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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뉴스의 인포그래픽이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

박덕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Effect of infographic of TV news on audience's memory and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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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Media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의 시각적 요소인 인포그래픽이 수용자의 뉴스 기억과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실증연구이다. 본 실험을 위하여 87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피험자 집단을 인포그래픽의 유무에 따라서 2

집단으로 나누어 KBS뉴스9에서 추출한 5개의 뉴스에 노출시킨 후,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하여, 피험자들의 재인기억, 

회상기억, 뉴스 이해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포그래픽이 있는 뉴스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인포그래
픽이 없는 뉴스에 노출된 피험자들보다 회상기억을 더 잘하였으며, 뉴스 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항식 
답변을 요구한 재인기억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 TV 뉴스, 인포그래픽, 재인기억, 회상기억, 이해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infographic, visual element of TV news, on 
audience's memory and comprehension.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2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87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two different types of TV news, one group was exposed to news with 
infographic, the other group was exposed to news without infographic. and questions which were designed to 
measure recognition memory, recall memory, and comprehension, were asked and analysed.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who watched news with infographic showed higher degree of recall memory and comprehension 
than those who watched news without infographic. however effect of infographic on audience’s recognition 
memory could not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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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텔 비  미디어는 텍스트 심의 신문과는 달리, 

상과 음향을 결합시켜 시청각  소구를 하기 때문에 텔

비  뉴스의 커뮤니 이션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시각  요소의 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텔 비  뉴스의 시각  요소가 정보 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기능주의  연구의 흐름 속에서 뉴

스 상의 내용이나 표  방법이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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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들은 부분 텔 비  뉴스의 시각  

요소들이 일률 으로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텔 비  뉴스의 수용자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가장 표 인 주장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연 성이다[1]. 특히  청각 으로 달되는 내용

과 무 한 시각  요소는 시청자의 심을 분산시켜 정

보 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분의 청

각  텍스트 정보와는 달리 시각  정보는 독립 인 서

사구조를 갖지 못하며, 청각  텍스트에 의해서 그 의미

가 완성되는 경향이 있다[9].

청각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의 계에 있어서 주

로 이슈가 되는 것은 의미 결정에 있어서의 힘의 역학이

다. 텔 비  미디어에서 시각  텍스트는 언어  텍스

트와 함께 제시되며, 그 상호연 성에 의해서 의미가 변

화하는데, 부분의 경우 시각  텍스트는 강력한 실 

재 성, 보편성, 직 성 등으로 언어  텍스트를 압도한

다. 그러나 시각  텍스트의 한계는 부정형으로 쓰일 수 

없다는 데 있다[6]. 

이처럼 시각  텍스트와 청각  텍스트의 결합에 의

해서 달되는 텔 비  뉴스의 커뮤니 이션 효과는 뉴

스의 내용에 한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로 구분해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기억은 두뇌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단

순히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해는 이미 장되

어 있는 사  지식과 새로 입력된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

운 의미를 생성하는 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뉴스를 기

억한다는 것은 두뇌에 장된 정보를 인출하여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뉴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뉴스 시

청과정에서 입력된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결합시

켜 새로운 지식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5].  

텔 비  미디어의 시각  요소가 수용자에 미치는 

향에 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사진이나 상, 그리고 

자막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함께 

등장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라는 시각  요소가 

텔 비  수용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텔 비  뉴스의 ‘인포그

래픽’이 수용자들의 뉴스 기억과 이해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미디어 효과에 한 기 연구는 주로 문자를 심으

로 이루어져왔으나, 미디어의 기술  발달과 함께 사진

과 상, 자막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  효과로 그 연구 

역이 확 되고 있다. 

신문의 사진이 독자의 정보습득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들은 텍스트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 사진이 수용

자의 주목도를 높여주고, 사진의 크기가 클수록 더 요

한 사회  의제로 생각되며[17], 수용자의 읽는 양을 증

가킴으로써 결국 기사 내용의 이해와 정보습득의 효과를 

높이게 된다고 한다[19].

텔 비  미디어는 시청각 매체로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결합으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커뮤니 이

션 과정이 완성된다. 그러나 텔 비  미디어의 이러한 

시청각  특성이 텔 비 이 달하는 뉴스 콘텐츠의 특

성을 규정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부분의 연

구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시각  텍스트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버(Graber, 1988)[4]는 뉴스의 상은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감정  소구효과만을 가질 뿐이

라고 하 으며, 카츠와 그의 동료들(Katz, et. al., 1977)[9]

은 시각  텍스트의 정보 달 효율성은 시각  요소와 

이슈의 연 성, 시각  메시지와 청각  메시지의 상호 

반복성, 뉴스 스토리의 길이 등에 좌우된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강태성과 그의 동료들

(2009)[16]은 텔 비  하단의 ‘뉴스 스크롤’ 자막을 일컫

는 ‘뉴스 티커’가 수용자의 뉴스 내용에 한 기억과 이해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기억에 한 

연구는 주로 재인기억과 회상기억을 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재인기억은 단서를 근거로 특정한 내용이 있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회상기억은 특정한 내용을 

수용자가 스스로 인출하여 기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뉴스의 주목도를 세 가지 수 으로 구분

하고, 뉴스의 주목도가 간 수 인 경우, 즉 외부 요인으

로 인한 주의력 분산의 정도가 간 정도일 때, 뉴스의 

기억과 이해에 가장 큰 방해를 받았으며, 주목도가 높거

나 주목도가 낮은 경우에는 뉴스 티커가 수용자의 기억

과 이해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티커의 속성상 본 뉴스와 연 성이 



Effect of infographic of TV news on audience's memory and comprehen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01

없기 때문에,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간의 연 성이 

없을 경우에는, 시각  요소가 정보 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뉴스의 내용과 계가 없는 뉴스 티커가 본 

뉴스 내용의 달에 부정 인 효과가 있다면, 본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뉴스 자막은 어떤 효과가 있

는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뉴스 자막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뉴스의 내용

과 련된 단서들이 자막의 형태로 추가 으로 제공되면 

수용자의 메시지 기억이 증가하며, 특히 본 뉴스가 나오

기 에 뉴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헤드라인 

뉴스는 체 거리의 내용을 악할 수 있게 해 으로

써, 수용자의 회상기억을 높여 다. 그리고 뉴스의 요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언 하는 것도 뉴스의 정보

처리를 도와, 수용자의 회상기억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3].

텔 비  뉴스의 자막은 디지털 기술의 발 과 함께 

그래픽 이미지와 결합하여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

라는 형태로 수용자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인포그래픽은 

신문에서 먼  사용되었는데, 국내에서는 1987년 정기간

행물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신문이 신고제에서 등록제

로 바 면서 신문사의 수가 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문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신문사들이 경

기를 극복하기 한 략으로 인포그래픽을 본격 으로 

이용하기 시작하 다[5].

인포그래픽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리

(Kelly, 1993)[10]는 신문 수용자가 뉴스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이해하기 

해서 인포그래픽에 주목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멘젤

슨과 토슨(Mendelson & Thorson, 2004)[12]은 수용자가 

신문의 기사를 읽을 때, 사진이나 인포그래픽이 있는 기

사를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그러나 텍스트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 인포그래픽이 실

제로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지에 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8], 기존의 인포그래픽의 수용자 효과에 한 연구

들은 인쇄신문을 심으로 이루어져, 텔 비 에서 인포

그래픽의 수용자 효과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뉴스 미디어를 통한 수용자의 기억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랭(Lang, 2006)[11]은 제한용량모델(Limited 

capacity model of mediated message processing)을 구

축하여, 수용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부호화(coding), 장

(storage), 회상(retrieval) 등 3가지 과정으로 개념화하

다. 부호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인지처리가 가능

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며, 장은 새로이 부호화된 정

보를 기존의 부호화된 정보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회

상은 기존에 장된 정보를 장기기억으로부터 인출하여 

단기기억에서 활성화하는 과정이다.     

미디어 수용자들이 텔 비  뉴스를 수용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뉴스의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개

념 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2].

수용자의 기억은 두뇌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단순

히 불러오는 활동을 가리키는 반면, 이해는 새롭게 입력

된 정보를 이미 장되어 있는 사  지식과 결합하여 새

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정보처리 상을 말한다[15]. 따라

서 TV미디어의 수용자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수용

자가 얼마나 뉴스 내용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과 함께, 

‘뉴스에 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텔 비  미디

어는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텔 비  뉴스의 커뮤니 이션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시각  요소의 분석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지 까지 이루어진 텔 비  뉴스의 시각

 요소에 한 연구는 상과 자막, 뉴스티커 등이 수

용자의 기억에 미치는 효과에 한 것들이 부분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 과 함께 등장한 ‘인포그래픽’의 수용

자 효과에 한 연구는 그동안 신문을 심으로 이루어

져 텔 비  인포그래픽의 수용자 효과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텔 비  뉴스의 인포그래픽

이 수용자의 뉴스 기억과 이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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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1>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재인

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회

상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뉴

스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험을 해서 8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피험자 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집단에게는 

인포그래픽이 있는 뉴스를 시청하게 하고, 다른 한 집단

에게는 인포그래픽이 없는 뉴스를 시청하게 한 다음, 뉴

스의 기억과 이해를 측정하기 한 설문에 응답하게 하

다. 

본 실험을 해 2014년 7월 KBS 뉴스9에 방송된 뉴스 

에서 인포그래픽이 사용된 경제, 사회 부문 리포트 뉴

스를 5개 선정하여, 이들 뉴스를 인포그래픽 뉴스 상물

로 사용하 으며, 동일한 뉴스의 인포그래픽이 사용된 

부분을 일반 인 자료 상으로 체 편집하여, 인포그

래픽이 없는 처치 상물로 사용하 다.

연구의 종속변인인 재인기억을 측정하기 해서 뉴스

의 내용과 일치하는 서술문 5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서술문 5개, 총 10개를 제시한 후, 시청한 뉴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O, X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합계

수를 재인기억으로 사용하 다. 

회상기억은 앵커멘트 에서 일부 단서가 되는 내용

을 보여  후, 련 내용을 생각나는 로 기술토록 하

고, 이해도는 아무런 단서 없이 뉴스의 제목에 따라 스토

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하 다. 응답한 뉴스

의 스토리에 한 기술은 로빈슨과 데이비스[11]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개별 뉴스 아이템에 해서 심내용 

서술과 세부사항 기술을 각각 8 씩, 총 16  만 으로 

채 하 으며, 단순한 키워드만 있을 경우에는 1 , 

잘못된 내용이 기입된 경우에는 0 으로 처리하여 코딩

하 다.

측정하는 순서는 피험자의 이해도, 회상기억, 그리고 

재인기억 순으로 측정하 으며, 이는 재인기억이나 회상

기억을 먼  측정할 경우, 이들 측정에서 단서로 제시된 

문장이나 단어가 이어지는 이해도 측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4. 연구결과

4.1 인포그래픽과 재인기억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재인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1>을 검증하

기 해서, 인포그래픽의 사용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

를 통해 측정한 피험자의 재인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

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ANOVA of infographic, recognition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infographic 42 7.24 1.54

2.53 1 0.12 0.15no 

infographic
45 7.12 1.29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텔 비  뉴스의 인포

그래픽 사용여부에 따라서 수용자의 재인기억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53, 

df=1, p>.05). 따라서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재인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설1>은 기각되었다.

4.2 인포그래픽과 회상기억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회상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2>를 검증하

기 해서, 인포그래픽의 사용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

를 통해 측정한 피험자의 회상기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

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ANOVA of infographic, recall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infographic 42 25.25 6.54

6.75 1 0.03 0.27no 

infographic
45 17.43 5.42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텔 비  뉴스의 인포

그래픽 사용여부에 따라서 수용자의 회상기억에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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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5, 

df=1, p<.05). 따라서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회상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설2>는 지지되었다.

인포그래픽이 있는 뉴스를 시청한 피험자들의 회상기

억(평균=25.25)는 인포그래픽이 없는 뉴스를 시청한 피

험자들의 회상기억(평균=17.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포그래픽과 피험자의 뉴스 회상기억 간에는 어

느 정도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타=0.27). 

이것은 텔 비  뉴스의 인포그래픽이  수용자들의 

회상기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말해 다.

4.3 인포그래픽과 뉴스 이해도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뉴스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3>을 검증하

기 해서, 인포그래픽의 사용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

를 통해 측정한 피험자의 뉴스 이해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ANOVA of infographic, comprehension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infographic 42 18.46 5.72

9.43 1 0.01 0.35no 

infographic
45 11.54 4.25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텔 비  뉴스의 인포

그래픽 사용여부에 따라 수용자의 이해도에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43, df=1, 

p<.05). 따라서 “TV뉴스의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뉴스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인포그래픽이 있는 뉴스를 시청한 피험자들의 뉴스 

이해도(평균=18.46)는 인포그래픽이 없는 뉴스를 시청한 

피험자들의 뉴스 이해도(평균=11.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포그래픽과 피험자의 뉴스 이해도 간에는 

매우 깊은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타=0.35). 

이것은 텔 비  뉴스의 인포그래픽이  수용자들의 

뉴스 이해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말해 다.

5. 결론

본 연구는 텔 비  뉴스의 시각  요소인 인포그래

픽이 수용자의 뉴스 기억과 이해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실증연구이다. 

미디어의 시각  요소가 수용자에 미치는 향에 

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사진이나, 상, 그리고 자막, 

뉴스 티커 등이 수용자의 뉴스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것들이 부분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 과 함께 등장한 인포그래픽의 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 설문조

사를 통해 인포그래픽의 수용자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을 하여 학생 87명으로 구성된 피험자 집

단을 인포그래픽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나

어 KBS뉴스9에서 추출한 5개의 뉴스에 노출시켰으며, 

뉴스를 시청한 직후, 응답에 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피험자들의 재인기억, 회상기억, 뉴

스 이해 정도를 측정하 고, 측정 조사된 결과는 통계분

석 로그램을 통해 변량 분석하 다. 

분석결과 인포그래픽이 있는 뉴스에 노출된 피험자들

은 인포그래픽이 없는 뉴스에 노출된 피험자들보다 회상

기억을 더 잘하 으며, 뉴스 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항식 답변을 요구한 재인기억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으로 텔 비  뉴스에 사용되는 인포그래픽은 

수용자의 뉴스에 한 회상기억과 이해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텔 비  

뉴스의 시각  요소인 인포그래픽이 수용자의 뉴스 기억

과 이해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고, 부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뉴스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의 뉴스만을 상으로 하 으며, 학

생들만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수용자들과 모든 뉴스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텔 비  뉴스의 시각  요소의 수용자효과를 탐색  

차원에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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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뉴스와 다양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피험자 집단을 상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

루어지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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