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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시청(TV 시청과 온라인 화의 결합) 환경에서 드라마 품질과 개방성이 시청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드라마의 품질과 개방성을 심으로 4가지 드라마 

유형을 제시하 다.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높은 열린 텍스트, 품질은 높으나 개방성이 낮은 닫

힌 텍스트, 품질은 낮으나 개방성이 높은 느슨한 텍스트,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낮은 고정된 텍

스트이다. 연구 결과, 열린 텍스트 유형의 드라마에 한 시청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정된 텍

스트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 4가지 유형의 드라마에 한 시청 만족도의 차이가 사

회  시청량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고정된 텍스트의 경우 사

회  시청(시청 과정  시청 후 온라인 화)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닫힌 텍스트의 경우 사회  시청을 많이 해도 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매체 이용을 통해 사회  시청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시청자 만족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드라마의 품질 뿐 아니라 개방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사회  시청, 드라마, 드라마 품질, 드라마 개방성, 드라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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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V 로그램 특히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즐거움 때문일 것이다 (Green, 

Brock, & Kaufman, 2004). 최근 사회  시청, 즉 로그램을 시청하며 온라인으로 매개된 

환경에서 다른 시청자들과 화하는 행태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즐거운 경험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사회  시청을 하는 경우 로그램 시청에 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윤정․권상희, 2015; 최윤정․이종 , 2016). 그 다고 사회  시청만으로 시청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의 품질 등의 속성이 여 히 만족도에 강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사회  시청 환경에서 로그램 속성과 시청 만족도의 계는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을 심으로 드라마를 유형화

하고, 사회  시청 정도에 따른 시청자 만족의 변화를 찰해 보았다. 

로그램의 유형을 나 는 기 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  시청 상황에서 로그램

의 품질과 개방성의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 다. 로그램 품질은 통 으로 시청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꼽  왔다(김창숙․홍원식․한주리, 2007; 맹해 , 2013;  

이은미․이 웅․심미선, 2004; 유홍식․황성연․주 호․박종민, 2005). 하지만 사회  시청 

환경에서 뜻밖의 결과도 나타났다. 사회  시청 참여자들이 품질이 높은 로그램보다 품질이 낮

은 로그램에 해 더 높은 시청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Ducheneaut, Moore, Oehlberg, 

Thornton, & Nickell, 2008). 낮은 품질의 로그램에 나타나는 배우의 어설  연기력, 허술

한 구성, 조잡한 컴퓨터 그래픽 등이 화의 소재이자 웃음 제공거리가 되는 것이다. 앙(Ang, 

1985)도 시청자들이 TV 로그램을 비 하고 감정을 공유할 때 강한 사회  유 감을 형성한다

고 주장하 다. 실제로 높은 품질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몰입하기 

때문에 시청 도 에는 다른 시청자들과 화를 이어나가기 힘들다. 화로부터 비롯되는 즐거운 

경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낮은 품질의 로그램에 해 시청자들은 함께 지 하고 조

롱하고 비웃으면서 로그램 내용에서 얻는 즐거움 이상의 추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개방성은 주로 수용자 연구를 심으로 논의된 개념으로, 로그램이나 텍스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를 들어 실험 인 술 화는 시청자들이 당  제작 의도

와 상 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시청 참

여자들에게 개방성이 높은 로그램은 다양한 해석들을 바탕으로 풍부한 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로그램 개방성이 낮은 경우, 시청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제작진이 의

도한 메시지를 따라 해석하는 수동  태도를 보이며 다른 시청자들과 다양하고 풍부한 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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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품질과 개방성을 심으로 드라마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만

족의 차이와 사회  시청의 역할을 검증하 다. 드라마의 품질은 시청 만족도와 한 계를 

가지며(유홍식․황성연․주 호․박종민, 2005), 시청자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드라마 개

방성도 시청 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질과 개방성을 기

으로 드라마를 유형화하고, 사회  시청 상황에서 이 유형별로 시청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찰하 다. 

사회  시청 참여자들에게 고품질 로그램보다 품질이 낮은 일일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가 

선호될 수 있다. 막장 드라마의 빈 틈이 다른 시청자들과의 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 품질이 시청자 만족을 한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해 온 통  TV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

은 이다. 사회  시청 환경에서 시청자 만족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

구가 사회  시청이 보편화되어 가는  시 에서 TV 로그램 시청 행태와 시청 만족 분석에 

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 한다. 

2. 이론  논의 

1) 로그램 품질 

로그램 품질은 방송 제작과 연구에서 매우 요한 개념이지만, 이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방송 로그램 품질에 한 논의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요시하는 공 방

송사들 심으로 먼  개되었다. 1962년 국의 필킹던(Pilkington) 원회 보고서는 좋은 방

송의 조건으로 내용의 다양성, 형식의 품격, 방송사  방송인의 자질과 지도성 등을 들었다. 

1977년 아난(Annan) 원회 보고서에서는 방송의 질(quality)로 유연성, 다양성, 편집의 독립

성, 책임성을 제시하 다. 1985년 국의 피콕 원회(The Peacock Committee)도 국 방송 

로그램 품질의 기 으로 목표의 투명성, 신성, 시청자와의 련성을 제시하 다(이 웅․김

은미․심미선, 2003). 국내 방송사들도 다양한 로그램 품질 측정 기 들을 제시하고 있다. 

KBS는 제작평가, 정보지향 반응, 감성지향의 3개 분야를, MBC는 사회  요도, 흥미, 재미, 

공정성 등의 평가 문항으로, SBS는 로그램 장르에 따라 객 /공정/신뢰, 완성도, 사회  기여

도, 창의성, 즐거움/재미, 문화  기여도, 몰입도 등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 으로 블럼러(Blumler, 1991)는 다양성을 방송의 공익성 실 에 요한 장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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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용의 다양성, 장르의 다양성, 배열의 다양성, 제작 형태의 다양성, 자원의 공정한 분배, 시

청자의 다양성, 질  다양성의 7개 차원으로 로그램 품질 측정 기 을 제시하 다. 가트

(Leggatt, 1996)의 연구에서 로그램 품질 기 은 기술  숙련성(특히 작가), 자원(자 , 인

력), 로그램 특성(진지함, 함, 이야기 재 수 ), 제작자의 특성(목 의 명료성, 열정), 

개 성(창조성, 모험 여부), 수용자 반응 등 제작 심으로 구성되었다. 로그램 품질은 한 

다양성(diversity), 유용성(usability), 진실성(truth-telling) 차원으로 분류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Mepham, 1990). 특히 멀간(Mulgan, 1990)은 로그램 품질 구성 요소

로 제작 범주를 넘어 다양한 차원을 제시하 다. 제작의 완성도, 시청자 선호도와 시장 수용성, 

미학  품질, 사회  통합과 공동체 가치, 개인  사회 참여, 공정하고 사실 인 내용, 다양성의 

7가지 다. 이와 같이 로그램 품질에 한 다양한 차원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학자들 간에 합

의된 정의나 구성 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로그램 품질 기 에 한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방송 계자들에 따라 다양한 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로그램 품질을 소비자, 제작자, 미디어 경 자의 3가지 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Manero, Gracia-Uceda, & Serrano, 2013). 미디어 소비자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심과 로그램에 한 평가(Ishikawa, 1992), 로그램 메시지에 

한 이용과 충족(Rosengren et al., 1996) 등의 기 에서 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로그램 내용 자체가 품질 평가의 기 이 된다. 로그램에 나타난 창의성과 

기술  측면이 가장 요한 요소이다(Medina, 2006, Manero, Gracia-Uceda, & Serrano, 

2013 재인용). 즉 제작자 입장에서는 로그램 자체의 완성도를 품질 측정의 가장 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다(Waterman, 1986). 마지막으로 미디어 경 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요구에 

한 존경, 진실성, 사실성(Blumler, 1991), 메시지의 사회  기능 충족(Rosengren, Carlsson, 

& Ta ̈gerud, 1996), 제작비의 효율  운용(Medina, 2006; Manero, Gracia-Uceda, & 

Serrano, 2013 재인용) 등을 우수한 로그램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우수한 

품질의 TV 로그램은 시청자 입장에선 보고 싶고 유용한 로그램이어야 하며, 제작자 측면에서

는 창의 이고 질 으로 우수한 로그램이어야 하며, 경 자 입장에선 진실되고 재정 으로 효

율 인 로그램이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제작자 을 따라 로그램 완성도를 품질의 가장 요한 평가 기 으

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orn & Prosser, 2001). 즉, 로그램에 한 훙미

를 기 으로 로그램을 평가하는 시청자나 경제  효율성을 시하는 경 자의 입장보다 로

그램의 질  완성도를 기 으로 로그램을 평가하는 이 비교  객 이라는 주장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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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로그램 완성도를 로그램 품질로 정의하겠다. 한국방송개

발원(1988)도 TV 드라마 품질 향상을 한 연구에서 문가의 입장을 기반으로 드라마 품질 평

가 기 들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의 독창성, 거리의 논리성, 스토리의 설득력, 캐스 , 상미, 

연기, 체 인 완성도가 포함되었다. 

로그램의 품질은 시청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와이즈와 에

른버그(Barwise & Ehrenberg, 1988)는 로그램에 한 평가가 높으면 시청 만족도와 련

되는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는 을 찰하 다. 이러한 상은 오락 로그램과 비오락 로그램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방송 3사의 연 오락 로그램의 품질 평가가 향후 시청 

의도를 가장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숙․홍원식․한주리, 2007). 이 웅, 김은미, 

그리고 심미선(2003)의 연구에서도 모든 장르의 로그램에 해 로그램 품질 평가와 만족도 

간의 계는 정 인 것으로 밝 졌다. 이종님(2006)은 로그램의 질  평가 요인을 3가지로 

나눴다. 로그램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기능성, 재미있고 

흥미로웠다고 느끼는 정서성, 로그램이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는 다양성

이었다. 이 가운데 기능성과 정서성은 시청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 다양성은 시청 

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로그램 품질은 체로 시청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련된 드라마 품질 평가에 한 선행연구도 있다. 유홍식 외(2005)는 드라마 

품질 평가의 차원을 창의성, 완성도, 즐거움/재미, 생활 기여도로 분류했다. 여기에서 창의성, 

완성도, 즐거움은 시청 만족도에 정  향을 미쳤고, 생활 기여도(선정 이거나 폭력 이지 

않고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만 시청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았다. 맹해 (2013)은 드라마 <내 딸 서 이>의 온라인 게시  을 분석해 드라마 품질 구성 

차원과 요인을 구성했다. 드라마 생산 품질과 련해서는 작품성, 연기성, 연출성이, 드라마 소

비 품질과 련해서는 재미성, 공감성, 유익성이 제시되었다. 드라마 품질이 시청 만족에 미치는 

간 효과 분석 결과, 연출성, 재미성, 유익성이 시청 만족에 최종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라마 품질도 시청 만족도에 정 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2) 로그램 개방성 

개방성(openness)은 문학 작품을 상으로 처음 논의된 개념이다. 추후 상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방송 로그램과 화에도 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통 으로 메시지는 작가의 의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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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를 악해야 메시지를 제 로 이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Gu, 

2003). 즉, 작가가 정해놓은,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독자들은 

정독(精讀)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악해 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문학이론에서 개방  텍

스트(open text)가 논의되며 이런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움베르토 에코(Eco, 1979)는 문학 

같은 텍스트는 이미 결정된 몇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따라 무한 로 해석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텍스트 해독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해석이 존

재한다고 주장했다. 텍스트보다 독자의 역할을 요하게 간주한 것이다. 심지어 이서(Iser, 

1980)는 텍스트 자체는 묵시  독자(implied reader)의 해석 없이 독립 으로 존재할 수 없다

고 주장하 다. 롤랑 바르트(Barthes, 1977)도 텍스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 의해 지

속 으로 재창조된다고 주장하며 ‘작가의 죽음’을 선언하 다. 

구(Gu, 2003)는 문학에서 논의된 텍스트의 개방성을 4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는 작가 

심의 개방성이다. 이 에서는 작품의 의도와 해석은 작가에 의해 결정되며,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텍스트는 작가가 작성한 단어들로 인해 고정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는 텍스트 심의 개방성으로 작가와 상 없이 텍스트 자체에 개방성이 있다고 보는 이다. 

특히 시와 같은 텍스트에는 작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애매모호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세 번

째 텍스트 개방성은 독자 심의 텍스트 개방성으로, 라캉, 데리다, 바르트 등의 사상가들의 주

장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들은 해독 과정에 작가의 역할은 없고 독자의 읽기를 통한 의미생성이 

요하다고 강조한다. 네 번째는 상호작용  개방성(interactive openness)으로 이서와 에코

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독자의 자율  해석을 강조하면서도, 독자의 해석 범 가 텍스

트에 의해 일정 정도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해독은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라

는 것이다(Eco, 1979). 

기 커뮤니 이션 이론, 사진 이론, 매체학 등에서도 메시지 개방성과 유사한 개념들이 제

시되어왔다. 1940년  새 과 버(Shannon & Weaver, 1949)는 커뮤니 이션 모형을 제시

하면서 복성(redundancy)과 불확실성(entropy) 개념을 제시하 다. 메시지의 복성이 높

으면 송할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이 어들고, 메시지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잡음(noise)이 많아

져 정확한 메시지 달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메시지의 복성과 불확실성 간에 최상의 균형

이 유지될 때 성공  커뮤니 이션이 된다. 를 들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안녕”이라고 하는 말

은 구나 측 가능한 의미 복성 높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텔 비  상에 용하

면, 복성 높은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습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제작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불확실성 메시지를 많이 담은 작품들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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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많은 인지  노력이 요구되는 술 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개방성

의 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

성이 높은 드라마일수록 높은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 

롤랑 바르트(Barthes, 2006)는 사진에 한 에세이에서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

(punctum) 개념을 제시하 다. 스투디움은 사진을 해독하는데 사용되는 습  코드로, 상식

으로 통용되는 해독 방식을 지칭한다. 반면, 푼크툼의 경험은 사진에서 습 이지 않아 상

을 깨는 사물의 메시지와 가슴을 르며 울림을 주는 장면들에서 나타난다고 하 다. 사진 속에

서 흑인 여성에게 걸린 목걸이, 흑인 견습 선원의 팔짱 낀 팔, 빅토리아 여왕이 탄 말의 고삐를 

쥔 사내 등의 모습에서 경험된다고 한다. 바르트는 푼크툼을 학술 으로 개념화하지 않았지만, 

이 개념은 텍스트의 개방성과 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성이 높은 경우, 즉 습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사진일수록 푼크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체이론가인 맥루한은 미디어를 핫 미디어(hot media)와 쿨 미디어(cool media)로 구

분하 다(McLuhan, 1964/2002). 핫 미디어는 정세도(definition, 인간의 단일 감각이 매체

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가 높아 수용자 참여도가 낮은 미디어이고, 쿨 미디어는 정세도가 

낮아 수용자의 높은 참여를 요구하는 미디어이다. 이러한 미디어 구분은 매체와 사회 문화  상

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  개념이지만, 맥루한은 핫 미디어의 로 화를, 쿨 미디어의 로 

TV를 꼽았다. TV는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수용자의 극 인 개입과 인지  참여를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맥루한의 정세도 개념을 드라마에 용한다면, 이른바 쿨 드라마는 정세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다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핫 드라마는 스토

리, 배우의 연기, 연출 등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정세도가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텍스트의 개방성은 방송 로그램 등을 상으로 본격 으로 연

구되었다. 독일의 랑크푸르트학 에 따르면, 미디어는 하고 궁핍한 술이며, 미디어 이용

자는 미디어 산업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orkheimer & 

Adorno 1972).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특히 TV를 시청자 반응을 조작하는 미디어로 보았

다(Adorno 1960; Horkheimer & Adorno 1972). 이런 에서 랑크푸르트 학 에게 텔

비  메시지는 하나의 고정된 제작자의 의도를 담고 모든 시청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석되는 닫

힌 텍스트인 것이다. 그러나 1980년  능동  시청자에 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랑크푸르트

학 의 주장과 달리 능동 이고 비 인 TV 시청에 한 논의가 개되었다. 이 논의의 핵심을 

이룬 문화연구자들은 TV 시청자들이 자신의 경험, 태도, 지식 등을 바탕으로 능동 이고 다양한 

해석을 한다고 주장하 다(Hall, 1980; Liebes & Katz, 1990; Morley, 1980; Ra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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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여기에서 미디어의 의미는 하나로 고정될 수 없고 시청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

다. 이는 메시지의 다원성(message multiplicity)에 한 본격 인 논의로 이어졌고, 다의성

(polysemy) 개념이 메시지의 다원성과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었다(Boxman-Shabtai & 

Shifman, 2014). 여기에서 메시지 다의성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 번째 입장은 텍스트 자체에 다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이

고, 두 번째 입장은 다의성은 독자가 텍스트를 해독하기 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

라서 다의성 연구는 텍스트 자체의 다의성에 한 연구(Fiske, 1987; Rowland & Strain, 

1994 참조)와 텍스트 해독의 다의성 연구(Condit, 1989; Rockler, 2001 참조)로 나뉘어 발

되었다(Boxman-Shabtai & Shifman, 2014). 

특히 피스크(Fiske)는 문화에 해 인기를 끌기 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하

므로 다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 다.  인기를 얻는 로그램들은 사회  지배 

이념을 수용하는 지배  해독(preferred reading)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미디어에 등장하는 

다양한 코드를 통해 여러 사회 , 정치 , 문화  견해를 지지하는 풍부한 해독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피스크(Fiske, 1987)는 <부부 탐정(Hart to Hart)>이라는 TV 드라마 분석에

서 도둑 부부가 훔칠 보석에 해 모의하는 장면에 자본주의와 황 만능주의 사상 코드가 숨겨져 

있으며, 아내가 화장  앞에서 화장하는 동안 남편이 주도 으로 작 을 짜는 장면에는 남성 

심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게 연기자의 외모, 의상, 어투, 카메라 샷 등의 TV 구성 

요소들은 의미가 부여된 코드로 시청자들에게 달되는 것이다. 여기서 피스크는 이러한 코드들

이 당  의도 로 일 으로 해석되지 않고, 시청자들의 지식, 편견, 선입견, 문화 등에 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해독된다고 주장하 다. 

드라마 다의성에 한 연구 사례는 호지와 트립(Hodge & Tripp, 198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수감자(Prisoner)>라는 여성 감옥 생활에 한 호주 드라마를 분석해 드라마가 

당  목표 시청자 집단이 아니었던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했

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드라마에 표 된 감옥 생활과 학교 생활의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시청자들은 시끄럽게 할 수 없고, 친구들과 떨어져 있

어야 하며,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않고, 억지로 가야 한다는 에서 학교 생활과 감옥 생활의 공

통 을 느 다. 한 선생들이 학생을 하는 태도가 감독 이 수감자를 하는 것과 유사하고, 

학교에도 감옥과 마찬가지로 리더와 갱(gang)이 있다고 생각하 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감

옥 생활하는 여성 수감자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재미있게 시청하 던 것이다. 이 듯 텔 비

 드라마는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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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콘딧(Condit, 1989)은 드라마 <우정 어린 작 (Cagney and 

Lacey)>의 낙태 에피소드에 한 시청자 반응 분석에서, 낙태에 해 찬성 혹은 반 하는 입장

에 따라 시청자들은 로그램에 해 완 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 어떤 작품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가? 에코(Eco, 1979)에 따르면 문화는 많은 

들에게 공통 으로 달되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닫힌 텍스트로 구성된다고 하

다. 반면, 열린 텍스트는 독자들의 극  개입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술성 높은 고

문화에서만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텔 비  학자들은 TV 로그램 같은 문화도 

열린 텍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Allen, 1985; Seiter, 1981). 특히 일일 드

라마(soap opera)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 다양한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스토리

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는 개방성을 가졌다고 보았다. 다의성은 다양한 독자

들이 참여해 생성되므로, 부분 TV 메시지는 어느 정도의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ske, 1987). 

그 다면 로그램의 개방성, 즉 다의성은 시청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피스크 

(Fiske, 1987)는 다양한 해독 가운데 기존의 권력 구조를 비 하는 태도를 통해 시청자들은 재

미와 해방감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안  해독을 통해 경험하는 해방

감과 즐거움을 피스크는 ‘ 항  즐거움(resistive pleasure)’ 혹은 ‘생산자  즐거움

(productive pleasure)’이라고 칭했다(Fiske, 1987, 1989). 반면, 시청자가 텍스트에 담긴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라 해독하며 지배  가치를 공감하고 수하려는 데에서 얻는 즐거움은 ‘헤

게모니  즐거움(Hegemonic pleasure)’으로 명명되었다. 콘딧(Condit, 1989)은 항  해독

이 마냥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지배  가치 심의 해독보다 더 많은 인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고 주장하 다. 국내 연구에서도 일일 드라마 <보고  보고>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내재된 유교

 남성 심  가부장  가치 체계를 간 하고, 이에 항하는 다양한 해석들을 생산하며 즐거

움을 느끼는 사례가 제시되었다(이오 , 2002). 주창윤(1998)도 드라마 해석 방식을 도피주의, 

놀이, 아이러니, 비 의 4가지로 분류하고, 시청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라마에 한 다양

한 해독의 즐거움을 린다고 주장하 다. 

개방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에서 직  혹은 간 으로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에 

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개방성은 해석의 다양성으로 논의되기도 하 고(Eco, 1987; Fiske, 

1987; Iser, 1980), 불확실한 것(entropy)(Shannon & Weaver, 1949), 돌출성(Barthes, 

2006), 느슨한 정세도(McLuhan, 1964/2002) 등과 연 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론을 

살펴보면, 불확실한 것, 돌출성, 느슨한 정세도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 열린 해석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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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을 다양하게 해석되는 정도, 불

확실한 것, 느슨한 정세도를 포함하는 포  개념으로 정의하겠다. 

3) 로그램 유형별 시청 만족도

개방성에 한 논의를 살펴보면, 텍스트 자체에 개방성이 내재된 경우와 수용자의 다의  해독에 

의해 개방성을 획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Boxman-Shabtai & Shifman, 2014). 이는 

로그램의 품질이 개방성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로그램 품질이 높은 경우

에는 에코(Eco, 1979)의 주장 로 텍스트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로그램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제작자 의도와 상 없이 수용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독

된다고 할 수 있다(Ducheneaut, et al., 2008). 이는 개방성과 로그램 품질 두 가지 요인으

로 조합되는 모든 경우에 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해 텍스트를 분류하면, 

열린 텍스트, 닫힌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열린 텍스트는 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높은 로그램이다. 높은 수 의 술

화는 내용이 단히 개방 이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작가가 다양한 해석을 의도한 것

이다. 따라서 작가 심의 개방성을 가진 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TV 문학 > 같이 

실험 이고 술 인 드라마들이 이에 해당된다. 닫힌 텍스트는 로그램의 품질은 높지만 개방

성은 비교  낮은 로그램들이다. 웰 메이드(well-made) 드라마들이 이에 속한다. 에코(Eco, 

1979)가 닫힌 텍스트의 사례로든 화 <제임스 본드>나 드라마 <셜록>처럼 연기, 캐스 , 스토

리 구성 등이 잘 갖춰진 드라마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작가가 의도한 하나의 해석이 존재하

며 시청자는 이 의도를 잘 따라가며 즐거움을 경험한다. 일반 시청자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느슨한 텍스트는 로그램의 품질은 낮지만 개방성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느슨한 텍스

트는 로그램 품질이 낮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해당하는 드라마에서는 작가가 스토리를 구성하지만, 연기와 연출 등 제작 완성도가 떨

어지고 배우의 어설  연기력과 허술한 구성 등이 나타난다. 이에 해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해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고 다양하게 드라마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즉, 느슨한 

텍스트는 제작 완성도가 낮아 제작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달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개별 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느슨한 텍스트의 는 

거리의 개연성이 낮고 스토리가 비상식 으로 개되는 막장 드라마나 제작비가 낮은 아침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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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일 드라마 등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B  화나 막장 드라마는 다양한 해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반 되는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된 텍스트는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낮은 경우를 뜻한다. 피스크

(Fiske, 1987)가 주장하 듯 부분의 텍스트는 다양한 시청자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

문에 어느 정도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된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굳이 

드라마에 찾아보자면, 사람들이 심을 가지지 않아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는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 등에서 간혹 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 제시한 로, 품질과 개방성을 심으로 드라마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따라

서 가장 먼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에 따라 드라마를 분류하기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겠다. 

연구문제 1. 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에 따라 어떠한 로그램 유형이 나타나는가?

통 으로 시청자들이 로그램 품질을 높게 인식하면 높은 수 의 시청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웅․김은미․심미선, 2003; Bloemer, et al., 1998). 한 로그램 개

방성이 높은 경우, 시청자들은 로그램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항 으로 해독하면서 즐거움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오 , 2002; 주창윤, 1998; Fiske, 1987). 즉, 개방성이 높은 

경우 해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이 함께 나타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시청 만족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로그램 개방성이 높으면서 품질도 높은 드라

마는 난해한 술 화나 작가  성격이 강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드라마는 시청자가 

아닌 작가가 의도한 개방성이 나타나며, 시청자들은 이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항

개방성 

상 하

품질 

상 

1. 열린 텍스트 

∙ <TV 문학 > 

∙ 높은 수 의 술 드라마 

∙ 작가가 다양한 해석을 의도

2. 닫힌 텍스트 

∙ 화 <제임스 본드>

∙ 웰 메이드 드라마 

∙ 작가와 감독의 의도 로 해독 

하 

3. 느슨한 텍스트 

∙ 막장 드라마 

∙ 일일 드라마 

∙ 허술해서 다양하게 해석 

4. 고정된 텍스트 

∙ 아마추어 인 작품들 

∙ 교육용(instructional) 비디오 

∙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음 

그림 1. 품질과 개방성을 심으로 분류한 4가지 유형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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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을 시도하기 어렵다. 반면, 개방성이 높지만 로그램 품질이 낮은 느슨한 텍스트에서는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항  해독을 즐길 수 있다. 를 들어, 드라마 <내 딸 사월>에서 작가

는 두 주인공의 애정 행각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시청자 비난이 쇄도하자 이야기를 수정하 다

(한 정, 2016). 이러한 항  해독은 품질이 낮은 느슨한 텍스트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품질과 개방성은 서로 한 계 속에서 시청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의 논의를 4가지 유형의 드라마에 용하면, 시청자 만족과 련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열린 텍스트의 경우, 술 화와 같이 해독이 매우 어려운 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로그램 시청에서 기 하는 단순하고 쾌락 인 만족감은 매우 낮을 수 있다. 닫힌 

텍스트의 경우, 로그램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높은 시청 만족을 유발할 수 있다. 수  높은 연

기와 완성도 높은 구성 때문에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몰입하고 주인공들과 동일시를 쉽게 경험한

다. 부분의 할리우드 액션 화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느슨한 텍스트는 작품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시청자의 만족도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로그램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피스크(Fiske, 

1987)가 주장한 항  해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된 텍스트의 경우도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이 둘 다 낮기 때문에 시청자 만족은 낮을 수 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닫

힌 텍스트는 드라마 자체가 주는 시청 즐거움 때문에, 느슨한 텍스트는 항하면서 해독하는 해

방감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수 있다. 반면, 열린 텍스트와 고정된 텍스트는 시

청 만족이 상 으로 낮을 수 있다. <그림 2>에는 4가지 유형의 드라마에 한 상된 시청 만

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시청 상황에서, 에 제시한 로그램 유형에 따른 

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  시청에서 드라마 유형별로 시청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닫힌 텍스트와 느

슨한 텍스트의 시청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열린 텍스트와 고정된 텍스트의 시청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  시청 환경에서의 시청 만족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시청량이 각 

텍스트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유형별로 다르게 시청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시청은 

드라마 시청자가 다른 시청자들과 드라마에 해 온라인으로 화를 나 는 미디어 이용 형태를 

지칭한다(최윤정, 2014).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텔 비 을 시청하며 제2

의 스크린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화하는 상이 많아진 것이다. 텔 비  로그램에 한 

온라인 화는 시청하는 동안에도 발생하지만, 시청 과 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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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은 시청 , 시청 과정, 시청 후 화를 포 하는 개념이며(최윤정, 2014), 본 연구

에서도 시청 과정  후에 진행되는 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사회  시청은 

가까운 지인들 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분의 경우에 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온

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어 리 이션, SNS 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  시청은 체

로 시청 만족도를 향상시키며(최윤정․권상희, 2015; 최윤정․이종 , 2016),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 간의 유 감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Hwang, Kim, & Biocca, 2015). 

사회  시청을 구성하는 텔 비  시청 행 와 화 행 가 시청 만족도나 유 감에 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은 사회  시청이 로그램 내용의 미숙함이나 

난해함을 화의 즐거움으로 채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느슨한 텍스트나 열린 텍스트의 로

그램의 경우, 로그램 자체가 제공하는 즐거움은 부족하지만, 다른 시청자들과 나 는 화의 

즐거움이 나타나 닫힌 텍스트 못지 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로그램에 해 다양

한 의견을 주고받는 행 는 공동의 해독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로그램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주고 받는 화가 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내용의 개가 빠른 드라마(닫힌 텍스트 유형)의 경우 화에 몰두하다 연출가가 극 

속에 숨겨 놓은 암시나 표 을 제 로 악하지 못 할 수 있다. 한 높은 완성도로 인해서 드라

마 자체가 제공하는 오락 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닫힌 텍스트에서는 사회  시청으로 인해 

추가로 얻는 즐거움이 낮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낮은 고정된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낮기 때문에, 사회  시청을 극 으로 하는 경우, 다양한 

해석이 추가되며 시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논의를 정리하면, 닫힌 텍스트는 로그램 자체가 제공하는 시청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그 밖의 텍스트들(열린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은 로그램의 품질과 별도로 사

회  시청을 극 으로 하게 될 때, 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로그램 

콘텐츠가 제공하지 않는 만족을 사회  시청을 통해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드라마 만족도는 사회  시청량이 증가하는 경우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드라마 유형과 사회  시청량이 상호작용하여 시청 만족도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살펴 야 한다. 즉, 4개 유형의 드라마에 한 시청 만족도가 사회  시청량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2. 드라마 유형과 사회  시청량이 상호작용하여 드라마 시청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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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온라인 설문조사 

본 연구는 문 조사회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는 최근 한 달 안에 드라

마를 사회  시청한 경험( 로그램 련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 SNS, 문자/메신  등을 통해 읽

거나 올린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정되었다. 조사회사의 패 을 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

며, 응답률은 37% 다. 최종 3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04명, 여성

은 246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33.6세(SD= 8.56) 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6.6%, 학교 퇴나 재학이 12.0%. 학교 졸업이 71.1%. 학원 이상이 10.3%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인 

응답자들은 최근에 가장 자주 사회  시청한 드라마를 주 식으로 답하 고, 이 드라마를 떠올리

그림 2. 로그램 유형에 따른 시청과 로그램 시청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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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래 각 항목에 자신의 의견을 표기하 다. 모든 측정 항목 내용과 기술통계값은 <표 1>에 정

리되어 있다. 

 

① 드라마 품질

한국방송개발원(1988)의 <TV 드라마 품질 향상을 한 사례분석 연구>에서 제시한 드라마 품

질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기획 의도와 아이디어가 작품 속에 잘 

표 되어 있다’, ‘ 거리가 논리 으로 잘 잡 있다’, ‘극의 개가 빠르고  빈틈이 없다’, ‘캐

릭터 설정이 잘 되어 있다’ 등의 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분석에서는 평균값이 사

용되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905로 나타났다. 

② 로그램 개방성

로그램 개방성 항목은 이서(Iser, 1980), 에코(Eco, 1979), 이오 (2002) 등의 선행연구에

서 논의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드라마의 최종 

의미는 내가 완성 시킨다’, ‘시청자의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실험 인 작품이다’ 등 7개의 리커트 5  척도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7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

에 사용하 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13로 나타났다.

③ 사회  시청량

설문 참여자들에게 사회  시청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로그램이나 시청 경험과 련된 의견

을 인터넷 사이트, SNS, 문자 메신 를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사회  시청량은 총 3개의 시간 ( 로그램 시작 , 로그램과 동시간 , 로그램 직후)에 

로그램에 해 온라인 화를 한 정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한 번도 없음’에서 ‘거의 항상’의 7

으로 구성되었다. 3개 측정치의 평균값을 사용하 고, 문항간 신뢰도는 비교  높았다

(Cronbach’s α=.898). 

④ 드라마 시청 만족도 

시청 만족도는 부쉘러와 빌란지크(Busselle & Bilandzic, 2008), 박웅기와 송진경(2009), 

올리서와 이니(Oliver & Raney, 2011)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드라마 시청 후, 나

는 흡족한 기분이 들었다’, ‘드라마의 내용은 재미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드라마를 재시청하

고 싶다’, ‘드라마의 내용은 재미있었다’, ‘드라마는 나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었다’, ‘세상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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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드라마 시청 후 인생의 의미에 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등 모두 

10개의 리커트 5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 다.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신뢰도는 

비교  높았다(Cronbach’s α=.813). 

5. 연구 결과 

우선, 측정된 변인들에 한 설문 문항과 기술통계 값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변인 평균 표 편차

드라마 만족: 아래 10개 문항 평균Cronbach’s α=.813 3.488 0.545 

드라마 시청 후, 나는 흡족한 기분이 들었다 3.537 0.751 

기회가 된다면 이 드라마를 재시청하고 싶다 3.457 0.865 

드라마의 내용은 재미있었다 3.843 0.682 

드라마는 나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었다 3.763 0.705 

나는 텔 비  드라마 시청을 즐긴다 3.686 0.763 

세상에 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3.274 0.856 

드라마 시청 후 사색을 하게 되었다 3.151 0.938 

드라마 시청 후 인생의 의미에 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3.300 0.914 

드라마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 다 3.443 0.787 

드라마에 표 된 깊은 의미와 메시지에 해서 생각해 보았다 3.429 0.756 

드라마 품질: 아래 8개 문항 평균(Cronbach’s α=.905) 3.651 0.685 

기획 의도와 아이디어가 작품 속에 잘 표  되어있다 3.660 0.854 

거리가 논리 으로 잘 잡 있다 3.563 0.876 

극의 개가 빠르고  빈틈이 없다 3.526 0.907 

내용이 허술하다(역) 3.514 0.969 

캐릭터 설정이 잘 되어 있다 4.014 0.781 

연출가의 독창 인 스타일이 살아있다 3.686 0.845 

설득력이 있었다 3.557 0.893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3.691 0.922 

드라마 개방성: 아래 7개 문항 평균(Cronbach’s α=.813) 3.208 0.617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드라마이다 3.277 0.902 

드라마의 최종 의미는 내가 완성 시킨다 3.063 0.916 

시청자의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3.291 0.860 

다양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3.274 0.863 

심층 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3.363 0.888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다 3.091 0.926 

실험 인 작품이다 3.097 0.934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값(N=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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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연구문제1에 답하기 해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

시하 다. 참여자들은 최근에 가장 자주 사회  시청 방식으로 한 드라마를 하나 떠올리고, 해

당 드라마에 해 품질과 개방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분석 결과, 4개의 집단이 추출되었다(<표 

2> 참조). 군집에 따른 드라마 품질(F(3, 346)=268.861, p<.01)과 개방성(F(3, 

346)=156.206, p<.01)에 한 인식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개 집단의 드라마 품질

과 개방성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군집1은 드라마 품질이 높고 개방성이 낮은 ‘열린 텍스트’ 유형

이며, 군집2는 품질이 높고 개방성이 낮은 ‘닫힌 텍스트’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군집3은 

품질이 낮고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느슨한 텍스트’ 유형으로, 군집4는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낮

기 때문에 ‘고정된 텍스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에는 자신이 시청한 드

라마를 열린 텍스트로 인식한 경우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정된 텍스트로 인식한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었다. 로그램 4가지 유형에 따라 표  드라마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설

문 참여자들은 열린 텍스트로는 <나의 아 씨>와 <라이 >, 닫힌 텍스트로는 <밥 잘 사주는 쁜 

나>와 <비 의 숲>, 느슨한 텍스트로는 <기름진 멜로>와 < 생에 웬수들>, 고정된 텍스트로는 

<데릴 남편 오작교>와 <언니는 살아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설1은 드라마 유형별로 시청 만족도가 다를 것으로 상하 다. 구체 으로, 닫힌 텍스

변인 평균 표 편차

사회  시청: 아래 3개 문항 평균(Cronbach’s α=.898) * 4.090 1.122 

사회 시청_ 3.977 1.264 

사회 시청_동시 3.991 1.272 

사회 시청_후 4.303 1.153 

드라마 만족, 드라마 품질, 드라마 개방성은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됨 

사회  시청은 1=한번도 없음, 2=거의 없음, 3=가끔, 4=때 로, 5=자주, 6=매우 자주, 7= 거의 항상 으로 측정됨 

군집1: 

열린 텍스트 

품질 상-

개방성 상

(n=137)

군집2: 

닫힌 텍스트 

품질 상-

개방성 하

(n=84)

군집3: 

느슨한 텍스트 

품질 하-

개방성 상

(n=100)

군집4: 

고정된 텍스트 

품질 하-

개방성 하

(n=29)

드라마 품질 4.168 3.850 3.160 2.332

드라마 개방성 3.699 2.672 3.223 2.394

4개 집단의 드라마 품질 인식 차이: F(3, 346)=268.861, p<.001 

4개 집단의 드라마 개방성 인식 차이: F(3, 346)=156.206, p<.001 

표 2. 드라마 품질과 개방성 인식에 따라 군집분석된 4개 집단의 변인별 평균(군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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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느슨한 텍스트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열린 텍스트와 고정된 텍스트에 한 만족도가 낮

을 것으로 상하 다. 가설1을 검증하기 해 4개 군집의 시청 만족도에 한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4개 군집 간 드라마 만족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F(3, 346)=44.195, p<.001).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린 텍스트 드라마의 

시청 만족도는 평균 3.8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닫힌 텍스트 드라마가 3.411, 느슨

한 텍스트 드라마가 3.284, 고정된 텍스트 드라마가 2.903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Scheffe 

test)결과, 4개 집단 가운데 닫힌 텍스트와 느슨한 텍스트 드라마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고, 나머지 집단 간 비교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론 으로 열린 텍스트에 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닫힌 텍스트와 느슨한 텍스트에 한 만족이 비슷한 수 으로 높았

으며, 고정된 텍스트에 한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과는 조  다른 결과

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해독 모형에서 드라마 품질과 개방성이 모두 높은 열린 텍스트의 경우 

해독의 난해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청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상하 는데, 본 연구 결과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닫힌 텍스트와 느슨한 텍스트의 경우 상과 같이 유사한 수

의 시청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고정된 텍스트 한 상과 같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으로는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4개 유형의 드라마에 한 시청 만족도가 사회  시청량에 따라 어떻

그림 3. 4개 드라마 유형에 따른 시청 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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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해 드라마 유형이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구성된 기존의 분산분석 모형에 사회  시청량을 조 변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시청 만족도에 한 드라마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 고(F(3, 343)=5.868, p <.01), 

드라마 유형과 사회  시청량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F(3, 343)=11.700, p<.001) 나

타났다. 즉 가설 2에서 측한 로 사회  시청량에 따라 드라마 유형별 시청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사회  시청량의 조 효과를 시각화하기 해 사회  시청량을 범주형 변인으로 재구성하

다. 구체 으로 사회  시청량을 측정한 3개 변인(시청 , 동시, 후 시간 )을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사회  시청을 많이 하는 집단(상)과 게 하는 집단(하)으로 나뉘

었다(<표 3> 참조). 

범주형 변인으로 재구성된 사회  시청량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앞서 실시한 분산

분석을 다시 실시하 다. 분석 결과, 4개의 드라마 유형별 시청 만족에 한 주효과는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F(3, 343)=39.424, p<.001), 드라마 유형(4개 집단)과 사회  시청량(2개 집

단)간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 343)=8.396, p<.001). <그림 3>은 사회  

시청량의 많고 음에 따라 4개의 드라마 유형별 시청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해, 추가로 단순효과(simple effect) 분석을 

실시하 다. 열린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 유형에서는 사회  시청의 상하 집단별

로 시청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닫힌 텍스트 유형(품질 상-개방성 하)에서는 사회

 시청의 상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열린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의 드라마에 해 사회  시청이 시청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반면, 닫힌 텍스트에 해서는 사회  시청을 많이 한다고 시청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과 같은 결과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시청(하)

(n=213)

사회  시청(상)

(n=137)

사회 시청( ) 3.192 5.197 

사회 시청(동시) 3.169 5.270 

사회 시청(후) 3.690 5.255 

사회직 시청 상하 집단의 사회 시청( ) 차이: t (348)=-22.876, p<.001 

사회직 시청 상하 집단의 사회 시청(동시) 차이: t (348)=-25.503, p<.001 

사회직 시청 상하 집단의 사회 시청(후) 차이: t (348)=-16.548, p<.001 

표 3. 사회  시청량에 따라 군집분석된 2개 집단의 변인별 평균(군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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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유형에 따른 사회  시청 해독 모형을 제시하 다. 품질이 낮은 로그

램에 해서도 사회  시청을 하면 즐겁게 만족하며 시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 왜 막장 드라마를 사회  시청하는 경우 웰 메이드 드라마를 시청할 때보다 더 즐

거울 수 있는지도 설명될 수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린 텍스트, 닫힌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로 드라마를 유형화하 다. 

분석 결과, 사회  시청의 환경에서 열린 텍스트가 가장 높은 만족을 제공하 으며, 닫힌 텍스트

와 느슨한 텍스트가 다음 수 의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고정된 텍스트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그림 3. 사회  시청의 많고 음에 따른 드라마 유형별 시청 만족의 차이 비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에 해 추가로 단순효과(simple effect) 분석 실시: 

품질 상-개방성 상: t(135)=-3.000, p<.01

품질 상-개방성 하: t(82)=-1.373, p=.174

품질 하-개방성 상: t(98)=-3.427, p<.01

품질 하-개방성 하: t(27)=-3.52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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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사회  시청량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  시청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열린 텍스트, 

느슨한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의 시청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닫힌 텍스트의 

경우 사회  시청을 많이 해도 시청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았다. 닫힌 텍스트를 제외한 드라마 유

형에서 사회  시청은 텍스트 자체의 효과와 상 없이 화를 통한 추가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

하는 것이다. 

열린 텍스트에 한 결과는 이론 으로 측한 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로그램의 품질이 

매우 높고 개방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엔 많은 인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청의 즐거움과 

만족을 감소시킬 것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상과 달리 열린 텍스트에 한 시청 만족도가 가

장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방성에 한 이론  논의

들은 주로 소설이나 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TV와 화를 포

함하는 일반  상 매체를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론 으로 제시한 높은 개

방성은 내용이 난해해 제작 의도를 일반 수용자가 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개방성을 의미한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열린 텍스트형 드라마는 이처럼 술 화의 고난이도 

개방성 수 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개방성이 높은 드라마가 시청의 즐거

움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  시청량이 증가했을 때 시청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경우는 로그램 품질과 개

방성이 모두 낮은 고정된 텍스트에서 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막장 드라마를 느슨한 텍스트로 

분류하 지만, 일일 드라마처럼 로그램 품질이 높지 않고 50  이상의 장년 층을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텍스트로도 분류될 수 있다. 드라마 유형 분류를 시청자 인식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막장 드라마를 품질이 낮고 개방성도 낮은 경우로 평가했을 가

능성이 있다. 막장 드라마에 해 시청자들이 극 으로 해석하면 드라마의 개방성이 높아지지

만, 부분 텍스트 자체가 의도한 다의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한 느

슨한 텍스트를 설문 응답자들은 고정된 텍스트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에서 측한 바와 같이 닫힌 텍스트에 해서는 사회  시청을 극

으로 해도 시청 만족도에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닫힌 텍스트 드라마에서는 텍스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사회  시청을 극 으로 하더라도 시청 만족도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 멀비(Mulvey, 1981)는 할리우드 고  화의 해독 연구에서,  화가 주는 즐거움은 

지배 이념의 산물이며 텍스트에 순응한 객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주장하 다. 즉, 할리우드 

화를 비롯한 부분의 드라마들은 시청자의 인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청자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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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라마에 모든 감각을 맡긴 채 즐겁게 즐기면 되는 것이다. 닫힌 텍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회  시청량이 많아져도 시청 만족도에 변화가 없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연구 결과로 로그램의 품질은 시청 만족도에 정  향을 미쳤다. 로그램 품

질이 높은 열린 텍스트와 닫힌 텍스트에 한 시청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로그램 

품질에 한 정  인식이 시청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

다(이 웅․김은미․심미선, 2003; Bloemer et al., 1998). 그러나 사회  시청량이 함께 고

려되면 다소 상황이 달라진다. 품질이 높은 드라마에서는 사회  시청량이 시청 만족도를 향상시

키지 못했지만, 드라마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  시청량이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이 낮은 애니메이션 화가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 교환을 활성화

하고 재미있는 사회  시청 경험을 유도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Ducheneaut, et 

al., 2008). 사회  시청 참여자들은 완벽하게 구성된 드라마 보다 오히려 허술한 구성, 엉뚱한 

사건의 개, 조잡한 연출 등을 보며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비 하며 화할 때 의외의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로그램에 한 사회  시청에서도 찰되고 있

다. 정치 토론에 한 트 터 연구에서 가장 많이 트윗되고 리트윗된 내용은 후보자들을 조롱하

고 패러디한 유머러스한 내용들이었다(Freelon & Karpf, 2015). 이 듯 시청자들은 품질 높

은 로그램에만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완벽하게 제작된 화나 드라마보다 어딘가 허술한 

로그램에 해 다른 시청자들과 화할 때 의외의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로그램 개방성은 로그램의 품질과 련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품질이 

높은 로그램의 개방성은 작가가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품질이 낮은 로그램의 개방성은 

시청자 주도의 항  해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측하 다. 품질이 낮은 로그램이 

높은 수 의 개방성을 가질 때에도 시청자들이 항  해독의 즐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가

정하 다. 연구 결과, 이와 같은 항  해독의 흔 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품질이 낮은 느슨한 

텍스트가 품질이 높은 닫힌 텍스트와 유사한 수 의 시청 만족도를 보여  목이다. 느슨한 텍

스트가 지닌 높은 개방성이 품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의 만족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

다. 게다가 사회  시청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개방성이 낮은 닫힌 텍스트의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개방성이 높은 느슨한 텍스트의 시청 만족도는 향상되었다. 이 역시 사회  시청을 

통해 다른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항  해독을 경험하는 즐거움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  

흥미로운 은 로그램의 품질이 높지만 개방성이 낮은 드라마에 해서는 사회  시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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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특별히 더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는 매우 촘촘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연기와 연출을 동반하는 작품성 높은 경우이다. 작가와 연출가가 의도한 바를 로

그램에 훌륭하게 표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작가의 의도를 따라 해석하는데 충실할 뿐 작가의 

의도와 반 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 사회  시청에서 동반되는 화 경

험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추가 으로 얻는 즐거움도 을 수 밖에 없다. 반면, 막

장 드라마처럼 개방성 높은 로그램은 풍부한 사회  시청을 통해 추가되는 즐거움이 많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시청이 주는 만족감을 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에만 의존해 평가하려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청자 만족에는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

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시청자들이 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며 공감하는 이유는 사회  유 감

(social bond)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Ang, 1985). 사회  시청 환경에서 시청자

들 간에 형성된 유 감이 시청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회  시청이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 간 강한 유 감을 형성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Lim, Hwang, Kim, & Biocca, 

2015; Oeldorf-Hirsch & Sundar, 2015; Raney & Ji, 2017). 특히 개방성이 높은 로그

램에 해서는 사회  시청 참여자들이 함께 해독하며 공유하는 유 감 때문에 특별한 즐거움이 

추가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  시청 참여자들의 유 감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

함한 연구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이론  틀을 용해 최근 유행하는 1인 미디어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하

겠다. 1인 미디어는 로그램 품질이 낮으며 개방성도 낮기 때문에 고정된 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 1인 방송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제작되어 품질이 다른 상물에 비해 낮은 편이다.  1인 

방송은 고정된 팬들을 기반으로 강한 커뮤니티를 이루며 내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와 

언어를 나 다.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부족해 개방성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1인 방송은 내용

의 품질을 떠나 함께 화하는 재미와 유 감을 바탕으로 지속된다. 이러한 상은 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이 매우 낮은 로그램이 높은 시청 만족도를 유발하는 이례  사례가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1인 방송이 가지는 개방성과 시청 만족도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로 질 방법으로 연구되었던 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에 한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실험  시도에서 나타나는 측정 타당성의 한계는 지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로그램 품질과 개방성에 한 측정을 정교하게 발 시킬 필요가 있다. 

한 로그램의 개방성과 품질을 기 으로 인 으로 4가지 집단으로 나  도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로그램 개방성과 품질을 상/하 범주형 변인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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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로그램 유형화에 한 더욱 깊이 있는 이론  정당화가 필요하다. 추

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개념을 쿨 미디어, 세 과 버가 제시한 불확실성(entrophy), 바

르트가 제시한 푼크툼 등과 유사하다고 평가하 다. 하지만 이 개념들 사이에 구체  차이는 물

론 있으며, 이런 차이에 한 추가 연구와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 본 연구는 드

라마 장르에만 한정해서 연구를 하 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로 연구를 확장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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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elevision drama quality and 
openness on viewing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viewing

Yun Jung Choi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drama quality and openness on viewing satisfaction in the social 

watching (combining TV viewing and online conversation) context. For this purpose, a typology of four 

types of dramas was presented focusing on the quality and openness of drama - open text with high 

quality and openness, closed text with high quality but low openness, loose text with low quality but 

high openness, and fixed text with low quality and open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viewing satisfaction of the open text drama type was the highest and the satisfaction of the fixed text 

was the lowest. The study also analyzed how the amount of social viewing moderate the effects of 

the four types of drama on viewing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ixed 

text increased the satisfaction more as the social viewing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closed 

text shows that there is no change in satisfaction when the amount of social viewing increased. This 

study suggests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not only to the quality of drama but also to openness in 

order to improve viewer satisfaction in the social viewing context. 

Keywords: social viewing, television drama, drama quality, drama openness, typology of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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