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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뉴스의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관여도가 뉴스 기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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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V news camerawork and viewers' involvement on 

memory o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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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의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관여도가 뉴스에 대한 장단기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카메라워크의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의 TV뉴스를 제작하여 관여
도를 조작한 2개의 대학생 집단에게 시청하게 하고, 이들의 장단기 기억을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V뉴스 영상
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단기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기억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들은 뉴스 내용에 대한 장단기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메라워크는 주변단
서로서 고관여도 수용자보다 저관여도 수용자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주제어 : TV뉴스, 카메라워크, 관여도, 정교화, 기억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TV news camerawork and viewers' involvement on memory of 
news through experiment.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2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different types of TV news and responded to survey questions which were analysed by SPSS 
program. This research found that camerawork of TV news doesn't have an effect on short-term memory but 
on long-term memory. Though the fact viewers’ involve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shot-term and long-term 
memory was found, interactive effect of viewers’ involvement and camerawork as an peripheral clue was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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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 으로 인해 통 인 매체인 

신문, 라디오, 텔 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하여, 수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일상 생활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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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 에

서 텔 비 은 인들에게 가장 신뢰성 있고, 향력 

있는 매체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연구결과[8]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텔

비  방송을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신속하고, 필요한 정보

가 풍부한 매체로 평가하고 있었다.

텔 비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표하는 

로그램인 TV뉴스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환과 함께 제

작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가지 형태의 컴퓨

터 그래픽이 사용되고, 화면 편집과 자료 화면의 사용이 

용이해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TV 뉴스가 타 매체의 뉴스에 비해 

매우 큰 향력을 가지게 된 요인들 에서 상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

나 상이 이처럼 강력한 미디어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부분의 TV 미디어 련 연구들은 언어텍

스트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상과 언어 텍스

트의 수용자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이다[4].

최근들어 텔 비  미디어의 비언어커뮤니 이션과 

상 이미지의 수용자 효과에 한 연구들이 소수 진행

되고 있으나, 텔 비  상 제작 기법인 카메라의 움직

임에 의한 수용자들의 향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연

구자들의 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교화가능성 가설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여도에 따라, 텔 비  뉴스 상의 카메라

워크가 수용자의 기사 기억에 어떤 차별 인 향을 미

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측정

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TV 뉴스와 정교화가능성 가설(ELM)

텔 비  뉴스는 인쇄매체인 신문이나, 청각 매체인 

라디오와는 달리, 매체의 특성상 상과 음향, 그리고 자

막이 언어텍스트인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데, 그러한 시

청각  요소로 만들어진 구조  특성상 다른 매체와 구

분되는 독특한 커뮤니 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동근[6]은 TV를 통해 달된 메시지 정보는 신문에 

비해 상 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자

들에게 단기간의 기억을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 인 기억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효과 이지 않다고 

하 다. 

그러나 텍스트 심의 신문과는 달리, TV 매체는 수

용자에게 미치는 상의 효과가 매우 큰 매체이기 때문

에 수용자들이 TV 매체로부터 어떤 향을 받았는지를 

제 로 알아보기 해서는 상물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텔 비  뉴스에서 상텍스트가 정보 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기능주의  연구 통의 연장 속에

서 1970년  이후 뉴스 상의 내용이나 제시 방법이 수

용자의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뉴스의 시각  요소가 일

률 으로 수용자의 정보습득, 기억, 그리고 이해에 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10]. 

그 이 [9]는 뉴스의 상은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감정  소구효과만을 가질 뿐이라고 하 으며, 

카츠와 그의 동료들[10]은 상이 구술 으로 달되는 

내용과 련성이 은 경우, 수용자의 심을 분산시켜 

정보획득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강태성과 그의 동료들[1]은 텔 비  하단의 ‘뉴

스 스크롤’ 자막, 소  ‘뉴스티커’가 수용자들의 본 뉴스 

이해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들은 뉴스의 주목도를 세 가지 수 으로 나 고, 뉴스

의 주목도가 간 수 인 경우, 즉 외부 요인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의 정도가 간 정도일 때, 본 뉴스의 이해에 

가장 큰 방해를 받았으며, 주목도가 낮거나 높은 경우에

는 뉴스 티커가 본 뉴스의 이해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

다고 하 다.

이러한 주장과 련하여,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기본 

가설은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 여도 수

용자일수록 심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여도 수용자일수록 

주변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11]. 여

도가 높은 수용자가 ‘ 심경로(Central route)’를 통해 메

시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용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나 주장이 가

치있는 것인지 어떤지 진지하게 숙고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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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도가 낮은 수용자가 ‘주변경로(peripheral 

route)’를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정보처리 과정에

서 메시지나 주장 그 자체보다 메시지를 달하는 사람

이나 환경에 오히려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수용자가 얼마나 능동 으로 정보처리 과정에 참

여하는가’하는 정도가 인지정교화에 큰 향을 미치며, 

여도가 낮으면 매체의 정보가 아무리 좋은 것이고, 효

과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정보 달이 제 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은미와 그의 동료들[3]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의 

여정도에 따라서 인지 정교화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여도가 높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 집단에서 인지정교화가 크게 나타나

며, 여도가 낮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 집단에서는 인지

정교화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2.2 TV 뉴스와 영상제작기법

텔 비  미디어의 상제작기법은 크게 촬 기법과 

편집기법으로 나  수 있는데, 촬 기법은 카메라워크, 

화면의 크기, 카메라 앵  등의 선택을 말하며, 편집기법

은 스토리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하여 기획의도와 상

황 문맥에 맞게 의미있는 세부 장면을 선택하고, 특정의 

시 스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5]. 

시간축상에서 정지된 상을 촬 하는 정사진과는 달

리, 텔 비 은 시간축상에서 연속 으로 상을 촬 하

기 때문에, 촬 목 과 장의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의 

움직임, 즉 카메라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

이게도 카메라워크 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카메

라워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픽스샷(fix shot)’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워크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용자들이 텔 비 을 시청할 때, 촬  기자

나 촬  감독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속의 인물이나 물체가 어떤 말이

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에 심이 있기 때문에, 자칫 불필

요한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틀[12]도 화면의 움직임을 피사체의 움직임과 카메

라의 움직임으로 나 고, 화면 속에 나타나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 할 때는, 가능하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

제하여 수용자들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

록 하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 카메라워크를 시도할 

때는 피사체의 속도에 맞추어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야 

하며, 속도에 따라 한 여백, 즉 ‘리드룸(lead room)’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하 다. 

미국과 한국의 TV뉴스에서 상 표 기법을 비교 분

석한 김수정[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TV뉴스에서는 안

정 인 상을 구성하기 하여 카메라워크를 자제하는 

데 반해, 한국의 TV뉴스에서는 생동감과 장감을 높이

기 해서 격하고 빈번한 카메라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고 한다. 

카메라워크는 카메라 본체 부분만 움직이는 카메라워

크와 카메라 체가 움직이는 카메라워크로 나  수 있

는데, 이러한 카메라워크는 카메라가 수용자의 을 

신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 ’은 은 고정된 상태로 두면서 

상물의 크기가 연속 으로 변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

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

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7].

설진아[5]는 텔 비  상은 화에 비해 화면의 크

기가 작기 때문에 연출기법이나 촬 기법 측면에서도 롱

샷을 통한 스펙터클 장면보다는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 

등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 다. 한 최이정[7]은 각각

의 개별 장면들의 묘사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체 인 로그램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로그램 체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개별 장면들을 그 그림의 구성요소

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텔

비  수용자들은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

여도 수용자일수록 심경로를 통해, 메시지 그 자체

에 해 숙고하며,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여도 수용자일수록 주변경로를 통해 메시지 달자

나 환경 등에 더 많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변단서로 

간주되는 TV 상의 카메라워크는 가능한 한 자제하여



TV뉴스의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관여도가 뉴스 기억에 미치는 영향

30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l; 11(7): 297-304

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자들이 카메라의 움직

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피사체의 움직임 속도에 맞추어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하고, 카메라워크를 하지 않는 픽스

샷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와 

여도가 수용자의 기사 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기억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1>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

의 단기기억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

의 장기기억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수용자의 여도는 뉴스 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1> 수용자의 여도는 단기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수용자의 여도는 장기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의 수용자보다 

여도의 수용자의 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1>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의 수용자보

다 여도의 수용자의 단기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2>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의 수용자보

다 여도의 수용자의 장기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TV뉴스 상에서 카메라워크와 수용

자의 여도가 기사에 한 장단기 기억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기 해서 2012년 부산 콘텐츠마켓 행사 련 

뉴스를 제작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2개의 집단에게 시

청하게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피험자들의 장단기 

기억을 측정, 분석하 다. 

제작된 뉴스는 약 2분 분량의 리포터 뉴스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각각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스와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로 구분하여 2가지 

형식으로 제작하 다. 

카메라워크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닝을 

사용하 으며, 사용빈도가 히 떨어지는 과 틸트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첫 번째 집단은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스를 시청하고, 2번째 집단은 카메

라워크가 없는 뉴스를 시청하 으며, 시청 후 장기 기억

을 측정한 다음, 단기 기억을 측정하 다. 

이처럼 장기기억을 먼  측정한 것은 단기 기억 측정

방식인 재인 기억 측정을 먼  하게 되면, 재인 기억의 

설문 문항에서 읽은 내용이 단어와 문장 기술 방식의 측

정인 장기 기억 측정 방식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 에 차단하기 해서이다.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시된 본 실험에서 여도는 집

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피험자들이 PC의 모니터를 통

해 시청하게 되는 상물의 앞부분에 자막 메시지를 삽

입함으로써 피험자들의 여도를 조작하 다. 고 여도 

집단의 상물에는 "뉴스 상물을 시청하신 후 뉴스의 

내용에 해서 토론을 할 정"이라고 하 고, 여도 

집단의 상물에는 “가정에서 텔 비 을 시청하듯이 편

안하게 시청”하라는 자막을 10 간 보여주었다. 

종속변인인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의 조작  정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 기억 : 기사의 내용을 단어, 단어와 단어의 결

합, 문장 등으로 표 할 수 있는 정도를 장기 기억

으로 정의하 으며, 피험자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을 설문지의 박스 안에 기술하게 하고 기사의 내

용과 일치하는 단어에는 1 , 단어와 단어의 결합

에는 2-3 , 문장에는 4-5 을 부여하여 측정하 다. 

나. 단기 기억 :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보고 시청한 뉴

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기억할 수 있

는 정도, 즉 재인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정의하

다. 모두 10개의 기사 련 문장을 제시하고 정확하

게 기억한 문장의 수를 측정하 다. 재인 기억, 즉 

단기기억을 측정함에 있어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문장을 3개 포함시켜, 거짓으로 기억한다고 답

하는 응답을 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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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기억

4.1.1 카메라워크와 단기기억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남자 학생 28명, 여자 

학생 34명, 모두 62명이 참여하 으며, 카메라워크가 

있는 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와 카메라워크가 없는 상

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수는 각각 30명, 32명이었으며, 고

여 처치된 피험자수와 여 처치된 피험자 수는 각

각 31명이었다.

<연구문제1-1>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

자의 단기기억에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카메라워크 여부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단기기억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Camerawork and short-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camerawork 30 7.10 1.47

.957 1 .332 .12no camera

work
32 7.43 1.24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단

기기억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957, df=1, p>.05). 

4.1.2 카메라워크와 장기기억

<연구문제1-2>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

자의 장기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카메라워크 여부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장기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Camerawork and long-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camerawork 30 5.60 1.65

5.28 1 .025 .28no camera

work
32 7.09 1.85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수용자의 장

기기억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8, df=1, p<.05). 즉 카메라워크가 있는 뉴

스 상을 시청한 사람(평균=5.60)과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를 시청한 사람(평균=7.09)의 뉴스 장기기억에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카메라워크와 수용

자의 장기기억 간의 상 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타났다(eta=0.28).

4.2 수용자의 관여도와 뉴스 기억

4.2.1 수용자의 관여도와 단기 기억

<연구문제2-1> “수용자의 여도는 단기기억에 향

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여도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단기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involvement and short-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involved 31 6.21 1.25
6.84 1 .003 .45

high-involved 31 8.35 1.42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자의 여도와 단기기

억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6.84, df=1, p<.05). 즉 여도가 높은 수용자

(평균=8.35)는 여도가 낮은 수용자(평균=6.21)보다 기

사의 내용에 해 단기 기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용자의 여도와 단기기억 간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 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ta= 0.45). 이 결과는 여도가 수용자의 단기

기억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 다.

4.2.2 수용자의 관여도와 장기 기억

<연구문제2-2> “수용자의 여도는 장기기억에 향

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여도를 독립변인, 

수용자의 장기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4>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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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volvement and long-term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involved 31 5.75 1.32
9.51 1 .001 .56

high-involved 31 8.21 1.56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자의 여도와 장기기

억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9.51, df=1, p<.05). 즉 여도가 높은 수용자

(평균=8.21)는 여도가 낮은 수용자(평균=5.75)보다 기

사의 내용에 해 장기 기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용자의 여도와 장기기억 간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 계는 매우 한 것으로 

나타났다(eta= 0.56). 이 결과는 여도가 수용자의 장기

기억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 다.

4.3 카메라워크와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

4.3.1 단기 기억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의 수용자보다 여도의 수

용자의 단기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한 

<연구가설1-1>을 알아보기 해서, 카메라워크와 여

도를 독립변인으로, 단기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표5>-<표6>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involvement, camerawork, short-term 
memory

Category Case Mean SD

Camerawork
low-inv. 15 6.83 1.38

high-inv. 15 7.37 1.52

no Camerawork
low-inv. 16 7.15 1.32

high-inv. 16 7.71 1.16

<Table 6> ANOVA of nvolvement, camerawork, 
short-term memory

Category DF F Sig. eta

Inv.×
Camerawork

1 0.826 .450 .05

<표5>와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

여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0.826, df=1, p>.05). 따라서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

의 수용자보다 여도의 수용자의 단기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한 <연구가설1-1>은 기각되었다.

4.3.2 장기 기억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의 수용자보다 여도의 수

용자의 장기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한 

<연구가설1-2>을 알아보기 해서, 카메라워크와 여

도를 독립변인으로, 장기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표7>-<표8>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7> involvement, camerawork, long-term 
memory

Category Case Mean SD

Camerawork
low-inv. 15 4.23 1.42

high-inv. 15 6.96 1.76

no Camerawork
low-inv. 16 6.74 1.71

high-inv. 16 7.45 1.89

<Table 8> ANOVA of nvolvement, camerawork, 
long-term memory

Category DF F Sig. eta

Inv.×
Camerawork

1 1.437 .215 .08

<표7>와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워크’와 ‘

여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37, df=1, p>.05)

따라서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의 수용자보다 여

도의 수용자의 장기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한 <연구가설1-2> 한 기각되었다.

5. 결론

그동안 수용자의 기억에 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

면,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 여도 수용자

일수록 심경로를 통해 메시지 자체에 해 숙고하며,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한 여도 수용자일

수록 주변경로를 통해 정보원이나 주변 환경 등에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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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을 받는다. 그러나 주변 단서로 볼 수 있는 텔

비  상의 카메라워크가 수용자의 기억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여도와 카메라워크

가 수용자의 장단기 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 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하여 동일한 내용의 TV뉴스를 카메라워

크가 있는 뉴스와 카메라워크가 없는 뉴스로 각각 제작

하고, 여도가 조작된 학생 피험자들을 상으로 시

청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장단기 기억을 측정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V뉴스 상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의 단

기기억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며, 장기기억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도가 높은 수용자들

은 뉴스 내용에 한 장단기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주변단서인 카메라워크는 고 여도 수용자보

다 여도 수용자의 기억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 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미루어볼 때, 텔 비  뉴스 상

의 카메라워크는 수용자들이 단어와 단어의 결합, 그리

고 문장을 서술하는 방식인 장기기억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도가 높은 수용자

들이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더 잘 하며, 단기기억을 잘 

하는 사람이 장기기억도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여도에 따라 카메라워크가 수용자의 장단

기 기억에 미치는 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을 학생들을 상으로 한

정하 으며, 실험자극인 텔 비  상물을 여러 가지 

내용의 뉴스가 아니라 특정한 주제의 한 가지 뉴스만을 

상으로 제작하 다는 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가정에서 텔 비  

수상기를 통해 뉴스를 시청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 내에

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이어폰을 끼고 뉴스를 시청하

다. 이는 수용자들의 실제 텔 비  시청환경과 다르

다는 이 실험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기억에 한 여러 연구에서 다

루어지지 않았던 카메라워크와 여도가 수용자에 한 

연구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의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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