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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V뉴스에서 앵커멘트와 함께 제공되는 어깨걸이와 자막이 뉴스에 대한 평가(공정성, 선정성, 자극성)와 신뢰 및 의제 

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120명의 대학생들에게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을 

달리하는 4가지 유형의 뉴스를 제시한 후 공정성과 선정성, 자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뉴스에 대한 신뢰와 의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의 자극성 평가 및 신뢰와 관련이 있었으며, 공정성 및 선정성 평

가와는 관련이 없었다. 사안의 자극적 측면을 강조한 어깨걸이와 자막이 제공된 경우 자극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반대로 

신뢰도는 낮았다.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뉴스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록 뉴스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달리 어깨걸이와 자막은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소가 아니었으며, 수용자들은 뉴스 내용을 토대로 의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VEs and subtitles provided with anchor speech in TV 
news and the news evaluation, trust and agenda recognition. 120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watch four types of news that 
differed in the contents of their DVEs and subtitles, and then they evaluated the fairness, sensibility, and irritability of the news. 
The content of DVEs and subtitles were related to the irritability evaluation and trust of the news, and it was not related with the 
fairness and sensibility evaluation. When the DVEs and subtitles emphasizing the stimulating aspects of the issue were given, the 
irritability was highly evaluated and the trust was low. The evaluation on news fairness affected the news trust. The more they rated 
news as fair, the greater the trust in news. Unlike the assumption in this study, DVEs and subtitles were not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news agenda perception, and the viewers tended to perceive the agenda based on the news conten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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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V뉴스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스

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보도를 담당할 기자

를 소개하는 ‘앵커 멘트’와 미리 녹화된 ‘리포팅’이 그것

이다. 앵커 멘트를 통해 시청자들은 뉴스의 주요 내용과 

관점에 대해 정향(orientation)을 형성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정향은 이후 리포팅의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TV뉴스에서 앵커 멘트가 방송될 때 화면은 앵커와 어

깨걸이, 자막 등으로 구성된다. 앵커의 왼편 혹은 오른편

에 위치한 사진이나 그래픽 등의 요소가 어깨걸이이며, 

화면 하단에 뉴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텍

스트가 자막이다. 어깨걸이는 DVE(Digital Video 

Effect) 이미지라고도 하며, 어깨걸이와 자막은 마치 신

문에서의 헤드라인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기자나 편집자는 뉴스가 담고 있는 여러 세부 사건이

나 관점 중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을 반영하여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을 선택하고 디자인

한다. 이 때 어떤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어떤 

영상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후 보도되는 리포팅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신문 뉴스에서 헤드라인이 뉴스와 관련한 정보 습득과 

정서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2].

본 연구는 TV뉴스의 앵커멘트가 방송될 때 동반되는 

어깨걸이 이미지와 자막이 뉴스 내용에 대한 평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뉴스 내용에 대

한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정성

과 선정성, 자극성에 대한 평가에 특히 주목한다. 뉴스 보

도의 공정성은 다양한 이슈와 시각을 불편부당하게 제공

하는 것으로서[3], TV뉴스가 담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뉴스에서 선정성은 시청자의 호기심

을 끌어당기는 흥미위주의 내용을 재미있게 보도하는 방

식이다[4]. 그리고 뉴스에서의 자극성은 감정을 자극하

는 표현과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5]. TV뉴스

에서 어깨걸이와 자막의 선택은 뉴스의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 등 뉴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뉴스에 대한 신뢰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

는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선정성은 일부 

연구에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구성하는 하위요

인으로 적용되기 하지만[6],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선

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

고 이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다.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은 뉴스 품질 평가나 신뢰

도 형성 뿐 아니라 뉴스 의제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

다[7]. 같은 내용의 뉴스라 하더라도 어깨걸이와 자막을 

통해 이슈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시청자들의 

뉴스에 대한 의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이 뉴스 의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TV뉴스에서 앵커멘트와 

함께 제시되는 어깨걸이와 자막이 뉴스 수용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뉴스 제작 과

정에 주는 함의를 제언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2-1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의 기능

TV뉴스에서 어깨걸이와 자막 등의 그래픽 요소는 시

청자의 주목을 끄는 동시에 영상 정보로서 역할을 한다

[8]. 높은 시청률 경쟁 속에서 TV뉴스의 그래픽 요소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도구로 주목받아 왔다[9]. 특히 

영상자막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더불어 방송

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도구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선거보도에서 

사용된 어깨걸이(DVE)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2012

년 대통령선거 공식 유세기간동안 KBS, MBC, SBS에서 

사용된 어깨걸이 이미지의 빈도는 정보적 이미지, 편향

적 이미지, 선정적 이미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11]. 

뉴스 이외에 오락과 교양 장르에서도 자막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12]. 분석 결과 자막은 오락 프로그램

에서 시청자의 각성, 정서유인가,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주의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연구에

서는 그래픽 요소가 추가된 자막이 시청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3]. 

2-2 TV뉴스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

TV뉴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공정성과 선정성, 자극성

이다. 

뉴스에서 공정성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험적으로 정의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14]. 따라서 공정

성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뉴스의 공정성 평가는 뉴스의 내적 요인이나 수용자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뉴스의 내적 구성요소로서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견해반영, 관점 균형성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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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요인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 정치적 

성향 등이 뉴스의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꼽힌다[15][16].

뉴스의 선정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데, 폭넓게 

정의하면 독자나 시청자를 흥분시키고 사건을 실제보다 

흥미 있고 중요한 것처럼 윤색하여 보도하는 것을 지칭

한다[5]. 자극성은 선정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수용자

들의 시각과 감정에 본능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뉴스에서 자극성은 자극적인 표

현을 사용하거나 사실을 과장, 확대하는 표현,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17].  

보도사진이나 자극적인 영상 등은 뉴스의 선정성 및 

자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홍

식의 연구(2007)에서는 신문기사에서 고뇌적 보도사진

이 기사에 대한 가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

정성 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8]. 포털 뉴스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제목과 이미지 노출이 선정

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9].

TV뉴스에서 어깨걸이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정교하게 합성

된 어깨걸이나 내용과 상이한 어깨걸이는 TV뉴스에 대

한 시청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0]. 그

레이브와 랑, 자오의 연구(Grabe, Lang & Zhao, 2003)

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이 추가된 뉴스의 경우 그렇지 않

는 뉴스보다 정보에 대한 기억 정도가 낮고, 뉴스의 객관

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 

공정성과 선정성과 자극성 등은 뉴스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송종길(2007)은 회귀분석을 통해 

매체별 신뢰도 구성 요인을 분석했는데, 공정성은 완벽

성, 정보의 깊이, 독창성 등과 함께 신문 매체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22]. 한편 뉴하겐의 

연구(Newhagen, 1998)에서는 선정성과 자극성이 신뢰

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분노, 공포, 불쾌감을 자극하는 TV뉴스는 수용자의 기억 

정도 및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이와 상

반된 연구 결과로서 김세중과 정용국의 연구(2014)에서

는 뉴스의 선정성이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에서 이미지와 자막은 

뉴스의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뉴

스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또

한 뉴스의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에 대한 평가는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3 TV뉴스의 의제 인식

TV와 같은 대중매체는 수용자들이 무엇에 대해 생각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의제 설정의 기능을 갖는다. 의제

설정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대중매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슈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한다[25]. 즉 대중

매체는 수용자들의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문 뉴스에서는 기사 제목의 표현방식과 내용이 독자

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며[26], TV뉴스에서는 영상과 

자막이 의제 설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7]. 박덕춘(2010)은 환경이슈에 관한 TV뉴스에

서 영상과 자막이 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데, 평소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은 수용자들보다 관심이 

적은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7].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TV뉴스에서 이미지와 자막은 수용자들의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2-4. 연구문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깨걸이와 자막은 

TV뉴스에 대한 평가와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다. 또한 공정성, 흥미, 자극과 관련한 뉴스 평

가는 뉴스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이 뉴스 

평가, 신뢰, 의제 인식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

에 대한 평가(공정성, 선정성, 자극성)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2.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

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3. TV뉴스에 대한 평가(공정성, 선정성, 자극

성)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 

의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Ⅲ. 연구 방법

3-1 실험 설계

TV뉴스의 어깨걸이와 자막이 수용자들의 평가와 의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연구를 진

행하였다. 최근 들어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뉴스 수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카

카오톡을 이용하여 뉴스를 전달하였다. 피실험자들이 휴

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뉴스를 시청한 후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1) 피실험자는 실험 공지에 

1) 이동형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이동형 단말기를 통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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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K대학의 학생 120명이었으며, 실험은 2016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120명의 피실

험자들은 무작위로 4개의 실험집단 중 하나에 배치되었

다. 120건의 응답 중 착오로 누락된 경우(2건)와 불성실

한 응답으로 제외된 경우(4건)를 제외하고 총 114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실험자 중 남성은 49명, 여성은 

65명이며 평균 연령은 21.4세(SD=1.9)이다. 

3-2 실험 처치

TV뉴스의 그래픽 요소는 앵커 뒤에 위치한 방송사 로

고(①), 앵커 오른편 등에 뉴스 관련 이미지를 전달하는 

어깨걸이(②), 화면 하단의 뉴스 자막(③), 화면 마지막 

하단에 흘러가는 뉴스 티커(④)가 있다. 이 가운데 본 연

구가 주목하는 요소는 ②와 ③이며, ①의 경우 뉴스 판단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실험 재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삭제했다. ④의 경우 실험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선정된 뉴스는 B기업의 A회장이 혼외 자

녀가 있다는 사실을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하면서 사회

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불륜과 혼외 

자녀라는 소재 자체가 수용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

며, 언론사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제

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 재료로서 적절하

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언론사

가 해당 사건을 다루는 프레임을 크게 3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스캔들 관점’으로서 불륜과 혼외자라는 키워

드를 강조하면서 대기업 회장의 외도 스캔들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A회장의 고백에 따른 부

인의 반응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가정수호의 입장’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사회적 저명인

사로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A회장 부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틀 짓기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회장의 고백을 개인의 가정사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B기업의 윤리와 경영의 문제로 연결하여 해석

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해당 사건이 B기업의 후

계 구도변화와 기업 이미지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이 중요

하게 다루어진다. 각 관점을 반영하여 세 개 버전의 어깨

걸이-자막이 들어간 뉴스를 제작하였으며, 어깨걸이나 

자막이 전혀 없는 뉴스도 함께 제작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그림1 참고). 

평균 24분 정도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8]. 실제로 

이동형 단말기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정도는 젊은 층일수록 더 높아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피실험자로 하는 본 연구의 경우 

휴대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의 뉴스 이용 상황과 더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Scandal <2> Familism

<3> Business Ethics <4> No DVE/Subtitle

그림 1. 실험 처치: 어깨걸이와 자막의 조작

Fig. 1. Experimental Treatment: DVE and Subtitle
           

실험에 사용한 뉴스는 앵커멘트(15초)에 이어 3개의 

뉴스 리포트(60초, 65초, 68초)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앵커멘트 화면에서는 각각 실험을 위해 처

치된 어깨걸이/자막이 노출되었으며, 이어지는 세 개의 

뉴스는 스캔들, 가정수호, 기업윤리에 각각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뉴스들이다. 

3-3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1) TV뉴스에 대한 평가와 신뢰

TV뉴스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흥미, 자극의 세 변인

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또한 TV뉴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 형성되는 태도로서 신뢰를 측정했다. 공정성은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29] 그리고 언어나 이미지, 

보도의 관점 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지를 뜻한

다[30]. TV뉴스에서 선정성은 얼마나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사건을 얼마나 흥미 위주로 다루

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18]. 또한 자극성은 뉴스의 전

반적인 관점, 이미지, 언어 등이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사가 얼마나 감정을 자극하는지

를 의미한다[5]. 신뢰는 뉴스의 내용과 관점, 취재내용이 

얼마나 믿을만한가와 더불어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가 얼

마나 믿을만한가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 신뢰 등의 측정 문항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설

문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

로 측정되었다. 측정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크론바하의 α)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것

처럼 공정성, 신뢰, 선정성, 자극성 등 4개의 요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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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공정성과 신뢰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8, 자극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7 이상의 수치

를 보였다. 선정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669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Scale
Variable

Fairness Truth Sensibility Irritability

Fairness1 .780 .213 .100 -.122

Fairness2 .857 .218 -.041 -.040

Fairness3 .838 .296 -.063 .002

Fairness4 .719 .214 -.300 -.067

Fairness5 .764 .298 -.333 -.049

Sensibility1 -.082 -.072 .797 .082

Sensibility2 -.020 -.025 .766 .200

Sensibility3 -.166 -.185 .694 -.010

Irritability1 -.164 .095 .197 .744

Irritability2 .047 -.293 .041 .747

Irritability3 -.052 -.047 .049 .848

Truth1 .050 .865 -.126 -.128

Truth2 .320 .849 -.096 -.101

Truth3 .396 .721 -.166 -.003

Truth4 .367 .684 .003 -.060

Truth5 .379 .564 -.102 -.004

Eigen Value 6.030 2.037 1.512 1.360

%Dispersion 37.685 12.733 9.448 8.498

Reliability
(Cronbach’s α)

.898 .870 .669 .709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Table. 1. Factor Analysis on Key Variables

Scale Measurement Statement

Fairness1 Each position is treated equally quantitatively

Fairness2 Each position is treated equally qualitatively

Fairness3 The language of the news is fair and unbiased

Fairness4 The images in the news are fair and unbiased

Fairness5 The viewpoint of the news is fair and unbiased

Sensibility1 News violates an individual's privacy

Sensibility2 News deals with events with interest

Sensibility3 There is no value to broadcast on TV as news.

Irritability1 News is generally irritating

Irritability2 The images in the news are irritating

Irritability3 The language of the news is irritating

Truth1 The News if generally reliable

Truth2 The contents of the news are reliable

Truth3 The viewpoint of the news is reliable

Truth4 The materials used in the news are reliable

Truth5 The anchors in the news are reliable

표 2. 설문 문항

Table. 2. Measurement Statements

2) 의제 인식

본 연구에서 실험 재료로 활용한 이슈는 대기업 A회장

의 불륜 스캔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관련 뉴스에 대한 분

석 결과 언론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였

다. 첫 번째는 불륜 사실을 고백한 A회장의 입장을 대변

하는 것으로 ‘스캔들’ 의제이다. A회장이 미모의 젊은 여

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점에 주목하고, 선정적인 관점에

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A회장의 부

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불륜에도 불구하고 가정

을 지키겠다는 ‘가정수호’ 의제이다. A회장보다는 A회장 

부인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A회장이 이끄는 B기업의 사

회적 책임 등과 관련한 ‘기업윤리’ 의제이다. A회장이 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일탈행위

로서 보다는 해당 사안이 B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뉴스들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위의 세 의제를 제시한 

후, ‘뉴스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답하게 함으로써 의제 인식을 측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어깨걸이·자막과 뉴스에 대한 평가

4가지 유형(스캔들, 가정수호, 기업윤리, 없음)의 어깨

걸이·자막이 뉴스에 대한 평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공정성과 선정성 평가는 어깨걸이·자막 유형과 관

련이 없었으며 자극성 평가의 경우 어깨걸이·자막 유형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4.298, p<.01). 즉 

스캔들 유형의 뉴스에 대해 자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고(4.62), 그 다음은 어깨걸이나 자막이 없는 경

우(3.92)와 가정수호(3.70), 기업윤리(3.62)의 순이었다. 

특히 다른 유형과 스캔들 유형 간의 평균 차이가 컸는데, 

불륜 사실을 강조하는 스캔들 관점의 이미지와 자막에 

대해 더 자극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수호나 기업윤리의 관점에서 어깨걸

이와 자막을 제공한 뉴스의 경우 어깨걸이와 자막이 없

는 뉴스보다 자극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사안 자체가 자

극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더라도,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의제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뉴스의 자극성에 대

한 수용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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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DVE/subtitle

Fairness Sensibility Irritability

Scandal (n=28) 2.89 4.58 4.62

Familism (n=28) 3.19 4.96 3.70

Business Ethics 
(n=29)

3.20 4.45 3.62

No DVE/subtitle 
(n=29)

3.63 4.30 3.78

Total (n=114) 3.23 4.57 3.92

F value 2.349 2.385 4.298

Significance 
Probability(p)

.076 .073 .007

표 3. 어깨걸이·자막의 유형과 뉴스에 대한 평가

Table. 3. Types of DVE/Subtitle and News Evaluation

4-2 어깨걸이·자막과 뉴스에 대한 신뢰

어깨걸이와 자막의 유형이 뉴스에 대한 신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깨걸이와 자막의 유형은 신뢰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614, p=.05). 어깨걸이의 

이미지와 자막이 없는 경우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4.61), 그 다음은 기업윤리(4.27), 가정수호(4.21)의 순

이었다. 스캔들 유형은 신뢰의 평균이 3.86으로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였다. 앞의 분석에서 가장 자극적인 적으로 

평가되었던 스캔들 유형이 신뢰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어깨걸이와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경

우 수용자들은 뉴스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2), 기업윤리 유형이나 가정수호 

유형보다 신뢰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Types of DVE/subtitle News Trust

Scandal (n=28) 3.86

Familism (n=28) 4.21

Business Ethics (n=29) 4.27

No DVE/subtitle (n=29) 4.61

Total (n=114) 4.24

F value 2.614

Significance 
Probability(p)

.052

표 4. 어깨걸이·자막의 유형과 뉴스에 대한 신뢰

Table. 4. Types of DVE/Subtitle and News Trust

4-3 뉴스에 대한 평가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뉴스에 대한 평가(공정성, 선정성, 자극성)가 뉴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뉴스에 대한 

2)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공정성 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어깨걸

이·자막이 없는 경우는 3.6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바 있음

신뢰’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을 독

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선정성

과 자극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

면,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뉴스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뉴스를 더 신

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정성 평가는 뉴스에 대한 신뢰

를 약 39.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mpact Factor Beta t
Significance 
Probability(p)

Constant - 6.103 .000

Fairness .588 7.611 .000

Sensibility -.080 -1.019 .311

Irritability -.086 -1.138 .258

* Dependant Variable: News Trust
** Adjusted R2=.392, F=25.430, p<.01

표 5. 뉴스에 대한 평가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mpact of News Evaluation on Trust

4-4 어깨걸이·자막과 뉴스 의제 인식

어깨걸이와 자막의 유형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과 의제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조작되었다. 이에 따르면 

어깨걸이·자막의 유형은 뉴스의 의제에 대한 인식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TV뉴스의 어

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 의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이 있는가?’라는 4번째 연구문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영상유형과 뉴스 의제 인식에 대한 교차분

석을 실시했다(표6). 분석 결과 어깨걸이·자막의 유형과 

뉴스 의제 인식은 관련이 없었다. 수용자들은 어깨걸이

와 자막이 제시한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뉴

스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의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 결과 어깨걸이·자막의 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스캔들 관점에서 해당 뉴스를 인식하고 있었

다. 어깨걸이와 자막이 없는 경우 스캔들 의제가 아닌 기

업윤리 의제나 가정수호 의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재료로 쓰인 뉴스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추론된다. 앵커 멘트 이후에 이어지는 기자의 뉴스

보도에서도 스캔들 관점과 가정수호, 기업윤리 관점을 

고루 다루도록 실험 재료를 조작했으나, 수용자 대부분

은 이 뉴스를 스캔들 관점에서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실

험에 사용한 뉴스가 A회장의 불륜 고백이라는 다소 충격

적인 사실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수용자들은 어깨걸이나 

자막에 의해 영향 받기보다는 사안 그 자체를 직접적으

로 수용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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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perception

Types of 
DVE/Subtitle

Scandal 
Agenda

Familism 
Agenda

Busines
s Ethics 
Agenda

Total

Scandal 22 2 5 29

Familism 23 1 4 28

Business Ethics 22 2 5 29

No DVE/Subtitle 15 5 8 28

Total 82 10 22 114

* χ2=7.313, n.s.

표 6. 어깨걸이·자막의 유형과 뉴스 의제 인식

Table. 6. Types of DVE/Subtitle and the Perception on News 
Agenda

Ⅴ. 결론 및 함의

TV뉴스에서 어깨걸이와 자막이 뉴스에 대한 평가와 

신뢰, 의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깨걸이와 자

막의 내용은 뉴스에 대한 자극성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사안의 자극적 측면을 강조하는 어깨걸이 이미지와 자막

을 사용했을 때 더 자극적인 뉴스로 평가하는 반면, 어깨

걸이와 자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덜 자극적인 뉴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

용은 뉴스에 대한 공정성 평가와 선정성 평가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피실험자들이 앵커 멘트에서 제

공되는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보다는 뉴스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성

과 선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와 달리 뉴스의 자극성에 대한 평가는 뉴스 내용 전체

에 대한 판단보다는 앵커 멘트와 함께 제공되는 가시적

인 이미지와 자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깨걸이와 자막은 뉴스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

는데, 어깨걸이와 자막이 없는 경우 뉴스에 대한 신뢰 수

준이 가장 높았으며, 스캔들 관점을 강조하는 어깨걸이

와 자막이 제공된 경우 신뢰 수준이 가장 낮았다. 앵커멘

트와 함께 제시되는 어깨걸이와 자막은 뉴스에 대한 전

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 수준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깨걸이와 자막

은 공정성이나 선정성 차원에서 뉴스에 대한 평가와는 

관련이 없지만, 신뢰 차원의 뉴스에 대한 태도 형성과 관

련이 있다 하겠다.

공정성, 선정성, 자극성 차원의 뉴스에 대한 평가가 뉴

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공정성 

평가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뉴스

를 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뉴스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뉴스가 뉴스에 대한 

신뢰를 낮출 것이라는 염려와 달리 선정성이나 자극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와 관련이 없었다. 

한편 어깨걸이와 자막은 뉴스의 의제 인식과는 관련이 

없었다. 실험에서 조작된 어깨걸이와 자막의 유형과 상

관없이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해당 사안을 ‘스캔들 의제’

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실험의 과정에서 앵커 멘트가 

나간 이후 스캔들, 가정수호, 기업윤리 관점의 뉴스 리포

트가 차례로 제시되었는데, 뉴스 리포트 제시의 순서가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은 실험재료로 적용된 사안 자체가 대기업 회장의 불

륜 고백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

에 의제 인식에 있어 수용자간 편차가 발견되지 않은 것

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어깨걸이의 이미지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의 의제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아니며, 뉴스의 주요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의제 인식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몇 가지 학문적, 실용적 함의

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지와 

자막 등 화면의 디자인적인 요소와는 관련이 없는 반면, 

기존 연구의 주장처럼[15] 뉴스의 내적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수용자들의 

공정성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자막 등 주

변적인 요소보다는 뉴스의 본질적인 내용 면에서 충실한 

보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문헌에서는 보도 사진이나 자극적인 영상

이 뉴스에 대한 선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졌지만[18][21], 본 논문에서는 어깨걸이 이미지 및 

자막의 내용이 선정성 평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어깨걸이와 자막은 뉴스에 대한 자극성 평가 

및 신뢰도와는 관련이 있었다. 선정성에 대한 평가는 뉴

스 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디자인적인 요소와는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자극성 평가 및 신뢰도는 어깨

걸이 이미지와 같은 디자인 요소 및 자막의 문구와 관련

이 있는 것이다. 자극성 차원에서 수용자들로부터 긍정

적인 평가를 받거나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깨걸이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의 사

진 이미지나 자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뉴스의 선정성이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24]이 다시 한 번 확인되

었다. 선정성이나 자극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와 관련이 

없으며,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즉 

뉴스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들로부터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넷째, TV뉴스에서 영상과 자막이 의제 설정 과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주장[7]과 달리 어깨걸이 이미지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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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제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깨걸

이와 자막이 뉴스의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실험 재료

로 활용한 뉴스의 소재가 수용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이었다. 소재의 선정성이 실험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주의를 끄는데 용이하고, 어깨걸이와 자막 

유형이 뉴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재의 선정성은 수용자

들의 뉴스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어깨걸이와 자막

의 유형에 따른 의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후의 다른 연구에서 좀 더 평범한 이슈를 선택하여 반복

실험을 수행한다면, 어깨걸이․자막과 의제 인식 간의 관

련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피실험자들이 

모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

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평균 연령 21.4세의 젊은 수용자

들의 반응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연구 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연구가 누적되어서 어깨걸이와 자막의 기능과 효과를 좀 

더 심도 있게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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