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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이용자의 융합  TV시청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TV시청경험은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회성, 그리고 공간성 등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  요인, 미디어 이용요인, 그리고 TV시청방식 등 3개 요인으로 도출하 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융합  TV시청경험 체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인은 인구사회학  변수들

로 밝 졌고, 그 다음으로 TV시청방식, 미디어 이용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TV시청경험의 세부 

차원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시간성과 선택성은 상 으로 TV시청방식의 향을 크게 받는 반면, 사회

성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공간성은 인구사회학  변인의 향을 상 으로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는 컨버 스에 따른 시청경험의 변화를 실증 으로 보여주는 탐색  시도라는 에 그 학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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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upon the convergent TV viewing 

experien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ones. Viewing 

modes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media utilization factors. Comparing the detailed dimensions 

of TV viewing experiences, time and content selectivity are more influenced by TV viewing 

modes, while sociability and interactivity are more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latively.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s an exploratory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the TV view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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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과 목적

VOD(video-on-demand) 시청 인 라와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통  TV시청과는 다른 새로운 TV시

청방식(mode of viewing), 즉 융합  TV시청방식이 

진 으로 확 되고 있다. 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과거에는 별개의 제품으로 제공되던 기능이 통합되는 

상을 말한다[1].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기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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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논의를 보다 더 근본 인 차원으로  격상시키

면, 융합은 자유, 참여, 다양성, 창의성 등 디지털 제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궁극 으로 추구하려는 

가치와 연결된다[2]. 다시 말해, 비선형시청(non-linear) 

자체가 늘어났는가도 요하지만, 그것이 늘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더 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이다. ‘융합  TV시청방식’이란 ‘TV 로그램을 텔 비

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시청하거나 통 인 

방식(선형)과는 달리 비선형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3]. 

융합  시청방식은 단순히 텔 비 을 시청하는 시

간의 이동과 단말기의 변화를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새

로운 TV시청경험(TV viewing experience)을 창출할 

것으로 견되어 왔다. 인터넷을 경험한 시청자들은 텔

비 이 이용자의 요구에 즉시 으로 응하기를 바

라고, 로그램을 내비게이트하거나 검색하여 속하

고 즉각 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결과 시청방식의 

변화는 기술 인 측면을 넘어 TV 로그램을 검색하고 

획득하고, 축 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일상 인 TV

생활(daily television routine)’ 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4]. 

하지만, 지 까지 산업계는 물론 학계의 연구들은 시

청방식의 변화 양상에만 심을 가져왔을 뿐 그것이 어

떠한 시청경험을 창출하 는지에 해서는 뚜렷한 실

증  연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TiVo, 디지털 

TV, IPTV 등의 등장과 함께 소규모 인터뷰나 설문조

사를 근거로 이루어진 탐색  연구는 있어 왔지만[5-7], 

일반화가 가능한 규모 표본을 상으로 시청방식과 

시청경험 간의 계를 포 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융합  TV시청방식이 차 확 되고 있

는  시 에서 그것이 이용자의 시청경험에 어떠한 변

화가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를 밝히고자 한다. 과연 TV시청방식이라는 기술 이고 

물리 인 투입요소(input)의 변화가 궁극 인 효과

(outcome)라고 할 수 있는 TV시청경험에 차이를 일으

키는지 악해 보려는 것이다. TV시청경험들의 변이를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요인, 미디어 이용

요인 그리고 TV시청방식 요인의 향력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회

성, 그리고 공간성으로 구성되는 시청경험의 세부 차원

별로 설명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TV시청방식과 TV시청경험

TV시청방식(mode of viewing)1이란 “(TV라는) 상

품을 둘러싸고 생산자와 이용자 간 혹은 물리  구조와 

사회  규범 간에 형성되는 일종의 습  행 유형(a 

routinized type of behavior)”[6]을 의미한다. TV시청

방식은 선형성(linearity)과 디바이스(device)를 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그림 1] 참조) – TV실시간시청

(TV-Linear), 시간이동시청(Time-Shift), 공간이동시청

(Space-Shift), 시·공간이동시청(Time & Space Shift) - 

구분가능하다[3]. 선형성이란 ‘TV 로그램의 편성과 송

출이 방송국의 통제권 하에 미리 정해진 스 에 따라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를 말한다. 디바이스는 TV 로그

램을 시청하는 단말기의 형태를 말하며 이동성을 기 으

로 TV수상기와 스마트 단말기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차원을 기 으로 TV시청방식을 구분하면 앞에서 소개

한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된다. 이  통  TV시청방식

을 의미하는 ‘TV실시간(TV-Linear)’을 제외한 3가지 유

형들이 – 시간이동시청, 공간이동시청, 시·공간이동시

청 – 융합  TV시청방식이라 할 수 있다[3].

* 황주성(2014) p.30의 표를 수정

그림 1. TV시청방식의 분류

1 본고에서는 ‘시청방식’으로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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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방식은 이용자의 시청행 와 련되지만 그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  소여를 채택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에서 다분히 물질 , 기술 , 

그리고 투입 (input) 성격이 강하다. 이런 에서 시청

방식은 그것을 통해 이용자가 최종 으로 경험하게 되

는 효과 (outcome) 측면, 즉 시청경험과는 분명히 구

분된다. TV시청경험(TV viewing experience, TV 

experience)2은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하면서 겪는 고

유한 경험을 의미한다. 다른 미디어와는 달리 TV와 

련하여 발생하는 경험  요소를 말한다. 

로에크 등은 벨기에 디지털 TV의 도입과 련하

여 시간성과 수동성의 변화에 주목하 다[5]. 그러나 그

들은 디지털 TV가 시간성과 수동성 등에 근본 인 변

화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람들은 근

본 으로 새로운 콘텐츠 보다는 이미 좋아하는 콘텐츠

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를 원하는 성향이 더 많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었다. 수동성의 경우도 큰 변화보다

는 기존에 좋아하는 로그램을 좀 더 자신에게 편한 

시간 에 보는 정도의 수 에 머무는 것으로 결론지었

다. VOD에 한 후속연구에서 로에크 등은 시청경

험의 주요 차원으로 시간성(time), 콘텐츠(content), 그

리고 장소성(place)을 제시하 다[6]. 과거에는 특정 콘

텐츠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VOD의 등장으로 이 세 차원간의 상호 련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이먼즈는 통  TV시청이 갖는 시청경험을 결정

하는 핵심 , 구조  차원으로 시간(time)과 콘텐츠

(content), 그리고 장소(place)를 들었다[7]. 언제, 무엇

을, 어디서 보았느냐 하는 것이 시청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통  TV가 제공하는 고정

된 방  스 쥴, 방송국의 기획과 의도에 따라 선정된 

로그램, 그리고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분

기 등이 통  TV의 핵심  시청경험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요소들로 인해 시청공감 (feeling of 

belonging to an audience)와 수동  시청(lean-back 

activity) 등 2차  시청경험이 생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시간 에 동일한 콘텐츠가 방 되기 때문에 그

2 본고에서는 ‘시청경험’으로도 표기함

것이 화의 소재가 되고  시청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동 , 소극  시청경험도 근원 으로는 

시간  컨텐츠의 고정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

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황주성은 TV 시청경험

을 다섯 가지 차원 - 시간성, 콘텐츠 선택성, 상호작용

성, 시청공감, 공간성[표 1] – 으로 구분하 다[3].

표 1. TV시청경험의 주요 차원들

학자 TV시청경험의 차원
Van den Broeck, 

pierson, & Pauwels 
(2004)

시간성, 능동성(active vs. passive)

Van den Broeck, 
Pierson and Lievens 

(2007)
시간(time), 콘텐츠(content), 장소(place) 

Simons(2009)
시간(time), 콘텐츠(content), 장소
(place), 사회적 매체(social medium), 수
동적 매체(lean-back Medium)

황주성(2014)
시간성, 콘텐츠 선택성, 상호작용성, 시청
공감, 공간성

2. TV 시청경험의 핵심 차원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TV 시청경험을 5

개의 차원 –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회성3, 공

간성 – 으로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표 2]. 시청경험

의 다섯 가지 차원은 모두 동일한 상을 갖는 것이 아

니라, 구조  성격을 띠는 차원과 부차 인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조  성격을 띠는 차원에는 시간성, 선택

성, 공간성이 포함되고, 상호작용성과 사회성은 부차  

성격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7]. 왜냐 하면, 통

인 TV가 수동 이고  가족과 직장 등에서 사회성을 

띠게 된 이유가 모두 ‘언제(시간성), 무엇을(선택성), 어

디서 보느냐(공간성)’하는 TV의 구조  차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 시간성

통  TV시청에서 시간성이란 TV방송일정의 고정

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시간  리듬이 방송편성표에 

의해 재단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정  시간성

3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심의 집단  사회 계 형성을 의미하는 시

청공감(feeling of belonging to an audience)보다 개인의 사회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콘텐츠 시청의 공감 를 형성하는 사회  시청

(social viewing)을 강조하기 해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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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경험 차원 \ 
시청방식 

통  TV시청 융합  TV시청

시간성 고정성, 실시간성 선택의 자유, 연결시청, 미시적 시간조정

선택성 편성된 프로그램 콘텐츠 선택권

상호작용성 수용적, 수동적, 린백 내용적 관여와 참여, 정보검색

사회성 워터쿨러 효과 시청 중 및 전후의 사회관계 유지

공간성 거실, 가내화 시청공간의 편재화(내파, 외파), 개인화

표 2. 시청방식에 따른 TV시청경험의 차원별 내용

은 VCR과 PVR, 그리고 VOD와 같은 시간이동기술의 

등장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이들 기술의 도입과 사

용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개개인의 취향과 사정에 따라 

TV시청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에는 시청할 수 없었던 시간 의 로그램을 시청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로그램을 좀 더 편한 시

간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 도 에 

지를 하거나(pause) 되돌리거나(rewind) 빨리 넘기

는 것(fast forward)과 같은 미시  시간조정도 가능하

게 되었다[3]. 최근 VOD의 확산에 따라 등장한 몰아보

기(binge watching)도 시간성의 새로운 측면이라 하겠

다[8].몰아보기는 편성에 계없이 한꺼번에 몰아서 시

청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타이틀의 로

그램 여러 편을 오랜 시간을 들여 집 으로 시청하는 

행 를 일컫는 것을 의미한다[9]. 몰아보기는 시청시간

의 스 쥴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욕망뿐만 아니

라 텔 비 의 로우(flow)와 상 없는 순수 텍스트

(pure text)만을 보려는 욕구와도 련된다[10]. 이러한 

시청경험은 시청자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통합하고 

그들의 개인  상황에 응하는 하나의 문화  행태이

다[11].

2.2 선택성

선택성이란 무슨 로그램을 볼 것인가에 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 정도를 의미한다. 통  TV시청에서는 

로그램의 선택성은 공 자인 방송국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란 시간 를 선

택하거나 아니면 동시간 에 방송되는 다른 채 의 

로그램을 선택하는 정도에 국한된다. 그러나, 방송의 디

지털화, 특히 VOD의 등장에 따라 방송국 심의 로

우(flow)가 깨지고 그 신 시청자 심의 로우가 등

장할 것으로 견되었다[3][12][13]. 선택성의 증가는 

고를 포함한 후의 기시간을 인다는 에서 시

간 약의 효과도 있지만, 보다 근본 으로는 로그램

에 한 통제력을 확보하 다는데 있다[3]. 시청자는 더 

이상 방송국의 편성의도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것은 곧 개인화

된 시청행태(personalized viewing behavior)가 증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상호작용성

통  TV시청은 이용자의 여도가 낮은 수동  

미디어(lean-back media)로 규정된다. 이것은 공 자 

심의 편성방식은 물론 피드백 등 상호작용을 한 기

술  수단의 미비와도 련된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함

께 TV시청 에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

동 인 시청경험에서 보다 능동 인 양방향 경험으로 

환하고 있는 것이다[14]. 방송 로그램에 한 직

인 참여는 물론 련된 게임하기[7], 그리고 시청 

로그램과 련된 통신과 정보검색[5] 등이 표 인 상

호작용의 이다. 특히 비선형 시청에 있어 시청자들은 

능동 이기를 원하며 상호작용성에 한 욕구가 강한 

편이다. 

정지, 빨리감기, 되돌리기 등을 통해 원하는 장면을 

충분히 반복하여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

이란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15] 상호작용은 세

컨드 스크린의 등장에 의한 멀티태스킹과도 련된다. 

특히, 최근에는 TV 로그램의 내용과 련되는 내용

을 검색하는 것이 청소년 세 의 시청행태로 증가하고 

있다. 등장하는 배우에 한 정보나 배경 는 등장하

는 상품 등이 주요 검색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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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성

TV는 직장인들에게 화의 소재(watercooler)를 제

공함으로써 사회 계를 한 미디어로 인식되어졌다. 

사회성은 TV시청경험의 구조  요소, 즉 ‘동일시간에 

동일 로그램을 시청’하는 데서 생된 것이다. 이 때

문에 사회 계 속에는 일종의 시청공감(feeling of 

belonging to an audience)이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VOD의 등장으로 시청시간은 물론 콘텐츠에 한 선택

권이 늘어남에 따라 TV시청의 사회성이 어들 우려

에 한 논의가 지 않았다[16][17]. 시간이동과 공간

이동은 이러한 시청공감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으

며, 나아가 시청자를 편화(fracture the audience) 시

킬 수 있다[7]. 

하지만, 최근 등장한 소셜시청은(social viewing) 시

청공감과는 다소 다른 상을 의미한다. 소셜시청은 

“TV를 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 시청 

인 로그램에 한 소감, 의견, 정보 등을 온라인으

로 동시에 공유하는 시청경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18]. 

이 정의에 의하면, 융합  TV시청이 오히려 사회  시

청경험을 조장할 수도 있다[19]. 첫째, 비선형 시청이 

동시성을 회복시켜주는 매카니즘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시간이동에 한 연구들의 부분은 시간이동이 짧

은 시간범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다. 다시 

말해, 다수의 시간이동은 다음날의 화를 가능하게 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4]. 둘째, 실시간방송

의 시청 시 SNS를 통하여 감정과 소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감있는 시청공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 

2.5 공간성

통 으로 TV는 가정, 그 에서도 거실의 매체로 

인식되었다. 시청공간으로서 거실은 온가족이 함께 모

여 시청을 한다는 사회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 심

의 시청이 주된 시청행태를 이룸으로써 ‘가족 심의 

시청공감이(home-based shared experience)’ 형성되는 

기 가 된다[20]. 따라서 방송콘텐츠의 내용도 보편

이면서 일반 인 주제를 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텔

비  로그램이 TV수상기뿐만 아니라 PC와 스마

트폰을 통해서도 달됨에 따라 TV의 공간성에도 변

화가 나타났다[21][22]. 시청공간은 가정 내에서는 거실

을 벗어나 침실, 식당, 욕실 등으로 스며들었으며(내 ; 

implosion), 가정 밖으로는 도로, 교통수단, 스토랑,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확산해 나갔다(외 ; explosion) 

[3]. 내 와 외 는 가족의 매체인 TV를 개인의 매체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 다. 그리고, 이동성과 개인화는 

로그램의 성격에도 향을 미친다. 개인화된 로그

램은 훨씬 더 개성과 다양성, 유연성을 추구하게 할 것

이기 때문이다[20]. 

본 연구는 지 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시청경험의 차

원을 변할 수 있는 지표를 종속변수로 정하여 실증분

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가 

2차 자료임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시

청경험들의 다양한 세부요소들을 모두 포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증분석에서는 그  표

인 요소 한 가지씩에 한 항목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이러한 포 성과 타당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다분히 탐색  성격을 띨 수밖에 없지만, 추후 

보다 본격 인 시청경험 연구를 한 사 작업으로서

의 의미는 가질 것으로 기 한다.

3. 시청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청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것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 

TV 시청방식에 한 연구들은 몇몇 발견된다. 본 연구

에서는 시청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인구

사회학  요인, 미디어 이용요인, 그리고 TV시청방식

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23].

3.1 인구사회학적 요인

시청경험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요인에 

한 연구는 크게 연령과 성에 한 것으로 별된다. 특

히 연령변수의 경우 신기술  인터넷 등과 련하여 

매우 향력이 큰 것으로 주장된다[23]. 벨기에의 DTV

를 상으로 한 연구는 시간이동은 은 연령층(18~24, 

25~34)에서만 나타난다고 밝혔다[7]. 나이 든 연령 에

서는 시간이동을 하더라도 주로 당일 내에 시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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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 층은 시청시간 를 본인에게 편리하도록 다

른 날로 변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태리의 소셜TV

에 한 연구결과는 10 와 45세 이상의 연령 간에 시

청행 에 명확한 단 상이 나타나는데, 25~34세 사이

의 연령층이 일상 인 TV시청을 가장 극 으로 조

정해 나간다고 주장하 다[24]. 

일반 으로 텔 비 은 여성성이 강한 미디어로 특

징 지워지지만, 그것이 뉴미디어로 개념화되는 순간 수

동  시청자는 능동  이용자가 되고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25][26]. 남녀간의 차이는 시간이동 등에

서 뚜렷하지 않지만, 로그램 선택성의 경우 일부 남

성은 시청 로그램을 완 히 개인화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모바일 시청과 온라인 시청에 한 

연구결과 남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단, 온라인 시청  다운로딩과 컴퓨터-TV 

연결시청, 그리고 모바일 시청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났

다. 즉, 기술  복잡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

성보다 여성이 더 낮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남녀 간에 융합  TV시

청과 련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다운로드와 같이 

기술 인 복잡성이 높은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융합

 TV시청을 더 많이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3.2 미디어 이용요인

TV와 PC,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의 이용이 

TV시청방식에 어떠한 향을  것인가에 해서는 

이론  논의에 비해 경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드-

라운은[27] 미국인 511명을 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시청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에는 인

구사회학  변수, 사회문화  변인, 미디어 이용변인, 

그리고 TV시청동기 등을 포함하 다. 미디어 이용변인

에는 이블TV이용여부, TV시청시간, PC를 통한 인

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기간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온라인 비디오 시청에는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

만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TV

시청시간은 정 이든 부정 이든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황주성은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

하여(2014년 조사, 6,042명) TV 시청방식의 구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 다[21]. 분석에 투입

된 변수는 인구사회학  요인, 융합인 라 요인, TV이

용시간, 인터넷 이용요인 등 네 가지 그룹이었다. 분석

결과, 미디어 이용과 련된 요인들 에서는 PC이용

빈도와 스마트폰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융합  TV시청

방식의 채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TV시청시간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기한 두 연구를 종합해 

보면, PC의 이용은 융합  TV시청과 유의미한 정  

련성을 보인다는 을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이

용도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해 TV이용시간은 두 연구에서 공히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TV시청방식

TV시청방식은 시청경험에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로에크와 동료들[6], 그리

고 사이먼즈[7] 연구가 보여주듯이, 비선형성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결합으로 변되는 융합  TV시청방식은 

시청경험의 핵심요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체

인 시청경험 뿐만 아니라 시청경험의 세부 차원별로

도 다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시청방식에 따

라 정리하면, 먼  통 인 시청방식의 경우 융합  

시청경험이 반 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시간이동

시청의 경우 시간성과 선택성에서 높을 것으로 상된

다. 이 두 가지 시청경험은 기본 으로 고정  시간성

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비선형성에 의해 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간이동시청의 경우 상호

작용성과, 사회성, 그리고 공간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

다. 상호작용성과 사회성은 비선형성 보다는 디바이스

의 특성, 즉 PC와 스마트폰으로 변되는 인터넷 문화

와 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이동시

청의 경우 모든 융합  시청경험이 다 높게 나타날 것

이다. 다시 말해, 시·공간이동시청을 하는 집단은 시간

성과 콘텐츠 선택성에서 가장 자유롭고, 상호작용도 많

이 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간 으로도 가장 이동성이 

높을 것이며 사회 계를 시하는 사회성도 높을 것으

로 상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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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모델

시청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인구사회

학  요인, 미디어 이용요인, 그리고 TV 시청방식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결과 인구사회학  요인과 미디어 

이용요인은 TV시청방식의 채택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21]. 연령은 어릴수록, 사무직 직업

을 가질수록 융합  TV시청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디어 이용요인들 에서

는 PC이용빈도와 스마트폰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융합

 TV시청방식의 채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2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종속변수를 TV시청경

험으로 하고 이것에 향을 미치는 세 지 독립변수군의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

해, 시청경험과 련된 종속변수에 해 인구사회학  

변인, 미디어 이용변인, 그리고 TV 시청방식 변인을 순

차 으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 추가 으로 투입

된 변수들의 유의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그림 2]. 

그림 2. 실증분석의 모델

연구문제1. ‘융합  TV시청경험 체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회성, 공

간성 등 시청경험의 세부 차원별로 이들

의 변이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떻

게 다른가?’

연구문제1은 개별  시청경험의 차원들을 살펴보기

에 앞서 융합  TV시청경험 체에 향을 주는 변수

를 찾아내기 함이다. 개별  차원의 변수들이 변하

지 못하는 반 인 융합  시청경험의 결정요인을 찾

아냄으로써 융합  시청경험 체에 향을 미치는 변

인을 먼  살펴보려는 것이다. 5개의 융합  TV시청경

험 차원을 포 하는 통합변수를 도출하기 해서 요인

분석을 이용하 다. 인구사회학  요인을 비롯하여 미

디어 이용요인과 TV시청방식 요인 등의 유의성과 효

과크기를 밝히는데 을 둘 것이다. 연구문제2는 시

청경험의 세부 차원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의 – 인구사

회학  요인, 미디어 이용요인, 그리고 TV시청방식 요

인 -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데 을 

두고자 한다. 

2. 자료와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해서 방송통신 원회가 2014년에 실시

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8]의 원자료를 이용하

다(방송통신 원회, 2014). 이 조사는 2014년 6월 16일 

～ 8월 22일간 국 3,42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의 남녀가구원 6,042명에 해 면 조사한 것이다4. 본 

연구는 이 조사  개인설문조사의 일부 항목을 이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과 척도는 [표 3]과 같다. 분

석방법은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 다. 

독립변수는 세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인구사회학  

변인은 연령, 성, 소득, 그리고 세 가지 직업에 한 더

미변수 – 학생, 사무직, 주부 – 로 구성된다. 연령은 

10 와 20 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 는데, 이는 10

와 20 에서 미디어 이용, TV시청방식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역 되는 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

상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10

가 처한 학업압박과 의존성으로 인해 연령  특성이 

제 로 발 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쨰, 미디어 

이용요인은 가장 표 인 매체인 TV와 PC, 그리고 스

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는 2000년 『TV시청행태 연구』라는 명칭으

로 제1회 조사를 실시하 고, 2009년부터 국규모의 조사로 확 되

었음. 2014년부터 본 연구의 기 자료가 되는 TV시청방식에 한 문

항을 포함하 으나, 그 이후 시청경험에 한 문항도 포함한 조사는 

2014년 조사가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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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도
수

척도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인구사
회학적 
요 인

연령 6042 서열 1(10~20대)=26.8%, 2=18.9%, 3=19.9%, 4=15.9%,  5(60대 이상)=18.5%

성 6042 명목 1(남자)=49.2%, 2(여자)=50.8%

소득 5757 등간 1(100만이하)=11.8%, 2=13.6%, 3=19.9%,  4=24.0%, 5(400만이상)=30.7

직업(학생) 6042 명목 0(그외 직업)=84.6% 1(학생)=15.4% 　 　

직업(사무직) 6042 명목 0(그외 직업)=78.7% 1(사무직)=21.3% 　 　

직업(주부) 6042 명목 0(그외 직업)=79.6% 1(주부)=20.4% 　 　

미디어 
이용요
인

TV 이용빈도 6042 등간 0(이용안함)=3.0% 6(매일)=67.1% 5.2176 1.39934

PC이용빈도 6042 등간 0=(이용안함)=38.2% 6(매일)=20.4% 2.7288 2.40964

스마트폰 이용빈도 6042 등간 0=(이용안함)=24.0% 6(매일)=66.0% 4.3614 2.54720

TV시청
방식 

시간이동시청 5575 명목 0(안함)= 95.5% 1(함)= 4.5% 　 　

공간이동시청 5575 명목 0(안함)= 88.3% 1(함)= 11.7% 　 　

시·공간이동시청 5575 명목 0(안함)= 87.7% 1(함)= 12.3% 　 　

시청경
험변 
수

시청경험 통합 변수 6001 비율 -1.10119 3.82308 .0000000 1.00000000

시간성 6039 등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1.9090 1.07254

선택성 6031 등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1.7109 .96342

상호작용성 6037 등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1.9418 1.07459

사회성 6033 등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2.0772 1.15517

공간성 6026 등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1.8642 1.05761

　 전체 5286 　 　 　 　 　

표 3.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척도와 기술통계량

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각각 측정한 세 가지 변

수로 구성된다. 측정지표는 이용빈도를 7단계로 그룹화

한 값을 - ‘이용 안함(0)’에서 ‘매일(6)’- 갖는다. 셋째, 

TV시청방식 요인은 시간이동시청, 공간이동시청, 그리

고 시·공간이동시청 여부를 더미 변수로 변환한 세 변

수로 구성된다. TV시청방식은 응답자를 TV이용기기

(TV수상기 vs. PC/노트북, 스마트폰 등)와 TV이용행

태(실시간 vs. 비실시간)을 기 으로 네 집단(TV 실시

간시청, 시간이동시청, 공간이동시청, 시․공간이동시

청 집단)으로 나 었다5.

종속변수는 연구문제1의 경우 5개의 시청경험을 

표하는 ‘시청경험 통합변수’를 생성하 다. 차원들의 통

합은 요인분석을 이용하 다. 다섯 개 차원들에서 추출

한 요인  요인 재치가 1을 넘는 변인이 하나 추출되

었다. 이 변인은 5개 차원과 모두 정의 상 계를 보

고 체 변량의 5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문제2의 종속변수는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

회성, 그리고 공간성 등 5개 시청경험의 세부 변수들로 

구성된다6. 측정지표는 원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에 

5 TV시청방식의 구분방법과 구분에 투입된 자료는 황주성[3] pp. 37∼

38을 용하 다.

6 차원별 지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시간성: 드라마 시리즈 체 

혹은 일부를 몰아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②선택성: 실시간 서청보다

한 동의정도, 즉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사이의 척도 값을 갖는다. 5개 차원에 한 질문

들은 측정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시청경험의 정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인구사회학  요인  연령과 설별 구성

비는 원자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디어 이용요인과 

련된 세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TV이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이 약간 낮은 빈

도를 보 다. 이에 비해 PC의 이용빈도는 두 미디어에 

비해 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TV시청방식 요인에서

는 시간이동시청이 4.5%, 공간이동시청이 11.7%, 시·공

간이동시청이 12.3%로 융합시청방식이 체의 28.5%

는 VOD시청을 좋아한다. ③상호작용성: TV시청에만 집 하기 보다

는 련 정보를 동시에 찾아보는 편이다. ④사회성: TV를 보면서 , 

문자, 메신  등으로 친구, 지인과 의견을 나 기를 좋아한다. ⑤공간

성: 교통으로 이동 이거나 집밖에서 있을 때도 노트북이나 스

마트폰으로 방송 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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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 다. 

종속변수  통합변수는 요인분석에 따른 z-score이

므로 평균이 0이고 표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보인다. 

다섯 가지 세부 차원들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변

수는 사회성으로 평균이 2.0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는 상호작용성, 시간성, 공간성, 선택성 등의 순서로 높

은 값을 보 다. 특히, 선택성은 평균과 함께 표 편차

의 크기도 가장 낮아 제일 좁은 분포를 보인다고 단

할 수 있다.

2. 주요연구결과

2.1 연구문제1

연구문제1은 ‘융합  TV시청경험 체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TV시청경

험에 련된 세 가지 구룹의 변수들  어떠한 그룹이 

더 큰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해 ‘ 계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계  회귀분석 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으로 투입된 변수들이 시청경험 

통합변수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p<0.01, adjusted R
2=.258). 단계 으로 살펴보면, 먼

 모델1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수 6개를 투입하여 

체 변령의 16.6%를 설명하 다[표 4]. 모델2에서는 미

디어 이용변수 3개를 추가로 투입하여 1.7%의 설명력

을 추가로 획득하 다. 그리고 모델3에서는 TV시청방

식 변수 3개를 투입하여 7.6%의 설명력을 추가하 다. 

체 으로 모델 2, 3에 추가로 투입된 변수들만 고려

할 때, 모델의 체 설명변량(R square) 25.8  미디어 

이용변인은6.6%을, TV시청방식 변인은 29.3%에 해당

하는 비 을 각각 추가로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융합  TV시청경험은 인구사회학  변인에 

의해 가장 크게 설명되고(64.1%), 그 다음으로 TV시청

방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

요인은 상 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 다.

개별 독립변수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TV

시청방식 요인  시·공간이동시청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공간이동시청을 경험해 본 응답자가 그 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융합  TV시청경험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이 큰 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융합  TV시청경험은 더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계를 보 다. PC이

용이 시청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

는 앞서 살펴본 시청방식에 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한다[25]. 이에 비해, TV이용빈도의 경우 TV시청빈

도가 많은 사람보다는 시청빈도가 작은 사람들이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문제1의 분석결과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베타 베타 베타

인구사
회학적 
요인

(상수) 　 　 　

연령 -.335*** -.228*** -.181***

성 .035** .051*** .049***

소득 .048*** .024 .026**

직업(학생) .063*** .055*** .056***

직업(사무직) .091*** .051*** .044**

직업(주부) -.012 -.018 -.017

미디어 
이용
요인

TV 이용빈도 -.072*** -.026**

PC이용빈도 .113*** .065***

스마트폰 이용
빈도

.066*** .050**

TV 
시청
방식

TV시청방식_시
간이동

.125***

TV시청방식_공
간이동

.141***

TV시청방식_
시·공간이동

　 　 　 　 .271***

R-square change .166 .185 .258

주) 계수의 유의수준은 **는 < 0.05, ***는 < 0.001임. 

2.2 연구문제2

연구문제2는‘융합형 TV시청경험의 세부 차원별로 

이들의 변이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다른

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종속변수로 시청경험 통합변

수가 아니라 세부 차원별 변수를 이용한 것 이외, 다른 

독립변수와 분석방법은 연구문제1과 동일하다. 

계  회귀분석 체 모형은 시청경험의 5개 차원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
2는 시간성 .125, 선택성 .164, 상호작용성 

.153, 사회성 .192, 그리고 공간성 .194로 나타나, 시청경

험 통합변수에 비해서는 상 으로 낮았다. 

종속변수별로 효과크기의 크기에 따라 계수의 유의

성과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표 5]. 첫째, 시간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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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공간이동이 가장 큰 계수 값을 보 고(0.232), 그 

다음으로 시간이동, 연령, 성, 공간이동 등의 순서로 나

타났다. 특이한 은 성의 경우 정(+)의 계수값을 가지

므로 여자일수록 시간성 시청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일반  경

향, 다시 말해 기술  복잡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여

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다. 이러한 결과는 TV시청방식의 채택은 남성이 더 높

을지라도[21], 시간성이라는 TV시청경험, 다시 말해, 

융합  TV시청을 통해 체감하는 시간  자유도에 

한 선호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택성의 경우 역시 시·공간이동이 가장 큰 계

수값을 보이는 가운데(.275), 시간이동시청, 연령, 공간

이동시청, 그리고 PC이용빈도의 순서로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상  5개에 들지는 

않았지만, TV이용빈도가 유의미한 부(-)의 계를 보

인 것이다[표 5]. 다시 말해, TV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

일수록 VOD로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의 통합변인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

로, TV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로그램에 한 

선택  시청에 한 선호는 낮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시간이동시청을 할 경우라도 그것이 로그램 선택의 

자유성과 다양성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으로 

의미한다. 이것은 VOD에 따른 로그램의 다양화는 

기 보다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겠다[7][29]. 

셋째, 상호작용성도 시·공간이동이 가장 큰 향력을 

보 고(0.175) 그 다음으로 연령, 공간이동시청, 시간이

동시청, 그리고 PC이용빈도의 순서를 보 다. 여기서는 

앞서 본 다른 시청경험들과는 달리 스마트폰 이용빈도

가 유의미한 련성을 보 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 

사람일수록 상호작용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 검색이나 SNS 등 상호작용을 한 디바이스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 인 결과

라 하겠다. 

넷째, 사회성은 다른 종속변수와는 달리 연령이 가장 

큰 향력을 보인 가운데(-0.213), 스마트폰 이용빈도, 

시·공간이동, 공간이동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일수록 사회성의 경험정

도가 높은 반면, 동시에 주부일수록 사회성의 경험이 

낮게 나타나 모순  상황을 보 다. 반 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TV를 시청하는 에 친구나 지인과 의견

을 나 기를 좋아하지만, 주부의 경우 주부가 아닌 집

단에 비해 사회  시청에 한 선호가 낮다는 것이다. 

표 5. 연구문제2의 분석결과: 회귀모델 계수의 유의수준과 

효과크기

구분
시간성 선택성

상호
작용성

사회성 공간성

베타 베타 베타 베타 베타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상수) 　 　 　 　 　

연령 -.100*** -.133*** -.154*** -.213*** -.093***

성  076*** -.017 .042** .056*** .028**

소득 .006 .022 .028** -.004 .051***

직업(학생) .031 .011 .036** .059*** .070***

직업(사무직) .033** .027 .046** .017 .040**

직업(주부) -.005 -.013 .013 -.038** -.025

미디
어 
이용
요인

TV 이용빈도 -.020 -.037** -.001 .030** -.077***

PC이용빈도 .041**  .047** .070*** .060*** .032

스마트폰 
이용빈도

.020 -.020 .038** .120*** .029

TV 
시청
방식

시간이동시청 .131*** .161*** .097*** .056*** .033**

공간이동시청 .063*** .050*** .124*** .105*** .199***

시·공간이동
시청

.232*** .275*** .175*** .119*** .235***

주) 계수의 유의수준은 **는 < 0.05, ***는 < 0.001 임. 

마지막으로 공간성에서는 시·공간이동이 가장 높은 

계수값을 보인 가운데(0.235) 공간이동, 연령, TV이용

빈도 그리고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TV이용빈도는 선

택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간성 경험과 부의 계를 보

다. TV자체가 아직은 가정  매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종합논의

지 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융합  TV시청경험 체에 

한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  변인이 가장 큰 설명력

을 보 고, 그 다음으로는 TV시청방식이 미디어 이용

요인보다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것은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견되었던 것으로,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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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일정부분 TV시청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을 확인해 다. 특히 시·공간이동시청 여부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여주어, 비선형성과 TV외 디바이스 

시청 모두를 경험한 이용자가 더 높은 융합  TV시청

경험을 보여주었다. 미디어 이용요인에서는 PC와 스마

트폰 이용빈도가 융합  TV 시청경험에 정 인 

향을 보인 반면, TV이용빈도는 부정  향을 보 다. 

둘째, TV시청경험의 세부 차원들을 비교해 보면, 시

간성과 선택성은 TV시청방식의 향을 크게 받는 반

면, 사회성과 상호작용성은 인구사회학  변인의 향

을 상 으로 더 크게 받았다. 공간성은 양 진 의 

간  상을 보 다[표 6]. 미디어 이용요인의 설명력은 

모든 시청경험에 걸쳐 세 요인군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시간성과 선택성에서 TV 시청방식이 모형의 체 

설명력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각각 44.5%, 49.2%인 반

면, 사회성과 상호작용성에서는 9.8%, 24.5%에 불과하

다. 공간성의 경우 34.2%를 보 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시간성과 선택성, 그리고 공간성이 융합  TV 시청

방식과 보다 직 이 련성을 보이는, 다시 말해 보

다 직 이고 구조 인 차원이라는 로에크와 사이

먼즈의 연구[6][7]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에 비해 사회

성과 상호작용성은 인구사회학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시청경험에 따른 위계적 회의

분석 단계별 설명력 비교

구분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
용성

사회성 공간성

모델1
(인구사회학적 요인)

49.2 44.2 69.0 81.4 56.1

모델2
(미디어 이용요인)

6.3 6.1 6.5 8.8 9.7

모델3
(TV 시청방식)

44.5 49.7 24.5 9.8 34.2

회귀모델의 R2 .128 .165 .155 .194 .196

이러한 분석결과가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TV시청방식에 따라 시청경험 반은 물론 세부 차원

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 밝 진 것이다. 

다시 말해, TV시청방식의 경험 여부가 단순히 기능

이고 행태 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청경험에 한 선

호로 연결된다는 이 실증 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

은 TV를 둘러싼 디지털 컨버 스가 이용자들의 실질

인 TV 경험에 유의미한 변화를 래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융합  TV시청방식이 융합  TV시청경험으

로 귀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융합  TV시청

경험의 세부 차원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시

간성과 선택성 그리고 공간성은 TV시청방식의 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사회성과 상호작용성은 시청방식의 

향보다는 인구사회학  요인의 향을 더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융합  TV시청경험 

간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시간성과 선택성 그리고 공간성은 TV시

청방식, 즉 선형성과 디바이스에 의해 직 인 향을 

받는 시청경험인데 비해, 사회성과 상호작용성은 상

으로 간 인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

회성은 TV시청방식보다는 연령과 스마트폰 이용빈도 

등 디지털 컨버 스 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과 

상호작용성인 다른 세 가지 시청경험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  한다. 이에 

해서는 시청경험의 측정과 련하여 보다 이론 이

고 실증 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시간이동시청과 공간이동시청 등 융합  TV시청방

식의 등장은 디지털 컨버 스의 표 인 상으로 

TV의 미래에 한 많은 망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반 으로 볼 때 세를 역 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융합  TV시청방식이 진 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융합  TV시청이 실

제로 TV시청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해서는 종합 이고 실증 인 연구가 부재하다. 이는 

디지털 컨버 스라는 상에 한 투입차원의 상분

석은 많았던 데 비해 효과 는 향 차원의 분석이 부

족했음을 의미한다. 공 자 차원의 컨버 스 정책의 한

계를 극복하여 궁극 인 가치를 목표로 한다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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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둔 효과 는 향 차원의 연구가 필수 이

라 하겠다. 본 연구는 융합  TV시청방식의 채택이 이

용자 의 시청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래하고 있으

며 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  보았다. 나

아가,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회성, 공간성 등으

로 구성되는 TV시청경험들의 변이를 설명해 주는 요

인들을 찾아내고자 하 다. 인구학  요인, 미디어 이용

요인, 그리고 TV시청방식의 향력을 상호 비교해 보

았으며, 나아가 세부 시청경험의 차원별로 설명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자료는 방송통신

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의 원자료를 이용하 다. 이 조사는 2014년 6월 16일 ~ 

8월 22일간 국 3,42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남녀가구원 6,042명에 해 면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TV를 둘러싼 디지털 컨버 스에 한 연

구로 그 최종 인 효과라 할 수 있는 TV 시청경험을 

다루었다. 시간성, 선택성, 상호작용성, 사회성, 그리고 

공간성으로 구성되는 TV 시청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악함으로써 TV시청방식의 향력

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융합  TV 시청방

식의 채택이 융합  TV 시청경험에 한 선호에 정

인 향을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지 까지 융합  

TV 시청방식에 따른 시청경험의 변화에 한 연구는 

지 않았지만, 부분 일부의 시청경험에만 을 맞

추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도 탐색  수 의 정성  

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본 연구는 TV 

시청경험에 한 정량 이고 규모인 실증연구라는 

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하 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

다. 첫째, TV 시청경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단일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컨 , 시간성은 몰아보기의 선

호도, 선택성은 VOD 시청선호도 만을 측정하 다. 이

러한 한계는 물론 기존자료의 활용에 따른 것이지만, 

그로 인해 시청경험을 충분히 포 이면서도 첩되

지 않게 포함하 는가 하는 측정의 타당성 문제가 남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2차 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한

계이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풀 수 있을 과제라 생

각하며, 어도 본 연구가 시청경험에 한 탐색  연

구로서의 가치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본다. 둘

째, 인과 계의 방향성에 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방식 → TV 시청경험의 방향성을 제로 분석

을 하 지만, 선험 으로 융합  TV시청경험에 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융합  TV시청방식을 채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과 계의 역 이 더 설

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방

향성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이용요인

의 향력이 비록 낮기는 하지만 부분의 시청경험에

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이것을 시사한다. PC를 통

한 인터넷 이용의 증가가 TV에 한 융합  시청경험

에 한 수요를 자극하 다면, 그것으로 인해 융합  

TV시청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

문 은 향후 경로분석 등 시간  요소를 고려한 분석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가 디지털 컨버 스에 의한 TV 시청방식의 

변화와 그 효과인 시청경험에 한 연구에 보다 실증

인 논증의 토 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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