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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의 화면크기가 수용자의 평가와 프레즌스에 

미치는 영향-TV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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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TV영상물을 시청할 때,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가 수용자들의 영상물 
평가와 프레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TV 자연다
큐멘터리를 화면의 크기가 다른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시청하게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프레
즌를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면이 큰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한 피험자들
이 화면이 작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시청한 피험자들보다 프로그램의 영상미에 관해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하였으
며, 프레즌스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면의 크기가 프로그램의 작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TV영상물 시청에 있어서, 화면의 크기가 수용자들의 프로그램의 영상
미에 관한 평가와 프레즌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스마트 미디어, 화면의 크기, 작품성, 영상미, 프레즌스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screen size of smart media on viewer's evaluation 
and presence.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2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TV document video clips which were shown by two different size of smart media, and evaluation and 
presence related questions were asked analysed.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exposed to large smart media 
showed higher degree of image aesthetic evaluation and presence than those exposed to small media. but the 
effect of screen size of smart media on viewer's program evaluation was not found. Through this study, screen 
size of smart media is main factor which has effect on image aesthetics and presence of TV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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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디어 수용자들은 화나 드라마를 보고 마치 자신

이 주인공이나 된 듯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고, 등장인

물들 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에 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 TV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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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뉴스를 하고 놀라움을 느기기도 하며 자신의 일상

생활과 비교해보기도 한다[3]. 

이러한 미디어 수용과정에서 수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상황을 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

한 심리  반응을 ‘ 즌스’라고 하는데, 수용자는 미디

어가 제시하는 가공의 상황에 의해 자신이 다른 공간에 

이동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물리  월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느껴보는 체험을 하며, 자신이 그곳에 존재한다

는 환상(illusion of being there)을 가지게 된다

[12][14][15][8].

이러한 로즌스 효과에 한 연구는 주로 텔 비

과 3D 화를 심으로 즌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년 

부터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미디어의 보 으로 지구

 구석 구석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 미디어 기기들이 보 되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에 의

해 아침에 을 뜨고, 운동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걸으면서

까지 스마트 기기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따라서 

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 미디어로부터 많은 향

을 받고 있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 1967)[10]은 “미디어

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 라는 주장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 의해서 수용

자들이 동일한 메시지에 의해서도 서로 다른 향을 받

을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최근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지상  방송에서 제작된 텔 비  로그램

도 이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되고 있지만, 지

까지의 즌스에 한 연구들은 화, 텔 비  등 

통 인 미디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의 스마트 미디어가 즌스에 어떤 차별 인 향

을 미칠 것인지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 비  로그램이 일반 수상기

를 통해서 달될 때 시청자들이 느끼던 즌스가 스

마트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달되어졌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로그램의 평가와 수용자가 느끼는 즌스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 즌스(presence)'는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수용

자가 재의 공간과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  

월(physical transcendence)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체험(essential copy)함으로써,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제

시하는 장소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환 (illusion 

of being there) 상이다[5].

즌스에 한 기 연구들은 원격지의 기계나 장

비를 효율 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계면(interfaceless)한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한경을 구축하기 한 텔

즌스(telepresence) 연구에서 시작되었다[11]. 민스키

(Minsky, 1980)와 슬로버(Schlober, 1995)[13]는 텔

즌스를 텔 로보틱스(telerobotics)와 인간사이에서 형

성되는 교감이라고 정의하면서, 기계나 장비를 효과 으

로 원격 조정하기 해서는 높은 수 의 감각  피드백

이 필요하며, 이를 성취하기 해서는 기계나 장비의 조

작자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sense of being there)을 체험

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하 다.

이러한 텔 즌스에 한 연구는 이후 신문, 잡지, 

텔 비  등과 같은 통 인 개념의 미디어 뿐만 아니

라 뉴미디어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가상 실에 의한 간

인 체험들로 그 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즌스로 

불리워지게 된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 에 힘입어 뉴미디어가 표 할 

수 있는 방식의 발달은 수용자들의 즌스 수 을 증

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에서 즌스란 육체가 

존재하는 실의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상

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이때의 공간은 육체가 직  도

달할 수 없는 먼 곳(remote presence)일 수도 있고, 자신 

혹은 타인이 인 으로 창조해 낸 가공의 장소(virtual 

presence)일 수도 있다.

그리고 즌스는 미디어 수용자가 가상의 환경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  즌

스’, 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사용자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를 말하는 ‘사회  즌스’, 그리고 환경 그 

자체가 거기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와 사용자에 

해 반응하는 정도를 말하는 ‘환경  즌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이러한 즌스 개념에 한 속성은 사회  풍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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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즌스, 리얼리즘 차원의 즌스, 이동의 느낌

을 주는 즌스, 심리 인 몰입으로서의 즌스, 의

사 사회  계 형성 차원의 즌스, 사회  행 자로

서의 즌스 등 6가지 범주로 나 어 볼 수 있다[9].

첫째, 사회  풍요로서의 즌스(presence as social 

richness)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매개된 경험

을 통해서 사회 , 온정 , 감각 , 개인 , 친 성 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즌스 경험을 통해

서 수용자들은 사회 인 유 계를 강화시키게 된다. 

둘째, 리얼리즘 차원의 즌스는 미디어가 재 하는 

상이나 사건 는 사람들이 실과 비교하여 어느 정

도의 수 만큼 사실 으로 표 되는가 하는 것과 계되

며, 사회  리얼리즘과 감각  리얼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리얼리즘이란 미디어가 표 하는 세계가 

실제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표 하는 것

을 말하며, 감각  리얼리즘이란 상이나 이미지가 실

재하는 존재를 얼마나 사실 으로 표 하는가에 한 문

제이다. 

셋째, 이동의 느낌을 주는 즌스는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우선 인식의 주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

처럼 느끼는 것(You are there), 그리고 매개된 상의 장

소나 상들이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송되어 온 것

과 같은 경험(It is here), 마지막으로 두 명 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함께 존재하는 것

(We are here) 등으로 나  수 있다. 

넷째, 심리 인 몰입으로서의 즌스는 ‘가상환경이 

사용자의 지각 체계에 잠기게 되는 수 ’[5]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지각  몰입 상태에서는 미디어에 의해 매

개된 환경에 몰입하게 되고 외부의 정보와 차단된 상태

의 수 에 의해 결정된다. 

다섯째, 사회 계 형성 차원의 즌스는 미디어 내

의 사회  행 자로 사용자들이 매개된 상의 인공 인 

속성이나 매개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디어 내의 행 자

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사회  계(para-social 

relationship)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사회  행 자로서의 즌스는 사용자가 미

디어 내의 사람이나 컴퓨터 내의 캐릭터에 하여 반응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에 해

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즌스란 수용자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상을 경험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물리 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의 소속감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의 수 을 

넘어서는 다차원 인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러한 즌스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HDTV의 선명한 화질이 

즌스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며, 즌스를 더 많이 

느낄수록 각성 수 도 높아지며, 즌스의 가장 뚜렷

한 심리  향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주장한다[4]. 

핸드릭스와 바필드(hendirx & Barfield, 1996)[7]는 입

체 상을 시청하는 수용자가 2D 상을 시청하는 수용

자보다 15% 이상 높은 수 의 즌스를 경험하게 되

고, 스테 오 사운드에 노출된 수용자가 모노 사운드에 

노출된 수용자보다 즌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주장

하 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그동안의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하면 미디어 수용자가 느끼는 즌스는 개인  즌

스, 사회  즌스, 환경  즌스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리얼리즘 차원과 심리  몰입 차원의 즌스 등 다

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러한 즌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HDTV의 선

명한 화질에 의한 사실성과 3D 입체 상, 그리고 스테

오 음향이 수용자들의 즌스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한 스마트 미

디어가 수용자의 즌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를 통한 TV 상물 시청에 있어서,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가 수용자들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는 수용자의 

작품성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는 수용자의 

상미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는 수용자의 

즌스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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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크기가 수용자의 

로그램에 한 작품성 평가와 상미 평가, 그리고 

즌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무작 로 추

출된 두 집단의 학생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mbc 

자연다큐멘터리 ‘북극의 물’ 1부 로그램을 7인치와 4

인치, 두 가지 크기의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시청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한 로그램에 한 작품성과 

상미에 해 평가하도록 하고, 피험자들이 느낌 

즌스를 측정, 분석하 다. 

연구결과의 외 타당도를 높이기 해서는 모집단을 

충실하게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지닌 여러 계층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상으로 실험 

 설문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실 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일 학 동일 공의 학생들을 

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피험자들이 느낌 작품성과 상미는 7  척도로 측정

하 으며, 즌스를 측정하기 하여, 김과 비오카

(Kim & Biocca, 1997)[8]가 사용한 아래의 6개 측정 항목

을 바탕으로 스마트 미디어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제시

하고, 7  척도로 측정하 으며, (3)번 질문에 한 측정

은 코딩시 1 을 7 으로 7 을 1 으로 역코딩하 다.

(1) 시청이 끝나자 나는 여행을 마치고 실로 돌아왔

다고 느 다. 

(2) 스마트 미디어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었고, 그 세계는 시청이 끝나자 갑자기 사라져버

렸다. 

(3) 시청 , 나는 내 자신이 스마트 미디어를 시청하

고 있다는 사실을 곧 느끼고 있었다(역질문).

(4) 시청 , 나는 내 자신이 스마트 미디어가 만들어 

낸 세계 속에 있다고 느 다. 

(5) 시청 , 내 몸은 실의 공간에 있었지만, 내 마음

은 스마트 미디어 속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6) 시청 , 스마트 미디어가 만들어 낸 세계가 실제

의 세계보다 더 실 이라고 느 다.

4. 연구결과

4.1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와 수용자의 

작품성 평가

<연구문제1>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는 수용자

의 작품성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를 독립변인, 피험자의 

작품성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

이 나타났다.

<Table 1> ANOVA of screen size, programme 
qualit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ig 32 3.45 1.13
1.25 1 .26

small 36 3.28 1.02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와 피험자의 작품성 평가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25, df=1, p>.05). 

4.2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와 수용자의 

영상미 평가

<연구문제2>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는 수용자

의 상미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를 독립변인, 피험자의 

상미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이 나타났다.

<Table 2> ANOVA of screen size, visual 
beaut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ig 32 4.25 1.02
5.85 1 .02

small 36 3.47 0.97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와 피험자의 상미 평가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85, df=1, p<.05). 

화면이 큰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된 피험자의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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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상미에 한 평가(평균=4.25)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된 피험자의 로그램 상미에 한 평가

(평균 = 3.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의 크기가 수용자의 상미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말해 다.

4.3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와 수용자의 

프레즌스

<연구문제3>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는 수용자

의 즌스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

서,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를 독립변인, 피험자들이 

느끼는 즌스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

이 나타났다.

<Table 3> ANOVA of screen size, presence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ig 32 3.82 1.15
4.92 1 .03

small 36 3.12 1.12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와 피험자들이 느끼는 즌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2, df=1, 

p<.05). 

화면이 큰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느낀 

즌스(평균=3.82)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 미디어에 노

출된 피험자들이 느낀 즌스(평균 = 3.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의 크기

가 수용자들의 즌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

을 말해 다.

5. 결론

본 연구는 TV 로그램이 일반 수상기를 통해서 달

될 때 나타나는 수용자의 즌스가 최근 격히 

들에게 보 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달되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디어 화면 크기

가 수용자의 로그램 평가와 즌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한 실험연구이다. 

본 실험 연구를 하여 학생으로 구성된 2개의 집단

에게 화면의 크기가 각기 다른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자

연 다큐멘터리 ‘북극의 물, 제1부’를 시청하게 한 후, 설

문조사를 통해 로그램의 작품성과 상미, 그리고 

즌스를 측정하기 한 질문들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가 수용자들의 로그램 평가와 즌스에 어

떤 차별 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 다. 

연구결과, 화면이 큰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상물을 

시청한 피험자들이 화면이 작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상물을 시청한 피험자들보다 로그램의 상미가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 으며, 즌스를 더 많이 느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그램의 작품성에 한 질문

에는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 을 찾아볼 수 없었다. 

스마트미디어의 화면크기에 따른 피험자들의 작품성 

평가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큐멘터리 

로그램의 작품성 평가가 로그램의 사실 인 내용과 

상미, 그리고 흥미있는 구성 등에 의해 향을 받으며, 

화면의 크기에 의해서는 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 동안의 련 연구들은 즌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HDTV의 선명한 화질은 SDTV에 비해 즌

스를 더 많이 느끼게 하며, 3D 입체 상은 2D 평면 상

에 비해 즌스를 더 많이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 으

며, 이러한 미디어 요인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개인 인 

특성 한 즌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임임을 

밝 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에게 속히 보 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TV 로그램 수용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즌스 련 연구자들의 스마트 미디어 수용

자에 한 련 연구들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스마트 미디어의 화면 크기가 수용자들의 

로그램 평가와 즌스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연다큐멘터리라는 특정 장

르를 상으로 한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를 모든 텔 비  로그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

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장르의 로그램을 상

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의 즌스 련 연구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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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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