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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이 수용자의 회상 기억, 몰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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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 분야에서 채널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배경음악의 사용이 TV다큐멘터리 수용자의 
회상 기억, 몰입, 흥미 유발, 작품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은 송신자 요인과 메시지 요인 등이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 지식 습득, 태도, 행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채널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배경 음악이 수용자의 다양한 종속변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특히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이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사용된 배경 음악이 수용자의 회상 기억, 몰입도, 흥미 유발, 
작품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배경음악의 유무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TV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시청하게 한 후, 이들의 회상기억, 몰입도, 흥미 유발, 작품 평가 등을 물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1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TV 다큐멘터리의 배경 음악이 수용자
들의 몰입도와 흥미 유발 정도를 증가시켰으며, 작품 평가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 다큐멘터리의 배경 
음악이 수용자들의 회상 기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TV 다큐멘터리, 배경 음악, 회상 기억, 몰입도, 흥미 유발, 평가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background music of TV documentary which can 
be classified as channel factor in the field of media effect, on audience's recall memory, flow, arousal of 
interest, evaluation of documentary. Most previous researches of media effect focused on the effect of sender 
factor and message factor on audience's memory, understanding, acquirement of knowledge, attitude, action. 
However the number of researches on the effect of background music on audience's various dependent variables 
is extremely limited, especially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tudies on the effect of background music of TV 
documentary on audienc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the effect of background music of TV 
documentary on audience's recall memory, flow, arousal of interest, evaluation. For this research of experiment, 
2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101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2 different video clips of TV 
documentary, one with background music, the other without it, After this experiment, Questions which were 
designed to measure audience's recall memory, flow, arousal of interest, evaluation were asked and analysed. 
This research found that background music of TV documentary increased audience's flow, degree of interest and 
raised evaluation, However meaningful effect of background music on audience’s recall memory was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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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텔레비전드라마, 광고, 영화등다양한미디어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배경 음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영상 제작자들은 해당 프로그램

의내용과분위기에맞는음악을선택하기위해많은노

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작곡가를 고용하여 프로그램에

맞는 음악을 작곡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 제작자들

이배경음악에많은노력을기울인다는것은배경음악

이미디어수용자에게인지적효과이든정서적효과이든

그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서 송신자인 미디어의 정보원이 매력적인지

그렇지않은지, 그 분야의전문가인지아닌지, 그리고남

성과 여성, 집단과 개인 등에 따라서도 커뮤니케이션 효

과가달라질수있으며, 이를 ‘송신자요인’으로구분하였

다. 또한 전달되는 메시지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지 혹

은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지, 메시지의 길이 정도, 구체

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내용인지 등에 따라서

미디어의 전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메시지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이러한커뮤니케이션메시지가수용자에게전

달될 때, 메시지를 수신하는 개별 수용자의 지능과 지식

정도등이다를수있고, 메시지를수신할시점에수용자

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수용자의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도 미디어

메시지의전달과정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를 ‘수용

자 요인’이라고 하였다[12].

또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데, 텔레비전과 영화는 시청각 채널을 통해, 라

디오는청각채널을통해, 메시지를전달하며, 이들요인

도커뮤니케이션메시지의전달과정에서수용자에게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을 ‘채널 요인’이라고

부른다. 또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미디어의 수용 환경이

타인들과함께집단적으로수용되는지, 개인적으로수용

되는지, 혹은다른복잡한일을하면서수용되는지, 소란

스러운환경에서수용되는지혹은조용한환경에서수용

되는지등에따라서도미디어전달효과는달라질수있

는데, 이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요인을 ‘맥락

요인’이라고 한다[1].

이처럼 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송신자 요인’,

‘메시지 요인’, ‘수용자 요인’, ‘채널 요인’, ‘맥락 요인’ 등

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수용자의 지식 습

득, 장기혹은단기기억, 메시지에대한이해정도, 행위,

태도 등이 받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 연구

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채널 요인 분석이 이루어져 관심

을모으고있다. 즉 미디어메시지를전달하는과정에메

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크지 않는 배경 음악의 삽

입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 뉴스 수용자

에게 조차 인지적,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

되었다[6].

이러한맥락에서배경음악이영화나드라마, 방송뉴

스등에서수용자에영향을미칠수있다면, 텔레비전다

큐멘터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경 음악 또한 수용자의

인지적혹은정서적영향력을갖고있지않을까하는의

문점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

는 배경 음악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의문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제

작한심리다큐멘터리프로그램에서배경음악의유무가

수용자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실험연구를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텔레비전뉴스에서음향은언어음성, 현장음, 효과음,

배경 음악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러한 뉴스의 음

향은뉴스프로그램이메시지를전달하거나특정한이슈

를표현하는데있어서심리적효과를일으킬수있다[8].

이러한 뉴스의 음향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뉴스 영상

물을 ‘현실의 재현’이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신뢰하게 된

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6]. 텔레비전 뉴스에서

커뮤니케이션메시지의전달은대부분앵커와기자의리

포팅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뉴스 프로그램의 편집

과정에서제작자가메시지의전달력을높이기위해효과

음이나 배경 음악을 사용하곤 한다[5].

러닝타임이 짧은 광고에서의 배경 음악은 시그날 음

악, 징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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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배경 음악은 대개 수용자의 흥미도를 높이는 역

할을 한다[8]. 광고 배경음악의 효과 연구에서 스튜어트

와 퍼스(Stewart & Furse, 1986)는 광고에서 배경 음악

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배경 음악이 수용자의 메시지

회상기억과이해력을증진시키는영향력을가지고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16].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 음악은 장면의 분위

기를 조성하고 내러티브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도와주는

기능을한다. 그러나 <응답하라 1994>의배경음악의경

우, 그 노랫말이 스토리를 부연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극

중 캐릭터의 심리를 표현하기도 하는 등 내러티브의 직

접적 표현 기능을 하기도 한다[9].

영화나드라마에삽입, 사용되는배경음악의경우, 특

정한 장면의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 새롭게 작곡을 하

는 ‘창작곡(composed score)’과 영화감독과음악감독이

협의하여 선택, 특정 장면에 적용하는 ‘전용곡

(appropriated score)’ 등두 가지로 분류할 수있는데[7],

대개 작곡을하게되면많은시간과비용을수반하게되

므로, 기존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전용곡‘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혹은 드라마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배경 음악은

언어적 요소인 대사와 시각적인 요소인 영상을 통해 스

토리를 이해하는 수용자에게 감성을 부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화 관

객들은 배경 음악으로 인해 감성이 풍부해지고, 풍부하

진감성은영화나드라마의내러티브이해력을증진시킴

으로써, 언어적 요소인 대사와 시각적 요소인 영상의 표

현력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11].

이처럼 영화와 드라마에 사용된 배경 음악이 음악 자

체로서의기능을넘어영화나드라마의분위기를만들어

내고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부가

된 가치”라 표현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가된 가치

란시각적정보의의미를풍부하게만드는 “정보적, 표현

적가치”를가리키는것으로수용자가배경음악과함께

영상을보고나면, 그음악의표현적가치가원래부터영

상에 함유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3].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분위기와 감성 모두 ‘정서적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특정한 태도로 반응할 준비가 된 마음

의상태’라고할수있는데, 분위기는대상을가지지않지

만, 감성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4]. 다시 말해 배경 음악

이삽입되는순간의시각적재현이불특정인물혹은불

특정대상이아닌특정인물내지는특정대상을다루는

순간 그 음악은 시각적 대상과 “감성적 연합(emotional

associations)”을 이룸으로써 자동적으로 내러티브가 암

시하는 주제로 관객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는마치화면상인물의 “대사로표현되지않은감성

(unspoken emotion)”이음악적표현을통해관객에게전

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13,18].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선행연구에의하면, 영화, 드라마 뿐

만아니라광고, 텔레비전뉴스등에서도배경음악이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미디어 콘텐츠에 사용되는

배경 음악은 수용자의 인지 작용에 영향을 미쳐,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기억과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

용자의감성을증진시키고분위기를조성하는기능을가

지고있어, 화면상인물이대사로표현할수없는감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경 음악에 관한 연구들이 영화와

드라마, 텔레비전 뉴스나 광고 등과 같은 콘텐츠를 중심

으로수용자들의인지작용과정서등에미치는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이들 미디어 콘텐츠 못지않게 다양한 정

보와 감동을 보여주고 있는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효과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양한내용을다루고있는TV

다큐멘터리의 장르 중에서 배경음악의 영향을 가장 잘

표출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심리다큐멘터리를대상으

로하여수용자의회상기억, 몰입도, 흥미유발, 평가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은 수용자의 회

상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은 수용자의 몰

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은 수용자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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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은 수용자의 평

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연구방법
설정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2개의 피험자 집단에게 배경음악이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동일한 다큐멘터리에서 배경

음악을 삭제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대학의 시청각실에

서 시청하게 하였으며, 이들 피험자 집단이 다큐멘터리

를 시청한 직후,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느낀 다큐멘터

리에 대한 회상기억, 몰입도, 흥미 유발 정도, 그리고 작

품에대한평가등을설문을통해조사하였고, 이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연구에서는 영상자극물로 대학생들의

졸업작품 중에서 심리 다큐멘터리 1편을선정하였다. 다

양한내용상의다큐멘터리장르중에서심리다큐멘터리

를선택한이유는배경음악이수용자들에어느정도영

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Fig. 1],

[Fig. 2] 참조).

[Fig. 1] Scene of psychological documentary

[Fig. 2] Scene of psychological documentary

선정된 다큐멘터리를 피험자들에게 노출시키기 전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배경 음악 부분을 삭제한 후에

영상을 출력하여, 기존의 배경 음악이 있는 출력 영상과

함께 피험자들에게 보여줄 자극물로 각각 준비하였다.

영상 자극물에서 단순히 배경 음악만 삭제할 경우 프

로그램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 배

경음악이삭제된부분에는나레이션과현장음등의레벨

을 적절하게 믹싱하여 어색하지 않게 음향 트랙을 편집

하였다.

이들 영상물을 시청한 피험자들이 느낀 회상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일부 단서가 되는 영상

을 보여준 다음, 관련되는 내용을 임의로 기록하도록 하

였다. 응답한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기술은 로빈슨과 데

이비스(Robinson, J. P., & Davis)[14]의 내용분석 툴을

사용하여, 중심내용에 대한 기술 부분과 세부 내용에 대

한 기술을 각각 8점씩, 모두 16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

으며, 키워드만 단순하게 기술한 경우에는 1점, 오류가

있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에는 0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피험자들이느낀몰입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김태용

이개발한측정도구[17] 중에서본영상물에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선정하였다.

1)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2)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들 척도를 사용하여피험자들에게 7점 리커트척도

로 응답하게 하고, 그 측정치의 평균값을 몰입도로 사용

하였다.

이들 영상물을 시청한 피험자들이 느낀 흥미 유발 정

도를측정하기 위해서 박신영(2010)이 개발한 측정도구

[15] 중에서본영상물에적합하다고생각되는다음의두

가지 측정 도구를 선정하였다.

1) 이 프로그램은 흥미로웠다.

2) 이 프로그램은 호기심이 생긴다.

이러한척도를사용하여피험자들에게 7점 리커트 척

도로 응답하게 하고, 그 측정치의 평균값을 흥미유발 정

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 작품에 대한 피험자

들의평가를 7점만점으로응답하게하여이를작품평가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남녀 성비에 따른

인원 구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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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 participants
Categories BGM

No
BGM

sum

male 22 25 47

female 28 26 54

sum 50 51 101

4. 연구결과
4.1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과 수용자의 회상 
    기억
<연구문제1>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은수용자의회

상기억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해서, 프

로그램배경음악의유무를독립변인으로설정하고, 피험

자의회상기억을설문조사를통해측정하여종속변인으

로 설정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Anova of background music, audience's 
recall memor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GM 50 10.9 2.12

1.58 1 .27No
BGM

51 11.5 2.85

<Table 2>에서볼수있듯이,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

과 피험자들의 회상 기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58, df=1, p> .05).

4.2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과 수용자의 몰입도
<연구문제2> “다큐멘터리의 배경 음악은 수용자의

몰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

로그램 배경 음악의 유무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피험자의 몰입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

분석을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나

타났다.

<Table 3>에서볼수있듯이,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

과피험자들의몰입도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5, df=1, p< .05).

<Table 3> Anova of background music, audience's 
flow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GM 50 4.5 1.25

4.55 1 .03No
BGM

51 3.2 0.97

배경음악이있는다큐멘터리를시청한피험자들이느

낀 몰입도(평균=4.5)는 배경음악이 없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이 느낀 몰입도(평균=3.2)보다 더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이수용

자의몰입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임을말해준다.

4.3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과 수용자의 흥미 
    유발
<연구문제3>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은수용자의흥

미유발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해서, 프

로그램 배경음악의 유무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피험자의흥미유발정도를종속변인으로설정하

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Anova of background music, audience's 
interes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GM 50 5.4 1.43

5.12 1 .02No
BGM

51 3.9 1.21

<Table 4>에서볼수있듯이,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

과 피험자들의 흥미 유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2, df=1, p< .05).

배경음악이있는다큐멘터리를시청한피험자들이느

낀 흥미 정도(평균=5.4)는 배경음악이 없는 다큐멘터리

를 시청한 피험자들이 느낀 흥미 정도(평균=3.9)보다 더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이

수용자의 흥미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4.4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과 수용자의 작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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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4>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은수용자의작

품평가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해서, 프

로그램 배경음악의 유무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피험자의작품평가점수를종속변인으로설정하

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Anova of background music, audience's 
evaluation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BGM 50 5.6 1.27

6.23 1 .01No
BGM

51 3.8 1.15

<Table 5>에서볼수있듯이, 다큐멘터리의배경음악

과 피험자들의 작품 평가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6.23, df=1, p< .05).

배경음악이있는다큐멘터리를시청한피험자들이느

낀 작품 평가 점수(평균=5.6)는 배경음악이 없는 다큐멘

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이 느낀 작품 평가 점수(평균

=3.8)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 통해다큐멘터

리의 배경음악이 수용자의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배경 음악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영화, 드라마뿐만아니라광고, 텔레비전뉴스등에서도

배경 음악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미디어 콘텐

츠에 사용되는 배경 음악은 수용자의 인지 작용에 영향

을 미쳐,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기억과 이해력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수용자의 감성을 증진시키고 분위기를 조

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화면상 인물이 대사로 표현

할 수 없는 감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러티브

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이 송신자 요인

과메시지요인등에치중하여다루지못한채널요인인

텔레비전다큐멘터리배경음악의수용자효과에초점을

맞추어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다큐멘터리의

장르중에서배경음악의영향을가장잘표출할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심리다큐멘터리를 영상 자극물로 설정하

고, 2 집단으로분류한대학생 101명을대상으로배경음

악이있는영상물과배경음악이없는동일한내용의영

상물을시청하게하여이들이느낀회상기억정도, 프로

그램몰입도, 흥미유발정도, 작품평가등에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직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여 이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큐멘터리의 배경 음악이 수용자들의 몰

입도와 흥미 유발 정도를 증가시켰으며, 작품 평가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배경 음

악이 수용자들의 회상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영화와 드라마,

텔레비전 뉴스와 광고 미디어에 집중하여 배경 음악의

효과를살펴보면서, 배경음악을매우적극적으로활용하

고 있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장르에서의 효과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여

몰입도, 흥미유발, 작품평가에미치는의미있는영향력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내용상의 다큐멘터리 장르

중에서심리다큐멘터리분야에국한하여수행된실험연

구로, 배경 음악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효과로 일반화 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탐색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향후 다양한 다큐멘터리 장르

에서의배경음악효과에관한연구들이이어질수있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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