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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다큐멘터리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욕구와 주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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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 분야에서 수용자 요인인 인지욕구와 맥락 요인인 주목도가 메시지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대부분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TV나 신문 
인터넷 등의 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디어의 뉴스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효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큐멘터리 수용자의 인
지욕구와 주목도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정보를 풍성
하게 다루고 있는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 수용자의 인지욕구와 주목도가 메시지의 정보습득과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용자 요인인 인지욕구 변인은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한 
후, 조작이 가능한 주목도 변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동일한 시사다큐멘터리 영상물
을 시청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험자들의 인지욕구, 정보습득과 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모두 135명으
로 구성된 피험자들의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지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은 메시지에 대한 정보습득과 이해도가 높
게 나타났으나, 수용자의 주목도는 메시지에 대한 정보습득과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TV 다큐멘터리, 인지욕구, 주목도, 이해, 융복합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effect of cognition desire as audience’s factor, and attention as 
context factor on audience’s acquirement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Most previous researches of media 
effect focuses on news contents of TV, Newpaper and Internet. However the number of researches on TV 
documentary which contains lots of information very limited, and It’s difficult to find researches on effect of 
cognition desire and attention on audienc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effect of cognition desire and 
attention on audience’s acquirement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through experiment of TV current 
documentary.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2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135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2 different viedeo clips of TV current documantary, one with window buzz, the other without it, 
after designing cognition desire as internal factor of 2 groups. Questions which were designed to measure 
cognition desire, acquirement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message were asked and analysed.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with higher degeree of cognition desire showed higher degree of acquirement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than subjects with lower degree of cognition desire. However the effect of 
attention on audience’s acquirement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could not be found.

Key Words : TV documentary, cognition desire, attention, understanding messag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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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융복합 과정에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정보원요인,

메시지요인, 수용자요인, 채널요인, 맥락요인등 5가지

가 있다[1][8].

즉 송신자인 미디어의 정보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지 아닌지, 매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남자인지 여자인

지,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질수있다는것이 ‘정보원요인’이며, 전달되는메시

지가 이성적이며 논리적인지 혹은 감성적이며 비논리적

인지, 메시지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 추상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인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 요인’이며, 그러한 메

시지는 일반 수용자에게 전달되는데, 메시지를 수신한

개별수용자의지식수준, 지능등이다를수있으며, 메시

지를 접할 당시, 수용자의 정서적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미디어의 커뮤니

케이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수용자 요

인’이라고 한다.

또한 미디어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전

달되는데, 라디오는오디오를통해, 텔레비전과인터넷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해, 그리고 잡지 신문 등은 인쇄물

이라는 각각의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메시지

를 전달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수용자에게미치는영향을 ‘채널

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수

용환경이개인적으로수용하는지, 집단적으로수용하는

지, 혹은다른일을하면서수용하는지, 조용하거나시끄

러운 환경에서 수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커뮤니케이션 효

과는달라질수있으며, 이러한요인을 ‘맥락요인’이라고

한다.

그동안 미디어의 효과에 관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

인들에 따라서 수용자의 이해, 지식 습득, 장단기 기억,

태도, 행위등이어떤영향을받는지에관한다양한연구

들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미디어의뉴스콘텐츠를중심으로미디어의수용

자효과를살펴보았으며, TV 다큐멘터리의수용자효과

에관한연구는대단히제한적이며, 또한 TV 다큐멘터리

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요인인 인지욕구, 그리고 맥락요

인인 주목도 등이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과연신문이나텔레비전뉴스그리고인터

넷뉴스등뉴스메시지만이수용자의기억과이해, 지식

습득, 태도등에영향을미칠것인가’ 라는의문점을제기

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못지않게 많은 메

시지를 전달하는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

인들중에서수용자요인인인지욕구와맥락요인인주목

도가수용자의지식습득과이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미디어의커뮤니케이션효과에관한초기의연구들은

수용자요인에대한진지한탐구도하지않은채, 미디어

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

며, 수용자는메시지에대해주목하며, 메시지에속기쉬

운 무기력한 희생물이라고 하였다[14].

그러나 그 이후 연구자들은 미디어 수용자는 메시지

가 자신의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디어 메시지에 의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어

려우며, 따라서 수용자들은 메시지 수신으로 인한 새로

운태도를형성하기보다는기존의태도를보강한다고보

았다[5]. 그리고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는 미디

어의 수용자 설득이 성공적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를결정하는요인과수용자의태도변화를유발시키는과

정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용자를 설득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인지적 접근방법이 가장 유력한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접근방법은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메시지를적극적으로처리할능력과동기가있

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용자들이 미디어 메시

지를적극적으로처리하지않는상황에대해서는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인지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ELM)’이 제시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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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란 미디어가 제시하는 새로운 정보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정교화과정을통해서수용자들은새로운정보를

저장하고, 기존의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강화한다[3].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기본 개념은 미디어 수용자가

메시지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고관여도 수

용자일수록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심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메시지 정보를 처리

할동기와능력이부족한저관여도수용자일수록메시지

이외의 요인, 가령 정보원의 공신력, 성별, 매력 요인 등

과 같은 주변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7].

수용자의인지과정에서정교화를가능하게하는요인

중하나인관여도는이슈관련성이나정보처리의필요성

등과연관하여소비자행동연구분야에서중요한요인으

로 다루어져왔다[11].

관여도, 즉 ‘수용자가해당메시지정보를얼마나능동

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가’ 하는 정도가 인지정교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의 관여도가 낮으면 미디어의

메시지 정보가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며, 효과적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보 처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메시지 정교

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수없다. 예를들어미디어메시지를수용하는수용자

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일지라도 그 메시지에 대해 진지

하게숙고할수있는지적인능력이없을경우에는정교

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수용자의관여도가높더라도메시지를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관여도가 낮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심경로가 아닌 주변경로로 메시지의 정보처리가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변경로에 의한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원 요인이다. 메시지 처리의 정

교화 가능성이 낮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주

변 단서로써 수용자 설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페

티와 카시오포(Petty & Cacioppo)[10]에 의해 입증되었

다. 예를들면, 메시지에대한수용자의관여도가낮을경

우, 전문성이 높은 정보원은 전문성이 낮은 정보원보다

메시지 내용의 질과 상관없이 수용자들을 더 많이 설득

할수있다[2]. 그러나 메시지의내용이수용자와개인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처리의 정교화 가능성을

높이거나낮추는어떤조치도취해지지않았을때, 즉 정

교화 가능성 수준이 중간 정도일 경우, 정보원의 전문성

과 매력 요인이 수용자가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는 양에

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다수의선행연구에서밝혀졌다

[4][6][12].

그리고 수용자의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보원

요인은다른역할을할수있다. 예를들어, 정보원요인이

메시지의 가치나 장점과 관련되어 있으면, 정보원 요인

은 설득적 주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미용 제

품 광고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모델은 자신의 외모를 통

해, 제품의효과에대한증거를설득적으로제공할수있

는 것이다[10].

그러나 수용자들의 관여도가 높고 메시지 정보를 처

리할수있는동기와능력이있는경우라할지라도메시

지에집중할수있는환경요인이메시지처리에작용할

수있다. 예를들면텔레비전미디어를통해메시지를수

용하고있을때, 전화가오거나핸드폰문자가와서응답

할 수도 있고, 함께 시청하는 가족이 말을 걸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주방에서음식냄새가날수도있고, 초인종

에응답하여야할경우도있다. 이와같은요인은수용자

의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에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의 주

목도는 결과적으로 수용자의 메시지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로빈슨과데이비스(Robinson & Davis, 1986)[13]는 텔

레비전 뉴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뉴

스에 대한 사전지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주목도 요인을

발견하였다. 즉 주목도가 높을수록 뉴스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았고, 정보습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효과연구에서주목도요인과함께생각해보아

야 할 것이 수용자의 인지욕구 요인이다. 동일한 환경에

서 주목도가 비슷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지적 욕

구가큰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이미디어메시지처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은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보다 동일한 메시지로부터 더 많은 정

보를 습득하고 더 많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인

지욕구가높은사람은주변경로가아닌중심경로를통해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한다는 것이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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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매스커뮤니케이

션과정에서미디어의정보원요인, 메시지요인, 수용자

요인, 채널 요인, 맥락 요인 등이 수용자의 메시지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디어가 수용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연구들은 TV나신문그리고인터넷미디어의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용자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미디어의뉴스콘텐츠못지않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효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대한수용자의인지욕구와주목도가수용자에미치는영

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텔레비전다큐멘터리의다양한

내용상의 장르 중에서 메시지 정보를 가장 풍성하게 다

루고있는시사다큐멘터리를대상으로하여수용자의인

지욕구와주목도가메시지를통한정보습득과이해에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수용자의 인지욕구는 수용자의 메시지

정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수용자의 인지욕구는 수용자의 메시지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수용자의주목도는수용자의메시지정

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수용자의주목도는수용자의메시지이

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대학생 피험자들을대상으

로하여인지욕구변인은집단내변인으로설계한후, 주

목도변인의높고낮음에따라 2개의집단으로구분하고,

동일한시사다큐멘터리영상물을시청하게하였다. 피험

자들은 영상물 시청을 마치고 난 후 설문에 응답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지욕구의 높고 낮음 그리고

시청한 영상물에 대한 정보습득과 이해에 관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2014년 7월 31일 방송된 KBS파노라마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1부(50분) 영상물을 실험 처치용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인주목도변인을조작하기위해서는주목도

가 낮은 집단이 시청할 영상물에는, 시청도중에 윈도우

즈 경고음을 30초 마다 삽입하였고, 피험자들은 경고음

이들릴때마다나누어준메모스티커에바를정(正)자로

그 횟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주목도가 높은 집단으로 설

정한집단이시청할영상물에는경고음을삽입하지않고

그대로 시청하게 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인이며,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한 피험

자들의 인지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완석[13]이 제시

한 한국형인지욕구측정도구 15문항을리커트의 7점척

도로측정하여, 그 중앙값인 4.21을 기준으로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욕구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은 다

음과 같다.

(1) 나는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보통다른사람들이까다롭다고생각하는문

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3) 나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

(4) 나는 생소한 과제에 접하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보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5) 나는어떤문제에대해새로운해결방법을배울때

즐겁다.

(6) 나는복잡한문제를보면왠지그것을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7)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

(8) 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도 가능한 한,

끝까지 풀기 위해 노력한다.

(9) 나는많은생각을필요로하는일에더욱적극적인다.

(10) 나는어떤결과에대해왜그렇게됐는지이해하

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있는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11)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

고 한다.(-)

(12) 나는 내 사고능력에 도전하는 일이 좋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논리적이라는 이야기를



Effect of audience’s cognition desire and attention to TV documentary on acquirement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45

듣는다.

(14) 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동안 즐겁다.

(15) 나는 단순한문제보다복잡한문제를더좋아한다.

이들 측정 문항 중 (-)표시가 된 질문은 역질문으로

코딩시 점수가 거꾸로 매겨졌다.

종속변인인정보습득정도를측정하기위해서영상물

의내용중에서중요한정보를중심으로괄호메우기방

식 10개의주관식문제를제시하고, 맞는문장의수를피

험자의 정보습득 정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피험자의

이해도를측정하기위해서영상물의내용과관련이있는

10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의 내용이 시청한 시사다

큐멘터리의 내용과 부합되는지에 따라 O, ×로 답변하게

하여, 이를 피험자의 이해도로 측정하였다. 제시된 10개

의 문장 중 5개는 영상물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이며,

나머지 5개문장은영상물의내용과부합되지않는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4.1 수용자의 인지욕구와 정보습득
<연구문제1> “수용자의인지욕구는수용자의메시지

정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자의인지욕구를독립변인, 설문조사를통해측정한

피험자의 정보습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같

이 나타났다.

<Table 1> ANOVA of audience's cognition desire, 
information acquiremen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cognition

desire(H)
65 5.25 1.02

5.15 1 .007 0.26
cognition

desire(L)
70 4.12 0.97

<Table 1>에서볼수있듯이, 인지욕구와피험자들이

습득한 정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5, df=1, p<.01).

인지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이 습득한 정보(평균=5.25)

는 인지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이 습득한 정보(평균=4.1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욕구와 정보습득

간에는 어느정도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eta=0.26).

이것은미디어의수용자요인인인지욕구가수용자의정

보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4.2 수용자의 인지욕구와 이해도
<연구문제2> “수용자의인지욕구는수용자의메시지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

자의 인지욕구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피

험자의 이해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같

이 나타났다.

<Table 2> ANOVA of audience's cognition desire, 
understanding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cognition

desire(H)
65 5.64 1.15

5.29 1 .005 0.28
cognition

desire(L)
70 4.52 0.95

<Table 2>에서볼수있듯이, 인지욕구와피험자들의

메시지 이해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9, df=1, p<.01).

인지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의 메시지 이해 정도(평균

=5.64)는 인지욕구가 낮은 피험자들의 메시지 이해 정도

(평균=4.52)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인지욕구와

이해정도간에는어느정도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

다(eta=0.28). 이것은 미디어의 수용자 요인인 인지욕구

가 수용자의 메시지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을 말해준다.

4.3 수용자의 주목도와 정보습득
<연구문제3> “수용자의 주목도는 수용자의 메시지

정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자의 주목도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피험자의 정보습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같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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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 of audience's Attention, understanding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Attention

(H)
68 5.22 1.18

1.56 1 .15 0.12
Attention

(L)
67 4.94 1.02

<Table 3> ANOVA of audience's attention, information 
acquiremen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Attention

(H)
68 4.62 0.93

1.12 1 .29 0.09
Attention

(L)
67 4.87 1.02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피험자들의 주목도와

이들이습득한정보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12, df=1, p>.05).

4.4 수용자의 주목도와 이해도
<연구문제4> “수용자의 주목도는 수용자의 메시지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

자의 주목도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피험

자의이해정도를종속변인으로설정하여변량분석(ANOVA)

을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같이나타났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피험자들의 주목도와

메시지 이해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56, df=1, p>.05).

5.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의 수용자 요인인 수용자의 인

지욕구와 맥락 요인인 주목도가 수용자들의 정보습득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경험적 연구

이다.

미디어 효과에 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송

신자에서 수신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미디어의정보원요인, 메시지요인, 수용자요

인, 채널 요인, 맥락 요인 등이 수용자의 메시지 정보 처

리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대부분의미디어효과연구들은TV나신문인

터넷 등의 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있다. 그러나이들미디어의뉴스못지않게다양

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텔레비전다큐멘터리를대상으

로한수용자효과연구는매우제한적이며, 더구나수용

자의인지욕구와주목도가수용자에미치는영향에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텔레비전다큐멘터리의다양한

내용상의 장르 중에서 메시지 정보를 가장 풍성하게 다

루고있는시사다큐멘터리를대상으로하여수용자요인

인 인지욕구와 맥락요인인 주목도가 수용자의 정보습득

과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용자 요인인 인지욕구 변

인은 집단내 변인으로 설계한 후, 조작이 가능한 주목도

변인의높고낮음에따라 2개의 집단으로임의로구분하

고, 동일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험

자들은 영상물 시청을 마치고 난 후 설문에 응답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지욕구, 정보습득과 이해 정

도 등을 측정하였다.

모두 135명으로구성된피험자들의 설문 조사를 분석

한 결과 인지욕구가 높은 피험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정

보습득과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용자의

주목도는메시지에대한정보습득과이해도에영향을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에서도 수용자 요인

인인지욕구가수용자의정보습득과이해에영향을미친

다는 것은 그동안의 신문과 TV,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도 요인의 수용자 효과는 그동안 타 미디어

의뉴스콘텐츠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와는달리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콘텐츠의 러닝타임

이 일반 텔레비전 뉴스, 혹은 인터넷 뉴스와 비교할 때

대단히 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며, 후속연

구에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그동안뉴스미디어에서만시도되었던

수용자의인지욕구와주목도가가지는미디어효과에관

한 연구를 다큐멘터리 장르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부분

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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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정에서 주로 시청하게 되는 텔레비전 영상

물의수용자효과를실험실에서진행하였다는점에서연

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탐색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후속연구에서는 향후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현장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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