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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빠!, 어디가>(MBC),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 두 가지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가 이용자 만족과 재시

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는 ‘흥미로움’, ‘출연아동들의 매력’, ‘외로움 해소’, ‘일상정서표

현’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시청동기와 TV 시청시간 및 육아 프로그램 시청시간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출연아동들의 매

력’ 요인에 따라 육아 프로그램 시청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흥미로움과 일상정서표현 요인은 시청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육아 프로그램의 재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시간, 흥미로움, 출연아동들의 매력, 일상정서표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청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watching motives of parenting reality TV Program, <Dad! Where Are We Going?>(MBC), 
<Superman is Back>(KBS2) on user satisfaction and rewatching. Viewing motives of parenting reality TV Program are found as 
‘interest’, ‘charm of children characters’, ‘relief of loneliness’ and ‘express everyday feeling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watching time according to the factor of ‘charm of children characters’. Also ‘interest’ and ‘expression of 
everyday feelings’ affect viewing satisfaction of viewers. It is necessary to plan interesting reality program and arrange attractive 
characters to improve viewing satisfaction of TV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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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육아(parenting) 
리얼리티 프로그램1)은 오락성과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의

특성을 접목시켜 주말 지상파 채널의 오락 시간대를 장악

하고 있다.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폭넓

은 시청층, 예측 불가능한 재미와 순수함에 있다
[1]. 리얼리

티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아이들과 아버지의 모습은 감동과

재미를 주었고, 많은 이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가족애 등

을 강조하여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락적 요소

를 가미해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으며,2) 가부장적 사고에서

부성애를 자극하면서 대중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3)

2000년대부터 드라마에서 살림하는 남성이 등장하고

2005년에는 본격적으로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를 메인 플

롯으로 다루는 등 탈가부장적인 남성성을 재현한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재

현되는 남성성은 새로운 탈권위적 아버지상(fatherhood)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동안 미디어 연구는 젠더 평등과 모성에 주목하며, 남

성은 부양을 책임지는 도구적 부성으로 정형화되거나 생계

부양자로 당연시하여 왔는데, 가정에서 차지하는 아버지상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3]. 아이들과

아버지간의 일상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수용에 대한

연구는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의 의견 글을 분석하거나
[1] 

내러티브를 분석한 연구
[2]
를 제

외한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Uses and Gratification)의 이

론적 틀에 기반하여 아버지와 아동들 간의 일상을 표현한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자를 대상으

로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육아 리얼

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가 시청만족과 재시청 행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청 만족(viewing 
satisfaction)은 방송에 대한 지각과 인지 차원의 긍정적인

상태나 느낌을 의미하는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재시청 등 2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
[8][14]. 인터넷 포털과 SNS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가

확산되면서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멀티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비선형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데,[10]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그램 재

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방송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에 효과적인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은 연출자와 작가가 프로그램 제

작 의도에 맞게 출연자에게 지시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연출자가 관찰자 입장

에 머물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를 결정짓는

다[14]. 일정한 틀은 존재하지만 출연자들이 만드는 예상

하지 못했던 재미나 상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킨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란 다큐와 드라마적 요소가 시청

자의 흥미에 맞게 혼합된 포맷으로 사실적 접근기법을 오

락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허구적 재미와 사실적 감동을 동

시에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15]. 김예란과 박

주연(2006)은 사실과 허구를 혼합함으로써 현실의 변화

를 야기하고 그 변화의 효과와 과정을 이벤트로 구성하고

전달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대중의 상호소통 효과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1) 국내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현재 방영 중인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외에도 2000년도에 방영된 <god의 육아일기>, 2007년 <그랑프리쇼-불량
아빠클럽>, 2011년 <유아독존>, <우리 아이가달라졌어요>, <지금부터엄마아빠> 등이 있다[1].

2) "엄마보다 아빠! 가족보다친구!"…가족이변한다, 머니투데이, 2014. 8. 27
3) <아빠!, 어디가?>는 2013년 방송연예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인기에힘입어 출연자들이광고에 출연하고 중국에 프로그램 포맷이 수출되어 중국현지에서

제작되었다. 중국판 아빠 어디가인 <파파취나얼>은 영화로도 제작되고 고가의캠핑용품의 판매가늘어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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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성과 혼종성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24]. 

카츠(Katz, 1974)의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자들은 인간관계와 기분전환, 환경감시 등의 욕구 충

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며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4]. 이

이론은 “사람들이 미디어를갖고무엇을 하는가”에초점을

맞춰 수용자 차원의 미디어 경험을 이해하고 다른 미디어

에 비해 특정한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이용 동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양방향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TV 프로

그램의 시청동기도 편리성, 오락성, 흥미/재미, 휴식, 대인

관계 요인들의 중요성이 더욱강조되고 있다
[6][7]. 특히방송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콘텐츠 이용에 있어 실재감을 느낄

수록 즐거움과 흥미가 커지고, 흥미는 감정적 동일시와 시

청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8][9][10].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출연 아동들의똑똑함, 의외성, 자유분방함, 순진성에 시청

자들이 매료되어 부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자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원하지만 육아에 미숙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소소한 하루 일상을 보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많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TV의 인물과 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가지게 되

는점이 시청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7]. 또 다른연구에

서는 리얼리티 TV 시청동기로 시간때우기와 리얼리티엔

터테인먼트 동기 즉, 출연 인물의 진실성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파파차리씨와 멘델슨(2007)
의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휴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관음주

의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동기로 드러났다
[25].  

한편외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사회

적 상호작용성이 강한 미디어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외로움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11][12][13]. 

2.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가 만족도와
재시청에 미치는 영향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이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

고 그러한 만족이 지속적인 텔레비전 시청 행위로 유도한

다
[14]. 시청에 대한 만족은추후 재시청에 대한욕구와 의지

를 상승시키기도 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커진다
[21]. 이

러한 측면에서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관한 논의

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재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동기는 오락추구

와 정보활동이 주된 요인이며
[19],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재시청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남정애와 조성호(2013)는 흥미로움, 친숙함, 이해

도움, 재미/감동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밝혀냈다
[10]. 

또한, 임양준(2008)은 오락화휴식, 정보 획득, 환경/동반자, 
성적 흥미 등과같은 인지적 시청 동기가 시청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아내었다
[22].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청동기 요인에 관심을갖고 이들이 시청만족과

재시청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는무엇

인가?

연구문제 2)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와 리얼

리티 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는 시청

만족과 재시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아빠! 어디가?>(MBC), <슈퍼맨이 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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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BS) 시청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4) 전국 권

역의 설문 패널을 보유한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웹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4년 4월 29일
(화)부터 5월 5일(월)까지 1주일간 진행하였으며, 성별, 
연령, 직업별로 표본을 균등 표집하였다. 회수된 설문 310
부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하고 총 30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1과 같으

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19를 활용하

였다.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en 157 51.1

Women 150 48.9

Education

~ 19 59 19.2

19 ~ 29 61 19.9

30 ~ 39 61 19.9

40 ~ 49 62 20.2

50 ~ 59 64 20.8

Job

Students 107 34.9

Office Jobs 97 31.6

Professions 20 6.5

Self Employed 25 8.1

Housewife 50 16.3

CEO 2 0.7

Etc 6 2.0

Hours per day 
watching TV

Within 1 hours 49 16.0

1- 2 hours 111 36.2

2- 3 hours 83 27.0

Over 3 hours 64 20.8

Hours per day 
watching parenting 
reality TV Program

Within 10 minutes 171 55.7

10- 30 minutes 106 34.5

30 min- 1 hours 21 6.8

Over 1 hours 9 2.9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157명(51.1%), 여자가 150명(48.9%)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만 19세이하가 59명(19.2%), 19~29세
와 30~39세가 각각 61명(19.9%), 40~49세가 62명(20.2%), 
50~59세가 64명(20.8%)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107명
(34.9%)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직장인이 97명(31.6%), 
주부가 50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

(TV, 스마트폰, 태블릿등) 을 통한 하루 평균 TV시청시간

을 조사한 결과, 1- 2시간 시청하는 사람이 111명(36.2%)으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3시간 83명(27%), 평균 3시간 이

상 64명(20.8%)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빠!, 어디가?> 
(MBC),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 두 가지 육아 리얼

리티 프로그램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0분
이하를 시청하는 사람이 171명(55.7%)으로 가장 많았으

며, 이여 10분~ 30분 시청자가 106명(34.5%)으로 나타났

다. 

2.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용 동기와 관련된 설문은 한

희정(2013)[1], 김미라(2014)[2], 남정애와 조성호(2013)[10], 
반옥숙과 박주연(2013)[11], 황하성과 박성복(2007)[8], 임양

준(2008)[22]
의 연구를 보완 및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은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를즐겁게 해준다’, ‘복
잡한 일들을 잊을 수 있다’, ‘나를 재미있게 해준다’, ‘나의

기분 좋은 휴식이다’, ‘스토리 외적인 요소에도 흥미가 생

긴다’, ‘출연 아동들은 순진하다’, ‘출연 아동들은 똑똑하

다’, ‘출연 아동들은 자유분방하다’, ‘출연아동들은 돌발행

동을 일으킨다’, ‘혼자 있기 싫어서 본다’, ‘외로움을 덜어

준다’, ‘대화상대나 함께 있을 상대가 없어서 본다’, ‘보편
적인 정서를 다룬다’, ‘가족간의 유대감을 중시한다’, ‘일상

을 잘 표현해 낸다’이다.
시청만족은 남정애와 조성호(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나는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을즐긴다’, ‘육아 리얼

4) 두 프로그램은 육아와 가사에 도전하는 아빠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서사의 골간으로 하고 있어 미디어가 재현하는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fatherhood)을밝혀내는 프로그램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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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musing
Charm of the 
children who 

appeared
Relieve loneliness Express Feelings

It amuses me .767 .054 .129 .072
It set me free from anxiety .750 .054 .186 .012

It makes me funny .739 .110 .204 .173
It gives pleasant relaxation .659 -.155 .142 .451

I feel interests aside from the story .641 .421 .061 .233
children are pure .307 .729 .094 .163
children are bright -.141 .704 .225 .049

children are free-spirited .086 .694 .334 .193
children act unpredictably .549 .570 .107 .172
It don't want to be alone .250 .123 .866 .098
It lessens my loneliness .205 .216 .817 .016
I watch it when alone .154 .407 .733 .216

It deal with common emotions .035 .158 -.036 .843
It emphasize family bond .315 .118 .083 .811

It describes  everyday life well .140 .199 .275 .617
eigen value 5.749 1.840 1.455 1.048

F 38.324 12.269 9.703 6.987
Mean 5.165 3.533 4.573 4.461

Cronbach‘s alpha .824 .684 .856 .728

표 3.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 요인분석
Table 3. Factor analysis of parenting reality TV Program

Factors Question Mean Cronbach's alpha

Viewing 
satisfaction

When I watching it,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I enjoy watching parenting reality program.

It satisfies my viewing needs.
5.010 .843

Rewatching I used to watch the program again what I watched.
I often watch the program more than two times. 4.354 .719

표 2. 주요 변인의 측정 항목
Table 2. Measurement Item of Major Factors

리티 프로그램은 나의 시청욕구를 충족시켜준다’ 3문항으

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10]. 

재시청은 지용주․공성배(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
는 한번봤던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통해 다

시 시청한다’, ‘나는 두번이상봤던육아 리얼리티 프로그

램을 다시 볼 때가 있다’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 

설문항목은 7점리커드척도로 측정하였다(①전혀아니

다, ②아니다, ③약간 아니다, ④보통이다, ⑤약간 아니다

⑥ 그렇다 ⑦ 매우그렇다).
시청 만족의 신뢰도(Cronbach의 알파)는 .843, 평균은

5.010으로 나타났으며, 재시청의 신뢰도(Cronbach의 알파)
는 .719, 평균은 4.354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에 대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표3와 같이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실시하여 아이겐값이 1이상을갖는 요인의 수

를추출한 결과 시청동기 요인은 4가지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살펴본 결

과 .60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동기는 흥미로움, 출연

아동들의 매력, 외로움 해소, 일상정서 표현으로 추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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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Interest
In group .603 3

.218 .884
Out Group 278.937 303

Relief of  
loneliness

In group 2.038 3
.571 .635

Out Group 360.619 303

Charm of the 
children

In group 11.103 3
2.936 .034*

Out Group 381.977 303

Express everyday 
feelings

In group 4.830 3
1.295 .276

Out Group 376.575 303

*p<.05   **p<.005   ***p<.001

표 4.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TV 프로그램 시청
Table 4. Relation between Viewing Motives and Parenting Reality Program viewing 

다. '나를즐겁게 해준다', '복잡한 일들을잊을 수 있다', '나
를 재미있게 해준다', '나의 기분좋은휴식이다', '스토리 외

적인 요소에도 흥미가 생긴다' 항목들은 흥미로움의 요인으

로 명명하였으며, 평균값 5,165, 설명변량 38.324로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지상파 프로그램
[10], 리얼리

티 데이팅 프로그램 등
[11]

의 시청동기를 살펴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이다. '나를즐겁게 해준다'와 '나를 재미있게 해준

다' 두 문항의 경우 'fun'과 ‘amuse'의 의미 혼동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요인적재치 0.7 이상, 신뢰도 0.8 
이상), 통계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아동들의 매력은 ‘출연 아동들은 순진하다’, ‘출연

아동들은 똑똑하다’, ‘출연 아동들은 자유분방하다’, ‘출연

아동들은 돌발행동을 일으킨다’로 구성되었으나, ‘출연아

동들은 돌발행동을 일으킨다’ 문항의 경우 요인적재값이

.570으로 0.6이하이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였다. 출연아동들의 매력 요인은 한희정(2013)의 연

구결과와 마찬가지로
[1]  유의미한 시청동기로 밝혀졌다(M 

= 1.840, Cronbach의 알파 = .684). 
‘혼자 있기 싫어서 본다’, ‘외로움을 덜어준다’, ‘대화상

대나 함께 있을 상대가 없어서 본다’ 항목은 외로움 해소

요인으로 묶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시청요

인에서 발견되는 시청동기로써
[8], 9.703%(아이겐 값 = 

1.455)의 설명력을 가졌다(M = 4.573,  Cronbach의 알파

= .856). 
마지막으로 일상정서표현 요인은 ‘보편적인 정서를 다룬

다’, ‘가족간의 유대감을 중시한다’, ‘일상을 잘 표현해 낸

다’ 항목은 일상정서표현으로 묶였으며, 평균값은 4.461, 
설명 변량은 6.987로 나타났다. 한편, 각 요인들의 평균들

은 흥미로움 요인이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외로움해소, 일
상정서표현, 출연아동들의 매력 순으로 나타났다.

2.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TV 및
프로그램 시청시간과의 관계

다음은 시청동기와 이용자들의 TV 시청시간 및 육아 리

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시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우선 일반적 시청동기인 ‘흥미로움’과 ‘외로움 해소’와

TV 시청시간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TV 시청시간이 평

균 2시간과 4시간을 시청하는 집단이 흥미로움 요인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2시간 TV를

시청하는 집단은 외로움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TV 시청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에 대한 평균은크

게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시

간과 출연아동들의 매력 요인 간의 관계는 F=2.936(유의확

률 = .034)로집단별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육아 리

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할수록 출연아동들의 매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끝으로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시간

이 증가할수록 일상정서표현에 대한 요인값도 다소 증가하

고 있지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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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eta)

satisfaction rewatching
viewing hours per day .081

.448***
-.005
.087

.294***

.087*

.398***

.288***
.001

.204***

viewing motivation

Amusing
Charm of the children who 

appeared
Relieve loneliness
Express Feelings

R2 .491 .510
adjusted R2 .482 .502

F 58.020*** 62.613***

*p<.05   **p<.005   ***p<.001

표 5.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가 시청만족과 재시청에 미치는 영향
Table 5. Impact of Program viewing motives on satisfaction and rewatching

3.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가 시청만족과
재시청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시청동기 및 시청시간이 시청만족과 재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독립변인이종속변인에 미치

는 상대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시청만족에는 흥미로움(Beta= .448***)과 일상정

서표현(Beta= .294***) 요인만 시청만족에 영향을 주고 다

른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않았다. 그러나 재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로움 해소를 제외한 모든요인이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흥미로움(Beta= .398***), 출연아동

들의 매력(Beta= .288***), 일상정서표현(Beta= .204***) 
요인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를 유형화

하고, 시청자들의 시청시간에 따라 시청동기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또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동기와 시청시간은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만족과

재시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동기는 육아 리얼

리티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출연아동들의 매력’, ‘일상

정서 표현’과 일반 지상파 프로그램과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 가지는 동기인 ‘흥미로움’, ‘외로움 해소’의 요인이 동시

에 나타났다. 이들 동기 중에서 ‘흥미로움’이 가장 큰 동기

로 나타났으며 ‘출연아동들의 매력’, ‘외로움 해소’, ‘일상

정서표현’이 뒤를 이었다. ‘흥미로움’ 동기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난 것은 오락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가 혼합되어

재미를 유발하였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4]. 특히스타 연

예인의 아동들이 출연하여 아버지와 함께변해가는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시청자들이 인지하는 출연아동들의 매력역시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아빠들이

함께 보내는 일상 생활에서 드러나는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서 시청자들은 아이들의 매력에 더욱끌리게 되고, 
이러한점이 시청을 더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육
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

감도는 많은 출연자들이 광고 모델로 출연할 정도로 파급

력이 컸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된 아웃도어 제품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5) 
셋째,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흥미로움과 일상정서표

현은 시청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은 재시청에 대한 욕구

와 의지를 상승시키는데, 본 연구에서도 ‘흥미로움’, ‘출연

아동들의 매력’, ‘일상정서표현’,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재시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5)`아빠, 어디가` 인기 덕분에 아빠들도 주말마다…, 매일경제,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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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특히, 출연 아동들의 여행 여정을 있는 그대로 프로

그램에 담아내면서 아이들이 가지는 순수하고 솔직담백한

모습이 관심을 일으키고, 재시청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바탕으로 방송제작사들이얻을 수 있는 함

의는 향후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포맷을 기획할 수 있도

록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연

출자와 작가들이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 출연

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진솔하게담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비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되는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받는 것은 새롭고참신한 인

물을 활용하여 흥미와 재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영역에서 창의력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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