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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다매체·다채  시 가 되면서 텔 비  로그램 선택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수용자 개인의 성향

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의 개인성향이 로그

램 유형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특히, 로그램 시청 동기와 계가 있는 인지욕구와 감각추

구성향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 다. 다양한 텔 비  로그램 에서 드라마와 능 장르를 각각 4개와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선호도에 개인성향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해 

웹 서베이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은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은 정 인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연구 결과의 함의를 논의하 다.

 ■ 중심어 :∣프로그램 유형 선호도∣인지욕구∣감각추구성향∣

Abstract

The personality types has been emphasized as one of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program 

selection by viewers in the multi-channel and multimedia era. However,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on this issu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the audience personality 

influence the program preferenc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both need for cognition and 

sensation seeking which are related to the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program preference, four types of drama and five types of 

entertainment program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web survey showed that viewers personality type seem to have effect on 

their program preference. Indeed, it appeared that there wa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eed 

for cognition and sensation seek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were discussed. 

 ■ keyword :∣Program Preference∣Need for Ccognition∣Sensation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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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블, 성, 인터넷,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방송 환경은 

소수의 지상  채  심에서 다매체·다채  시 로 변

화하 다[1]. 한 2011년 12월 종합편성 채 의 개국과 

스마트TV의 보 은 방송의 무한경쟁 시 가 오고 있

음을 의미한다[2].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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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선택권도 확 되었다. 구체 으로 수용자들은 

이 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매체와 채 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지상  심 

방송 시 에 존재하던 제약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를 들어, 과거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던 지상  

심 시 에 ‘모래시계’와 같은 로그램은 ‘귀가시계’

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밖

에 없었지만,1) 이러한 상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동일한 방송 콘텐츠를 지상 TV, 이

블TV, 인터넷, DMB, IPTV,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이처럼 수용자의 선택

권이 확 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어떻게 특정 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청하는지를 연구

하는 것은 더욱 요해졌다. 

본래 수용자들의 시청 행 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첫

째, 시청과 련된 구조 인 요인에 한 연구와 둘째, 

시청자의 내 인 요인 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3]. 우선, 구조 인 요인에 한 연구는 시청자의 

시청가능성, 로그램 편성 요인 등과 같은 요인들이 

시청자들의 시청 행 에 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

해 이들은 수용자 외 인 요인들에 의한 로그램 선택

이 요하다고 생각하 고, 따라서 수용자의 시청 행

를 수동 이라고 주장하 다. 반면, 시청자의 내 인 요

인을 강조하는 입장은 시청자의 내 인 욕구와 동기가 

특정 로그램의 시청에 더 요하다고 생각하 다. 이

용과 충족 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이 입장은 수용자들

을 능동 이라고 가정하 다. 따라서 이 입장은 수용자

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인지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특

정한 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다매체·

다채 로 인해 수용자의 로그램 선택권이 확 되면

서 수용자의 시청 행 에 있어 구조 인 요인보다 수용

자의 내 인 요인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4]. 다시 말

해, 수용자의 로그램 선택에 있어 편성 등의 구조

인 요인보다는 특정한 콘텐츠에 한 수용자의 선호도

가 더욱 요해졌다[5][6]. 기존의 연구들은 로그램 

1) 평균 시청률 50.8%, 순간 최고 시청률 75.4%

 -출처: 아시아경제, 2011. 1.2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12723303037421)

선호도와 선택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

하 는데, 특히 여러 로그램 시청선택 모델이 시청자

의 개인성향을 강조하 다[7][8]. 이들에 의하면, 시청

자 개인의 성향은 미디어 선택과 이용  결과에 향

을 미치며, 매스 미디어 이용행 를 보다 근본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9]. 그 지만, 개인의 성

향과 미디어 이용의 계에 한 연구는 그 요성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10]. 특히 기존의 연구

들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 미국 로그램을 상으로 연

구가 진행 되었으며, 우리나라 텔 비  로그램을 

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들의 개인성향이 로그램 유

형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개인성

향 요인 에서도 정보 처리와 계가 있는 동기 인 

성향인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와 감각추구성향

(sensation seeking)이 로그램 선호도에 미치는 향

을 연구하 다. 인지욕구는 생각하기를 즐기는 성향이

며, 감각추구성향은 자극을 즐기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

려는 성향이다. 다매체·다채  환경에서 시청자의 선택

권이 더욱 요해진 상황에서 시청동기와 계가 깊은 

두 성향 요인과 로그램 유형 선호도의 계를 살펴보

는 것은 시청자의 로그램 선택 행 를 이해하는데 의

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성향과 로그램 유형 선호도와 련하여 

고려해야할 요한 사항은 로그램 장르 구분의 문제

이다. 개인성향과 로그램 유형 선호도 련된 연구 

결과는 다소 일 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특정 장르의 모든 로그램 유형을 동일

하게 취 하는 경향이 문제 으로 지 되었는데, 텔

비  로그램의 일반 인 장르보다는 구체 인 내용

이 개인성향과 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2][13]. 

를 들어, 맥다니엘(2004)은 감각추구성향과 스포츠 

로그램 소비의 계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한 이유

로 기존의 연구들이 모든 스포츠 계 로그램을 동일

하게 취 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드라마와 능 장르에 속하는 로그램들을 내용 

심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로그램 유형에 시청자들

의 개인성향(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이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성향과 로그램 선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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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학자들의 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을 고려하

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시청자의 로그

램 선택 행 를 이해하는데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동기 인 성향을 지닌 

감각추구성향과 인지욕구를 개별 으로 연구하 다는 

제한 이 있다. 두 요인이 과연 독립 으로 로그램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계가 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동기 인 개

인성향의 계를 살펴보는 한편, 이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인성향과 프로그램 선호
수용자의 미디어 콘텐츠 선택  이용에 개인성향이 

요한 이유는 이용과 충족 근법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 근은 수용자들이 자발 으로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매체를 이용하며, 특정 매

체나 콘텐츠가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이를 지속

으로 이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다[14][15]. 이용

과 충족 연구들은 시청동기에 따라 이용하는 로그램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왔지만, 각각의 시청동기

와 로그램 선택 과정의 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했다는 비 도 있다[3]. 개인성향은 바로 이러한 수용자

들의 욕구 는 이용 동기의 원천이며, 로그램 선택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10]. 

특히,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은 모두 동기 인 특

성을 갖고 있으며, 의도 인 로그램 선택 행동을 설

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인이다[16]. 따라서 동기 인 

특성을 지닌 이 두 성향은 다매체·다채  시 의 능동

인 수용자의 시청 행동을 설명하는데 요하다. 

2. 인지욕구와 프로그램 유형 선호
인지욕구는 원래 코헨 등(1955)이 제기한 개념으로, 

이들은 인지욕구를 ‘ 련된 상황을 의미 있고 통합 인 

방법으로 구조화하려는 욕구이며, 이는 세상을 합리

이고 경험 으로 이해하려는 욕구(29쪽)'라고 설명하

다[17]. 이후 카시오포와 패티(1982)는 인지욕구를 정보 

처리 과정에 여하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으

로 다시 개념화하 고 인지욕구 측정 척도를 개발하

다[18]. 코헨 등(1955)의 인지욕구가 내 인 긴장 완화

를 강조한 반면, 카시오포와 패티(1982)는 이를 동기

인 요인으로 인식하 다. 인지욕구는 지 인 능력과도 

계가 있지만, 본질 으로 인지 인 동기를 반 하는 

개념이다[19]. 이처럼 동기 인 요인으로 개념화된 인

지욕구는 이후 다양한 메시지 처리와 설득 분야에서 지

속 으로 연구되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인지욕구는 정보추구 행 와 련이 있고 인지욕구

가 높을수록 정보를 조직하고, 평가하며, 정교화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를 들어,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고 메시지가 강한 주장으로 구성될 

때, 고 제품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형성하지만 

고 모델의 매력성의 향은 받지 않는 반면, 인지욕

구가 낮은 사람들은 메시지 주장의 강도에는 향을 받

지 않지만, 고 모델이 매력 일 경우 제품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개인의 인지욕구라는 동기 인 성향은 설득 

효과 차원뿐 아니라,  매체 이용과도 계가 있다.  

인지욕구와 매체 이용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정보 지향 인 미디어를 더 

선호하고, 시각 으로 단순한 콘텐츠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보인다[22]. 구체 으로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

은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신문과 잡지 뉴스에 

더 의존하며, 텔 비 을 게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

[23].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신문

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텔 비 과 라디오는 더 

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한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텔 비  이용시간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되는 다양한 변인(수입, TV소유  이블 가

입여부, 주거환경 등)을 통제하고 텔 비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인지욕구가 낮을수록 텔 비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25]. 

그 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

들이 TV를 이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퍼스(199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지욕구가 높

을수록 지역 뉴스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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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 정보를 TV뉴스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7]. 인지욕구가 높은 사

람이 선호하는 정보 유형과 제시 방식이 인지욕구가 낮

은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와 콘텐

츠 유형을 보다 세부 으로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인

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신문의 정치·세계 뉴스, 텔

비 의 국/지역뉴스는 선호하지만, 신문의 스포츠·엔

터테인먼트 뉴스, 텔 비 의 게임/토크쇼, 범죄/모험/

코미디 쇼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드라마와 시트

콤의 주목도가 낮아졌다[15].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지욕구는 주로 뉴스의 

선호도와 계가 있는 듯하다. 그 지만, 뉴스 에서도 

선호하는 콘텐츠와 선호하지 않는 콘텐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지욕구는 뉴스 장르 체가 아니라 구체

인 콘텐츠 유형의 선호와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 뉴스 이외의 장르 선호도와 인지욕구의 계에 

해서 기존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지만, 뉴스와 련된 

결과는 다른 장르에서도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지욕구

가 높은 사람들이 모든 드라마에 한 선호도가 낮다고

는 볼 수 없다. 드라마의 다양한 유형 에서 인지욕구

를 자극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는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를 들어, 사극의 경우에는 역사

인 사실을 기반으로 많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 계

를 묘사하고 있기에 인지욕구가 높은 시청자들이 선호

할 수 있다. 유사하게, 능 유형 에서도 즐거움과 함

께 인지 인 자극을 유발하는 퀴즈쇼와 같은 로그램

은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선호될 수 있다. 

그 지만, 이러한 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1. 수용자의 인지욕구는 텔 비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수용자의 인지욕구는 드라마 유형 선

호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수용자의 인지욕구는 능 유형 선호

도에 향을 미치는가? 

3. 감각추구성향과 프로그램 유형 선호
감각추구성향은 새롭고 다양하며, 강렬한 자극 는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28].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극성이 강한 메시지와 감각 인 가치

가 높은 미디어의 메시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9]. 

감각추구성향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개인마다 최

의 자극 수 (optimum arousal level)이 있고, 이를 충

족시키기 해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30]. 감각추구성

향이 높은 사람들은 최 의 자극 수 이 높기 때문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새롭고 자극 인 경험 등을 추구

하지만,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익숙하고 단순

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28]. 일반 으로 남성

들이 여성들보다 더 감각추구성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31].

감각추구성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정보노출 활성

화 모델(activation model of information exposure)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목은 자극에 한 개인 인 

욕구의 기능으로 개인이 미디어 선택과 같은 정보 노출 

상황에 처하면 한 수 의 자극을 유지 는 성취하

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32]. 따라서 감각추구성향이 높

은 사람들은 새롭고, 감성 이며 자극 인 메시지에 

한 욕구를 표 하며, 메시지가 이러한 자극욕구 수 에 

합하다면 심을 갖게 되고 자극이 충분하지 못하다

면 다른 메시지로 심을 돌리게 된다[33].

감각추구성향이 미디어 이용 연구에 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텔 비 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12][16].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의 자극 이고 험한 행동

을 수행하는 신에 안 한 안으로 미디어 내용에 노

출함으로써 자극에 한 욕구를 충족한다[33]. 감각추

구성향은 텔 비 의 시간 보내기(pass time)와 회피

(escape) 동기와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4]. 감각추구성향과 텔 비  이용량의 계는 다

소 불분명하다.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텔 비 을 

게 이용한다는 결과도 있지만[13], 계가 없다는 결

과도 있다[16][35]. 

그 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과 미디어 

콘텐츠 선호도의 계가 입증되었다. 구체 으로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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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호러 화와 X등  화[36], 액

션 어드밴쳐[16][37], 스포츠[37][38], 코미디와 게임쇼

[37], 낮 시간  토크쇼와 스탠드업 코미디 로그램

[35], 데이트 쇼 로그램[39], 시트콤( , Friends, 

Seinfeld)과 풍자 애니메이션(  The Simpsons, South 

Park)[2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들의 

경우, 감각추구성향 높을수록 소  오페라(soap opera)

와 다큐드라마를 선호하 다[13]. 즉,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극 인 메시지[9][39], 장면 환이 빠

르고 감성 인 반응을 하게 이끌어내는 내용을 더 

선호하며[40], 유쾌한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30].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인지욕구와 유사

하게 감각추구성향도 특정 장르의 선호보다는 자극욕

구를 만족시켜주는 구체 인 콘텐츠의 유형의 선호와 

계가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드라마 유형 에서도 주인공들의 사랑을 그

리는 콘텐츠나 소  볼거리가 많은 콘텐츠를 선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멜로/트 드 드라마의 경우, 남자 주

인공이 재벌2세나 3세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고  승용

차와 주택, 화려한 장식의 식당이나 술집 등을 많이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시청자들의 심을 끌 수 있다. 한 능 장르는 

기본 으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다. 그 지만, 모든 능 

로그램 유형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능 유형

의 선호도에 감각추구성향이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2. 수용자의 감각추구성향은 텔 비  로

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수용자의 감각추구성향은 드라마 유

형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수용자의 감각추구성향은 능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가? 

한편, 기존 연구는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의 계

에 해서 살펴보지 않았다. 부분의 연구들은 인지욕

구 는 감각추구성향  하나에 해서만 연구하 으

며, 두 성향을 동시에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앞서 언

하 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이 

수용자의 로그램 선호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혔지만, 두 성향이 어떤 계가 있으며 동시에 로그

램 선호도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심을 두지 않았다. 그 지만 동기 인 특성을 지닌 

두 성향의 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로그램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성향의 계에 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개요
본 연구는 이메일 발송을 통한 웹 서베이 방식을 이

용하 다.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국 만 20세 이

상의 성인 남녀를 상으로 일주일간 진행하 다. 조사

에 참여한 343명 에서 남성은 194명(56.6%), 여성은 

149명(43.4%)이었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19세에서 

57세까지로 다양하 다(평균 30.13세, 표 편차 7.03). 

학력 수 은 졸(63.0%, 216명), 학 재학(20.7%, 71

명), 고졸 이하(8.7%, 30명), 학원졸 이상(7.6%, 26명)

이었다. 응답자의 가구소득 수 은 100만원 미만(2.6%, 

9명) 100만원~250만원 미만(23.0%, 79명), 250만원 이

상~350만원 미만(23.6%, 81명), 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20.4%, 70명),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16.9%, 

58명), 600만원 이상(13.4%, 46명)의 순서 다. 직업분

포는 사무 련직(33.8%, 116명), 학생(21.3%, 80명), 기

술직(15.5%, 53명), 경 / 리/ 문/자유직(10.5%, 36

명), 주부(5.8%, 20명), 서비스/ 매/ 업(5.0%, 17명), 

자 업(4.1%, 14명), 기타(1.7%, 6명), 무직(1.5%, 5명), 

생산/단순노무직(0.9%, 3명)이었다.  

2. 주요변인 측정
2.1 독립변인
인지욕구 : 본 연구는 인지욕구를 측정하기 해 카

시오포와 패티(1982)가 개발한  34개 문항을 11개 문항

으로 축약한 척도를 이용하 다(5  척도: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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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매우 그 다)[41]. 본 연구에서 ‘나는 단순한 문제

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더 좋아한다’, ‘잘 모르는 것에 

해서 더 알고 싶다’ 등의 11개 문항에 한 타당도와 신

뢰도(크론박 알 , Cronbach's α)를 검증하 다. 11개 

문항을 탐색  요인분석(고유값 1기  추출, 베리멕스 

방법)한 결과, 인지욕구는 단일차원으로 나타났다. 11

개 항목의 신뢰도는 .920로 높은 수 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인지욕구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로 비교한 결과, 남성(m=3.61, sd=.64)과 여

성(m=3.48, sd=.72)의 인지욕구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 341)=3.14, n.s.). 

감각추구성향 : 감각추구성향은 원래 주커만(1979)이 

개발한 40개 문항을 호일과 동료들이(2002)이 8개 문항

으로 축약하 다[42]. 본 연구는 김무곤 등(2009)이 이

용한 ‘나는 모르는 낯선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들이 겁내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8개 문

항을 5  척도로 측정하 다(1=  아니다~5=매우 그

다). 감각추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8개 항목의 타당도

와 신뢰도(크론박 알 , Cronbach's α)와 타당도를 검

증하 다. 탐색  요인분석 (고유값 1기  추출, 베리멕

스 방법) 결과,  8개 항목  단일 차원을 해하는 것으

로 나타난 1개 항목을 제외한 7개 문항으로 감각추구성

향을 구성하 다. 7개 항목의 신뢰도는 .896으로 높은 

수 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의 차

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남성(m=3.34, 

sd=.74)과 여성(m=3.25, sd=.80)의 감각추구성향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 341)=1.24, n.s.). 

한편,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은 유의미한 상

계(pearson r=.41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2.2 통제변인
일일평균TV시청량 : TV시청정도는 일일평균TV시

청량으로 측정하 다. 응답자들에게 하루 평균  지상

TV를 얼마나 시청하는지(시청량-분)를 쓰게 하 다. 

2)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이 상 계가 있기 때문에, VIF와 

Tolerance를 통해 다주공선성 문제를 검증한 결과,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체 응답자의 일일평균 TV 시청량은 131.66분(표 편

차 86.38분)으로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남성

(m=122.68, sd=73.39)보다 여성(m=143.56, sd=99.88)이 

지상 TV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381)=4.88, p<.05). 일일평균TV시청량은 인지욕구

(r=-.089, n.s.)  감각추구성향(r=-.072, n.s.)과는 유의

미한 상 계가 없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도 통제변인으로 이

용하 다. 학력 수 의 경우에는 졸자의 비율이 60% 

이상이었고, 고졸 이하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합하지 않았다. 

2.3 종속변인
로그램 유형 선호도: 로그램 유형 선호도를 측정

하기 해 우선 텔 비 의 다양한 장르 에서 가장 

기본 인 장르인 드라마와 능3)을 선택하 다. 각 장

르의 로그램 유형은 내용을 심으로 드라마는 4개 

유형, 능은 5개 유형으로 구분하 다, 각 유형을 제시

하고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5  척도(1=  아니다, 5=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드라마는 사극( -선덕여

왕, 추노 등), 가족( -솔약국집 아들들, 살맛납니다 

등), 멜로/트 드( -커피 린스 1호 , 미남이시네요 

등), 문 드라마( -산부인과, 식객, 베토벤 바이러스 

등), 능은 리얼리티( -무한도 , 1박 2일, 우리 결혼

했어요 등),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퀴즈쇼( -1

 100, 도  골든벨 등), 코미디( -개그 콘서트 등), 

토크쇼( -놀러와, 콜릿, 강심장 등)로 구분하 다. 

IV. 연구결과

1. 인지욕구와 프로그램 유형 선호도 
로그램 유형별 선호도에 개인성향이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기 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TV시청량

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4)

3) 최근 오락장르 보다는 ' 능'이라는 용어가 방송에서 더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도 더 친숙한 용어라고 단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오락 로그램을 포 하는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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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멜로/트

드 드라마(β=.315, p<.001), 문 드라마(β=.159, 

p<.01), 토크쇼(β=.121, p<.05)를 더 선호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극(β=-.104, p<.05), 코미디(β=-.192, 

p<.001)를 더 선호하 다. 연령이 낮을수록 멜로/트

드 드라마(β=-.126, p<.05), 문 드라마(β=-.123, 

p<.05), 리얼리티(β=-.250, p<.001), 시트콤(β=-.219, 

p<.001)을 선호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퀴즈쇼(β=.151, 

p<.01)를 더 선호하 다. 한 TV를 많이 시청할수록, 

사극(β=.106, p<.05), 가족 드라마(β=.233, p<.001), 

문 드라마(β=.156, p<.01), 시트콤(β=.124, p<.01)과 퀴

즈쇼(β=.119, p<.01)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문제 1>과 련하여, 인지욕구는 로그램 유

형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욕

구가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드라마 유형과 능 유형

이 있었다. 구체 으로 인지욕구는 사극(β=.156, p<.05)

과 문 드라마(β=.159, p<.01)의 선호도에 정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 드라

마와 멜로/트 드 드라마의 선호도에는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1>). 

표 1. 개인성향과 드라마 유형 선호도

구분
드라마

사극 가족 멜로/트 드 문

통
제
변
인

성별# -.104* .071 .315*** .159**

연령 .010 .069 -.126* -.123*

TV
시청량 .106* .233*** .089 .156**

개인성
향

인지
욕구 .156** .041 -.009 .159**

감각
추구 .068 .098 .192*** .078

F(5, 376) 4.12*** 5.45*** 13.88*** 8.13***

R2 .058 .075 .171 .107

수정된R2 .044 .061 .158 .094
*p<.05, **p<.01, ***p<.001, 표준화계수(beta), #남성=0

4) 회귀식: 9개 로그램 유형 각각의 로그램 유형선호도 = β1(인지

욕구)+β2(감각추구성향)+β3(성별)+β4(연령)+β5(TV시청량), β는 표

화계수

표 2. 개인성향과 예능 유형 선호도

구분

능

리얼
리티

시트콤 퀴즈쇼 코미디 토크쇼

통
제
변
인

성별# -.056 .088 -.079 -.192*** .121*
연령 -.250*** -.219*** .151** -.057 -.110
TV

시청량 .100 .116* .144** .040 .017

개인
성향

인지
욕구 .096 .112 .176** .204*** .155**

감각
추구 .052 .092 .156** .128* .126*

F(5, 376) 6.40*** 7.86*** 9.19*** 9.82*** 6.39***
R2 .087 .104 .120 .127 .087

수정된R2 .073 .091 .107 .114 .073

*p<.05, **p<.01, ***p<.001, 표준화계수(beta), #남성=0

능 로그램의 경우, 인지욕구는 퀴즈쇼(β=.176 

p<.01), 코미디(β=.204, p<.001), 토크쇼(β=.155, p<.01)

에는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반면, 리얼리티

와 시트콤 선호도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2>). 즉, 인지욕구가 높

을수록 사극과 문 드라마, 퀴즈쇼, 코미디, 토크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감각추구성향과 프로그램 선호도
감각추구성향도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다시 말해, 감각

추구성향은 드라마와 능 유형의 선호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 으로 감각추구성향은 멜로/

트 드 드라마(β=.185, p<.001)의 선호도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다른 드라마 유형의 선호도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연구문제 

2-1>). 능의 경우, 감각추구성향은 리얼리티와 시트

콤을 제외한 퀴즈쇼(β=.156, p<.01), 코미디(β=.128, 

p<.01), 토크쇼(β=.142, p<.05)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2>). 즉, 감

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멜로/트 드 드라마, 코미디, 

퀴즈쇼, 토크쇼 유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능 로그램 에서 퀴즈쇼, 코미디, 토크쇼

의 선호도에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이 모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은 두 가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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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동시에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수용자 선택권이 확 된 다매체·다채  시

에  로그램 선택 행 의 핵심인 수용자의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개인성향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개인성향 요인은 미디어 콘텐츠 선택에 요한 

향을 미치며 시청동기와도 한 계가 있지만, 학

자들의 심이 더욱 필요한 분야로 지 되고 있다

[5][10].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성향과 로그램 유형 선

호도에 한 이해를 넓히고자 드라마와 능 장르의 

로그램을 보다 세부 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로그램 

유형의 선호도에 개인성향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 특히 기존의 미국 심의 텔 비  로그램을 상

으로 개인성향과 로그램 선호도의 계를 연구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에 맞는 로그램 유형으

로 구분하여 실증 으로 입증하 다는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 결과의 핵심을 요약하고 의

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욕구와 감각추구

라는 개인성향이 텔 비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 특히 기

존의 연구에서 한 장르내의 로그램을 동일시하는 것

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12][13], 본 연구의 결과는 개

인성향이 선호도에 미치는 향이 동일 장르에서도 

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 다. 

즉, 개인성향은 장르보다는 구체 인 로그램 콘텐츠 

유형의 선호도와 계가 있다.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사

극과 문 드라마를 더 선호하며, 감각추구성향이 높을

수록 멜로/트 드 드라마를 더 선호하 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 연구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인지욕구가 강할수록 지 인 흥미

를 자극하는 내용을 선호하고[18], 감각추구성향이 강

할수록 흥미 주의 감각 인 내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33]. 본 연구의 결과, 역사 인 사건

을 심으로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사극과 문직(의

사, 변호사 등)의 문용어 등이 많이 등장하는 문직 

드라마를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멜로/트 드 드라마의 경우에는 등장인물

의 애정 계를 심으로 볼거리를 주로 내용이 구성

되기 때문에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선호한

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의 

계를 살펴본 결과, 두 성향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도 높아

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능 로그램  퀴즈쇼, 

코미디, 토크쇼의 선호도는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 

모두와 계가 있었다. 능 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본

으로 시청자들이 오락과 휴식 등을 해 이용하기 때

문에 감각추구성향의 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지만, 퀴즈쇼 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제의 답이 무

엇인지 등의 지 인 자극이 인지욕구와 계가 있을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성향 요인이 어느 

정도 계가 있으며,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을 보여 다. 따라서 인지욕구와 감각추구가 로그램 

선호도에 미치는 향은 두 성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

합 인 단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한계를 논의하면, 첫째

로 인지욕구와 감각추구라는 두 가지 개인성향의 로

그램 유형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

분석의 설명변량이 낮게 나타났다. 멜로/트 드 드라마, 

퀴즈쇼, 코미디를 제외하고는 설명변량(R2)이 .10 미만

이었다. 이는 텔 비  로그램 유형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한 변인이 더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시청동기 등과 같은 주요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리얼리티 로그램과 시트콤의 선호도에는 감

각추구성향과 인지욕구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리얼리티에 속하는 로그램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43]. 실제로 리얼리티 로그램은 <1

박2일>이나 <무한도 >과 같은 연 인이 미션을 수행

하는 유형이 있고, <우리 결혼했어요>와 같은 가상부

부 설정 유형, <나는 가수다>, <탑밴드>와 같은 경쟁 

로그램 등 다양한 하부 유형이 있다. 

한편, 시트콤의 경우에는 실제로 MBC만이 지속 으

로 방 하고 있으며, 드라마와 코미디라는 복합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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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니고 있기에 개인성향의 향이 확실하게 드러

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 시트콤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개인성향과 로그램 유형 선호도의 계

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기 해서는 

특정 로그램 유형의 어떤 내용이 개인성향과 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로그램 유형의 어떤 부분이 인지욕구 는 

감각추구성향과 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악할 때 

비로소 개인성향의 향에 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를 들어, 코미디 로그램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그콘서트’가 유일한데, 이 로그램의 자극 인 몸 

개그 등이 시청자의 감각추구성향과 계가 있을 수 있

지만, 과연 어떤 내용이 시청자들의 인지욕구와 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로그램 내

용분석 등을 통해 개인성향과 로그램의 선택의 계

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의 선호도를 5  척도로 

측정하 다. 선호도의 측정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로그램 선택상황을 고려한다면, 

선호도 측정을 여러 로그램 유형 에서 하나를 고르

게 하는 선택형으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이라는 두 

개의 성향 요인에 해서만 연구하 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른 개인성향과 함께 이 두 성향을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 어떤 개인성향과 로그램 콘

텐츠 유형이 계가 있는지를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

기 해서는 다양한 개인성향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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