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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중국 시청자의 양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atching Korean Childcare Entertainment 
Program on Parenting of Chinese Viewers

유가*, 서상호**

Jia Liu*, Sangho Seo**

요 약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동시에 일부 현지

화한 프로그램도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계발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중국 시청자의 육아 태도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544명

의 중국 시청자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아태도 및 의식 그리고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중국 시청자, 문화 계발 이론, 육아 태도 및 의식

Abstract Due to the recent Korean wave, Korean childcare programs have been very popular in China, while 
some localized programs have gained popularity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viewing of Korean childcare entertainment program influences the parenting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Chinese viewers based on the cultivation theory. A total of 544 Chinese viewers were examin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found that Korean childcare programs were not only loved by Chinese viewers, but also 
influenced their parenting attitude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Key words :  Korean childcare program, Chinese viewer, cultivation theory, parenting attitude and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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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년 MBC에서 방영된 육아 예능 프로그램 <아

빠! 어디가?>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뒤

이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오! 마이 베

이비>가 방송되었고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한

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2013년 후난

위성텔레비전은 MBC <아빠! 어디가?> 포맷을 구입하

여 현지화한 <바바취나얼?>를 제작 방송했다. 또 아이

치이(爱奇艺)는 <아빠! 어디가?> 시즌 1,2의 판권을 구

입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귀여워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 (weibo)를 통

해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을 살펴보

면, “나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갖고 싶다,” “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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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O같으면 소원이 없겠다,” “OO 보면서 태교 한다”

등 아이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함을 볼 수 있었다. 또

방송에서 보여 지는 아빠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정말 자유롭게 자란다,”

“한국 아빠들 부드럽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내 아이

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등 자신의 양육 태도를 성

찰하거나 고민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반응을 반증

하듯 중국에서는 조기교육센터가 대거 신설되었고 대

중은 신생아부터 학령기전 아동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015년 중국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한 이후

두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두 자릿수로 급증했다. 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젊은이의 자아의식이 더 강해졌

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때도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선

호하며,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육아에 대해 토론할

뿐만 아니라 TV에 나오는 방식과 자신의 양육 방식을

비교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

이 중국인의 육아 태도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국 육아 예능프로그램 시청이

중국인 부모의 육아 행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국 시청자의 국내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많은 관심과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중국 시청자

의 국내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에 관한 연구를 실시

하였다.

하정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으로 수출된

21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중국에 수입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시청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

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입해 제작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역시 인지도가 높았

음을 주장하였다 [1].

짱슈에는 중국 대학생의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 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20대 중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대학생의 시청 동

기로 ‘육아 방법과 간접체험,’‘재미,’‘출연아동의 매력,’‘외

로움 해소’를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육아방법과 간접체

험’이라는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제시하

였다 [2].

신상기는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 리얼 예능 프로그램

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아빠! 어디가?>의 성공원

인을 분석하였는데, <아빠! 어디가?>가 성공을 거둔 중

요한 원인 중 하나로 신선한 포맷을 꼽았다. 또한 전통

적인 가부장적인 가정 관계에서 벗어나 시청자에게 새

로운 시대에 맞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도 프로

그램의 큰 성공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3].

예설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의 현지화 문제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예능 포맷을 수입하고 프로

그램을 제작할 때 한·중의 문화 차이에 대해 신중을 기

해야 한다면서 중국 시청자들의 수요와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2. 문화계발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문화계발이론 (cultivation theory)은 1970년대에 주

장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주로 텔레비전이 수

용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거브

너와 그로스는 텔레비전 시청자를 시청시간에 따라 중

시청자와 경시청자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분석 결과

범죄 프로그램에 더 많이 노출된 중시청자 집단이 덜

노출된 경 시청자 집단에 비해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

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우형진은 위험 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그는 뉴스 중시청자는 일반 시청자에 비

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연재해, 테러, 질병이 발

생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대학생

495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중 시청자가 익숙하지 않

은 자연재해, 테러,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백상기 외 3인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

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텔레비전 뉴스 시청량이 많

은 사람일수록 한국에서 살인 사건 발생 가능성이 크

고, 동시에 자신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나 살인사건을 당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함을 밝혀냈다 [7].

이제아는 문화계발이론을 활용해 스포츠 미디어 이용

률이 미디어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 미디어 이용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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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 검증 .976

Bartlett 
검증

근사 카이제곱 9532.322

자유도 1128

유의확률 .000

을수록 국내 프로 스포츠 활성화 수준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포츠

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은조도 문화계발이론을 활용하여 스포츠 미디어가

미국 메이저리그 (MLB)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분석 결과, 중 시청자는 메이저리그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이들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메이저리그를 관람하고

자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안미연은 문화계발이론을 활영하여 스포츠 예능프로

그램의 시청 정도와 현실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

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시청자일수록

스포츠 참여의사가 높았고 스포츠 활동량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10].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시청자

의 육아 태도 및 의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시청 빈도에 따라 구분한 중국인의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자 집단과 경 시청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2.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중국 시

청자의 육아 태도 및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10대부터 40대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

다.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중국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문권성(問卷星)”(www.wjx.cn)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23부의 설문이 수거되었으

며 79부의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여 최종 544부의 설

문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후 SPSS Statistics22와

AMOS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설문응답자의 특성

응답자 총 544명 중에 남성 응답자가 254명 (46.7%),

여성 응답자가 290명 (53.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의 응답자가 2명 (0.4%), 20대

응답자가 152명 (27.9%), 30대 응답자가 235명 (43.2%),

40대 응답자가 155명(28.5%)으로, 30대 (43.2%) 응답자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구분하면 대

학교 졸업자가 326명 (60.0%)으로 기장 많았고 대학교

이하의 응답자 65명 (11.9%), 석사학위 소유자가 103명

(18.9%), 박사 학위 소유자가 50명 (9.2%)인 것으로 나

타난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직원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총 인원수의 45.4%를 차지하

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학생 60명 (11.0%), 공무원 43명

(79.%), 교사 79명 (14.5%), 의사 34명 (6.3%), 업체주인

31명 (5.7%)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과 자녀 항목에서

는 기혼 유자녀 응답자가 320명 (58.9%)이고, 기혼 무

자녀 97명 (17.8%), 미혼 무자녀 86명 (15.8%), 미혼 유

자녀 41명 (7.5%)로 나타났다. 시청빈도는 한달에 2회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가 311명 ( 57.2%), 한달에 2회 미

만 시청하는 응답자가 233명 (42.8%)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육아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총 44개의 측

정 항목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1. KMO 및 Bartlett 검증

Table. 1 KMO and Bartlett verification

KMO 검증과 Bartlett 검증을 진행한 결과 KMO 값

은 0.976이고 Bartlett 검증은 0.05보다 낮았다. 이를 통

해 요인 분석 방법으로 요인을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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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2 3
부모와 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다. .478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빠의 유연함을 인
식하게 된다. .848
부모 책임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다. .758
아동의 지적 독립성과 요구에 대해 존중해
야 하는 인식이 생긴다. .546   
아동의 심리적 발달 기간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다. 

.799   

아빠가 부모-자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
한다. .531   

실내 또는 실외의 단체 활동을 시도한다. .610   
다른 사람들과 육아 경험을 교류하기 시작
한다. .574   
자녀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생각
을 경청하는 것에 유의한다. .518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668   
말과 행동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도
록 시작한다. .858   

아이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다양한 방식
으로 처리하고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800   

인센티브 기반 교육 방식이 증가한다. .509   
전보다 아이 아빠와 양육 문제를 많이 토
론하기 시작한다. .817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775   
아빠는 양육 경험이 있는 친구한테 육아정
보를 물어본다. .490   
부모-자녀 관계에서 남성의 중요성을 인
식한다. .770   
아동 안전 문제를 더 많이 중시한다. .531   
보육/둘째 아이 출산에 대하여 계획이 생
긴다.  .741  

남성 육아 화제에 대하여 관심이 생긴다.  .862  
설교 모드를 벗어나서 아이들과 친구로 대
화 한다. .685  

아동의 독립성과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것
을 중시하게 된다. .465  
아이들이 독립 활동을 하도록 한다. .464  
양육 지식을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620  
아동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626  
양육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양육능력
을 향상시킨다. .498  
방송에 나타나는 양육 방법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 효과를 시험해 본다. .455  
자녀와 평등하게 지내는 것을 시도한다.  .487  
아이의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적 규
범과 일치한다.  .460  
보육 주제는 지속적인 열기가 있다.  .679  
육아 지식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열풍이 일어난다.   .571  

남녀아동 간의 남녀평등 의식이 강해진다.  .526  
관심 있는 연예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해
서 육아 방법을 따라한다  .460  
자신과 다른 육아법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시청한다.  .662  
아이가 잘 키우기 위하여  시청한다.  .730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교육 방법을 따라한
다.  .612  
양육과정에 참을성이 더 많아진다.  .561  
스타를 홍보대사로 한 제품을 알아보게 된
다.   .767
연예인의 다른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한다.   .575
주변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연예
인의 교육 방법을 토론한다.  .567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어린이의 클립을 반
복적으로 보게 된다.   .606
연예인이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명소로 가
보게 된다.   .595
연예인을 알고 싶어서 그의 SNS 를 팔로
우한다.   .763

연예인 출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541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3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구성
항목 x²/df GFI NFI IFI TLI CFI RMS

EA
육아 
태도 및
의식

1.362 .931 .933 .981 .979 .981 .035

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56.88%로 ‘육아 태도 및 의

식’, ‘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 행위’,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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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행위

1.293 .935 .951 .989 .987 .988 .031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1.615 .979 .973 .989 .984 .989 .045

 요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ɑ 
육아에 대한 태도 및 의식 18 .942
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 행위 19 .961
캐릭터에 대한 관심 7 .858

t 자유도 유의확률
육아에 대한 태도 및 의식 7.572 361.059 .000
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 행위 7.566 349.157 .000
캐릭터에 대한 관심 12.359 392.502 .000

모형 t
유의 
확률 F R²β

표준 
오차 베타

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 
행위

.834 .028 .829 29.
714 .000

1534
.
226

.850

캐릭터
에 대한 
관심도

.110 .027 .113 4.
051 .000

종속변인: 육아 태도 및 의식

분석 결과에 따라 육아 태도 및 의식은 x²/df=1.362,

GFI=0.931, NFI＝0.933，IFI＝0.981，TLI＝0.979，CFI＝

0.981，RMSEA＝0.035，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 행위

는 x²/df=1.293, GFI=0.935, NFI＝0.951，IFI＝0.989，TLI

＝0.987，CFI＝0.988，RMSEA＝0.031, 캐릭터에 대한 관

심도는 x²/df=1.615, GFI=0.979, NFI＝0.973，IFI＝0.98

9，TLI＝0.984，CFI＝0.989, RMSEA＝0.045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요인들에 대한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신뢰도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위 표를 보면 요인의 Cronbach's ɑ 값을 분석하면 3
가지 요인의 측정결과는 각각 0.942, 0.961, 0.858인 것

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시청 빈도에 따라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

램을 시청한 후 중 시청자 집단과 경 시청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T-test 분석을 실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달에 2회 이상 시청하는 경우 중시청자,

한달에 2회 미만 시청하는 경우 경시청자로 조작적 정

의하였다.

표 5 T-검증

Table 5 T-test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중 시청자 집단과 경 시청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중국 시청자의 육

아 태도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회귀분석

Table. 6 Regression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육아에 대한 개인 및 사회 행위 (β＝

0.834, t=29.714, p<0.001)와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β

＝.110, t=4.051,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Ⅴ. 결 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동시에 일부 현지화한

프로그램도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

는 문화 계발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

램의 시청이 중국 시청자의 육아 태도와 의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중국 시청자가 육아에 대한 태

도와 의식에 있어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실시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체적으로 국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빈도가 높은 시청자 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아이

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다양한 방식으

로 육아지식을 학습하는 등 육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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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국내 육아 예

능 프로그램이 중국 시청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육아 예능프로그

램이 한국의 문화를 중국시청자에게 소개하고, 더 나아

가 중국 방송시장으로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수출 및 포

맷 수출 그리고 연관된 주변 상품의 판매를 통한 향후

지속적인 한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시

청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

은 한계점을 갖는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

당수가 20대에서 30대의 연령대였고, 고학력자였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가 보편성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서

는 더 다양한 분포의 연령과 학력을 가진 시청자에 대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완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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