준비하기 위한 중계방송의 실습장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회였다. 이 대회는 주

관방송사(HB)가 만든 영상을 수신 받아 다시 편집과정을 거쳐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방식

으로 중계되었는데, 해외의 중계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월드컵은 어느 대회 보다 많은 카메라와 슬로모션을 사용하였다. 축구경기와 

경기장의 속성에 최적화된 카메라 위치와 카메라 워킹이 이전의 대회보다 정교하게 이뤄

졌다. 카메라에 따라 샷의 크기와 슬로모션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졌으며, 이는 축구경

기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이뤄 졌다. 특히 슬로모션의 경우 LSM(Live Slow Motion)장

비가 도입되어 실시간으로 빠르게 슬로모션을 삽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구를 사

용하여 경기장 상공 50m에 카메라를 띄워 무선조정 촬영을 하는 Balloon CAM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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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ORAD HI-TEC System(ISRAEL)사의 

Virtual Playback은 경기 분석 영상 자료에 가상의 그래픽을 삽입 가능하게 하였다. 이

를 통해 오프사이드 상황이나 선수간의 거리 및 공의 위치와 속도 등을 화면에 덧붙여 

새로운 영상의 표현을 시연하였다. (노영남 1998, p140-146)

   이처럼 90년대는 정치적인 변화와 새로운 방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민영 방송국들

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채널간의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경쟁에서 우위

를 점하기 위해 각 방송사는 새로운 방송의 포맷을 제작하고 방송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던 시기이다. 이와 맞춰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방송

기술의 성장에 가속도를 더하였다. 

1.2.5.  2000년대 (뉴미디어 시대)
  2000년 12월 16일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공표하였고 

2001년 10월 지상파 디지털 TV본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 기술한 디지털 제작 방식의 

도입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기술은 제작의 일인 다기능화를 가

져왔고 첨단 영상의 추구도가 높아 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선형화 된 제작과 유

통환경과 네트워크를 통한 송수신을 또 다른 특징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2000년대의 방송환경은 이전 보다 생산력과 창의도가 높아 졌으며 유통체계가 개선되어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환경이 실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품

질의 콘텐츠를 생상하게 되었고 콘텐츠의 유통 또한 다각적으로 이뤄 졌다 할 수 있다.

(박창희. 2005)

  이러한 콘텐츠 제작 과정의 디지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촬영과 편집의 디지털화와 사

용자 시청 기기의 디지털화이다. 촬영과 편집과 같은 제작 환경의 디지털화는 넌리니어

(non-linear) 편집7)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편집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 효과와 

같은 효과를 손쉽게 삽입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상의 창의적인 표현방식이 더욱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 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상의 영상을 삽입하는 가상 제작 시스

템 속에 새로운 영상 표현법이 생겨나게 되었고 양질의 콘텐츠가 이전보다 손쉽게 제작 

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 시청기기가 발전하였다. 우선 화면의 크기와 선명도가 고도

로 높아진 HDTV와 실감영상을 제공하는 3DTV,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스마트TV 등이 

7) 디지털화된 영상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상에 보존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것. 영화 필름 편집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지속적인 영상의 연결 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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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최도시 대회종류 주요기술
1896 아테네 하계올림픽 IOC, 전보(Telegram)이용 올림픽 참가국과 교신

1928 암스테르담 하계올림픽 전화서비스 도입

1932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라디오 중계방송, 텔레타이프 사용

1934 베를린 하계올림픽
극장, 선수촌 등에서 Closed Circuit 방식의 최초 
TV중계방송

1948 런던 하계올림픽 BBC, 지상파 TV중계방송 4,559세대 시청

1952 헬싱키 하계올림픽 컬러TV 등장

1956 멜버른 하계올림픽 위성을 통한 최초 해외 TV중계 

1960 스쿼벨리 하계올림픽 IBM 마그테틱 카드 활용, 최초의 경기결과 집계

1964 동경 하계올림픽
정지궤도 위성 신콤(Syncom) 3호 이용 태평양 횡단 
위성TV중계(컬러TV중계)

1972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올림픽 전용 위성지구국 설치, 무선 호출 서비스 실
시

1976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주관방송사 제도 도입

1984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전자 메시지 시스템 도입, 광통신 케이블 통한 TV영
상전송

1988 서울 하계올림픽
WINS(Wide Information Network Service)와 
GIONS(Games Information Online Network 
System)도입: 최초의 컴퓨터 분산 처리 시스템   

1990 이탈리아 월드컵
고배율 망원렌즈 활용 스테디캠(Steadicam)과 슈퍼 
슬로우 모션, LSM(Live Slow Motion), 컴퓨터 그래
픽을 이용한 데이터 제공 

1992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터치스크린 기술등장, 대회운영 전산시스템(네트워크 
연결, 스포츠 아나운서 전용 시스템 도입)

1996 애틀란타 하계올림픽
경기중계에 인터넷 도입, 휴대인터넷 첫 선보임
첫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 도입( 1억 8,900만건 접속)

등장하였고 시청자는 TV를 통해 새로운 시청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주식, 2010)

   한편 2000년대의 스포츠 중계는 채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킬러 콘텐츠

(Killer Contents)로써 그 위상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에 맞춰 스포츠 중계 기술 또한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겪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김성

길, 2007) 다음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에 적용된 방송·통신 주요 기술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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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양안식 3DTV 중계 시연

1998 프랑스 월드컵

초당 75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슈퍼 라이브 슬로우 
모션(SLSM： Super Live Slow Motion)、단순 재
연 이상의 이야기(Story)를 만들어 냄으로써 스포츠 
중계의 서사적 진행방식을 보여줌

2000 시드니 하계올림픽
IT가 올림픽의 핵심으로 등장(유·무선 IP기술 이용 
종합 통신망 구축)

2002 한·일 월드컵
3D HDTV 시범서비스, 3화면 HD 파노라마 시범서
비스, 스테디 카메라, 슈퍼슬로우 카메라, LSM(Live 
Slow Motion)장비 최초 도입

2004 아테네 하계올림픽
올림픽 최고의 안전 감시 시스템 C41도입, DMB 중
계 시연

2006 독일 월드컵 5K 파노라마 영상 시연

2008 북경 하계올림픽
Full HD/5.1체널 TV중계 방송, 모바일 TV서비스
(CMMB), 3G 이동통신 서비스(TDS-CDMA)시행, 인
터넷 올림픽 경기 생방송

2010 남아공 월드컵
3D HDTV 시범서비스, 헬기카메라와 공중의 케이블
캠을 설치하여 공중 촬영 영상 제공

2011 대구 육상선수권 Dual stream 방식의 3D HDTV 시범 서비스

2012 런던 하계올림픽
BBC/NHK 주관 8K UHD 시범 서비스, 초고속 통신
망 이용 디지털 영상 송신, Freeviewpoint, 3차원 
에니메이션 합성 기술 도입

표 3 스포츠 메가이벤트에 적용된 방송 통신기술 

출처: (박현제,2011) (함윤수,2011)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35개 경기장에 800개 이상의 카메라를 배치하였고, 주경기장 

전체 트랙에 트랙카메라 레일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제공

함과 동시에 이전과는 다르게 선수와 함께 달리는 듯한 느낌의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

하였다. 또한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물속의 선수들의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하였고, 항공촬

영 영상을 통해 조감적인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http://www.olympic.org/sydney-2000-summer-olympic

s,sydneyolympic official web site 2013년 8월15일 검색)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최초로 전 경기를 HD로 제작하였다. 본 방송은 SD로 방영되

었지만 HD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함으로써 본격적인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열어나가게 된 

시점이 되었다. 슈퍼슬로우 카메라를 도입하여 선수들의 동작을  세밀하고 역동성 있게 

표현하였으며 버츄얼 시스템(Virtual System)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상 영상을 삽입하여 

창의적인 분석 영상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MBC에서는 3D-에니매이션을 이용한 경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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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장면 재현 기술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후의 방송기술에 관련하여 시범방송도 

이뤄졌다. 한국은 HD급 3DTV용 영상을 실험 방송하였고 일본은 3화면 HD파노라마 영

상을 시범 서비스하기도 하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HDTV로 본방송이 실시되었고 휴대용 기기

(DMB)에서의 영상을 제작하여 무선 중계 기술을 시연하였다. 특이점은 양궁과 태권도 

경기 중계의 경우 한국의 중계 기술로써 태권도와 양궁이 국제신호를 제작하였다.  (박

현제, 2011), (athens olympic official web site)

   2006년 독일 월드컵은 HD 고화질 중계와 동시에 5.1 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방식의 

음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의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현장감이 느

껴지는 음향을 시청자에게 전달하였다. 멀티모드 서비스(MMS: multi-mode service)를 

제공하여 하나의 채널에서 고화질, 일반화질, 오디오, 데이터 채널 등 여러 개의 채널을 

나눠 방송하기도 하였다. 이는 데이터 방송으로써 시청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CineVision2006을 이용하여 5k(5,016x1,400)사이즈의 파노라마 영상을 다중 프

로젝터를 활용하여 시연하기도 하였다. 실감방송을 위해서 실제 장소에서 보는 화각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2대의 케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합성하여 광활한 화면을 구

현해 보기도 하였다. (FIFA World cup official web site)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은 중계의 40%만을 HD로 송출 한 반면 2008베이징 올

림픽은 전면 Full HDTV중계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약 1,000대의 HD카메라와 60

대의 HD중계 차량을 이용해 개막식부터 모든 경기를 생생한 HD방송으로 송출하였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5.1채널의 입체 음향을 지원하였다.(박현제, 2011) 또한 인터넷을 이

용하여 중계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유튜브(U-tube)를 통해서 3시간 분량의 경기 하이라

이트 동영상이 베이징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계777개국에 서비스 되었다. 

NBC방송 누리집에서는 2000시간의 중계와 3000시간의 주문형 비디오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제공했다. 이는 직전 대회까지만 해도 올림픽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영

상의 유출을 엄격하게 차단해 왔었던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비인

기 종목의 경우도 중계되지 않았던 영상을 찾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주목할 만 한 점

은 올림픽 이듬해의 중국의 시청자들이 경기 소식을 접하는 주요 통로가 79.8%로써 인

터넷이 TV를 10%상회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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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 졌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또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최초

의 모바일 TV서비스 또한 시도하였는데, 이는 모바일 TV방송 사업자가 올림픽 전문 채

널을 준비하고 올림픽 개최 직전 분배된 멀티미디어 이동방송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 

하였다.  한국 과학 기술원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 모바일 TV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모영주, 2008)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3DTV중계가 시작되었다. 3개 경기장에 3D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총64경기 중 25경기가 중계되었다. 3D로 촬영된 영상을 송출까지 3D로 한 나

라는  미국, 스페인, 일본, 프랑스 등이었으며 이들 방송은 위성이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 지상파에서 3D로 방송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SBS는 IBC센터를 남아

공 현지에 설치해 국제 해저 망 케이블을 통해 서울 목동SBS방송국으로 전송하여 중계

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계 또한 한층 더 발전되어 고화질의 영상을 끊김 없이 서비스 하

였다. 이전까지 인터넷 중계의 문제는 화질이 낮다는 점과 끊김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의 경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시청자의 시청경험에 장애를 가져

다주는 치명적인 요소였지만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

되었다. 한편 ESPN에서는 Cisco TelePresence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Interactive)중

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경기의 중계 영상 뿐 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코치 선수들과의 

다양한 인터뷰 영상들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박현제, 2011) (Cisco official web site), (FIFA World cup official web site)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더욱 실감나는 영상의 중계를 위해 BBC와 NHK가 주관하여 

8K UHDTV 방송이 시범서비스 되었다. 디지털로 제작된 영상들은 이제 위성으로 전송

되는 대신 대서양과 미국 대륙, 태평양을 거치는 초고속 통신망 설치를 통해 송신되었

다. 전송속도만 622Mbps로써 현지에서 열리는 경기 5개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24개 경기장에서 실시되는 전 경기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중

계하였다. 이는 인터넷 망을 통한 스포츠 중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TV나 3DTV를 통해서 3D영상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하였다. 당초 전 

경기를 3D로 중계할 계획 이었으나 3DTV보급률, 콘텐츠 소구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

였다. 역동적인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초당 600~1000 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슬로모션 

카메라를 40대 동원하였고 주요 스포츠 경기 영상 곳곳에 첨단  가상 그래픽을 넣어 경

기 영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박현제, 2011)우리나라에 특히 잘 알려진 영상인 체

조 양학선 선수의 금메달 하이라이트 장면은 3차원 영상 합성(Freeviewpoint)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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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되기도 하였다. 또한 3차원 애니메이션 합성 기술을 통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국내 업체 (㈜클로버추얼패션 )의 기술로 알려져 있다.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연구

부 ETRI ,2013)     이렇듯 런던올림픽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까지 있

어왔던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중계를 시도하였으며,  모바일 디지털 올림픽을 실현

하기 위해 공식 네트워크 제공 업체(Sisco)를 선정하여 초고속 디지털 중계를 실현하였

다.(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연구부 ETRI ,2013)  

   2000년대에는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미디어 생태

가 탄생했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 방송의 파급력 또한 커져갔다.(이준호, 2003) 따라서 

따라 메가 스포츠 중계방송은  첨단 방송기술의 경연장이 되었고 스포츠 영상은 비약적

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고화질 영상, 고음질의 영상,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보는 방식, 

새로워진 영상의 촬영 및 표현방식 등의 다방면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주식. 2010) 

  

  스포츠 중계방송은 현장상황을 특정장면, 특정시각에 의해 영상을 선택·촬영함과 동시

에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음성과 자막 등을 삽입하여 생방송으로 중계 한다. 그리고 필요

에 따라 중요한 경기장면을 느린 화면 재생(Slow-motion Replay)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화면에 재구성 한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현장에서 관람 하는 

것과는 다른 시청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준다. 최근에는 다양한 첨단기술에 의해 

영상 표현방식이 다양화 되었고, 질적으로도 우수해 짐에 따라 실제 스포츠 현장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게 되었다. (권중문, 2003)

  와넬은(Whannel G, 1997)는 스포츠 현장에 있는 관중들은 느낄 수 없는 TV시청자들 

만 이 느낄 수 있는 영상학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시청자들이 느끼는 효과를 5가지

로 나눠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촬영에 의한 이미지의 변화, 두 번째 영상의 재배치를 

통한 시간의 분산과 조절에 의한 영상효과, 세 번째 스포츠의 드라마 차원으로의 변형, 

네 번째 딥포커스 영상을 통해 분절된 행위에 대한 집중, 마지막으로 선수들에 대한 정

보의 제공과 인지 등이 그것이다. (Whannel G, 1997)

  또한 비렐(Birrel, S, 1989)은 미디어에 의해 경기를 접하게 되는 수용자와 실제 현장

에서 경기를 보는 관중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됨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관중은 경기

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지만, 미디어 수용자는 제작과정에서 제작자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가공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이 둘의 경험은 다르다고 그는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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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청경험은 영상의 제작과 영상의 수용, 수용에대한 시청자의 반응

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연구에서는 영상제작기술과 송출방식

에 따른 시청방식의 변화라는 1단계에서 나아가 수용자의 반응의 요소인 각성과 실재감

의 2단계 그리고 수용자 반응의 결과물인 시청경헙으로써의 즐거움을 스포츠시청경험의 

일련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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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방송 기술과 시청경험

2.1. 스포츠방송 기술
2.1.1. 스포츠방송기술 발전
  스포츠방송기술 발전은 제작과 송출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제작의 범주에는 영상의 구성요인과 표현방식이 있으며, 송출기술은 시청자의 시

청방식을 결정짓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의미한다. 

  스포츠 중계방송영상은 영상 텍스트로써 다양한 카메라 샷과 다양한 카메라 워킹, 슬로모
션과 같은 특수효과들이 함께 영상 서사 구도를 형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한다.(권
중문, 2003) 중계로써 제작된 스포츠 중계는 영상들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영상을 만들어 
낼 것이고 영상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결국 시청자의 시청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배범호, 2010)  영상에 따라 시청자의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권중문(권중문,2003)의 연구에 제시된 헐베르트 제틀 (Herbert Zettl, 
1998)의 스포츠 방송영상 텍스트 분석 틀을 참고하여 표현법을 객관적표현법, 창의적표현법
의 2가지로 분류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하였다. 
  객관적 표현법은 단순한 관찰법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의미한다. 즉 현장 상황을 있는 그
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실적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 (Look at an Event)을 의미한다. 카
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어떠한 하나의 장면(Scene)을 표현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
로 표현하는 객관적 표현법은 경기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로 뉴스나 스포츠 중계와 같은 생방송 또는 현장 중계에서 쓰이며 
샷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 질 수 있다. 객관적 표현법에 속하는 카메라 앵글로는 클로
즈업 샷(C.U), 바스트샷(BS), 웨이스트샷(WS), 풀샷(FS), 롱풀샷(LFS), 등이 있다. 이러한 다
양한 샷들은 서로 다른 의미 구조와 쓰임이 있다.(배범호,2010)  다양한 샷들이 가진 다양한 
의미구조와 쓰임의 조합을 통해 서사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영상 제작의 기본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표현법은 카메라의 움직임과 같은 촬영구도와, 고화질 촬영등과 2가지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멀리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촬영구도인 풀샷
(Full-Shot)은 예전 스포츠 중계에서는 볼수 없는 촬영구도 였으며, 최근 풀샷을 더욱 선명
하게 보이기 위해 발전된 형태의 망원랜즈를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카메라에 찍은 
영상의 추가적인 가공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관적인 표현법은 스포츠 중계에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권중문, 2003) 
  다음은 함윤수(함윤수, 2011)의 연구에 인용된 존피스크(John Fiske)와 세이터의 샷의 크
기에 대한 대인 거리감의 정의, 제이미슨(Kathleen Jamieson)과 캠벨(Karlyn Campbell)의  
카메라 시각의 종류와 의미, 아사버거(Asa Berger)의 대중매체의 기호학적 분석 중 샷의 정
의와 기의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표현법의 샷의 종류에 따른 내용과 의미를 정리 해 높은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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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법 내용 의미

익스트림 클로즈업 
ECU

(extream close-up)

등장인물의 눈 혹은 작은 물체와 
같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가까이 
보여 지는 샷

인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며 충격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클로즈업
CU(close-up)

피사체의 이미지 혹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레임을 
가득 채우는 샷, 일상적으로 
인물의 클로즈업 샷은 머리나 
어깨부분이 포함된다.

친근감을 의미하기도 하나 
맥락에 따라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바스트샷 
BS(Bust shot) 

인물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하는 
것, 인물을 촬영할 때 기본이 
되는 샷으로 체스트샷(Chest 
shot)이라고도 한다. 

개인적 친분이 나타나는 
거리감, 객관적인 시각을 
표현할 때 유용,  

웨이스트 샷 WS 
(weist-shot) 

인물을 허리 위로 촬영하는 것, 
상반신의 움직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보통 2~3인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구도 이며 미디엄 크로스 
샷(Medium cross shot)과 
동일한 개념이다.

인터뷰 등의 장면에서 
안정적인 권위를 설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풀샷 FS
(full-shot)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화면 가득히 촬영하는 것

등장인물이 배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부각시킨다. 

 롱풀샷
LFS

(long full-shot),

멀리서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것, 배경이나 사건의 광대한 
범위를 인상 깊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공간적 거리로서 배경과 
인물간의 관계 그리고 텍스트 
내 전후 맥락을 알려주는데 
사용된다. 공적이고 사회적인 
거리감 

익스트림 롱 풀샷 
ELFS 

(ectream long 
full-shot)

일반적으로 잇달아 일어나는 
행위의 현장을 보여주는 롱샷, 
대부분 실외에서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먼 거리에서 촬영

전개될 수 있는 공간적 
프레임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설정샷’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표 4 카메라 샷의 종류와 의미(객관적 표현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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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법 내용 의미 효과

슈퍼슬로우모션
(Super Slow 

Motion)

단위 초당 촬영수가 매우 높은 
카메라로 촬영, 슬로우 모션으
로 재생 

자세하게 
보여주기

 끌림 현상이 없
는 생생한 영상
을 제공,
스포츠 영상 미
학의 표현

화면분할
(Split screen 

effects)

한 화면에 2개 이상의 화면을 
배치하는 방법 대립구도 경기의 극화

PIP
(Picture in 

Picture)

화면에서 본 화면과 별도로 작
은 화면을 동시에 표시하는 기
능

 다른 장면 
동시에 

들여다보기

긴장, 흥미유도, 
다른 장면의 정
보 습득

헬리캠
(Helicopter 

Camera)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의 
촬영을 위해 소형 무인 헬리콥
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무선 
조정하여 촬영

생동감 있는 
영상 표현,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영상 

촬영가능

조감도를 그릴 
수 있으며, 경기
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창의적 표현법은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실제 

장면을 가지고 DVE(Digital Video Effect)조작을 통해 기존의 영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

(Creating Event)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특수효과나 기술적인 특성을 창의적으로 이용

해 장면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슬로모션, 화면분할, 그래픽 합성화면, 자막, 외에도 다양한 촬

영 기법 등이 이에 속한다.(권중문, 2003) 창의적인 표현방식은 그 기술의 범위가 광범위하

며 현재에도 꾸준히 기술 개발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특별한 분류방식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창의적인 표현방식의 기술을 정리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제작은 정해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사건을 임의로 배열하고 영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상황이라는 스토리에 개입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

적 표현으로써 제작되어 진다. 그러나  스포츠 영상은 현장을 왜곡 없이 관찰적으로 제작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디지털기술과 미디어기술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개발된 창의적 

표현방식들은 스포츠 영상을 더욱 생동감있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정보를 더욱 실감

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슈퍼슬로우모션, 버츄얼 이펙트, 3차원영상합성방식 

등은 스포츠가 선사하는 역동적인 순간을 강조,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시청자에게 전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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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캠
(Spider cam)

spidercam사의 장비, 경기장 
상공에 레일을 연결하여 이동하
며 촬영

생동감 있는 
영상 표현, 
전지적인 

시점에서의 
이동식 촬영 

역동성 있는 영
상을 표현, 영상
의 미학적 표현 

액션캠
(Action cam)

소형카메라를 선수나 기물에 장
착 특정 시점으로 촬영(Go-pro
카메라, 불스아이캠)

일반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는 시점의 
촬영

현장감 있는 영
상 표현, 상상적
인 표현

레일캠
(Rail cam)

경기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고속으로 이동하며 촬영

고속의 물체를 
따라가며 촬영

고속의 물체의 
정확한 동작 표
현, 생동감

3D에니매이션
(3D animation)

선수의 움직임을 3차원 애니메
이션으로 재구성함

정보의 쉬운 
전달

정보전달의 효율
성 증가

3차원 영상
(3-Division 

view)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연동하여 3차원 영상으
로 재현, 메트릭스 촬영기법이
라고도 불림, 현재 Replay 
technologies사의 FreeD기술 
등이 쓰이고 있음 

실영상의 
3차원화, 

실감영상 제작

영상미학의 표현, 
정보의 습득, 새
로운 시점의 표
현, 

버츄얼 이펙트
(virtual effect)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정보제
공과 미학적 효과 

영상외의 
추가적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효율
성 증가, 영상미
의 표현

표 4. 창의적표현기법 얘시

  한편 영상제작자에 의해 구성된 영상은 시청자의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며 이 

분야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의 송출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방식이라 정의한다.  흑백의 명암으로 사물을 구분하여 송출하였

던 과거 흑백방식의 TV에서 컬러TV로의 발전, 고화질 고선명 디스플레이를 가진 TV로의 

발전 등이 그 내용이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은 중계의 40%를 고화질HD급 영상으로 송출을 하였으며, 

2008베이징 올림픽은 전면 FullHD중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제작과 송

출에 전제조건은 사용자가 이를 수신 받을 수 있는 HD급 재생력을 가진 TV가 있어야 한

다. 스포츠 중계의 송출과 수신의 최신사례를 통해서도 방송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

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재감이 높은 영상으로써 3차원 입체 영상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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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중 카메라마운트(김만배, 홍동희, 조영란, 김학수, 2004)

존의 단안 영상과 달리 3차원의 깊이감 정보를 사용자에 제공함으로써 실제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은 입체감을 제공한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3D영상 중계가 최초로 시작

되었다. 총 3개의 경기장에 3D중계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를 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각국으

로 송출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전 경기를 3D로 송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

다. 그러나 3D수신이 가능한 TV의 보급률과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이를 조정하

기도 하였다.(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연구부 ETRI ,2013) 

  이러한 3D방식의 시청은 어지럼증, 구토 등의 시청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무안경식 3DTV가 개발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 홀로그램 

영상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스포츠중계영상의 제작과 송출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들 발전의 방향성의 특징은 시청자에게 더욱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예시와 

같이 기술의 진보만이 시청자의 시청경험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장르에 적합한, 

수용자의 다양한 반응요소를 고려한 기술의 발전과 조화가 필요하다. 

2.1.2. 영상표현방식(FreePointView, 3차원영상합성기법)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으로 사용될 창의적 표현방식 중 3차원 영상합성기법(FreePointView)은 피

사체를 x,y,z의 전 방위에서 촬영한 영상을 합성함으로써 시청자에 피사체의 모습을 전방위 하게 

제공한다. 기존의 카메라 촬영방식은 촬영된 시점 외에는 다른 정보를 시청자에 제공할 수 

없었지만, 3차원영상합성방식은 피사체를 모든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한다. 

  3차원영상합성기법은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 중에서 이웃하는 두 영상으로 

입체영상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관련 국내기술 보유자 김석배(김석배,2000,특허번호000)의 

특허에 의하면, 3차원영상 합성기법의 넓은 카메라 시야와 각도는 1개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보다 높은 현실감을 제공한다. 또한 경기장 주위에 설치된 다수개의 디지털 카메라

를 순차적으로 작동시켜 재구성하여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체 동영상으로 경기장

을 돌면서 관람하는 영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김석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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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터넷을 이용한 다시점 영상 합성 중계방식 도면 (김석배,2000)

   최근 미국의 Replay Technologies FREE-D사에서  개발되어 런던올림픽 체조 하이

라이트, MLB, NFL등의 중계에서 본 기법을 이용한  중계 영상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 관련 게임에서는 3차원 회전 리플레이가 삽입되어 표현되어 지고 있

다.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선수의 체조 결승전 장면이 본 기법으로 연출된 대표적 장

면이라 할 수 있다. (http://replay-technologies.com/)

   각기 다른 위치에 적절히 배열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인 입체 다중시점

영상은 그림3와 같은 다중 카메라 마운트를 이용하여 이웃하는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을 

합성하여 입체 영상을 생성한다.(김만배, 홍동희, 조영란, 김학수, 2004)(김석배,2000)

2.1.3. 영상시청방식(2D/3D)
  2D시청과 대비되는 개념의 3D시청은 양안을 통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인간의 특성

을 배경으로 하여,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양안에 각각 주사함으로써 시각

의 착시를 만들어내어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연된 영상은 공간 감각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사물간의 거리

감차이를 통해 이와 같은 공간감각 정보를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2대의 카메라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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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영상을 특수한 안경을 끼고 양안합성을 통해 시청하는 방식과 2D로 제작된 영

상을 별도의 변환작업을 통해 3D디스플레이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다. 

  한편 2013년 6월 ESPN의 3D사업 철수는 실감방송으로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개
발 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2D에서 3D영상으로의 전환을 위
해서는 3D콘텐츠 생산과 3DTV의 보급 이라는 양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
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D영상으로의 패러
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D에 대비하여 3D영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무
엇이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필
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2.2. 스포츠방송 시청경험
2.2.1. 각성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각성’은 영상시청의 

개념에서는 영상이 제공하는 시청각 정보에 의해 반응하는 시청자의 심리적 상태의 

주의력 정도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제공받은 정보의 양과 종류에 따라 각성수준이 차

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수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차를 보이기도 한

다. (이재식,박동진, 2010) 각성(Arousal)이라는 용어는 깊은 수면에서부터 매우 심한 

신체운동이나 강렬한 정서 상태 까지 유기체의 에너지나 흥분수준을 말하며, 활성화

(Activation), 기민성(Alertness), 주의(Attention)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영곤 표내숙, 1992) 인간은 눈을 뜨고 보거나 눈을 감고 안정된 상태, 주의집중의 

상태, 침착, 수면과 같은 다른 수준의 각성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

그림 4. 스테레오스코픽 3D영상의 구현원리 (박성환,이승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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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표내숙, 1992) 

  이러한 각성은 인간의 인지,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으로 각성과 수행에는 역U이론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역U이론의 기초는 예커스도슨

(Yerkes-doson, 1908)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수행과 과제의 난이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였었다. 그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각성이 

낮을 때 주의의 수준이 넓어지고, 집중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성수준이 

높아지면 주의의 수준이 좁아지고 집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성수

준이 매우 높아 질 경우 주의의 수준이 매우 좁아지며 집중도는 한계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성수준과 수행간의 최적상태의 변곡점이 존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최영곤 표내숙,1992). 

  각성의 역U이론을 지지 하는 또 다른 이론인 웰포드(welford,1962)의 정보처리 이

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의하면, 뇌세포는 각성수준이 증가되게 되면 

활동적이고 활성화 되고 이때 정보 처리 체계는 혼란스럽게 되고 그것의 채널 용량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저각성 수준 일 때는 정보 처리체계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수행이 저하되고, 고각성 수준에서의 수행감소가 보일 때에는 각성수준이 일

정이상 넘어가 정보 처리 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적정 각성수준에

서  정보처리 용량은 최대를 보이며 수행은 최고를 보인다는 것이다. (최영곤 표내숙, 

1992) 

  다양한 형태의 영상은 각성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미디어의 다양한 구성

요인과 시청방식에 따라 그 수준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시청자

의 영상 몰입도에 따라 그 각성수준이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이옥기, 이인희,2006; 

Freeman&Abons, Pears&Ijsselstein, 1999)가 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시청자가 몰입되기 위한 반응의 전재조건으로써 주의력의 개념과도 같은 각성을 시

청 경험의 선행요인으로써 연구하였다.  

2.2.2. 실재감(Presence)
  실재감(Presence)는 사전적의미로 ‘그곳에 존재함(An instance of being presnet)’

이라한다. (옥스포드사전) 스캇과 제임스(Scott,Jonathan,&James, 2008)는 ‘미디어에 의
한 경험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혹은  ‘실제 신체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는 달
리 어떤 다른 장소나 환경에 있다고 착각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프레즌스를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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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스포드사전에 따르면 프레즌스(presence)란 그곳에 존재함(An instance of being 
present)이라 한다.  스캇과 제임스(Scott,Jonathan,&James, 2008)는 ‘미디어에 의한 경험
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혹은  ‘실제 신체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는 달리 어떤 다
른 장소나 환경에 있다고 착각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프레즌스를 정의하고 있다.
  민스키(Minsky,1980)에 의하면 실재감(Presence)에 대한 연구는 원격지의 기계나 장

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계면(interfaceless)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전한다. ‘텔레 오퍼레이

션(teleoperation)’의 하위 분야로 시작한 실재감(Presence) 연구는, 민스키

(Minsky,1980), 쉐리단(Sheridan,1992), 슬로브(Schloerb,1995)등에 의하여 초기 연구

가 진행되고 개념화 되었다.  당시 이들은 프레즌스를 원격지에 있는 기계나 장비를 조

작할 때 마치 자신이 그곳에 존재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인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흥규,융용필, 2010) 이와 같은 초기 연구는 기술의 무계면

(interfaceless)한 환경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면 

추후 후기 연구에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비오카(Biocca, 1997)는 괴링(Gearing)이 제시한 ‘Being there’이라는 개념을 인용하

여 실재감(Presence)의 과정적 개념에 대하여 체계화 하였다. 실재감(Presence)의 과

정을 시청각 정보를 통해 인식의 주체가 매개된 환경이나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이라 정

의했으며 이는 출발, 도착, 회귀의 순서를 가진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3단계의 과정은 

순환하는 모델로서 작용한다고 한다. (윤용필,2010)  이러한 순환적 개념은 실재감

(Presence) 현상의 지속성에 관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순환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한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계를 거치기 때

문에 순간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물리적인 환경(physical 

environment),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 상상적 환경(imaginal environment)

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Biocca, F, & Delaney, B.,1995). 

물리적인 환경이 출발을 하는 단계이며, 가상의 환경과 상상적 환경이 도착한 곳이며,  

물리적인 환경으로 돌아오는 단계가 회귀의 단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스토어(Steuer,1992)는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에 의해서 앞선 연

구와 같은 개념으로서 실재감(Presence)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개념화 하였고, 나아가 미

래의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경험하게 될 심리적 경험까지 프레즌스의 개념으로 설명 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오카와 델라니(Biocca, Delaney, 1995)는 프레즌스를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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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경험의 공간의 이동이라 설명하였다. 경험과 체험의 공간의 이동을 강조한 개념

으로서, 시공간의 물리적인 초월과 타인의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오카와 델라니가 제시한 프레즌스의 개념은 초기연구인 Teleoperate의 개념에서와 같

이 Tele를 강조한 개념이지만  스토어의 연구에서 와 같이 시대적으로 달리 해석 되어

야 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이른바 실재감이라 하는 개념인 프레즌스는 미디어 연구에서 ‘시청자가 매체가 제공하

는 시청각정보를 통해 시청자수준에서  재창조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느끼는  실감을 느

끼는 정도’라는 개념으로써 쓰인다. (이옥기,이인희,2006) 다시 말하자면 이는 시청자가 

미디어에 얼마나 몰입하여서 실재 그곳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는가를 의미한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프레즌스를 이용자의 지각 상태나 심리적 반응을 통해서 측정한다.  프

레즌스 연구는 온라인, 가상광고와 같은 최신 미디어 기술과 관련하여 중심적으로 연구

되어 지고 있으며 유사한 현상에 다양하게 확대하여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Biocca,1997)

  실재감이라는 개념은 영상시청효과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써 몰입과도 같은 개념으로 

본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시청자가 부수적인 시청효과를 누리기 위해 실재감을 느끼는 정

도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2.2.3. 즐거움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시청효과인 즐거움은 영상제작과 송출, 시청자의 수용

과 반응의 종착점에 있는 개념이다. 영상물을 시청하였을 때의 시청자의 주의력과 같
은 요소를 각성이라하고, 그곳에 몰입하게 되는 심리적 경험을 실재감이라 한다면, 즐
거움은 그 경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매체가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웃기는 방법, 놀라게 하는 방법,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 슬픔을 불
러일으키는 방법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일종의 엔터데인먼트가 가
능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이옥기, 이인희, 2006)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감정의 산물은 결국 즐거움이라는 요소로 통합된다. 영상을 시청후 웃기거
나, 슬프거나, 무서움을 느꼈거나 하는 모든 경험이 수용자를 만족시켰다면 이는 결국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남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미디어 기기의 형태적 발전, 시청환경의 개선, 양

질의 컨텐츠의 생산과 신속한 공급 등 미디어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시청자들은 이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청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 또한 다양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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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바드와 디튼(Lombard&Ditton,1997)은 시청자가 실재감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가장 

큰 효과는 즐거움이라 하였다. 영상시청기술의 발달, 영상표현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시청자의 시청즐거움을 극대화 하고 있다. 그러나 때에따라 기술

과 표현요소의 조합적 충돌로 인하여 시청자의 즐거움이 반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너무 사실적인 표현의 공포영화나 너무 화려한 특수효과의 영화는 시청자를 거북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시청효과의 결과로써 즐거움을 요인으로하여 연구하였다. 

영상시청시 느끼는 각성의 정도에 따른 시청몰입의 수준과 그수준에 따른 시청경험의 

차이를 즐거움이라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2.2.4. 방송기술과 각성, 실재감, 즐거움의 관계
  스포츠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제작과 송출, 시청과 인지, 감화의 연속선상의 한 과정이

라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의 각 요소의 차이에 따라 결과물인 시
청자의 시청경험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한 연구는 시청자의 시청경험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상 제작 기술과 영상 표현의 조화를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디
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상제작과 영상시청도구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신의 기술들의 시청경험에 대한 연구는 실재감이론
(Presnece), 각성이론 등을 통해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 
 각성과 실재감, 그리고 시청효과로써의 즐거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재감의 결

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기술에 따른 영상의 제작과 송출, 시청방식의 

차이가 시청자의 심리, 감적, 인지적 차원의 각성을 자극하게 되면 이것이 시청자의 실재

감(Presence)수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재감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이해하여야 한다.

  매체기술이 프레즌스 수준을 결정 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매체 기술적요소와 매체 내용

적요소, 수용자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권중문, 이상식, 2007) 본 연구에서는 매체기술 중 

시청방식에 영향을 주는 2D/3D시청방식과 영상표현방식에 해당하는 객관적/창의적 표현방

식을 각각 매체 기술적요소, 내용적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수용자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요소로

써 각성수준을 변인으로 하였다. 

  권중문과 이상식(권중문, 이상식, 2007)의 선행연구에서는 프레즌스 수준 결정요인으로써 

매체 기술로써 외형적요소, 매체 내용으로써 내형적 요소, 수용자 요인으로써 수용자 반응과 

선경험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에서 각각의 분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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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근거에 의해 프레즌스 결정요인들이 각기 분류되어있었고, 각기 연구에 알맞은 변수로써 

결정요인을 간택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각기 연구마다 다른 매체기술을 요인

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예상되는 반응 또한 다르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태용(2000)은 김과 비오카(Kim & Biocca, 1997)의 선행연구의 개념을 이용, 감각적 몰

입도, 감각적 충실도, 인지적 충실도, 수용자 특성을 결정요인으로 들었다. 이관민(이관민, 

2004)은 리와 나스(Lee & Nass, 2001)의 분류 체계를 토대로 프레즌스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기술적 요인, 사용자요인,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이옥기(2005)

는 감각적 리얼리티, 인지적 리얼리티, 수용자 특성으로 프레즌스 결정요인을 분류하였다. 프

리만과 아본(Freeman, Avons, 2000)은 감각정보의 양과 집중도, 감각과 디스플레이의 일

치, 콘텐츠요인, 사용자 특성을 프레즌스 결정 요인으로 주목하였다. 그들은 매개된 환경에서 

감각 정보의 형태와 정도와 사용자가 감각을 통제하는 능력과 같은 개인적 능력의 차이, 디

스플레이의 특성 등으로 프레즌스 결정요인을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스토어(Steuer, 1992)는 프레즌스의 결정요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매체기술과 인간

의 매체이용경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매체기술과 같은 매체

의 외형적 요소가 인간에게 생동감, 상호작용과 같은 프레즌스 경험을 가져다준다고 하며, 

매체의 내용적 요소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의 프레즌스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처럼 프레즌스 연구자들은 프레즌스의 결정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특성을 분류하여 체계

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한 분류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화된 후속연구를 위해 프레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권중문등(권중문, 이상식, 2007)은 프레즌스에 미치는 

영향력 요인들에 대한 연구하지 않는 경우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

고,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들은 이론의 일반화를 위해 롬바드와 디턴(Lombard & Ditton, 1997)이 분류한 프레즌스 결

정요인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미디어 형태, 미디어 내용, 수용자요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미디어형태란(media form) 화면에 재현되는 영상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한

다.  보통 화면의 크기, 화면의 화질, 시청각도, 화면과의 거리, 카메라 기법, 시청 상호작용 

가능성, 화면의 표현방식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Lombard & Ditton, 1997) 화면의 크

기의 경우, 리브스(Reeves,1993)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화면의 크기가 커질수록 시청자의 프

레즌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eves, 1993;권중문,이상식,2007,p11)그는 미디어가 

자극하는 감각정보의 양과 종류가 많을수록 프레즌스의 감각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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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그는 후속연구에서 화면의 크기 뿐 만아니라 이미지의 크기와 

샷의 크기에 따른 프레즌스 효과를 연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화면의 크기가 클수록 프레즌스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롬바드 등(Lombard, Reicj Grabe, Campanella, Ditton, 1995)은 카메라 시점에 대

한 시청자의 반응에 있어 텔레비전 화면크기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46인치의 대형 화면과 12인치의 소형 화면의 비교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큰 화면에서 이

미지의 움직임이 더 빠르다고 인지했고, 몰입정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롬바드는 시청

자들이 큰 화면에 더 강한 프레즌스를 느낀다고 이야기 하였다. (Lombard, Reicj Grabe, 

Campanella, Ditton, 1995; 권중문,이상식,2007, p11) 

   미디어 내용 요인은 컨텐츠의 장르, 컨텐츠의 표현방식 등이 속하는 범주이다. 구체적으

로는 ‘사회적 사실주의’, ‘미디어 규칙의 사용’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사회적 사실주의이론에 

의하면 컨텐츠의 특성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가 프레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으로써 이야기의 전개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며,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현실

의 이해의 범주에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공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면 프레즌

스를 감소시키며 현실을 기반으로 할 경우 프레즌스가 증가 한다는 것이다. (Lombard & 

Ditton, 1997) 그러나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될 영상인 스포츠중계 영상은 실재 존재하는 

선수들이 경기하는 스포츠 경기상황을 대상으로 하기에 사회적 사실성이 매우 높은 영상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규칙의 사용’은 영상의 편집에 그레픽 등의 현실과 괴리된 요소들의 개입여부를 의

미한다. 특수한 편집 혹은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과 떨어진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에 수용자들

의 현실감, 실재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Lombard & Ditton, 1997) 특수한 편집

장치, 특수한 카메라 워킹, 특수카메라 효과 등은 인간이 실제로 볼수 없는 장면들에 대해 

표현이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정보의 양을 넘어선 표현으로 

인해 실재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카메라의 촬영은 인간이 

실재 그 장소에서 경험하는 감각의 영역을 미디어가 표현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안하는 것

을 넘어, 그 이상의 실감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 해 나가고 있기에 현재적 관

점에서 다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 특성요인은 프레즌스를 직접 경험하는 경험 주체인 매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속성이다. 이러한 수용자적 특성은 매체의 수용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와 연관이 깊

다. 보통 몰입 경향, 취향, 성별 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동일한 형태의 미디어와 

그 내용 일지라도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프레즌스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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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세부요인
미디어 내용요소
(인지적 요소)

내용의 현실과의 
괴리정도

사회적 사실주의
미디어 규칙의 사용여부(편집,특수촬영등)

미디어 형태요소
(감각적 요소)

기기의 형태적 
사실성 표현력 정도

감각출력의 수
시각 디스플레이의 특성(화질, 크기, 입체 
이미지, 촬영시점)
음향 프레젠테이션의 특성
매체의 표면성
실황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용자 특성요소
(사용자 요인) 매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

불신 중지 의지
기타 (성격, 선호도, 과거경험, 인지스타일, 
자극반응정도, 감각추구 수준, 개인적 상황 
극복, 연령, 성별 등)

표 6 프레즌스결정 요인

다. (권중문, 이상식, 2007)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몰입경향이다. 김태용(김태용, 2000)은  매체에서 전달하는 메

시지가 수용자의 감각을 압도하는 정도를 ‘감각적 몰입도’라 정의하였다. 즉 수용자의 매체에 

대한 민감도를 바로 수용자의 특징 중 몰입도라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적 

몰입은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시청자의 수용과 완전히 일치 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김태용, 2000) 위트머와 싱거(Witmer, Singer, 1998)는  프레즌스의 수용자 특성의 개인차

를 측정할 수 있는 몰입경양 척도(Immersive Tendency Questionnaire, Vesion 2.0)을 개

발하였다.(Witmer, Singer, 1998; 권중문,이상식, 2007,p13~14) 이 척도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어 여러 프레즌스 후속 연구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수용자의 특성요인 중 두 번째는 사회적 프레즌스 개념이다. 수용자와 매체와의 친밀성과 

직접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매체의 내용이 수용자의 심리적 반응을 이끄는 것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실재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미디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며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친밀감과 같은 경험을 제

공한다는 내용을 중심 근거로 하고 있다. (권중문, 이상식, 2007) 

  이러한 세가지 요소는 각각 분류를 재정리 함으로써 산발 되어있는 다른 연구들과 연결지

여 정의 될 수 있다. 미디어 형태요인은 외형적 요소로써 감각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미

디어 내용요소는 내형적 요소로써 인지적 요인이라 할수 있다. 또한 사용자 특성은 사용자 

요인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다음 표는 프레즌스 결정요인에 대해 정의된 다른 연구들과

의 종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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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기기의 형태적 발전은 컨텐츠 내용과는 개별적으로 기술적인 영역으로써 시청

자에게 시청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이다. 최근 고화질, 고선명 디스플레이의 개발과 

3DTV의 보급화, 실감 음향을 재현하는 고채널의 사양을 가진 스피커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기술들의 발전 지향점의 공통점은 결국 현실과 얼마나 흡사하게 시청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가 얼마나 실제 그 공간에 있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기혁(이기혁, 2010)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스포츠 프로그

램 시청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장소에 실재로 있는 듯하게 착각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은 즐거움과 같은 심미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에 따르면 화면

의 크기, 음향의 만족도에 따라 시청 프레즌스 수준은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시청 경

험인 즐거움 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워진 형태의 미디어가 제공하

는 시청각 정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른 시청경험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로써 의미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특정 장르와 시청기기의 형태에 따른 시청경험의 가변

성에 관해 시사하고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장동련등(장동련외, 2011)에 의하면 디지털 미디어 퍼포먼스 공간에서의 프레즌

스 경험은 감각적 요소로써 시청자의 시청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홀

로그래픽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프레즌스를 경험하는지와 그 수

준에 따른 시청경험이 즐거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즌스 

수준이 높아지면 심미적 즐거움의 단계인 즐거움효과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프

레즌스와 즐거움의 요소는 정의 관계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 할 수 있다.(이기혁,2008; Heeter,1995; Lombard&Ditton, 1997).

  그러나 시청경험으로써의 즐거움은 단순하게 형태나 내용에 의해서 증가 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장동련(장동련외,2011)의 연구에서는  미디

어 표현방식에 의해서도 프레즌스 수준은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을 기초로 노키아와 삼성

의 미디어 퍼포먼스 런칭쇼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각적영역의 미

디어 형태적 요소와 인지적 영역의 미디어 컨텐츠의 내용적 구성에 의해 시청경험이 상

호작용하여 시청경험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미디어의 

시청방식과 표현방식의 상호효과에 따른 시청 경험으로써 즐거움효과가 연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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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포츠방송 기술이 각성수준과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2.3.1. 영상표현방식과 시청경험
  영상산업에 있어서 영상자제가 제품이다. 영상이라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는 영상의 스토리텔링, 영상의 표현 등이 있다. 영상표현의 다양성과 퀄리

티를 높이는 방법은 역시 영상기술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영상산업에 있어 주로 

대두되는 문제는 실감나는 영상, 시청자를 더욱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촬영기법등 이

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영상의 표현방식, 영상의 편집구조에 따라 어떻게 시청자의 

시청경험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프레즌스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 

  남수(남수,2008)의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영상에서 영상의 구조에 따라 프레즌스의 

차이를 살펴 봄 으로써 피사체의 모습을 담는 카메라의 워킹에 의한 시청자 시청경

험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논픽션장르로써 스포츠방송과 흡사한 

표현방식을 가진 장르라 할 수 있다. 피사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장르이며, 스토

리텔링은 피사체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스포츠 

방송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큐멘터리 표현방식에 따른 시

청자의 시청경험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스포츠 방송 또한 표현방식에 따라 시

청경험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위 연구에서는 씬과 커트를 구분하고 카메라 워킹과 앵글의 종류에 따라 영

상을 구분하고 그 분포에 따라 시청경험의 차이를 밝혔다. 그 결과 복합적 카메라 

워킹에 의한 다양한 피사체의 관찰을 담은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더욱 높은 시청자

의 프레즌스 경험 수치를 기록하였다.(남수,2008) 다큐멘터리영상에서는 영상이 복잡

할수록 높은 시청 프레즌스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시청자의 몰입을 위해서는 극

사실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의 필요함을 필역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남

수,2008) 

  그러나 스포츠 장르에서는 과도한 카메라 워킹이나 표현방식은 스포츠경기 자체가 

주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거나, 시청자가 받아들이고자하는 정보이

외의 것들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시청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소를 내

제하고 있다. 때문에 스포츠영상시청에 있어 표현방식에 따른 시청자의 경험은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

으로 연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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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영상시청방식과 시청경험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방식을 영상기기 디스플레이방식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조

작적 정의를 할 것이다. 2D방식과 3D방식으로 나눠 정의할 것이며,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TV나 컴퓨터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방식인 2D방식과, 양안의 시각차를 

이용하여 사물간의 거리감을 표현한 3D디스플레이 방식이 그 두 가지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될 3D영상 시청방식은 FPR편광방식 3D영상 시청방식이

다. 편광방식은 디스플레이기기 패널에 편광필름을  처리를 하여 주사된 영상을 필터

링 하여 1차로 주사하고 2차로 사용자의 편광안경을 통해 좌안과 우안에 각각 다른 

시각의 영상을 주사하는 방식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LG전자의 3D디스플레이에 사

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2차원의 영상은 깊이감(depth of feeling)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대

사회의 시청자들은 보다 진짜와 같은 사실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이러한 시청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기술은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UDTV(Ultra High 

Definition TV)와 3DTV 방송이 등장하여 실감방송, 입체영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민주,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3D입체영상 콘텐츠가 2D콘텐츠와 가장 차별화 되는 점 중의 하

나는,  수용자들이 평면적인 이미지로부터 시각적인 입체감을 체험함으로써 2D의 평

면적인 화면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프레즌스(presence)를 경험하게 된 다는 것 이다. 

(Freeman & Abons,2000;Henrix & Barfield, 1996a, 1996b;Ijsselsteijn, Ridder, 

Hamberg, Bouwhuis & Freeman, 1998; 김흥규, 윤용필,2010) 또한 2D영상에 관

한 프레즌스 연구에서도 ‘감각의 깊이 확장’과 ‘감각 폭의 확장’이 수용자의 프레즌스 

경험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Sheridan, 1992;김흥규, 

윤용필, 2010) 이처럼 2D혹은 3D시청과 같은 감각의 차원의 변화는 시청자의 프레즌

스 경험에 중요한 요인으로써 연구 되어 왔으며, 그 효과의 차이 또한 명확히 규명되

어 지어 지고 있다

  헨드릭스와 바필드(Hendrix &Barfield, 1996)는 2D의 이미지와 3D입체 이미지를 

시청한 후 프레즌스의 수준을 비교한 세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미지에 따른 감

각적인 반응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2D보다 3D를 통해서 이미지

를 시청한 실험 군이 15%이상의 높은 프레즌스를 경험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같은 3D영상을 시청할 때 음향의 차이에 따른 프레즌스 효과를 밝히기 위해 스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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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과  모노 사운드 군을 나눠 실험하였고, 결과 스테레오 사운드 군이 더 높은 프

레즌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2D이미지와 3D이미지 시청

의 학습 효과와 업무달성도 관계를 알기 위해 시청 후 업무수행 실험을 하였고, 결과 

업무수행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Hendrix, C., & Barfield, W. 

1996)

  프리만등(Freeman, et al., 1999)은 콘텐츠 동영상의 빠르기 차이에 따라 2D영상

과 3D입체영상에서 수용자들이 느끼는 프레즌스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영상의 빠르

기 수준을 구분하고 2D와 3D로 시청하게 함으로써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에 따르

면 보통적인 속도에서는 3D로 시청하였을 때 프레즌스가 높게 나타났지만 빠른 장면

을 시청 했을 때는 프레즌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후속연구에서  

이미지의 빠르기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이미지

의 빠르기에 따라 프레즌스의 수준에도 2D와 3D의 프레즌스 차이가 나타났

다.(Freeman,J., Avons, S. E., Pearson, D.E., & Ijsselsteijn, W. A., 1999).

  그들은 후속연구에서 동일한 3편의 2D영상과 3D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심층 인터

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Freeman & Avons, 2000). 총 4개의 그룹에 영상을 시청하

게 하였는데, 4개 그룹 모두 3D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화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실

재감의 느낌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이중에서도 3D입체영상의 현실감이 높게 표현될수

록 프레즌스를 경험하는 수준도 높게 나타났고 밝혔다. 또한 피험자들은 2D일 때 보

다 3D일 때 더욱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관심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영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후 질문으로써 3D입체 영상으로 

적합한 장르에 대한 질문에 콘서트 , 연극, 스포츠경기, 액션 영화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Freeman & Avons, 2000)  이와 같이 3D영상은 그 기술적 특성에 

의해 미디어 내용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시청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밀한 고려와 함께 그 효과가 검증되어 져야 한다. 

2.3.3. 영상표현방식과 영상시청방식이 각성수준에 미치는 가산적(Addive)
인 효과 
  특정 상황 조건들에 의해 심리적 요소가 결정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해져 각성이 과증가

하여 여러 수행능력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최영곤 표내숙, 1992)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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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적 연출 효과에 따른 3D영상 시청효과에 관한연구(성창경 정진헌,2010)를 살펴보

면,  화면에 물체를 배치하는 방법과, 스크린 사용방법, 카메라 연출 방법 등에 의해 시청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

이 생기게 되면 시청자의 영상 인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적정 수준이상의 인간의 인지반응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시

청반응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영상의 제작을 위해서는 최적상태의 연출과 기법이 고려되어

야 함을 증명한다. (성찬경 정진헌2010)

  영상미디어 프레즌스, 즉 현존감은 미디어의 형태적요소와 미디어의 내용적요소, 수용자 

개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그 수준을 결정짓는 매개적인 요소는 각

성과 같은 자극의 종류와 정도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각성을 프레즌

스 이후의 시청효과로서 측정되어 왔지만, 영상 시청 중, 시청 직후의 시청자의 각성 수준

은 결국 프레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측정되어져야 한다. 

  프레즌스를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보수행의 결과라 하였을 때, 시청자의 영상 자극

물의 시청단계에서, 영상형태와 내용의 요소의 자극정도에 따라서 각성수준은 차이를 보

일 것이며, 이는 곧 감정, 정보, 집중도, 몰입도와 같은 프레즌스를 결정하는 주요요인들

에 관계하여 프레즌스 수준에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프레즌스 수준 또한 각성

에 의해 적정 각성수준에서 최적의 수준을 보일 것이며, 일정수준이상의 각성수준을 넘어

설 경우 프레즌스 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레즌스 결정요인에 각성

이라는 요인을 매개요소로써 연구할 것이다.

  각성은 앞서 설명된 미디어 형태적인요소(감각적 리얼리티)와 내용요소(인지적 리얼리

티)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다. 우선 형태적 요소에서는 특히 시각적 요소에 의해 자극받

는다. 시각정보가 모든 상상력을 표현가능 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된 디지털 디스플레

이 기술로 인해 영상 그래픽은 영상의 정보력과 심미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만(안현숙, 

2011),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정의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시각적 정보는 감각적, 인지적 두가지 요소

에 의해 정보처리 과정을 거처 뇌로 전달된다. 양호철과 정동훈(양호철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3D영상시청에 따른 시청자의 휴먼팩터요소와 프레즌스 효과를 밝히기 위해 영화

관 실험을 하였고, 그 휴먼팩터로써 시각 자극에 의한 감각각성이 가장 큰 요소로써 프레

즌스를 방해 하였다고 한다. 특이점은 몰입감이 높을수록 시각적 각성이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 우수한 디스플레이 기술로 시청자를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지만 프레즌스수준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한 예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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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내용적인요소에서는 정보와 관련된 요소 이다. 미디어컨텐츠 제작시에 카메라 

촬영, 편집, 그래픽삽입과 같은 것들은 모두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인간이 순간적으

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 적이다.(Lang, 2000) 랭(Lang,2000)에 의하면 

시청각 정보는 수용자의 복잡한 수용과정을 통해 기억으로서 뇌에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Data Driven medel'이라하며, 시각 정보가 인간의 눈을 통해 들어와 부호화

(encoding), 저장(storage), 재기(retrieval)을 거쳐 단기 혹은 장기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정보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Information Processing and limited capacity'에 의하면 수용자는 정보를 모두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모두 선택하지 않는 문

제가 발생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모두 필요한 정보들이 아닌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적 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가 과다하게 되면 

시청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Lang,2000) 

  영상미디어라는 화학적인 자극을 인간의 뇌가 모두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랭

의 연구를 근거로, 영상표현방식과 영상디스플레이 방식이 많은 정보를 표현하거나 

더 실감나게 한다고 하여 모두 시청효과를 극대화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장르적인 특성과 디스플레이 방식, 그리고 표현방식이 상호작용하여 시청

자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방송에 최신

으로 도입되고 각광받고 있는 3D디스플레이 시청과 창의적 표현기법(촬영/편집기법)

이 시청자의 시청경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시청프레즌스 수준에 각성의 정도

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상호작용적 요소를 고려하여  파악 될 

수 있도록 연구 설계 되었다.

2.3.4. 스포츠 영상표현방식과 영상시청방식이 실재감과 즐거움에 미치
는 상호작용 효과
  앞서 언급 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방송기술은 영상표현방식과 시청방식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연구되어졌다. 또한 영상표현방식과 시청방식이 실재감과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그 두 요소가 상호적(Interactive)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흥규와 윤용필의 최근연구(김흥규, 윤용필, 2010)에서는 3D영상에서의 시청 경험

이 2D영상과는 다른 차원의 프레즌스 경험함을 시사하며 미디어 형식의 변화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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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경험하는 프레즌스에 어떠한 차이를 일으키는가에 대하여 규명하고, 3D영상이 

2D영상과는 다른 프레즌스를 가져다주는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용

자의 주관성의 구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3D입체영상을 경험한 수용

자들의 시청경험, 태도 확신 등의 프레즌스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총 네 가지 

유형의 3D입체영상의 프레즌스 유형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가 ‘감각기관 확장

(Presence as sense extension)’으로서의 프레즌스이고, 두 번째는 ‘탈감각적 각성

(Presence as Desensitization Arousal)’으로서의 프레즌스 이다. 세 번째는 ‘확장된 

개인적 즐거움(Presense as extened personal Pleasure)’으로서의 프레즌스이며 네 

번째는 ‘의사사회적 몰입(Presence as para-social Immersion)’  으로서의 3D 프

레즌스이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감각적 프레즌스의 유형에 속하는 유형

이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인지적 프레즌스의 유형이라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레즌스 유형이다.  이 두 유

형은 감각의 확장(정보의 범위, 각각의 깊이, 시각 기관의 확장)과 관계되는 프레즌스 

유형이지만, 서로 상반되는 시청경험을 가져 다 주는 프레즌스 유형이다. 우선 제 1

유형은 감각기관 확장으로서의 시각적인 입체감을 경험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프레

즌스를 경험한다는 감각의 프레즌스 유형이다. 즉 제 1유형은 3D입체방식으로 시청

하는 것은 시각적 깊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2D방식에 의해 평면으로만 인식해

왔던 매개된 경험의 이해의 폭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기관의 확장으

로서의 프레즌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2D미디어에서 느끼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3D입체영상이 제공하는 현장감을 경험함으로써 채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에서 세밀한 움직임과 공간적인 감각을 3D입체영상을 통해서 느낌으로서 경

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김흥규, 윤용필, 2010)

  그러나 이러한 감각기관의 확장으로서의 프레즌스는 3D미디어를 활용한 이러한 경

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가치만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도 있다. 한편 제 2유형인 탈감각적 각성으로서의 프

레즌스는 1유형의 반대적인 결과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제 2유형은 3D영상

의 프레즌스가 부정적으로 일어 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리적 또는 심

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유

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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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과는 탈감각적 프레즌스(제 2 유형)가 3D영상의 프레즌스를 현실성(realism)

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실성으로서의 프레즌스는 사회적 현실

성과 지각적 현실성으로 구분 되는데(Lombard,Ditton, 1997), 사회적 현실성은 미디

어에서 표현된 이미지가 실제 세계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적 현

실성은 실제의 현실이 미디어에 의해 재생될 때 현실과의 동일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때 시청자가 현실성이 높게 표현된 영상인 3D영상물을 접했을 때 사실감을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지만 각성수준이 높아지고 이것이 탈감각화로 이어져 미디어에 표현된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여 판단력이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탈감각

을 경험 할 때 외부환경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단계가 찾아오게 되고 이 경우 실제 

현실과 혼동이 일어나 생리적 부작용 또한  생길 수 있다.(김흥규, 윤용필, 2010)

  따라서 제 2 유형인 탈감각적 각성으로서의 프레즌스는 3D영상을 시청에 있어 다

른 유형들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는 유형이며 시청 장애 요소인 

3D휴먼팩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프레즌스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D영상과 3D영상은 화면에 물체를 배치하는 방법, 스크린 사용방법, 카메라 연

출법 등 많은 부분에서 연출차이가 있으며, 이 중 특히 표현방식에 속하는 카메라 연출

방식에 따라 영상의 효과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창경, 정진헌, 2011)상하, 

좌우, 전후 움직임, 시점의 확장 등은 관객이 영상에 참여한 듯 한 느낌을 극대화 시켜 

더욱 흥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 내지만, 정도와 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도 한다. 특히 입체영상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영상은 시청자의 다양한 시청방

해를 일으킨다.(성창경, 정진헌, 2011)

  프리만외(Freeman & Avons, 2000) 의 연구결과 중 프레즌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콘텐츠의 내용과 카메라 워크에 따라 변화한다는 결과도 있으며, 2D 영상 

일 때의 선호 장르와 3D영상일 때의 선호 장르가 다른 것으로도 나타났다. 롬바드외

(Lombard & Selverian, 2008)은 프레즌스의 요인을 미디어 형태,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사용자로 나누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종류와 제작 방식, 그리고 수용자의 특

성에 따라 프레즌스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조은정외(조은정, 권상희, 조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장르의 프로그램들의 

특성에 따라 3D영상의 프레즌스의 인식특성이 다를 것임을 예측하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실험을 위해서 콘텐츠의 종류를 실제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실제도

가 가장 높은 장르로써 스포츠를 설정하였고, 실제도가 중간인 경우를 영화,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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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르를 에니매이션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에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장르 보다 스포츠 장르가 공간감과 신체감각과 

같은 면에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실제성 요인에서는 스포츠가 높게 나타났다. 결

과를 해석하자면 결국 프레즌스는 실재감을 제외하고는 에니매이션과 같은 컴퓨터로 가

공된 콘텐츠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초점, 거리, 

각도 등의 영상 표현법에 있어서 스포츠중계 영상은 3D화면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에니매이션은 3D영상을 위해 최적화 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조

은정, 권상희, 조병철,2010)

 성창경외(성창경, 정진헌, 2011)는 표현기법에 있어 2D영상과 3D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입체영상 제작에서 더욱 효과적인 연출 방식을 제시하고자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화

면의 물체 배치, 카메라 연출, 스크린 연출, 영상의 속도, 표현기법 등에 따라 시청자의 

시청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 유무에 따

라 입체영상과 평면영상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는 영상 표현방식 중 시점확장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카메라가 전후, 좌우로 움

직인 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시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2D영상

과 3D영상의 시점확장과 관련된 표현방식에 따른 시청경험 효과에 대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연구는 일반적인 카메라 시점(상하, 전후, 좌우 등)과 움직이는 시점(360도 회전)

등으로 나눠 진행 되었다. 일반적으로 2D와 3D의 영상효과(입체감, 원근감, 환영

감, 몰입감, 생동감)등은 고정되어 표현되어진 경우 모두 3D영상이 높은 수치를 보

였다. 그러나 360도 회전의 경우 3D군내의 비교에서 2D와 3D영상의 차이만큼 높

은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360도 회전의 표현법이 일반 표현법보다 영상의 

실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3D에 있어 매우 유효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 이다. 다음은 실험결과로 제시된 표이다.

  해당 연구는 장르적인 특성이 단순 구성의 에니매이션 영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과, 2D와 3D에서 표현방식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단순 기술한 것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영상의 장르적 특성에 따른 표현방식들의 종류와 시청방식(2D,3D)에 따른 시청 

효과에 대한 검증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영상과 시청효과의 규명에 있어 이론적 배

경을 구체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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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표현방식 원근감 환영감 몰입감 생동감

3d

고정 6.0 5.5 4.1 3.4 4.7
상하 5.5 6.0 3.6 3.7 5.1
좌우 6.3 6.3 4.5 3.3 5.2
전후 6.1 5.7 4.4 3.6 5.5
360 6.3 6.2 6.0 5.8 5.5

2d

고정 3.8 3.6 2.1 1.8 2.3
상하 4.1 3.7 2.9 1.3 2.7
좌우 3.7 3.9 2.4 1.6 2.8
전후 4.2 4.3 2.6 2.1 2.4
360 5.2 5.1 4.6 4.1 4.4

표 7 표현방식과 시청방식에 따른 시청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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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  설

H1. 객관적 표현방식이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 보다 창의적 표현방식(FPV)이 포함
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더 높은 각성 수준을 보일 것이다.

H2. 2D로 시청하는 집단보다 3D로 시청하는 집단이 더 높은 각성 수준을 보일 것이
다. 

H3. 스포츠영상의 표현방식(FPV유무)과 시청방식(2D/3D)은 각성수준에 
가산적(add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 FPV가 포함된  영상을  3D로  시청 한 집단 이 각성 수준이  가장 높을 것 이고,순차
적으로   FPV가 들어 있지 않은  영상을  3D로 시 청한 집단 과 FPV가 포 함된영 상을 2D
로 시청한  집단 , FPV가 포 함되지  않은  영상 을 2D로 시청한  집단 이 각 성수준 이 높
을 것이 다. 

H4. 각성수준은 프레즌스 수준에 역U자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스포츠영상의 표현방식(FPV유무)과 시청방식(2D/3D)은 프레즌스 수준에 

상호작용(Interactive)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2D시청의 경우 FPV가 삽인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실재감(Presence)수준이 
높을 것이며, 3D에 노출되었을 경우 FPV가 삽입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와 FPV가 삽
입되어 있지 않은 영상을 시청한 집단과의 실재감(Presence)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을 것이다

H6. 스포츠영상의 표현방식(FPV유무)과 시청방식(2D/3D)은 즐거움(시청효과)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2D시청의 경우 FPV가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FPV가 삽입되지 않은 집단
에 비해서 즐거움이 높을 것이며, 3D에 노출되었을 경우 FPV가 삽입되어있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과 FPV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영상을 시청한 집단의 즐거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RQ> 시청방식과 표현방식 중 각성 수준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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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모형

Ⅳ. 연구 방법

1.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영상의 미디어 형태적 특성과 콘텐츠내용 표현이 수용자 

프레즌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프레즌스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하였다. 

2.실험 설계
  설정된 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연구에서는 일그룹간 그룹내(One 

between one within)실험 모델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2D시청방식으로 FPV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집단과 FPV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한집단, 3D시청방식으로 FPV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집단과 

FPV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한집단의 총4개의 집단이다. 조절 변인으로써 프

레즌스 수준을 조절하는 각성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 프레즌스 수준과 시청경험

으로써의 즐거움이다.  주된 분석방법으로 독립T검정과 회귀분석(SPSS20.0)이용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 등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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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시청 3D시청 영상1 영상2

그룹1 ○ X ○ X

그룹2 X ○ ○ X

그룹3 ○ X X ○

그룹4 X ○ X ○

표 8 그룹 간 일 그룹내(One between one within)실험처치의 구성
(**영상1: 객관적표현, 영상2; 객관적표현+FPV)

집단1 집단2
2D영상
FPV삽입 된 영상
40명(남 20명, 여 20명)

3D영상
FPV삽입되지 않은 영상
40명(남 20명, 여 20명)

집단3 집단4
2D영상
FPV삽입되지 않은 영상
40명(남 20명, 여 20명)

3D영상
FPV삽입 된 영상
40명(남 20명, 여 20명)

표 9 실험집단 구성과 처치

3. 실험절차
   피험자는  해당영상과 3D영상의 경험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학교 재학생 중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각 그룹당 40명식 무선할당하여 그룹을 조직하였

고, 시청한 미디어 유형에 따른 집단별 피험자분포는 표7과 같다. 

  성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집단별로 성별 인원은 동등하게 구성하였다. 실

험 영상물은 동일한 영상에 리플레이를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2가지 종류의 영상중 

첫 번째영상에는 일반리플레이을 3번 삽입하였고, 두 번째영상에는 FPV방식으로 

제작된 리플레이 영상을 3번 삽입하였다. 일반리플레이와 FPV리플레이는 동일한 

길이로 제작 되었다. 

  또한 두 가지 영상은 3D컨버팅을 통하여 각각 3D전용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영

상의 길이는 총5분으로 편집되어 제작되었다. 상영장비는 passive방식의 17인치 

3D모니터(LG사제품)를 사용하였다. 상영시간은 최이정(최이정2010)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관람시간’를 근거로 제작되었다. 또한 상영장비는 장

비의 차이에 따른 시청경험차이를 없에기 위해 4그룹 모두 동일 장비를 이용하여 

시청하였다. 



- 51 -

구분 디스플레이 종류 비고

실험기기 LG LCD모니터 LG 3D모니터

시청방식 제외 
동일 조건

화면크기 22인치 22인치

음향 스테레오 스테레오

시청장소 통제 시청각실 통제 시청각실

실험영상물

장르 스포츠(2012 런던올림픽 체조 도마 결승‘양학선’

시청방식 일반시청
3D안경 착용시청
(FPR방식)

표현효과
FPV(0) FPV(0)

FPV(x) FPV(x)

표 10 실험 환경 세부 내용

  실험절차를 정교화하기 위해 각 집단 당 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실험을 

실시하였고, 육안으로 느껴지는 상영물의 화질과 입체감은 개인별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피험자 집단별 상영환경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상영거리는 3~4m

로 하였고, 시청각도는 0~5도로 통제하여 시청방해를 최소화 하였다. 실험영상은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결승전 양학선의 도마결승 경기를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 

할 것이다. 실험 후 조사는 자술평가 설문지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 52 -

각성정도

흥분이 되었다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열정적 이었다

긴장이 되었다

평온했다

표 11 각성정도 측정문항

 프레즌스 
수준

시청이 끝나자 나는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것과 같은 느낌
을 받았다. 
영상시청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영화가 끝
남과 동시에 사라졌다
영상시청 중, 내 자신이 영상이 만들어 낸 경기장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영상을 관람 중 내 자신이 영상를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다.
영상시청 중 비록 내몸은 현실의 공간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마음은 영상속 
경기의 세계에 빠져있었다. 
적어도 영상 시청 중에는 영상 속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보다 더 현실
적이고 우선적이었다. 

표 12 프레즌스 수준 측정문항

4.변인측정
4.1. 각성 측정
 영상시청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각성수준을 특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Russell(Mehrabian& Russell1974)이 개발한 PAD(pleasure-arousal-dominence)척

도 중 각성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개량한 5문항을 이용하였고, 리커드 7점 척

도로 측정되었다.

  

4.2. 실재감(Plesence) 측정
 실재감은 ‘매개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자신이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를 인지
하지 못하고 영상에 몰입하고 있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해  Kim 
과  Bioca의 뉴미디어 시청이 프레즌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
서 사용된 실재감 자술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Kim과 Bioca의 실재감 측정 문항

은 대부분의 국내 실재감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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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꼈다.

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흥미를 느꼈다

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재미를 느꼈다

영상 속에는 관심있는 볼거리가 많았다

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 

표 13  즐거움 측정문항

4.3. 즐거움 측정
실재감 효과인 즐거움은 본연구에서‘영상을 시청하며 피험자가 느끼는 재미, 감동, 흥
미’등의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해 이옥기와 이인희(이옥기,
이인희 2006)가  HDTV사실성이 프레즌스에 미치는영향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PSI(Public Service Index)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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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N=80) 남 80 50.0
여 80 50.0

연령별(N=80) 20대 133 83.2
30대 27 16.8

3D영상 시청경험 유 160 100.0
무 0 0

2012런던올림픽
체조경기 시청경험

유 160 100.0
무 0 0

표 14 피험자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Cronbach의 알파
Cronbach’s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각성수준문항 .958 .958 5
실재감수준문항 .961 .961 6
즐거움문항 .906 .906 7

표 15 측정문항 신뢰도 통계량

Ⅴ. 연구결과

1. 피험자 속성
  피험자는 각 그룹 당 20명식 총 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그룹에 성비는 남

성10명 여성10명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20대 64명 80%, 30대16명 20%였다. 피험
자 표집 시 모두 3D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피험자를 선별하였으며, 해당영상의 
인지적 관계에 대해 통제하기 위해 본 영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 피험자를 선별하였
다. 모든 피험자의 스포츠 관여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체육 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
원생으로 선별하였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영상의 시청방식(2D/3D)과 영상표현방식(FPV유/무)이 시청자의 각성수준과 실재

감, 그리고 즐거움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성을 평가하는 문항 총 5문항, 실재감을 측정하는 문항 총 6문항, 즐
거움을 측정하는 문항 총 5문항을 신뢰도 분석하였다. 다음은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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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각성평균 표준편차
객관적표현방식
(그룹1+그룹3)

80 3.8625 1.22613

객관적표현방식+FPV
(그룹2+그룹4)

80 5.0750 .66475

합계 160 4.46875 .94544

표 16 FPV삽입유/무에 따른 각성수준평균 기술통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동실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p

등분산이 가정됨 52.620 .000 -7.776 158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776 121.748 .000

표 17 두 집단(FPV삽입 유/무)간 각성수준평균 독립표본 검정

 각성수준문항 5문항의 신뢰도는 0.958, 실재감 수준 6문항은 0.961, 즐거움 5문항은 
0.906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3.1. 창의적 표현방식(FPV유/무)에 따른 각성효과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객관적 표현방식이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 보다 창
의적 표현방식(FPV)이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더 높은 각성 수준을 보일 것이
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객관적 표현방식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3을 
묶어 한 집단으로, 창의정 표현방식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2와 집단4를 묶어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과 분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21.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독립T-test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기술통계를 제시
한 표이다. 
 

  기술통계 자료에 나타난 자료에 각성평균을 살펴보면 창의적 표현방식인 
FPV(FreePointView)가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더 높은 각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술적인 비교만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없기에 사
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각성평균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분산을 분석한 독립표본
검정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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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각성평균 표준편차
2D시청집단

(그룹1+그룹2)
80 3.7850 1.28419

3D시청집단
(그룹3+그룹4)

80 5.1525 .30563

합계 160 4.46875 .79491

표 18 시청방식(2D/3D)에 따른 각성평균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등분산
이 가정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통계량이 유효하다. 평균 동질성에 대한 t검정에서 t값
이 -7.776로써 절대치로 변환하였을 때 1.96보다 높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는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의확률역시 유의미 한수준(p<0.05)으로 나왔기 때문
에 신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우선 두 집단 간의 분산분석을 통해서 두집단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산술적으로 두집단의 평균은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객관적 표현방식에 창의적 표현방식인 FPV가 삽
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더 높은 각성수준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결과
를 종합 하여 FPV가 삽입된 영상을 시청할 경우 각성수준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가설H1은 통계적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3.2. 시청방식(2D/3D)에 따른 각성효과 검증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2D로 시청하는 집단보다 3D로 시청하는 집단이 더 높은 

각성 수준을 보일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2D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

단2를 묶어 하나의 집단으로, 3D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3과 집단4를 하나의 집

단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과 분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21.0을 이용하여 두 집단과 각성수준평균을 변인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였다. 다음은 분석결과 중 기술통계량이다. 

  기술통계 자료에 나타난 자료에 각성평균을 살펴보면 2D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의 

각성수준 평균(3.72) 보다 3D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의 각성평균(5.1350)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술적인 비교만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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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p

등분산이 가정됨 80.584 .000 -9.265 158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265 87.920 .000

표 19 두 집단(2D/3D시청)간 각성수준평균 독립표본 검정

수 없기에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각성평균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분산을 분

석한 독립표본검정 표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p)이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등분

산이 가정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통계량이 유효하다. 평균 동질성에 대한 t검정에서 t

값이 –9.265로써 절대치로 변환하였을 때 1.96보다 높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는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p값이 0.05보다 작은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우선 두 집단 간의 분산분석을 통해서 두 집단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산술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3D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더 높은 각성

수준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 하여 3D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2D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 보다 높은 각성수준평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설 H2은 통계적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가설H1과 H2의 결과에 따라 3D와 FPV는 각각 각성에 영항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설 H1과 H2는 각각의 요소와 각성수준평균과의 

차이를 검증했을 뿐이다.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몇 가지 들어있는가와 조합에 따라 

다른 각성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변인간의 가산적 효과와 

상호작용과 같은 상관관계를 다음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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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시청방식(2D/30D) 74.802 1 74.802 218.380 .000
창의적표현방식(FPV)-유/무 58.806 1 58.806 171.681 .000

시청방식(2D/30D) * 
창의적표현방식-유/무

25.440 1 25.440 74.271 .000

표19 시청방식(2D/3D)와 표현방식(FPV유/무)의 각성 상관관계 분석       R제곱= .749(수정된R제곱 = .744)

3.3. 시청방식(2D/3D)과 창의적표현방식(FPV유/무)이 각성에 미치는 가산적(Additive)
효과 검증
  연구가설 H3‘스포츠영상의 표현방식(FPV유무)과 시청방식(2D/3D)은 각성수준에 가

산적(additive)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의 상호작용효과

(Interaction)가 유의한 수준에 있는지 우선 분석한 후 가산성을 사후분석으로써 검증

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서 일반선형모형 중 이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객관적 

표현방식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3을 묶어 한 집단으로, 창의정 표현

방식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2와 집단4를 묶어 한 집단으로 구성한 변수 ”창의

적표현방식-유/무”와 2D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2를 묶어 하나의 집단

으로, 3D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3과 집단4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한 변수 “시

청방식(2D/30D)“을 변수로 투입하여 각성수준평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 다음은 개체 간 효과 검정표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청방식, 창의적 표현방식의 유/무 여부가  각성수준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0.05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시청방식과 창의적 표현방식의 유/무 여부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미 하게 나타
났다. R제곱값이 0.749로 나왔고, 이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수정된 R제곱값 또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설명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변인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인 간에는 상호작용효과
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그림6은 창의적표현의 삽입 유무와 2D/3D의 시청방식이 각성에 미치는 영
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레프이다. 그림의 0으로 표시된 직선은 창의적표현방식이 
들어있지 않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며, 1이라고 표신된 위쪽의 직선은 창의적표현방
식이 삽입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다. 창의적표현방식이 삽입되어 있는 집단
은 2D로 시청할 때 보다 3D로 시청할 때 더 높은 각성수준을 보이며 이는 창의적 표



그림 6 창의적표현방식과 3D시청이 각성평균에 미치는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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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자극요소
각성수준

평균
표준편차

그룹1(2D시청,FPV없음) 40 없음,(0개) 2.7800 .76567
그룹2(2D시청,FPV있음) 40 FPV,(1개) 4.7900 .82642
그룹3(3D시청,FPV없음) 40 3D,(1개) 4.9450 .23528
그룹4(3D시청,FPV있음) 40 FVP,3D,(2개) 5.3600 .21340

합계 160 - 4.4688 .51019

표 21 그룹 간 각성수준평균 기술통계

현방식이 삽입되어 지 않은 집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인 각성수준은 창의적표
현방식이 삽입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2D와 
3D에 따른 각성수준의 편차가 매우크게 나타난 집단은 창의적표현방식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 이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창의적 표현방식이 각성수준을 높이지
만, 시청방식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집단은 창의적 표현방식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변인이 각성수준평균에 미치는 가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선 변인과는 다르게 모든 그룹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각 
요소들의 가산적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그룹의 각성수준평균 기
술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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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차 p

집단1
(2D시청,FPV없음)

집단2 -2.01000 .000

집단3 -2.16500 .000

집단4 -2.58000 .000

집단2
(2D시청,FPV있음)

집단1 -2.01000 .000

집단3 -.15500 .638

집단4 -.57000 .000

집단3
(3D시청,FPV없음)

집단1 2.16500 .000

집단2 .15500 .638

집단4 -.41500 .010

집단4
(3D시청,FPV있음)

집단1 2.58000 .000

집단2 .57000 .000

집단3 .415000 .010

표 22 그룹간 각성수준평균 차이 사후분석 다중비교

   그룹1은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며, 그룹2

와 그룹3은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각각 다른 종류로써 한 가지씩 들어가 있는 집단

이다. 마지막 그룹4는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2가지 들어가 있는 집단이다. 기술통

계에 따르면 각성평균은 그룹1에서 그룹4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통계자료만으로는 집단 간의 산술적인 평균차이만 제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분석결과 표이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룹2와 그룹3의 유의확률이 .638로 나타나 두집단간의 차이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자극요소가 1개인 그룹1이 한집단, 

자극요소가2개인 그룹2와 그룹3이 두 번째 집단, 자극요소가2개인 그룹4가 마지막집

단으로 총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졌다. 결국 이는 자극요소의 가산적효과를 검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자극요소로써 3D방식과 FPV는 각성수준평균에 가산적효과를 가

진다는 H3은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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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룹별 각성수준평균 그레프

 

  즉, 각성수준평균은 자극요소가 가산 될수록 올라가지만 가산요소의 개수가 같은 

경우(본 실험의 경우)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는 변인간의 가산적(Additive) 효과를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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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비표준화 계수
t pB 표준오차

(상수) -2.784 1.004 -2.774 .006
각성수준평균 2.864 .533 5.377 .000
각성수준평균 

제곱
-.286 .067 -4.262 .000

분산
분석

제곱합 자유도 F p
회귀모형 113.241 2 34.069 .000

잔차 260.925 157

모형
요약

R R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50 .303 .294 1.28916

표 23 각성수준평균과 실재감 상관관계 검증 

3.4. 각성과 실재감의 상관관계 검증
 실재감은 시청자가 미디어가 제공하는 시청각정보에 의해 새로운 공간을 인식하고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재감은  일정 수준이
상의 각성수준을 넘어서면 그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 가설 H4이다. 역U자 형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
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함수상의 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때문에 선형회기분
석에 투입 된 변인은 각성수준평균과 각성수준평균의 제곱값과 실재감 수준을 투입하
여 분석해야한다. 다음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된 상관계수 값, 분산분석, 모형요약 
값이다. 

   우선 분산분석의 F값이 34.069 , 유의확률(p)이 0.05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신뢰도95%수준에서 F값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각성수준평균과 실재감수준

평균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두변인간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R 두변인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수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계수에서 각성수준평균값이 양수일 경우 U자 형태를 

띄는 2차 함수 곡선을 나타낼 것이고, 음수 값이면 역U자 형태를 띈다. 각성수준 평

균제곱의 상수값 B값이 –.286으로 음수 값을 가지고 있고 유의확률(p)이 0.005, t값

이 –4.262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각성수준 평균의 상수값 B값이 2.864의 

양수값 ,유의확률 역시 0.000, t값이5.377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띄고 있다 할 수 있다.  두변인간의 관계는 아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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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성수준과 프레즌스 수준 관계 산포도

포도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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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시청방식(2D/30D) 12.009 1 12.009 19.165 .000
창의적표현방식(FPV)-

유/무 2.713 1 2.713 4.431 .000

시청방식(2D/30D) * 
창의적표현방식-유/무

263.939 1 263.939 431.118 .000

표23 시청방식(2D/3D)와 표현방식(FPV유/무)의  실재감 상관관계 분석   R제곱 = .745(수정된R제곱 = .740)

3.5. 시청방식(2D/3D)과 창의적 표현방식(FPV유/무)의 상호작용이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검증
  연구가설 H5’스포츠영상의 표현방식(FPV유무)과 시청방식(2D/3D)은 프레즌스 수

준에 상호작용(Interactive)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가 유의한 수준에 있는지 우선 분석한 후 가산성을 사후분석으로써 
검증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서 일반선형모형 중 이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객관적 
표현방식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3을 묶어 한 집단으로, 창의정 표현
방식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2와 집단4를 묶어 한 집단으로 구성한 변수 ”창의
적표현방식-유/무”와 2D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2를 묶어 하나의 집단
으로, 3D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3과 집단4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한 변수 “시
청방식(2D/30D)“을 변수로 투입하여 실재감수준평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은 개체 간 효과 검정표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청방식, 창의적 표현방식의 유/무 여부가  실재감수준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p<0.05)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청방식과 

창의적 표현방식의 유/무 여부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R제곱값

이 0.745로 나왔고, 이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제

곱값(0.740) 또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설명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변인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인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그림9는 창의적표현의 삽입유무와 시청방식의 실재감효과에 대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창의적표현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영상을 시청한 시청집단은 

2D로 시청할 경우 보다 3D로 시청할 경우 더 높은 실재감을 보였고, 창의적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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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자극요소 실재감수준
평균 표준편차

그룹1(2D시청,FPV없음) 40 없음,(0개) 2.2292 1.13019
그룹2(2D시청,FPV있음) 40 FPV,(1개) 5.0583 .91330
그룹3(3D시청,FPV없음) 40 3D,(1개) 5.3458 .36278
그룹4(3D시청,FPV있음) 40 FVP,3D,(2개) 3.0375 .45368

합계 160 - 3.9177 1.53403

표 25 그룹간 실재감수준평균 기술통계

그림 9 창의적표현방식과 시청방식이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그래프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시청집단은 이와는 반대로 3D로 볼 때 더 실재감 수준이 떨어

지는 것을 보였다.  두 직선의 형태를 근거로 하여 창의적표현방식과 시청방식이 실

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직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많은 자극 요소가 

포함된 형식의 시청은 시청 실재감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변인이 실재감 수준평균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
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선 분석과는 다르게 모든 그룹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그룹의 실재감수준
평균 기술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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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차 p

집단1
(2D시청,FPV없음)

집단2 -2.82917 .000
집단3 -3.11667 .000
집단4 -.80833 .000

집단2
(2D시청,FPV있음)

집단1 2.82917 .000
집단3 -.28750 .358
집단4 2.02083 .000

집단3
(3D시청,FPV없음)

집단1 3.11667 .000
집단2 .28750 .358
집단4 2.30833 .000

집단4
(3D시청,FPV있음)

집단1 .80833 .000
집단2 -2.02083 .000
집단3 -2.30833 .000

표 26 그룹간 실재감수준평균 차이 사후분석 다중분석

  그룹1은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며, 그룹2와 
그룹3은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각각 다른 종류로써 한 가지씩 들어가 있는 집단이
다. 마지막 그룹4는 각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2가지 들어가 있는 집단이다. 기술통계
에 따르면 각성평균은 그룹1에서 그룹3로 갈수록 높아지지만 그룹4에서 떨어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PV와 3D시청방식이 상호작용을 하여 실재감형성에 
다른차원의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검증을 하기위해 
각 그룹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극요소의 조합에 따른 실재감수준의 변화를 
확인 해 보있다. 다음은 분석결과 표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룹2와 그룹3의 유의확률(p)이 .358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자극요소가 1개인 그룹1이 한 집
단, 자극요소가2개인 그룹2와 그룹3이 두 번째 집단, 자극요소가2개인 그룹4가 마지
막집단으로 총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졌다. 주목해야할 결과는 집단4의 결과이다. 
집단4는 자극요소가 2개가 들어갔음에도 실재감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선 가설H3의 결과에서는 자극요소가 2개로써 가산적 효과에 의해 각성수준
평균이 올라갔지만, 실재감의 경우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실재감 수준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하나의요소만이 들어있기에 두요소간
의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각성수준평균의 측정값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
였지만 그룹4의 경우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3D
시청과 FPV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설H5는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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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룹간 실재감수준평균 그래프

즉, 실재감수준평균은 자극요소가 2개일 때, 즉 3D와 FPV가 가산되어 있을 경우 두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효과가 자극요소가 1개있을 때 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Interactive)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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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시청방식(2D/30D) 9.216 1 9.216 14.868 .000
창의적표현방식(FPV)

-유/무 24.025 1 24.025 38.759 .000

시청방식(2D/30D) * 
창의적표현방식-유/무

148.996 1 148.996 240.371 .000

표 27 시청방식(2D/3D)와 표현방식(FPV유/무)의  즐거움 상관관계 분석   R제곱= .653 수정된R제곱= .647)

3.6. 시청방식(2D/3D)과 창의적 표현방식(FPV유/무)의 상호작용이 즐거움에 미
치는 영향 검증
  즐거움 요소는 시청효과의 종착역으로써 시청자의 시청행위의 결과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즐거움의 요소는 시청의 총체적인 평가와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종

속변인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가설 H6’스포츠영상의 표현방식(FPV유무)과 시청방식

(2D/3D)은 즐거움(시청효과)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가 유의한 수준에 있는지 우선 분석한 후 가산성을 사

후분석으로써 검증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서 일반선형모형 중 이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객관적 

표현방식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3을 묶어 한 집단으로, 창의정 표현

방식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2와 집단4를 묶어 한 집단으로 구성한 변수 ”창의

적표현방식-유/무”와 2D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1과 집단2를 묶어 하나의 집단

으로, 3D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집단3과 집단4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한 변수 “시

청방식(2D/30D)“을 변수로 투입하여 실재감수준평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은 개체 간 효과 검정표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의적 표현방식(FPV)의 유/무는 즐거움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고(유의확률>0.05), 시청방식(2D/3D)의 차이와 창의적 표현방식(FPV)의 유/무의 상

호작용에 따른 즐거움의 효과차이(유의확률>0.05)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

청방식(2D/3D)의 차이에 따른 즐거움의 효과((유의확률<0.05)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나 두 변인이 즐거움에 상호작용하여 효과과 있음과 동시에  시청방식과, 창의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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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창의적표현방식과 시청방식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그
래프

현방식이 독립적으로도 즐거움에 주는 효과가 유의하게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 그림11은 창의적표현방식의 삽입여부와 시청방식(2D/3D)가 어떤식으로 상호작

용하며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창의적 

표현방식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3D로 시청을 하게 될 때 시청즐거움 효과

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창의적표현방식이 없는 경우 3D로 시청할 

경우에 시청즐거움 효과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창의적 표현방식은 

시청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즐거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으로 3D로 창의적 표현방식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할 경우 즐거움 효과의 낙폭과 절

대적 수치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변인으로 나눠서 실험된 4개

의 집단 간의 평균과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각 요소들이 즐거움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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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차 p

집단1
(2D시청,FPV없음)

집단2 -2.70500 .000
집단3 -1.45000 .000
집단4 -.295000 .340

집단2
(2D시청,FPV있음)

집단1 2.70500 .000
집단3 1.25500 .000
집단4 2.41000 .000

집단3
(3D시청,FPV없음)

집단1 1.15000 .000
집단2 -1.25500 .000
집단4 1.15500 .000

집단4
(3D시청,FPV있음)

집단1 .29500 .340
집단2 -2.41000 .000
집단3 -1.15500 .000

표 29 그룹간 즐거움평균 차이 사후분석 다중비교

변인 빈도 자극요소 실재감수준
평균 표준편차

그룹1(2D시청,FPV없음) 20 없음,(0개) 2.6000 .69887
그룹2(2D시청,FPV있음) 20 FPV,(1개) 5.4800 .81667
그룹3(3D시청,FPV없음) 20 3D,(1개) 4.8100 .41789
그룹4(3D시청,FPV있음) 20 FVP,3D,(2개) 3.0700 .45549

합계 80 - 3.9900 1.34368
표 28 그룹 간 즐거움평균 기술통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그룹과 즐거움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즐거움효과는 그룹1에서 그룹2로 가면서 올라가지만, 그룹3은 

그룹2보다 낮은 수준의 즐거움효과를 보이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

지만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여야 그 차이가 구별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기에 검증을 위해 각 그룹간의 관계에 대한 사후 분석을 통해 자극요소의 조합에 

따른 실재감수준의 변화를 확인 해 보있다. 다음은 분석결과 표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변인으로 나눠서 실험된 4개

의 집단 간의 평균과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각 요소들이 즐거움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그룹과 즐거움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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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룹간 즐거움평균 그래프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1과 집단4가 동일한 집단(집단간 유의확률
0.340>0.05)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집단2와 집단3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를 해석 해 보면 결국 자극요소가 2개가 있어 각성수준이 매우 높
아진 집단은 프레즌스 수준이 낮아지고, 즐거움의 수준은 결국 자극요소가 없는 집단
1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H3,H4,H5,H6참조) 결과
적으로 집단4와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우선 앞선 결과인 상관관계에
서 3D와 FPV는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제Ⅲ유형 제곱합148.996, F값 
240.371, 유의확률<0.05), 집단 4(3D시청,FPV포함영상시청)의 즐거움평균 또한 집단
1(2D시청, FPV비포함)과 함께 가장 낮은 집단(즐거움평균3.0950,집단1과 동일집단(유
의수준0.340))으로 구분 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가설H6는 지지될 수 있
다. 
  다시 말하자면 집단1과 집단4는 유미한 차이가 없는 집단임과 동시에 4집단 중 가
장 낮은 즐거움 효과를 보이고 있고, 3D와 FPV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
론 조합한 결과, 3D와 FPV는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시청즐거움
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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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중계영상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고, 매력적인 스포츠 영상을 구성

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요인의 차이를 수용자의 심리, 수용자의 반응, 그리고 반

응에 따르는 효과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스포츠영상을 구성하는 요소

인 표현방식을 구분하고 그 중 최신의 기술인 다시점 영상합성 기술(FreePointView)

을 선정하였고, 시청방식은 스포츠중계 시청에서 최근 이슈화 되었던 3DTV시청방식

을 요인으로 선정하여 시청자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정 기술에 한

정된 연구이기에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는 연구이지만, 스포츠영상 기술의 효과성 

검증을 영상구성과 시청방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시청경험을 측정하는 시

도적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추후 스포츠중계에 특화된 기술들만을 중점적으로 그 효

과성에 대한 검증으로의 연구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며, 시청자의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작게나마 타진해 볼 수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FPV의 삽입 여부(영상의표현방식 중)에 따른 시청자

의 심리적 반응인 각성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2D로 시청하는 것 보다 3D로 시

청하는 것이 더 높은 각성수준을 보인다. 셋째,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

청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성수준은 가산적(Additive) 효과를 보인다. 넷째, 각성수준과 

실재감효과에 역U자형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섯째, 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상호작용에 따라 실재감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여섯째,FPV의 삽입여

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상호작용에 따라 즐거움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이

다.    

  첫 번째 결과인 ‘FPV의 삽입 여부(영상의표현방식 중)에 따른 시청자의 심리적 반

응인 각성수준은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는 영상의 표현방식 중 FPV기술이 각성수준

을 조절하는 하나의 자극요소라는 것을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결과인 ‘2D로 

시청하는 것 보다 3D로 시청하는 것이 더 높은 각성수준을 보인다.’ 또한 3D시청 방

식이 시청자의 각성을 조절하는 하나의 자극요소임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두가지 자

극 요소는 세 번째 결과인 ‘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차이에 따

라 각성수준은 가산적(Additive) 효과를 보인다.’의 증명을 통해 각성수준에 서로 가

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추후 표현방식인 기술요소와 시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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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청기술요소가 서로 더해져 시청자의 심리상태인 각성의 자극을 조절할 수 있다

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한편 네 번째 결과인 ‘각성수준과 실재감효과에 역U자형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높은 각성수준 만이 시청자 경험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

다. 본 가설의 검증은 본연구의 주요한 결과로써 시청방식에 알맞은 표현방식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3D시청기술이 발달하여도 그를 극대화 시켜주는 컨텐츠의 

생산이 없다면 시청자의 경험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한가지 기술과 한가지 시청방식에 한정된 연구이지만 추후 스포츠영상을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방향을 미약하게라도 제시 할 수 있는 결과를 검증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섯 번째 결과인 ‘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상호작용에 

따라 실재감수준은 차이를 보인다.’는 구체적으로 FPV기술과 3D시청의 상호적효과를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가설의 검증은 실증적으로 해달기술들 간의 관계를 규

명함으로써 현재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FPV가 아닌 다른 기술을 변인으로 3D시청방식이 아닌 고

선명TV와 같은 기술을 변인으로 차용한다면 계속하여 최신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

하여 논의하고, 제시 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과인 ‘FPV의 삽입여부와 2D/3D와 같은 시청방식의 상호

작용에 따라 즐거움수준은 차이를 보인다.’는 시청경험의 궁극의 목표인 즐거움을 유

발하는 기술적 요소들 간의 상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D방식으로 FPV가 삽입된 영상을 시청한 경우는 2D로 FPV

가 없는 일반적 영상을 시청한 경우와 즐거움의 수준이 같게 나왔다. FPV영상은 시

청자에게 피사체의 전방위한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차원적 감각을 제공하는 기

술이고, 3D시청방식은 양안의 시각 차이를 이용한 피사체 간의 거리감을 이용하여 공

간감이라는 차원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두 기술은 결국 상호적으로 비슷한 감

각을 제공하는 기술이기에 더욱 높은 차원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 하

지만 연구결과 두기술간의 조합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청자의 

반응은 심리적요소 인지적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과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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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도 제한된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시험적 연구로써 스포츠에 

관여도가 높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 

전방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과 연령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속집단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컨텐츠인 스포츠 장르 중 2012년 양학선의 체조 결승전을 자극물로 선정한 것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자극물이 제작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

시되었듯 장르적 요소 또한 시청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

이다. 구기 종목에도 축구, 농구, 배구,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이 있고 구기가 

아니더라도 격투기와 같은 투기스포츠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각의 종목들은 중계 구

성상 저마다 다양한 구성방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올림픽 방송

을 선택한 까닭은 올림픽 중계방송은 국제신호로써 가장 표준화되고 최신의 구성방식

으로 제작되어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

문에 이러한 연구는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는 영상제작 신기술의 도입시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스포츠가 가진 진

정한 매력을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시도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이 더욱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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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bstract

Presence effect of Sports broadcasting technologies: 

Focusing 3DTV and Image expres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 Sports management

Jong-ho. Kim

  Modern broadcas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ing to express the 

beauty of moment in sports more realistically, amusingly and impressively. 

World major broadcasting centers are focused on using this beauty of sports 

to win the competition on media market. In order to sports media to be 

existed as an appealing content, research of viewing techniques and its 

theoretical background should be provided. For this matter,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the guideline and theoretical background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sports media. More specifically relationship between method of 

viewing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was aimed to be identified. 

  For this, on this research, concept of sports broadcasting was clarified and 

its characteristic of genre was defined.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sports 

media was classified and its viewing effect was reviewed. the effect of 

expression and viewing of images were mostly studied about presence effect. 

Similarly,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reality as a dependent variable.  

  Based on literature review, most of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either 

viewing method or expression method, but not many of researches were 

done to evaluate the correlation of two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different effect of viewing method based on correlation of 

display-type (3D watching) and expression techniques (free-point view). In 

addition presence effect of audience was defined based on degree of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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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 about 20 ~ 30 years old and they were 

divided into 4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Each groups were showed 

different images; 2D and 3D, and free-point view and fixed cam view. 2012 

London olympic gymnastic final image was selected and free point viewed 

image was modified to be used as an intervention. After the subject 

watching images, each groups were assigned to complete the likert 7 scale 

survey.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ver 21.0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ed.

1. Insertion of free point viewing showed different arousal. 

2. 3D watching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rousal than 2D watching.

3. There were additive effect existed depend on insertion of FPV and 

difference veiwing techniques like 2D and 3D. 

4. Arousal and reality effect showed inverted U-shape correlation. 

5. Insertion of FPV and viewing method like 2D and 3D showed different 

reality depend on their correlation.

6. Insertion of FPV and different viewing method showed different plea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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