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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능 로그램에서 자막은 보충 인 설명이나 음향을 보완하는 보조 인 역할에서 재미와 감동을 극 화

시키는 흥미유발형 자막 형태로 발 하 다. 본 연구는 JTBC <비정상회담>을 심으로, 흥미유발형 자막

의 특성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내용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병행

하 다. 내용분석 결과, 체 자막 수에 비하여 흥미유발형 자막은 약 10~20%로 매회 일정비율을 유지하

고, 제작진은 출연진의 캐릭터 구축  강화를 해 출연진에게 별명을 설정하여 반복 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 텍스트 분석 결과, 수용자는 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된 자막 내용에 따라 출연진을 인식하고 있었다. 

능 로그램에서 제작진이 주 으로 개입하여 의도 으로 사용하는 흥미유발형 자막은 출연진의 이미

지를 형성하고, 수용자가 출연진을 인식하는 데 요한 향을 미쳤다. 자막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제작진의 

신 한 자세와 능동 인 정보 소비자로서의 시청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 중심어 :∣예능프로그램∣자막∣텍스트 분석∣수용자인식∣이미지형성∣

Abstract

Subtitles in entertainment programs have extended the roles from providing additional 

explanation and complementary sound effect to maximizing amusement and impression as the 

type which triggers the audience’s interes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titles and the effects on the audiences, mainly focused on <Abnormal Summit> of JTBC.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ntent analysis, the interested subtitles are continuously presented 

in each episode (10~20%) compared to the proportion of the total captions. Producers have 

repeatedly used the nickname of the cast members to construct and reinforce the character of 

them. The text analysis shows that the audience’s perception about the cast is mainly influenced 

by the subtitles. The producers intentionally use the subtitles and subjectively intervene in the 

entertainment programs. The subtitles have a major effect on the audience’s perception and 

image formation. Producers should be more prudent about their use of subtitles and viewers, on 

the other hand, must interpret the meaning of subtitles, as active informatio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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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텔 비 은 상과 음성으로 메시지를 달하고, 수

용자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여 미디어의 메시

지를 소비한다. 시각 으로 출연자들은 화면에 등장하

고 그들의 이야기는 청각  정보로 제시된다. 기 방

송자막은 문자언어가 가지는 정확성과 유용성을 제공

하는 측면에서, 복합 (시·청각 )으로 제공되는 방송 

의 이해를 돕기 해 주로 뉴스·시사 로그램에서 사용

되었다[1]. 1990년  반 이후 오락 로그램을 심으

로 제작진의 연출도구로써 사용빈도가 격히 증가하

고[2], 이후 시청자의 흥미(interest) 유발을 통해 몰

입(immersion)을 강화시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역할

을 담당하며[3], 재는 자막처리 없이 방송되는 능

로그램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방송 로그램에서의 자막 사용과 련하여, 다양한 

자막의 표  형식(expressional modality)[4][5]. 유형

(type)[6-8]. 특성(characteristic)과 기능(function)에 

한 연구[9]가 진행되어왔다. 2000년 에 들어 자막사용

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막의 오·남용 등의 문제

이 지 되기도 하 지만[2],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증폭시킨다는 

측면에서 자막의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10]. 한 시청

자들의 주의(attention)와 집 을 높이고, 시청자의 

로그램에 한 충성도를 높이는( , 로그램 재 시청) 

등의 정 인 효과도 야기한다[11][12]. 한 빠르게 

진행되는 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 

정보를 달하고[13], 시청자의 주의를 끌어 로그램

에 해 정 으로 평가(evaluation)하는데 향을 미

친다[14]. 자막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막 한 향력에

도 불구하고 재 능 로그램에서 지나치도록 과도

하게 사용되는 자막의 부정 인 측면에 한 연구는 드

물게 진행되어왔다. 실을 반 하고 이해를 돕기 한 

방송자막이 때로는 왜곡된 사실을 달할 수 있다는 문

제 이 제기된다[15]. 특히 단순 사실을 달하는 자막 

외에 제작자의 해석과 평가가 담긴 의도 인 자막은 메

시지 달도구로써 시청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막

하다[9]. 

TV의 오락  기능을 강조한 오락 로그램과 달리, 

시사 교양과 구분하여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더 

일차 인 목 이 있는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은 특

수한 상황을 만들고, 특정 인물을 형상화시킨다[16]. 구

성원이 많이 등장하는 능 로그램에서 제작진은 출

연진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해, 출연진의 특징 인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

하여 허구 인 캐릭터를 탄생시킨다[17]. 한 다수의 

출연진이 등장하는 능 로그램은 게임성을 극 화하

기 해 출연진들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한다[18]. 이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진 자막은 시청자에게 

달되고 시청자가 등장인물들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도

록 유도한다[2][9]. 비슷한 내용의 자막이 반복해서 사

용되거나 강조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기억과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1].  

자막에 한 기존 연구는 제작자와 수용자의 계를 

일방 인 계로 설정하여 제작자의 의도를 수용자에

게 어떻게 하면 잘 달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데 목

표를 두고 있다. 제작자 입장에서 방송자막의 기능  

측면을 강조하여 시청자가 로그램을 보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다시 시청하도록 하여 로그램에 한 충성

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써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제작자

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자막을 통해 제작

자와 수용자 간의 커뮤니 이션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

생하는지에 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충분히 검토

되지 못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제작진이 의도 으로 

개입하여 생성하는 자막이 출연진의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자막 사용이 출연진에 한 

시청자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다각

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수

용성 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나 찰 실험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으나, 연구를 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

인 상황에서 방송 자막이 실제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이슈에 한 동향 분석과 여론 형성 과정  결과를 제

시하기 한 빅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19]. 이

에 방송 로그램에서 사용된 자막에 한 분석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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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발 으로 남긴 텍스트인 개인 블로그에 한 네

트워크 분석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분석 상 로그램으로는 종합편성채  JTBC의 

<비정상회담>을 선택하 다. 그 이유는 첫째, 자막을 

통해 정확한 정보 달이 목 인 뉴스나 기타 로그램

과 달리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은 흥미유발을 목

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로 표 되고[6], 시청자에게 미치

는 인지  자극과 태도 변화가 타 로그램과 비교해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1]. 둘째, <비정상회담> 

로그램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비정상회담>은 각 나라

에서 한명씩 선정한 외국인 표 11명과 한국 표 3명

이 고정 으로 출연하여 다양한 주제에 해 열띤 토론

을 하는 포맷으로, 이는 출연진들의 자발 인 자기노출

을 주로 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정상회

담>에 출 하는 각국의 표 인물들은 시청자들에게 

이미 친숙한 방송인이 아니라 비교  사 지식이 없고 

낯선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로그램에 비해 

수 으로 많고, 비연 인으로 구성된 출연진이 등장하

기 때문에 각 인물의 특수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

어 제작진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셋째, 출연진이 모두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발음이나 어휘의 정확한 

달이라는 측면에서 출연진이 말하는 의도를 부가

으로 설명하고 강조하는 자막의 비 이 매우 높게 나타

난다. 특정 주제에 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 는 토론장으로써 <비정상회

담>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종합편성채 이라는 한계

에도 불구하고 지상 와 경쟁하여 매회 시청률을 경신

하고[20],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로그램’ 조사에서 비지상  방송 로그램 역에서 

1 를 차지하는 등 높은 심을 받고 있다[21]. 이 로

그램에는 유창한 한국어와 보수 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아 ‘터키 유생’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무명 외국인에서 

‘인기 연 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에네스 카야’

라는 인물이 있었다. 에네스 카야는 로그램에서 한국

인보다 더 보수 인 의견을 피력하 고 그의 한국인보

다 더 한국인 같은 이미지는 그를 섭외 1순 에 고에

도 등장하게 만들었다[22]. 그러나 인 인기는 오

래 지속되지 못했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한

국여성들에게 근해 총각 행세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

지면서 즉각 으로 출연 이던 모든 로그램에서 하

차하게 되었다[23]. 이는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사건에서 보인 괴리로 인해 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말의 사건에서, 한국인보다 더 

보수 인 에네스 카야의 고착화된 방송 이미지는 어떻

게 형성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방송자막의 요성

과 향력에 비추어, 이 과정에서 자막은 어떠한 역할

을 하고 시청자는 어떻게 받아들 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상회담> 능 로그램에서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에게 의존도가 높은 자막을 심

으로, 자막의 특성과 자막이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자막의 개념 및 유형
텔 비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상자막(visual 

character)은 화면에 문자언어를 다양하게 시각화한 표

이다[24].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상  텔 비 에 

방 된 총 254개 오락 로그램의 주도 인 포맷 구성

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수의(63.8%)의 지상  로그

램은 자막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25]. 이러한 

자막의 형태는 ‘정보 달형’과 ‘흥미유발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26][27]. 1990년  기 처음으로 방송 로그

램에 추가된 자막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해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거나 들리지 않는 음향을 보완하는 등의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달형 형태의 자막이

었다[28]. 비정상회담에서 사용된 [그림 1]과 같이, 출연

진의 약력이나 코  등을 소개하거나 코  속의 게임의 

진행 방법, 배경지식 등을 설명하거나 는 음성정보를 

듣기 어려운 경우에 이해를 돕기 해 첨가되는 자막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그림 2]와 같이 흥미유발형 상자막은 

듣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출연자의 사를 그 로 

인용한다거나 출연진의 심리를 제작진이 묘사  추측

하는 경우, 제작자의 의도가 개입된 상황 묘사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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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흥미와 심을 유발하기 해 사용되는 자막

을 의미한다[29].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의태어, 의성어, 

그림, 기호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2]. 

   

그림 1. 정보전달형 자막 사례    그림 2. 흥미유발형 자막 사례

자막의 재료가 되는 요소들은 방송 로그램의 유형

에 따라 각기 다른 의도를 지닌 제작자에 의해 다르게 

표 된다[4]. 뉴스,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와 같은 로

그램에서의 자막은 신속, 정확하고 객 인 정보 달

을 목 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한 부수 인 역할

을 행하기 해 제공되는 데 반해, 능 로그램에서

는 보다 극 인 효과를 증폭시키기 해 원재료를 최

한 가공하여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기 해 사용

된다[5]. 특히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은 다른 장르의 

로그램에 비해 시각  기호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말 지상  3사에서 KBS의 <해피선데이>, 

MBC의 <무한도 >, SBS의 <작렬! 정신통일> 능

로그램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자막이 객

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과 소리에 의한 정보를 달

하는 데 있어 보조 인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 

능 로그램의 자막은 음성 언어( , 상, 소리)의 기

계 인 달이 아니라 제작진의 해석이 가미되어 로

그램의 재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해 제공

된다[6]. 상과 소리가 만들어내는 재미와는 구별되는 

온 히 자막만이 만들 수 있는 독자 인 재미가 존재하

고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의도 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이다. 토크쇼로 진행되는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은 

흥미유발형 자막처럼 문자나 부호로 제시됨으로써 제

작진의 해석이 겸비되어 시청자에게 그 상황을 더 강조

하기 해 제시된다[7]. KBS의 <1박2일> 능 로그

램의 자막에 한 분석에서, 권길호[8]는 자막의 유형은 

내용의 이해를 보완하기 해 사용되는 근원 심자막

과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출연진의 심리, 표정, 생각 등 

상황을 이해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기 해 사용되는 목

심자막으로 분류하 다. 재 능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은 단순히 정보를 달하는 보조 인 역

할에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청자와 제작진 혹

은 출연자와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며 로그램의 성격을 특성화시킨다[15]. 이러한 

로그램 내에서 차지하는 요성에 따라, 표 에 있어

서도 자막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씨체와 크기, 색상,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CG]) 활용 등을 

가미시켜 디자인  측면에서도 발 된 양태를 띤다

[24]. 이처럼 자막은 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

되고, 특히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자막의 특징 및 기능
방송 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로그램이 시청자들

에게 달되기 까지 여러 번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흥미와 주목을 이끌어내기 

해 여러 기법들을 사용한다. 근래에 들어 능 로그

램에서 제작진은 편집을 통해 특정출연자에게 캐릭터

를 부각시켜 마치 드라마처럼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방

식을 자주 사용한다[30]. 이는 정해진 스토리에 얽매이

지 않는 리얼 버라이어티와 집단 토크쇼 포맷의 로그

램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 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즉, 

새로운 결구도와 특정 인물의 드라마틱한 개인 인 

삶을 제시하여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특성화시켜 지루

할 수 있는 로그램 내용에 생생함과 장감을 극 화

시키는 것이다[18].  

능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은 단순한 텍스트 

자막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웃음을 유도하거나 로그

램의 재미를 극 화하기 해 사용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시청자의 시각을 자극하는 형태의 자막

이 등장하며, 시청자의 주 를 환기시키는 특징을 보인

다[9]. 능 로그램에서의 흥미유발형 자막은 편집의 

한 형태이자 로그램의 일부로써, 단순한 텍스트 형태

로 사용되기 보다는 말풍선, 하트모양, 캐릭터, 사진 등

과 같은 각종 시각 인 그래픽 이미지와 결합되어 방송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주고 재미를 배가시키고 동시에 

정보를 좀 더 쉽게 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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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막의 기능과 활용가치에 한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주도 인 입장은 자막사

용을 정 으로 보는 으로, 자막이 로그램의 완

성도를 높이고 시청자들이 로그램을 이해하도록 도

움을 다고 본다[4]. 로그램 장르에 따라 자막이 있

는 상물과 없는 상이 시청자의 정서와 인지반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남녀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은 시

청자의 각성(arousal), 정서유인가(valence), 그리고 기

억(memory)에 정 인 향을 미쳤다[1]. 즉, 자막을 

시청함으로써 시청자는 주의를 집 하고 반응태도가 

높아지며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는 로그램 내

용에 한 기억력 증진에도 향을 미친다는 이 입증

된 것이다. 이러한 자막을 통한 이야기 달은 시청자

의 몰입을 증가시켜 시청률에도 향을 미친다[3]. 

그러나 자막 사용의 양  증가와 기능의 확장으로 인

하여 자막이 오·남용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두 번

째 은 자막사용의 부정 인 면을 강조하는 측면으

로, 무분별한 자막은 화면을 어지럽  로그램을 시청

하는 데 있어 불편을 래할 수 있다[31]. 한 자막은 

제작자가 특정 메시지를 주입하는 행   하나라는 측

면에서 시청자들의 자율  시청을 방해하기도 한다

[9][29]. 제작진은 로그램의 역할에 맞게 캐릭터를 구

축하고 강화하기 해 출연진에게 특정 별명을 붙이고 

자막의 형태로 반복 으로 제시한다[2][16]. 출연진의 

몇 가지 특징 인 사항을 강조하고 는 생략하는 방법

으로 허구의 가상 인 캐릭터를 재탄생시킨다[17]. 즉, 

자막을 이용해 수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달하며 이 과

정에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이다[32]. 이블방

송 능 로그램인 <꽃보다 할배>의 자막을 분석한 강

미 과 강승묵[15]은 이러한 제작진의 의도 인 개입은 

시청자가 제작진이 의도한 방향으로 내용을 해석하게

끔 이끌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한다. 자

막의 정 인 역할과 부정 인 역할에 한 선행연구

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은, 능 로그램의 자막

은 출연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해 제작진

에 의해 의도 으로 사용된다는 이다. 본 연구는 다

음의 <연구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1. 제작자는 출연진의 이미지 형성  강화

를 한 흥미유발형 자막을 사용할 것이다. 

3. 자막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의
커뮤니 이션이론  상의제설정이론은 자막이 수

용자에게 미치는 향력에 해 설명한다. 이에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자막의 향력에 하여 이론

인 에서 고찰해본다.   

3.1 영상의제설정이론(Visual Agenda-Setting)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은 미디어가 수

용자의 지각  인식에 미치는 향력에 해 비 으

로 근한다. (public)에 한 미디어 효과에 

을 두고, 수용자가 모든 정보를 직  수집하고 평가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을 기본 가정으로 삼는

다. 의제설정이론을 처음으로 주창한 맥콤과 쇼[33]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 이슈 등에 해 미디어가 주목하

고 반복해서 다루면, 은 실제 요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으로 그 이슈를 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에 

주목하 다. 의제설정이론은 수용자가 미디어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이 ‘무엇에 해 생각해야 하는지(what to think about)’

를 결정하고, ‘미디어 의제(media agenda)’가 곧 ‘  

의제(public agenda)’로 이되는 을 강조한다. 

의제설정이론에 한 기존 연구에 하여 미디어의 

시각  요소나 청각  요소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

에 따라 상미디어의 효과에 심이 집 되고 있다

[32]. 사회  분야에서 증 되고 있는 상의 향력이 

반 된 상의제설정이론(visual agenda-setting)은 미

디어의 수용자 설득 효과라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을 상으로 시 에 한 

부정 인 내용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식을 살펴

본 결과, 시 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등 상메세지의 

설득 효과가 증명되었다[34]. 한 9/11테러에 한 뉴

스 보도의 수용자 반응을 알아보기 해 실시한 화 

설문 결과, 상을 통한 9/11 보도의 반복된 노출은 수

용자들로 하여  테러에 한 염려와 걱정을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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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 실증 으로 보고되었다[35]. 텔 비  뉴스

의 상과 자막의 효과에 해 검증하기 해 335명의 

학생을 상으로 4주간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시

각 인 정보인 상과 자막은 수용자가 특정 이슈에 

한 인식을 증가시켜 요의제로 생각하도록 향을 미

쳤다[32].  

3.2 자막과 수용자 인식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다양한 메시지는 그 내용의 

좋고 싫음을 떠나 반복해서 제공되는 과정을 통해 시청

자는 의식  는 무의식 으로 미디어가 달하는 메

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메시지에 반복 으로 노

출될수록 미디어의 메시지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는 하

나의 인식 인 틀(cognitive frame)을 형성하며 시청자

의 뇌리에 각인된다[36].     

이미지란 개인이 어떠한 상에 해 가지는 ‘주

인 지식’을 의미하며[37], 상의 외모, 언행, 성과 등 모

든 정보는 정보처리자인 개인의 내면에서 재구성되어 

형성된다. 즉, 이미지 형성은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거

치게 되고, 개인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그 상이 부재

하더라도 마음속에 남아 상을 평가할 때마다 향을 

미친다[37].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홍수 속에 살

고 있는 인들은 모든 정보를 직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주요 정보원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지를 구 하는 데 활용한다. 특히 TV와 화 같은 

상매체는 이 특정장소와 인물에 한 이미지를 

재창조시키는데 향을 다[38]. 세계 제2차 을 일

으킨 독일의 히틀러는 화를 이용해 자신의 설득 인 

메시지를 하여 을 선동시킨 표 인 사례이

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는 수용자가 특정 상

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치고 수용자의 

생각과 태도에 변화를 다. TV 능 로그램의 상

자막에 한 설문 조사 결과, 자막은 로그램의 내용

을 달하는 데 있어 요한 정보를 달하여 시청자가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웃음을 유발하

여 해당 로그램을 다시 찾게끔 유도한다[13]. 자막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증진시키는

데도 상당한 향력을 행사한다. 능 로그램을 상

으로 자막과 기억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막이 제

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자막과 상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 수용자는 자막의 내용을 더욱 잘 기억하 다[1].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의 크기와 기법  효과를 검증

한 실험연구에서도 문자 텍스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하

나의 상물로 볼 수 있는 상자막은 시청자의 주의를 

끌고 로그램에 해 정 으로 평가하도록 이끌었

다[14]. 자막은 시청자에게 로그램의 내용을 기억하

고 정 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막 한 향을 미치는

데,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의도 으로 개입하여 제공하

는 자막은 시청자로 하여  출연지에 한 이미지를 받

아들이도록 한다[2][9]. 출연진의 이미지는 제작진에 의

해 선택 으로 특화되어 자막의 형태로 반복 으로 제

시되고 이는 시청자들의 기억과 태도에도 향을 미친

다[1].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를 통해 자막이 수용자의 사

고행태에 미치는 향력에 해 살펴보았다. 제작진의 

자의  해석과 평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막은 수용자들

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특히, 수용자들이 상 메시지 

체를 유심히 살펴볼 동기와 능력, 사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부수 으로 제공되는 자막은 요한 향을 미친

다.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달하려는 목 에서 벗어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해 자막이 의도 으로 활용

되는 능 로그램에서 이러한 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연구가설 2>를 검

증하고자한다. 

연구가설2. 흥미유발형 자막은 수용자가 출연진의 이

미지를 인식하는 데 향을 미칠 것이다.  

III. 흥미유발형 자막 내용분석

1. 연구방법
JTBC <비정상회담> 능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흥

미유발형 상자막의 특징을 악하기 해 분석기간

은 본 로그램이 처음 방 된 2014년 7월 7일부터 에

네스 카야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화되기 인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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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날짜 체 자막 수 
흥미유발형 
자막 수

비율(%)

2회 2014.7.7 1501 212 14.1
4회 2014.7.28 1437 233 16.2
5회 2014.8.4 1210 185 15.2
6회 2014.8.11 1324 215 16.2
8회 2014.8.25 1415 298 21.0
10회 2014.9.8 1430 263 18.3
11회 2014.9.15 1241 183 14.7
12회 2014.9.22 1412 248 17.5
16회 2014.10.20 1398 218 15.5
17회 2014.10.27 1428 342 23.9
19회 2014.11.10 1279 197 15.4

까지로 설정하 다. 에네스 카야가 로그램에서 하차

하기  참여한 녹화분은 12월 8일과 15일 방 되었으

나 2회 방 된 상물에서 에네스 카야의 출연은 편집

되거나 어깨만 간혹 화면에 나왔을 뿐 체 샷에서 그

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에네스 카야 논란이 본격

으로 발되기 까지 비정상회담은 2014년 7월 7일부

터 12월 1일까지 총 22회가 방 되었고, 본 연구를 해 

비확률  표집방법인 편의  방법에 의해 추출된 총 14

회분(2, 4, 5, 6, 8, 10, 11, 12, 16, 17, 19, 20, 21, 22회)의 

자막을 분석하 다.    

먼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해 정수 [2]의 연

구를 바탕으로 로그램 분석표를 구성하 다. 로그

램 분석표는 체 자막 수, 흥미유발형 자막 수, 출연진

의 캐릭터 특징  별명, 그리고 별명별 상자막 빈도

로 구성하 다. 흥미유발형 자막은 김시연[29]의 연구

에 따라, 1) 출연진의 감정을 제작진이 추측하여 표 한 

경우, 2) 연출자의 의도가 개입된 상황 묘사나 평가, 3) 

시청자의 흥미와 심 유발을 해 쓰인 자막으로 분류

하 다. 한, 정수 (2)의 연구에 따라, 시청자의 시선

을 끄는 의태어, 의성어, 그림, 기호 사용을 포함하 다. 

내용분석에 익숙한 두 명의 학원생들이 연구에 사

용된 방 분을 코딩하 다. 연구자는 먼  코더들에게 

흥미유발형 자막에 해 자세한 설명이 담긴 분석표와 

해당 자막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상자막 그림 샘 을 

보여주어 코더들이 분석표에 익숙해지도록 코더훈련을 

2차례 실시하 다. 이후, 1차로 1회분의 20여분 가량의 

방 분을 각각 코딩하여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 지 알아

보았고, 불일치하는 원인에 해 토론하고 분석표를 수

정 보완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하 다. 로그램 내에서 

특정인물에 맞춘 자막체( , 이탈리아 표 알베르토가 

하는 말에는 이탈리아 국기 색깔을 넣는 경우)를 정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자막체를 기 으로 삼았고, 

출연진의 말이나 행동을 그 로 옮겨 는 자막은 제외

하고, 제작진의 해석이나 풀이가 담긴 자막을 심으로 

코더 훈련을 가졌다. 실제 분석은 학원생 1명이 총 14

회분의 방송분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시청하며 분석표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 다. 처음 로그램을 시청 할 때

는, 체 자막의 개수를, 두 번째 시청 시에는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흥미유발형 자막을 찾아내어 개수를 기

입하 다. 세 번째 시청 시에는 캐릭터 강화  구축에 

사용된 자막을 분류하 다. 이 과정을 통해 <비정상회

담> 로그램에서 캐릭터 강화와 구축을 해 사용된 

흥미유발형 자막의 빈도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코더 간 신뢰도 검사를 해, 한 명의 학원생이 총 

3회분(6, 8, 10)의 방 분을 시청하고 자막의 비율을 코

딩하 다. 신뢰도 계산에는 Cohen’s kappa가 사용되었

고, 분석표 코더 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서 

체로 안정 인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하 다 (6회분의 

체자막: .89; 흥미유발형 자막: .82; 8회분의 체자막: 

.91; 흥미유발형 자막: 85; 10회분의 체자막: .84; 흥미

유발형 자막: .78).

2. 자막 분석 결과
JTBC 능 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제작진은 출

연진의 이미지 형성  강화를 한 흥미유발형 자막을 

사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의 내용을 검증하기 

해 총 14회분의 방송 상물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각 방 분에서 사용된 체 자막 수와 흥미유발형 상

자막 수의 비율은 [표 1]과 같다. 14회 방 분에서 사용

된 총 자막 수는 18,724개이고, 이  체 흥미유발형 

자막 수는 3,145개로, 비율은 16.8% 다. 체자막 수 

비 제작진의 주 인 의도가 담긴 작 인 흥미유

발형 자막 수의 비율은 13.12%(최하)에서 21%(최상)로 

분포되어있다. 즉, 매 회당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자

막이 일정비율 고르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 기간 동안의 전체 자막과 흥미유발형 자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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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의 캐릭터 특징  별명

에네스 카야 특징 한국말에 능숙하고, 공격적인 어투. 논리적으
로 말을 잘하며 보수적임

별명 터키유생, 곽막희  

타일러 라쉬 특징
미국 명문대학생에 서울대학원생인 똑똑한 지
식인이미지.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토론을 정리
하고 진행하기도 함. 

별명 똘똘이, 척척박사 

줄리안 
퀸타르트

특징
벨기에가 원조라고 우기는 것을 잘하며 침과 
말이 많은 수다쟁이. 부모님이 벨기에에서 펜
션을 운영하고 계심.  

별명 오리, 수다쟁이

알베르토 
몬디

특징
‘-욥.’으로 끝나는 독특한 말투, 자동차 회
사의 차장으로 일하며 연애코치처럼 여성들과 
관련된 질문이나 내용에 대한 말을 많이 함. 

별명 알차장, 연애타짜,~욥 

샘 오취리 특징
진행에 욕심을 내며 잘못된 한국어 문법을 사
용하여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리액션
이 강하며 해맑은 성격의 소유자임. 

별명 재간둥이, 유행어자판기 

장위안 특징
애국심이 뛰어나며, 순정남 이미지. 한국어 발
음이 안 좋고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지만 자
기주장이 분명하고 보수적임.  

별명 대륙남, 짱위안, 그러구나 
다니엘 스눅
스 (호주)

특징 키가 작은 자유분방한 어린이 이미지
별명 어린이 

기욤 패트리 특징 소고기를 좋아하는 전직 프로게이머
별명 소고기욤, 한국어 꿈나무

테라다 
타쿠야

특징
자신이 속한 아이돌 그룹(크로스진)에 대한 홍
보를 많이 하며 말 수가 적고 나긋나긋한 말투. 
손이 예쁘며 허당끼가 있음. 

별명 허당아이돌, 섬섬옥수, 어메이징 
로빈 
데이아나

특징 자막에 프랑스 국기 색깔이 들어가는 특징을 
보이며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이지 않음

별명 바게트청년, 프랑스청년, 주태무 
다니엘 린데
만 (독일)

특징 토론 시에 끼어들기보다 잠자코 차례를 기다리
는 차분한 성격 

별명 독데렐라 

20회 2014.11.17 1389 230 16.6
21회 2014.11.24 1189 156 13.1
22회 2014.12.1 1071 165 15.4

계 18724 3145 16.8

[표 2]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14회분 상물의 각 

방 분에서 3회 이상 언 된 11명의 각국 표들의 별

명과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 각 출연진의 별명은 자

막의 형식으로 로그램에서 반복 으로 재생되고 있

었다. 본 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막의 특징은 세 가지

로 규정된다. 첫째, 제작진은 상자막을 통해 캐릭터의 

별명을 그 로 제시하여 캐릭터를 구축하는 직  제시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상자막을 통해 인물의 별명을 

직 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의도하는 캐릭터나 이

미지와 련된 표 이 자막의 형식으로 반복해서 언

되도록 하는 간 제시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

은 간 제시 자막은 시청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출연진

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제시되기 때문에, 제

작진이 구축한 출연진의 이미지가 강화되도록 만든다. 

셋째, 제작진은 자막의 폰트와 색깔에 변화를 주어 일

반 자막과 차별해서,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에 반

복 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강화시

킨다. 실례로, 로그램에서 고지식하고 보수 인 유생 

이미지로 표 되는 에네스 카야가 화면에 나올 때 자막

은 ‘궁서체’로 표 되었다.  

표 2. 자막에 캐릭터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사용된 별명 

표 3. 출연진 주요 별명별 영상자막 빈도
출연진 이름 (나라) 주요 별명

상자막 
빈도

에네스 카야 (터키) 터키유생 81
타일러 라쉬 (미국) 똘똘이 43

줄리안 퀸타르트 (벨기에) 오리 41
알베르토 몬디 (이탈리아) 알차장 32

샘 오취리 (가나) 유행어자판기 30
장위안 (중국) 짱위안 21

다니엘 스눅스 (호주) 어린이 18
기욤 패트리 (캐나다) 소고기욤 10
테라다 타쿠야 (일본) 섬섬옥수 4
로빈 데이아나 (프랑스) 바게트청년  4
다니엘 린데만 (독일) 독데렐라  3

[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 3]은 14회분의 상물

에서 사용된 출연진의 주요 별명이 상자막 형태로 제

시된 빈도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 다. 분석 기간 동

안 로그램에서 실제로 사용된 상자막 수를 분석함

으로써, 출연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해 출

연진의 별명을 그 로 반복 으로 사용하는 흥미유발

형 자막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연진에 따라 

상자막이 사용된 빈도수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나는 

을 통해, 제작진이 로그램에 의도 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은 기존에 인지도

가 거의 없는 일반인에 가깝기 때문에 명확한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렸고, 방송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캐릭터가 구축되면서 별명이 서서히 생성되는 양

상을 띤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출연진을 

심으로 별명이 구축되었는데, 에네스 카야의 경우 한국

인보다 좀 더 보수 인 이미지를 보인다는 에서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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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유생’이라는 별명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제작진은 

상자막을 통해 다른 출연진들에 비해 더 많이(81번) 

에네스 카야의 별명을 자막으로 제시하 고, 이 과정을 

통해 에네스 카야의 이미지가 자막을 통해 재구축되었

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IV. 시청자 블로그 텍스트 마이닝 

1. 연구방법
<연구가설 2>는 TV 능 로그램의 자막이 시청자

가 출연진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미치는 

향력에 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동일 

기간(2014년 7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네이버 블로그

에 개인 시청자가 올린 을 텍스톰[39]이 제공하는 텍

스트 마이닝(text mining)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용을 

수집하 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흥미유발형 자막이 시

청자들에게 수용된 방식을 살펴보기 해 키워드 빈도

와 네트워크 시각화(visualiz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3]은 블로그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과 네트워크 

분석 과정을 보여 다. 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한 뒤, “검색어”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포함할 단어를 정하고 ‘검색어 결합’ 기능을 이

용해 추가 검색할 내용을 검색하 다. “검색어”에 포함

할 단어는 인물의 이름과 별명으로 설정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집된 네이버 블로그의 인물별 텍스트에

서 조사, 부사 등 의미 없는 단어를 제외한 키워드만을 

추출하 다. 이때 인물별 키워드의 빈도수가 도출되었

다. 이러한 키워드는 같은 블로그 포스트에 공동 출

(co-occurrence)하여 계를 맺게 되며, 이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의 기 자료가 된다. 이러한 키워드 네트

워크의 시각화는 사이람[40]이 제공하는 넷마이

(Netminer)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시각화된 키워드 네트워크의 의미를 악하여 

인물별로 실제 흥미유발형 자막의 내용이 시청자의 블

로그에 반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결과

으로 자막이 시청자의 출연진에 한 이미지 형성에 

미친 향력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림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2. 텍스트 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난 인물별 별명과 특징을 기 으로 캐

릭터 구축  강화를 해 사용된 자막과 시청자들의 

출연진에 한 이미지 평가 간의 계성을 악하기 

해 키워드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시도하 다. 그림에 있

어서 공통 으로 노드(nodes)의 크기는 빈도수에, 링크

(links)의 굵기는 블로그 텍스트별 공동출 의 횟수

(frequency)에 비례하도록 시각화하 다. 11명의 출연

진 , [표 3]에 근거하여 상자막의 빈도수가 높은 8

명(에네스 카야, 타일러 라쉬, 리안 퀸타르트, 알베르

토 몬디, 샘 오취리, 장 안, 다니엘 스 스, 기욤 패트

리)을 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하여 제

시하 다. 

[그림 4]는 에네스 카야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 다. 에네스 카야의 경우, ‘한국말’, ‘유생’, 

‘한국인보다’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출 하고 있다. 

‘한국말’ 키워드를 심으로 ‘보수 인’, ‘조선시 ’ 등 

[표 2]에 나타난 바 로, 캐릭터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련된 이미지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과 같이, 상자막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터키유

생’, ‘유생’ 이라는 별명도 수용자들에게 빈번하게 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에네스 카야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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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같이, 타일러 라쉬의 경우 [표 2]에 나타난 

‘똘똘이’와 ‘척척박사’ 등의 키워드는 물론 별명과 부합

하는 ‘ 한’. ‘똘망똘망한’, “스머 ” 등의 다양한 표

으로 주어진 이미지가 재진술되어 나타났다. 자막이 제

공하고 있는 개인  사항으로서 명문 학교 재학과 

련된 “서울 ”, “명문 ” 등의 주제어가 련되어 시청

자의 블로그에 언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타일러 라쉬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6]는 리안 퀸타르트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

화를 보여 다. 리안 퀸타르드의 경우, 자막을 통해 

“오리”와 “수다쟁이”의 별명으로 불리며 벨기에가 원조

라고 우기는 이미지를 형성한 바 있다[표 2]. 네트워크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막에서 빈번하게 활용된 단어

들은 부모님의 펜션 운 과 같은 개인  사항도 반 되

었다. 

그림 6. 줄리안 퀸타르트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7]과 같이, 알베르토 몬디의 경우에도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차장”, “연애타짜” 등의 별명이 

시청자의 블로그에 반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알베

르도 몬디의 습 인 한국어 표  “욥”과 “자동차” 

련 개인 신상에 한 사항을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발결

할 수 있다.

 

그림 7. 알베르토 몬디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8]은 샘 오취리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다. 샘 오취리의 경우, 자막에서 주로 활용

된 “재간둥이”가 그 로 시청자의 블로그 텍스트에 사

용되고 있다[표 2]. 개인  사항으로서 “약탈의 민족”이

라는 게임 고와 련한 단어가 그의 키워드 네트워크

에 출 하 다.

그림 8. 샘 오취리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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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와 같이, 장 안의 경우, 순정남으로서 “ 륙

남”, “짱 안” 등의 별명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었는

데[표 2], 그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도 “ 륙의”, “ 륙

남”, “ 륙남자” 등의 다양한 표 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언어 습 인 “그러구나”가 키워드 네트워

크에서 다른 단어들과 빈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9. 장위안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10]과 같이, 다니엘 스 스의 경우, “어린이”라

는 별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막을 통해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형성한 바 있으며[표 2], 이는 네트워크에서 

“어린”, “어린이” 등의 단어로 반 되었다. 추가 으로 

네트워크에는 개인  사항인 “타투이스트”, “태권도”와 

호주 스 스의 임말인 “호순욱”이 출 하고 있다. 

그림 10. 다니엘 스눅스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11]과 같이, 기욤 패트리의 경우, 자막에서 주로 

활용된 “소고기욤”, “한국어 꿈나무”이라는 별명에 나

타난 바와 같이[표 2], 네트워크에서는 “한우”, “소고

기”, “고기”, “고기욤”, “한국어”, “꿈나무” 등의 단어가 

등장하 다. 한 직 로게이머 다는 개인  사항

으로 인해, 국내 로게이머인 “홍진호”와 함께 언 되

기도 하 다. 

그림 11. 기욤 패트리 키워드 네트워크

블로그 텍스트에 한 분석을 통해, 로그램에서 제

작진이 반복 으로 자막을 사용함에 따라 출연진의 별

명 로 시청자는 출연진을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며 확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V 능 로그램의 

자막이 시청자가 출연진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텔 비 은 시청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체로

서 방송 화면에는 출연진의 외모, 소품 등 시각  화면

과 출연진들의 발화, 음향효과 등의 청각  정보가 복

합 으로 제공된다. 기 자막은 동시다발 으로 발생

하는 다양한 정보의 이해를 돕기 한 보조 인 자료로

써 뉴스·시사 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1990년 

반 이후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해 오락 로그

램에 등장하 고, 2000년  국내 지상  오락 로그램

의 가장 큰 구성 인 변화로써 제작진은 자막 효과에 

크게 치 하며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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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그램 내에서 요한 역할을 하여 이제

는 자막 없이 방 되는 오락 로그램은 시청할 수 없는 

방송 환경에서, 특히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흥미유발

형 자막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

로 받아들여지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내용분석과 네

트워크분석 방법을 병행한 연구 결과, <비정상회담>에

서 사용된 흥미유발형 자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4년 7월 7일부터 12월 1

일까지 방 된 상물 총 22회  14회분 상물을 분

석한 결과, 체 자막  연출자와 제작진의 의도가 개

입된 흥미유발형 자막은 평균 16.8%로 매회 균등한 비

율로 사용되고 있다. 이 수치는 <비정상회담>이 출연

진의 발화를 심으로 한 토크쇼이기에 자막 사용이 많

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더라도, 제작진의 의도가 개

입된 자막이 체 분 기 유도에 향을 끼치는 정도를 

악해볼 때 시청자에게 상당히 높은 향을  수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제작진은 시청자가 출연진에 해 인식하고 평

가를 내리기 , 그들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치는 의도 인 자막을 반복 으로 달하고 있

다.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은 총 14명으로, 상 으

로 구성원이 많이 등장하는 능 로그램  하나인데, 

이러한 다수의 출연진이 등장하는 로그램에서 제작

진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생략하고 강조하여 허구

인 캐릭터를 재탄생시킨다[17]. 제작진의 주 이 반

된 의도 인 자막을 통해 제작진은 출연진의 생각, 표

정 등 상황을 의도 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한 시청자에게 반복 으로 출연진의 이미지를 형성·강

화하는 자막을 달하여 제작진의 의도에 맞게 출연진

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 <비

정상회담>의 제작진은 11명의 각국 표에 하여 특

징 인 이미지와 별명을 붙이고, 특히 상자막의 형태

로 특정 인물의 별명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셋째,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자막은 시청자가 출연

진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시청자가 자발 으로 온라인상에 남기

는 텍스트인 블로그를 분석한 결과, 제작진이 로그램

에서 자막의 형태로 특정 인물의 별명을 반복 으로 언

함에 따라, 시청자는 이를 인지하고 실제로 각 인물

들을 평가할 때, 출연진의 별명을 기억하고 그 로 사

용하고 있다는 이 드러났다. 즉, TV 능 로그램의 

자막이 시청자가 출연진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향

을 미친다는 이 확인되었다. 시청자는 <비정상회담>

의 출연진에 해 자막에서 빈번하게 활용된 단어로써 

그들을 기술하고, 다양한 표 으로 방송에서 주어진 이

미지가 재진술되어 나타나며 이미지의 확장이 일어났

다. 인물들의 개인 인 사항도 반 되어 그  텔 비  

상물로 달되는 멀리 있는 상이 아니라, 개인 인 

삶이 부각되어 개인 신상에 한 사항이 인물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발견되었다. 로그램에서 제작진이 반

복 으로 자막을 사용함에 따라 출연진의 별명 로 시

청자는 출연진을 기억하고 이와 연 된 이미지로 확장

되어 출연진에 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자막에 나

타난 이미지가 수용자가 출연진을 인식하는 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해, 네이버 블로그에 나타난 

출연진에 한 단어 빈도수를 보여주는 별표를 첨부하

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 내용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심화하 다.  

본 연구는 에네스 카야라는 인물의 비도덕 인 행동

에 한 논란  로그램 하차라는 일련의 사건을 바

라보며 어떠한 과정에 의해 무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심의 심에 치하게 되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

다. <비정상회담> 로그램에서 ‘터키’의 표로 출연

한 에네스 카야는 “터키유생”이라는 별명을 타이틀

(title)로 내걸으며 고지식하고 보수 이며 가정 인 이

미지로 표 되었다. 하지만 로그램에서 구축된 이미

지와 달리 유부남인 신분으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혼사실을 숨긴 채, 여러 여성들에게 불건 하게 

근하 다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지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 소식을 한 시청자들은 로그

램에서의 에네스 카야의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에 한 

괴리에 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성토하며 즉각 그의 

퇴진을 요구했다.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스크린에 방

되는 인물의 모습이 실제를 반 하고 재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TV 속 등장인물들의 실제 모습

과는 상 없이 미디어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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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로그램 내에서 에네스 카야가 말투와 행동에서 

보수 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은 간과할 수 없지

만, ‘궁서체’로 반복해서 방 되는 상자막은 그를 한

국인보다 더 보수 인 가상의 이미지를 형성되는 데 

향을 주었다. 한 인물의 총체 인 이미지(generic 

image)는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 인 

특징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이다[41]. 상의제설정이론

이 설명하는 바 로, 제작진의 연출과 의도에 의해 생

성된 자막은 시청자가 출연진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

는 데 큰 향을 미쳤고, 그 결과물로써 에네스 카야에 

한 특정 이미지가 구체화되었다.   

재 국내 능 로그램에서의 자막은 로그램의 

특성을 살리고 시청자에게 로그램에 한 충성심( , 

재 시청)을 높이고 정 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정

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에네스 카야의 논란사태처

럼 제작자의 주 인 이 포함된 의도 인 자막은 

때로는 왜곡된 사실을 달하여 시청자의 이해와 해석

에 부정 인 효과를 남길 수 있다[15]. 이에 따라 

재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자막의 부

정 인 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진은 좀 더 신

해질 필요가 있다. 시청자들 한 무분별하게 상으로 

달되어지는 자막 정보에 해 수동 인 태도를 지양

하고, 출연진들의 특성을 찰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사용하여 객 인 통찰력을 

견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구 상으로 JTBC의 특정 로그램을 

심으로 흥미유발형 자막의 빈도  특성을 분석하고, 

네이버 블로그의 텍스트들만을 상으로 했다는 에

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출연진에 한 

수용자의 인식에 자막이 향을 주었다는 은 확인하

으나, 어떠한 과정에 의해 출연진의 캐릭터가 형성되

었는지에 한 기제(mechanism)을 설명하기에는 부족

하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능 로

그램에서 제작진의 의도가 담긴 흥미유발형 자막의 특

성과, 시청자의 출연진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에 

해 다각 으로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추

후 출연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흥미

유발형 자막이 로그램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

리고 블로그 텍스트를 넘어서 연구 상을 확 하여 좀 

더 보완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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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네이버 블로그에 언급된 출연진의 주요 단어 빈도수 
에네스카야 타일러 라쉬 줄리안 퀸타르트 알베르토 몬디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한국말 49 미국 67 벨기에 94 몬디 66
잘하는 15 진짜 34 대표 35 이탈리아 62
한국인보다 15 너무 29 오리 18 알차장 34
유생 14 정말 26 좋아하는 12 사랑하는 14
한국인 13 한국어 25 제일 10 자동차 9
같은 12 미국대표 22 예능 9 욥 8
결혼 12 똘똘이 20 벨기에의 7 좋아욥 5
잘하고 12 한국 16 펜션 7 연애 4
형제의 11 서울대 14 방송 6
터키대표 10 스머프 13 외국인 6
보수적인 9 한국에 11 출연 6
터키유생 9 척척박사 10 가수 5
곽막희 7 똑똑한 9 원조 3
조선시대 7 예능 8 부모님 2
세월호 6 외국인 6
유창한 6 글로벌 5
광고를 5 잘하는 5
대박 5 한국인보다 5
대세 5 똘망똘망한 4
실력으로 5 명문대 4

샘 오취리 장위안 다니엘 스눅스 기욤 패트리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가나 59 중국 60 호주 337 캐나다 66
약탈의민족 21 중국대표 29 대표 59 대표 34
대표 20 대륙의 19 모델 21 프로게이머 21
예능 16 아나운서 19 태권도 21 한우 21
유행어 13 중국어 19 예능 18 한국 16
모델 12 앞머리 14 타투이스트 18 한국어 14
광고 10 중국에서 13 호순욱 14 방송 13
SNG게임 4 함께 13 남자 9 예능 13
진행 4 한국 11 타투 9 고기용 10
재간둥이 1 대륙남 9 한국 9 캐나다대표 10

짱위안 6 문신이 8 고기 5
대륙남자 6 어린이 7 소고기 5
사랑하는 6 섬세한 4 한글 5
훈남 6 어린 4 홍진호 4
그러구나 5 한국인 3 귀요미 3
예능 5 자유분방한 2 꿈나무 2
오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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