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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종목의 인지도와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의 대상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우슈경기 및 관련 뉴스를 시청한 전북지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274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우슈 시청경험이 인지도 및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알아본 다음과 같은 결과를도출하였다. 첫째, 우슈 시청경험의 몰입성과 교양성이 인지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우슈 시청경험의 몰입성이 호감도의 긍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성과 매력성은
호감도의 호의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a purpose to find out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awareness and likability of Wushu Event
by viewing Wushu Ga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is registered student of Northern Regional University in 2014 to extract the
sample was 274 people survey. The results of awareness and likability of Wushu using collected data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mmersive viewing experience and culture of the Wushu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wareness. Second, the immersive viewing experience has a beneficial influence on likability. The commitment and
attractiveness are showed a considerable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favor l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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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대감 등을 통하여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의 경기
결과에 대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스포츠

“우슈(武術)”하면 일반인들은 중국식 발음인 쿵

TV방송에 집중하여 시청하게 된다(김진표, 박성진,

푸(工夫) 또는 중국무술 영화의 황비홍을 연상한다.

김보겸, 공성배, 2012). 각종 매체들은 보도와 중계

하지만, 우슈는 기격 동작을 주요 내용으로 투로와

방송을 통해 경기장면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지식

격투를 운동형식으로 하는 중국 전통무술을 지칭

과 정보를 제공하여 팬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제

한다. 태권도 품새와 같은 투로와 대련으로 나눌

공함은 물론이고 대중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

수 있는 전통우슈가 경기화되면서 장권, 남권, 태

여의 기회를 넓힘으로서 스포츠의 생활화와 발전

극권의 도수투로, 도술, 곤술, 검술, 창술의 병기술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설정덕, 박승현,

투로, 겨루기종목인 산타로 스포츠적 요소가 강한

한승훈, 이정철, 2007).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스

경기우슈로 현대화되었다(박귀순, 2014).

포츠 활동을 창출하고, 전달하며, 소비시키는 주요

우슈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보급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 대중매체는 미디

어 왔으며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어 수용자들이 스포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및

채택된 이후 제14회 부산아사아경기대회에서 금 1,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

제15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 3, 제16회 광저

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남재화, 2003).

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 2, 동 2를 획득하는 등

오늘날 대중들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스포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인천아시안경기대회 조직위

정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팀의 선호성향이나

원회, 2014; 강영식, 2014).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확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슈 장권 종목
에서 이하성 선수가 한국 선수단으로서 첫 금메달

하면서 스포츠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식하게 된다(허진영, 김용만, 이재원, 2004).

을 획득하였고, 김명진은 산타 남자 75㎏급 결승에

정동화와 강준상(2013)의 연구에서 프로농구 매

진출하여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 우슈선수단

체 시청 횟수에 따른 프로농구 관심도와 스폰서십

은 금 2, 은 2, 동 3으로 종합 2위의 성적을 이끌

인식요인에서 매체 시청 횟수가 2회인 집단이 매

어내었다(연합뉴스, 2014. 9. 24). 이로 인해 우슈와

체시청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인식을 보이는

관련된 TV방송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송출되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구경기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

를 시청한 횟수가 많을수록 광고 인지도가 높게

해 많은 우슈 관련 기사 및 TV중계방송이 대중에

나타났다. 이승훈(2004)의 연구에서 TV 시청빈도가

게 전달되었다.

높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광고 태도가

한편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스포츠 수용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 경기를 관

자들은 스포츠 시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취향이 존

람하거나 매체를 통해 경기를 시청한 횟수가 많을

재 하고 스포츠 중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수록 TV중계 시 노출되는 스폰서십 광고에 대한

라고 할 수 있어서 경기력이나 스타선수의 출전,

인지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기내용 등과 같은 요인들은 당연히 고려하기 때

설정덕 등(2007)과 이동현(2004)은 TV 스포츠 프

문에 스포츠의 속성과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스포

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나 시청할수록 스포

츠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함

츠 가치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즐거움

은주, 2012).

추구나 다양한 정보습득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

스포츠에 관심이 높은 시청자들은 TV 화면으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청자들은 특정 스포츠에

중계되는 경기장의 분위기와 스포츠 경기만이 줄

대한 경험과 정보를 통해 해당 스포츠 종목과 연

수 있는 박진감과 생동감, 불확실한 승패에 대한

관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한번 형성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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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에 상관없이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고 우슈를 쉽게 접할 수 있

오랫동안 각인되어 개인에게 특징과 상을 남기게

도록 꾸준히 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

되므로 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투자

금메달의 주인공인 이하성 선수의 인터뷰(SBS뉴스,

가 필요하다(이윤정, 서희정, 2012). 결국 TV, 라디

2014. 9. 20)에서 “무슨 운동이냐고 물어보면 우슈

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게 된 다양

한다고 하면 모른다고들 하시니까 섭섭한 것도 있

한 정보는 스포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었지만 이번 기회에 우슈를 많이 알리고 싶다”는

때문에 시청자의 가치관과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바람을 전한 기사를 보고 “우슈가 참 멋있다”, “멋

주게 되는 것이다.

진 이하성 때문에 우슈를 배워보고 싶다”는 댓글들

대표적인 무술종목 중 품새 경기를 실시하고 있

을 볼 때, 공중파 및 각종 언론매체에서의 인천 아

는 태권도, 공수도, 우슈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식

시안게임 경기에서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딛고 좋

하고 있는 이미지를 알아본 전민우, 이송학, Craig

은 성적을 이루어낸 우슈 경기와 선수 인터뷰 관

Rueter(2010)의 연구결과에서 태권도 품새는 대중

련 중계와 보도는 낯선 우슈 종목에 대한 관심을

적이고 세련되며 멋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의 카타는 강하고 공격적이며, 우슈의 투로는

국내의 우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슈의

어렵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개과정과 발전에 관한 사적 고찰(남기영, 2004;이

나타났다. 우슈는 종목별로 남권이나 산타는 강한

명찬, 2003;장동석, 2006)을 비롯한 공중동작에 관

동작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남자들에게 알맞고, 동

한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경기력 분석(배경희, 문

작이 크고 화려한 장권은 여성들에게 추천되며, 부

영진, 2001;강영석, 박광동, 2007;오정환, 신의수, 이

드럽고 완만한 태극권은 중․노년층에게 적합하여

금용, 김용학, 2012;강영석, 2014) 등이 수행되어 효

연령, 성별, 체질에 따라 각자에 맞는 종목을 선택

율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슈선수들의 기

하여 수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생애주기별로

량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태극권 효과의 다

다양한 맞춤식 수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뿐

양한 분석(김점주, 2008;박재홍, 이강헌, 2000;송아

만 아니라 연령증가에 따라 지속참여를 유지할 수

림, 2008;양성찬, 2001;유지혜, 2003;이은남, 2004;최

있는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낙청, 2006;최윤희, 2000)이 이루어졌다.

우슈의 대중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주러치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생소한 우슈를 널리 보

(2000)는 우슈 경기대회를 자주 개최함과 더불어

급하고 수련인구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학술

호신, 건강, 놀이로서 전통 우슈의 대내외적 보급

적 접근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스포츠에 대한 시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동

청자들의 가치인식 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영향

참여를 위해 우슈 수련생들의 지도자 전문성 인식

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비

과 운동정서 및 운동결과기대의 영향에 관한 최관

인기 종목인 우슈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의 실제적

용과 김귀종(2009)의 연구에서 투로와 산타 수련생

인 반응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슈에 대한 인식제

들이 인식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운동정서 및 운

고와 함께 우슈의 보급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

동결과기대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요구되고 있다.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 매체를 통한 우슈관련
보도 또는 중계방송 시청에 따른 우슈 종목의 인

비인기 종목으로서 대중에게 인지도가 낮은 우

지도와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슈 종목의 경우 우슈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과 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가

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TV 중계뿐만 아니라 다른

점차 생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슈 대중화를 위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슈에

해 활용될 수 있는 마케팅 측면에서의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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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우슈전공자 및 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포츠심리학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적합도, 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은 가설을

해도를 고려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해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

첫째, 대학생들의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인지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대학생들의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호감도

여 건강관련 교양과목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신
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수
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비율(%)

성별

남
여

166
108

60.6
39.4

전공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54
165
55

19.7
60.2
20.1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98
104
54
18

35.8
37.9
19.7
6.6

그림 1. 연구가설의 모형

Ⅱ. 연구방법

빈도(명)

전

체

274명

1. 연구대상
문항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은 자신의 의사로 선택이 이루어

를 통해 왜도(kurtosis)와 첨도(skewness)가 절대값

지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어

1이상인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자료분석의 적합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리스 향상을 위해 스포츠

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 Olkin의 표본적절

에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인구집단으로써 대학생을

성검사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중 2014년 전북지역 대

설문지에 대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

학교(C, H)에 재학하는 대학생 중에서 편의추출법

증을 위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이용

(convenience sampling method)에 의하여 2014 인천

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으로

아시안게임 우슈경기 및 관련 뉴스의 TV 시청경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

이 있는 300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eigen values) 1.0이상을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요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부실

인적재치가 .40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6부를 제외한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배경변인(성, 전공, 학년)

274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

3문항, 시청경험 13문항, 인지도 5문항, 호감도 9문

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도구

1) 시청경험

시청경험의 측정은 공성배와 김영훈(2012), 김진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연구내용과 관련된 선

표 등(2012)의 시청몰입 관련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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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청경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

유희성

몰입성

매력성

교양성

우슈
우슈
우슈
우슈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방송은
방송은
방송은
방송은

오락적인 요소가 있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다.
재미를 주는 요소들이 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819
.784
.719
.687

.340
.273
.256
.258

.328
.283
.320
.339

.262
.354
.306
.215

우슈
우슈
우슈
우슈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방송은
방송은
방송은
방송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준다.
일상생활을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다.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는다.

.306
.187
.254
.276

.794
.763
.747
.683

.308
.245
.230
.280

.294
.358
.145
.273

우슈 관련 방송은 이색적이다.
우슈 관련 방송은 매력적이다.
우슈 관련 방송은 독특하다.

.269
.214
.347

.350
.319
.349

.800
.717
.633

.250
.238
.316

우슈 관련 방송은 지식을 풍부하게 해준다.
우슈 관련 방송은 스포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300
.278

.205
.210

.325
.252

.692
.668

3.547
27.281
27.281
.885

3.327
25.594
52.875
.871

2.408
18.526
71.401
.864

2.332
17.941
89.342
840

고유값
분산(%)
누적(%)
Cronbach's α

KMO=.954, X²=4686.724, df=78, sig=.000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
를

알아보고자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유희성 4문항, 몰입성 4문항, 매력성
3문항, 교양성 2문항 총 13문항이며,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KMO=.954, 전체 설명변량은
89.342%, 신뢰도는 .840-.885의 범위로 나타나 본

표 3. 인지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
우슈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우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슈종목의 특징을 빨리 떠올릴 수 있다.
우슈를 다른 종목과 구별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우슈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고유값
분산(%)
Cronbach's α

연구의 조사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인지도

긍정행동
.927
.901
879
.856
.664
3.868
77.350
.822

KMO=.884, X²=1128.780, df=10, sig=.000

인지도 측정은 서순경(2009), 이윤정과 서희정
(2012)의 무용이미지를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3) 호감도

맞게 수정․보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타

호감도 측정은 서순경(2009), 이윤정과 서희정

당도를 알아보고자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y

(2012)의 무용이미지를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1개 요인이

맞게 수정보완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되었으며, 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y analysis) 결과, <표 4>

하였다. 또한 KMO=.884, 전체 설명변량은 77.350%,

와 같이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긍정행동 5문항,

신뢰도는 .822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타

호의인식 4문항 총 9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를

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였다. 또한 KMO=.922, 전체 설명변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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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9%, 신뢰도는 .831-.876의 범위로 나타나 타당
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의 문항반응에 대한 내적 일관성
을 확인하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
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 호감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긍정
행동

호의
인식

우슈를 배우도록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우슈 동작이나 기술을 모방한다.
우슈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ㅜ
우슈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우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855
.851
.845
.820
.754

.250
.240
.235
.310
.326

우슈
우슈
우슈
우슈

.154
.199
.264
.385

.916
.819
.770
.740

문항

종목은
종목은
종목은
종목이

호감이 간다.
친근감을 준다.
좋은 인상을 준다.
마음에 든다.
고유값
분산(%)
누적(%)
Cronbach's α

셋째,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시청경험이 인지도 및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여섯째,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4.137 3.351
45.963 37.236
45.963 83.199
.876
.831

KMO=.922, X²=2550.107, df=36, sig=.000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와 보조원이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교양체육 담당교수로부터 방문목적과 연구의 취지
를 설명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집단적 검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설문지 배포
전에 대상자들에게 설문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질
문문항에 대한 내용과 기입방법을 설명하고 설문
지를 배부한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여 정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n
on method)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여 완성된 설문

1.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5>와 같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189
∼.550의 범위로 나타나 모든 상관계수가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의 기준인 .80보다 작고 모든 연
구변인들이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구성개념
들 간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김
계수, 2009).
표 5.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유희성(1)

1.000

몰입성(2)

.533***

매력성(3)

.547*** .542***

1.000

교양성(4)

.550*** .543***

.537***

1.000

인지도(5)

.277**

.286**

.261**

.296**

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26건의 자

긍정행동(6)

.189**

.205**

.199**

.197** .324*** 1.000

료를 제외한 274건의 자료를 SPSS win 18.0을 사용

호의인식(7)

.253*** .313***

.214**

.251*** .357*** .476*** 1.000

지를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설문지의 응답결과 회수한 300건의 자료 중 부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

**p<.01, ***p<.00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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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경험이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시청경험의 하위요인 중에서 몰입성(β=.198)이
호감도의 긍정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시청경험이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변량의 1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시청경험의 하위요인 중에서 몰입성(β=.321)과
매력성(β=.322)은 호감도의 호의인식에 유의한 정

표 6. 시청경험과 인지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인지도
변인
B
SE
β
t
(상수)
유희성
몰입성
매력성
교양성

.976
.092
.250
.037
.242

.159
.133
.122
.121
.131

.086
.261
.035
.253

6.138
.693
2.173
.304
2.018

적 영향을 미치며, 전체변량의 28.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0***
.489
.046*
.761
.049*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종목

F=24.080***, R²=.264

의 인지도와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체적

*p<.05, ***p<.001

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
시청경험의 하위요인 중에서 몰입성(β=.261)과 교
양성(β=.253)이 인지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성하기 위하여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며, 전체변량의 2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인지도에 긍정적인

3. 시청경험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경험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청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상

이와 관련하여 김영군(2012)은 시청몰입경험과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고경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진과 김중현(2012)의 연구에서 중계방송에 대한 시
표 7. 시청경험과 호감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긍정행동
변인
B
SE
β
t
(상수)
1.366
.152
8.984
유희성
.093
.127
.096
.733
몰입성
.198
.116
.210
2.147
매력성
.141
.115
.147
1.225
교양성
.004
.125
.004
.031
F=14.557***, R²=.178
호의인식
변인
B
SE
β
t
(상수)
1.287
.144
8.913
유희성
.034
.121
.035
.285
몰입성
.322
.110
.321
2.917
매력성
.316
.110
.322
2.888
교양성
.058
.119
.060
.488
F=27.194***, R²=.288
*p<.05, **p<.01, ***p<.001

청몰입은 시청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시청행동에 대한 인
p

간의 기대 욕구가 충족추구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

.000***
.464
.049*
.222
.975

이 기대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시청행위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김진표, 박성진, 김보겸, 공성배, 2012), TV
시청 중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만족과 같은 긍정
적 감정은 시청만족도를 비롯한 시청행동에도 영

p
.000***
.776
.004**
.004**
.626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
들은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인 TV를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
며, TV중계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스포츠경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과 박진감은 시청자 수의 증가
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올림픽 무대의 선수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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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됨으로써 TV시청몰

이미지를 통해서 전이된 호감도가 문화포용성에 유

입을 유발시키기도 하며 선수들의 경기모습과 시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

상식장에 올라선 모습은 즐거움의 요소가 되기도

데,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가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한다(공성배, 김영훈, 2012).

사회의 추세에 문화접촉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

최종필과 정병기(2006)의 연구에서 TV스포츠중

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우슈를 바

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된 목적은 스포츠에 대한

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어도

정보획득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디어소비자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정서 등의 차이로 인해 올바

의 2/3가 스포츠 정보획득을 위하여 TV스포츠중계

로 인식하지 못하게 마련인데, 우슈의 TV 노출이

를 시청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TV스포츠

시청자의 경험을 유발하여 우슈에 대한 긍정적인

중계에 대한 시청의 매력으로는 스포츠의 박진감

인식과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

과 스포츠 자체의 즐거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특히 우슈가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

또한 일부 종목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중계방

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송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기술들을 보완할

종목이고 다른 무술종목에 비해 수련인구가 적은

수 있어 기술향상, 체력의 필요성, 전략, 심리기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슈에 호감을 지

에 도움이 되고, 특정 종목에 대한 규정이나 선수

닌 인구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슈 종목을 발전시키

정보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종목에 대한 인지도를

기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경지와 강은석(2006)의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연구에서 같은 무도종목인 태권도를 알게 된 동기

이처럼 스포츠 TV중계방송을 시청하면서 본인이

는 주위사람으로 인한 홍보가 가장 큰 것으로 나

닮고 싶은 선수의 기술을 보고 학습하거나 자신의

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상대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보고 기술을 분

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미를

석하기도 하고, TV를 통해 익힌 전략이나 기술 등

유발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하여 자연

을 훈련할 때 사용해 보기도 하면서 운동수행능력

스럽게 수련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을 향상시켜 나가는 학습의 도구로도 훌륭하게 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게 우슈를 알

용될 수 있다(함승진, 2009; 공성배, 김영훈, 2012;

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협회

김진표, 박성진, 김보겸, 공성배, 2012).

차원의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김민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에서 우슈시청에 따른 다양

호, 조성균, 김홍석, 2012).

한 교양지식의 함양으로 우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많은 현대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활

지고 매력적인 요소는 몰입을 통해 호감행동의 나타

동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건강과 자아완성을

나게 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하여 여러 가지 무도와 명상․요가․기공․단전호흡

따라서 우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인구

그리고 태극권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련하고

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체육 대회, 우슈영상

있다(최낙청, 2006; 최관용, 김귀종, 2009). 이처럼

보급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로 전문 선수나 일

다양한 무도 연관 종목의 확산으로 무도도장 경영

부 계층이 하는 분야가 아닌 대중도 쉽게 접할 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치열한 경쟁상황에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련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둘째,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으로서 초점을 맞추어 대중들이와 관련
하여 이남미(2008)의 연구를 보면, 외국인 선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 및 충성도를 높이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순오, 전상완, 홍이
수, 배광열, 2011; 최형섭, 한진욱, 김태형, 2014).
따라서 우슈도장 경영자들은 도장 효율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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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객만족을 제고시켜 호의적인 인식과 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의

지면반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6), 509-515.
고경진, 김중현(2012). CATV 유럽프로축구 중계방
송 진행자의 역할 특성에 따른 시청몰입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슈 시청경험이 우슈 인지
도 및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북 지역 대학생 274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슈 시청경험의 몰입성과 교양성이 인지
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슈 시청경험의 몰입성이 호감도의 긍정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몰입성과 매력성은 호감도의 호의인식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으로 볼 때, 우슈관련 방송시청에 대
한 몰입될수록 우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며, 우
슈의 매력적인 요소가 우슈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슈 종목에 대한 경험과 정보로 형성되
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선수 등이 전략적인 대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 대
학생들로 한정하여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기 때
문에 향후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본 연구의 변인과
연관이 높은 시청만족도나 참여의사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구조관계 분석 또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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