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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뉴스의 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정보화시 에 TV뉴스의 상제작 분야는 다매체 다채  디지털방

식 등 첨단 기술로 끊임없이 진보되어 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 하는 첨단 방송장비들과 새로운 표  

기법들은 오랫동안 방송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황스럽게 한다. 상제작방식은 변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실감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상정보를 수용하려는 시청자들은 이런 변화들을 오히려 반겼을 것

이다. 그 동안 통  념으로 상표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TV뉴스 상에서는 이미지 리 라인

을 용한 표 방식이 있었다. 수용자에게 이제 통 인 상표 은 TV뉴스 속에서 요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되어가는 시  흐름에 상표  방식도 변화를 가져왔고 상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보완 을 만들어 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제작 방식도 시  흐름에 

따르지 않고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TV뉴스 상의 이미지 리 라인을 확  해석해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 의 상은 오직 비디오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틀어 정의

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리 라인의 개념도 상제작에 확  해석하고 용해서 수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바른 TV뉴스 상을 수용자 뿐 아니라 제작자들에게도 인식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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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ese information age when the importance of news is of particular emphasis, the field of 
image-production for the news are being made rapid progressive by high-tech like multi-media, 
multi-channel digital system. Even experts who have engaged in the work of broadcasting in 
th field for a long time are perplexed with rapid development in Broadcasting equipments and 
expression techniques. The field of TV is characterized by the speed of change and the desire 
of viewers for new and interesting video images. The image expression system applying image 
line has ever existed as one of conventional image expression methods. Obsolete and old image 
expressions are paling into significance for viewers who want to access more information in a 
short time. but The change of image expression systems due to the progressive stream of time 
has forced existing imaginary to be changed constantly to accommodate the changing interests 
and expectations of the viewers. Therefore, in this treatise, we need a broad interpretation about 
the direction of this imaginary line for TV news image in that existing systems of image 
producing haven’t also been changed and adapted to the stream of time. In these days, image 
is defined as not only video, but also audio. also We need to reduce the confusion concerning 
the imaginary line and contribute to a correct understanding images of TV news for not only 
customers but also producer by exten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imaginary line to image 
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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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뉴스는 태 부터 존재해 왔으며, 지역과 민족과 시기

에 따라 그리고 뉴스 달매체에 따라 그 요성이 달

리 취 되어 왔다. 선사시 에는 구 으로, 역사시  이

후부터는 문자와 활자를 통했고, 20세기 이후에는 

매체와 상매체를 이용했으며, 최근에는 뉴미디어에 

의해서 뉴스 정보가 달되고 있다. TV뉴스는 상에 

힘입어 인쇄매체를 능가한 강력한 리즘으로 자리

를 지키고 있으며 상매체들은 미디어의 진보된 기술

발 으로 TV의 역할과 기능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

다. 특히 TV뉴스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막 한 

향력을 발휘하며 미래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고하

고 있다. 그 변화 에서도 TV 상의 시각  흐름과 

화면의 변화를 주도해왔던 상표 의 기법인 이미지

리 라인(Imaginary Line)의 법칙도 외일수는 없다. 

단순히 촬 과 상편집에서 다루기보다는 상의 구

성요소간의 합목 으로 확  해석하여 용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다. TV뉴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어

․시각 ․청각  기호를 구성함으로써 의미를 창출

한다[3]. 최근에는 정통 ‘뉴스’의 에서 보면 ‘뉴스’라

고 할 수 없는 격 인 로그램들이 새로운 뉴스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컨  YTN의 ‘돌

발 상’을 비롯해 CBS의 ‘노컷뉴스’ 등 과 같은 뉴스

상은 차 시청자들의 길을 끌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상은 뉴스가 사

회  실을 반 하는 구성방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90년  이후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뉴스 로그램에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달자인 매체로부터의 ‘공 ’보다는 달자와 수용자

간의 ‘공유’로, ‘문자’ 심에서 ‘ 상’으로, ‘사실’의 평면

성과 보수성에서 ‘ ’이 반 된 ‘스펙터클’로 뉴스의 

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3]. 그동안 TV뉴스

는 사회 인 환경 속에서 시청자의 반응 혹은 수용자의 

의식에 한 실험조사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TV의 

상 표  확 해석에 따른 인식조사나 실험이 상 으

로 었다. 본 논문에서는 TV뉴스 상에서 이미지

리 라인의 역을 확  용해야 되는 필요성에 하여 

고찰해 보고 상제작에 용되어야 한는 새로운 방안

에 해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KBS, MBC, YTN의 뉴스 상을 

상으로 하여 조사하 으며 수용자에 한 시청형태 분

석은 본인이 소속된 MBC TV뉴스 로그램을 상으

로 한정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 이고, Ⅱ장에서는 선행연구로 이론  배경과 문제

을 제기하 고, Ⅲ장에서는 이미지 리 라인의 구성

요소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확 용 역을 제시

하 으며, Ⅳ장은 MBC 홍보심의국 시청자센터의 설문

자료를 인용하여 이미지 리 라인에 한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에 한 실증 인 연구를 시도 하

으며, Ⅴ장은 결론을 맺었다. 

Ⅱ. 이론적 배경과 문제 제기

1. 이미지와 이미지너리 라인의 이해

1.1 이미지의 이해 

우리가 일상 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념은 일반

으로 상, 심상, 상 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떠한 

상에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에 한 ‘주

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홀스티(Holsti)는 이

미지를 상이나 사실 는 상태에 한 개인의 인지, 

상이나 상태에 한 선의, 호의, 의 등과 같은 가치

평가 그리고 그 상에 귀결되거나 그로부터 추출되는 

의미 등 세 가지 속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1].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  

상을 가리키며 주로 시각 인 것을 변한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규정하는 이미지는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환

경에 한 상징, 혹은 애 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이

미 받아들여진 정신  표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보

울딩(Boulding)은 이미지와 행동의 련성을 요시했

는데, 그는 행동이 이미지에 의존하여 커뮤니 이션 메

시지는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수정,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겪은 경

험의 종합 인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다[2].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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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의 경험은 TV 상 메시지에 의한 간 인 

경험형태로 정보를 얻는 기능을 시하는 것이며 감정

 요소를 근거로 해서 결과  반응을 나타낸다[1]. 다

른 어떤 매체로도 표  달이 불가능한 실  메시지

를 시각화시킴으로써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것[2] 그것이 상의 필요성과 

존재성이다.

1.2 이미지너리 라인의 이해

이미지는 추상 인 개념으로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하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상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지 않게 제작하는 효과

이고 보편 인 원칙을 구상한 것이 '이미지 리 라인'

의 법칙인 것이다. 이미지 리 라인의 개념은 의개념

과 의의 개념으로 나  수 있다. 의의 개념은 주로 

상에서 표 되는 인물간의 시선 혹은 동선의 축을 가

상의 선으로 이은 것을 의미한다. 인물의 시선이 연속

되는 두 화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이 일

되게 유지되어 혼란이 없어야 한다. 이를 3일치( 치, 

외 , 이동방향)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카메라

의 치 계에서만 악하는 것은 무 지나친 의의 

개념으로 본다[3]. 의의 개념으로 이미지 리 라인이

란 사람들의 보편 인 가치 이나 해석 기 에 부합하

는 상이미지라고 규정된다. 인간은 구나 자신이 인

식하는 실세계가 있어 이와 부합되는 상황에서는 거

부감이 없는 반면 그 지 않을 경우 이미지상의 혼돈을 

가져온다. 상도 마찬가지다[4].

2. TV뉴스영상 이미지너리 라인의 문제제기 

2.1 이미지너리 라인 확대 적용 이유

일 이 Wilbur Schramm은 인간들이 매스미디어를 

하는 주된 이유에 해 미디어가 내보내는 내용을 

통해 즉각 이거나 지연 인 보상을 추구하기 해서

라는 보상설(The Reward Theory)로 설명한바 있다 

한 Klapper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하는 이유는 그 내

용을 통해 기존의 태도를 환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닌 

가치 을 확인하거나 보상하기 해서라고 하 다[6]. 

보상은 보편  가치 이나 해석기 에 부합하는 상

을 통해 일차 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간주한다, 상

을 하는 수용자들은 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상받

으려하며 그 보상은 기존의 자신의 지각체계를 환시

켜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보강하는 수

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보상은 

보편  가치 이나 해석 기 에 부합하는 상을 통해

서 일차 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간주한다. 상구성의 

목 은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를 조화시켜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있다[4]. 

이미지 리 라인의 용방식을 촬 차원을 넘어서 

상 속에 내재된 요소들을 조화롭게 계를 유지하며 

수용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상을 달할 것인가에 기

을 두어야 한다. 상의 구성요소간의 합성으로 시

, 사회  상황과의 부합성과 같은 상의 외  요

소와 감각  요소까지도 확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2 문제제기 

TV뉴스 상 제작자들은 시청률에 해서는 직․간

 압력을 받아왔으며 화면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 행처럼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한 문제 들은 제작 장에 있는 인

력들은 부분 인지하고 있다. 뉴스 상에서 화면구성

은 잘 된 상은 수용자들에게 정보 공유의 일치감을 

주고 정신  보상을 주며 상호간에 공감하는 사색의 즐

거움으로 리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잘못 된 

상구성은 정서 으로 스트 스를 주게 된다. 그런데 

부분 상 제작자들은 카메라 구도를 통한 상이나 

흥미유발의 요소에만 역 을 두고 제작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런 경우를 상의 오류라고 지 하며 ‘이미지 리 

라인에서 벗어나는 상구성[4]이라고 한다. 상구성

에서 확  용할 역별 요소를 문제제기 한다. 

첫째, 시각성으로 TV뉴스를 시청하면서 수용자는 

상에 해서 신뢰하는가이다.

둘째, 방향성으로 TV뉴스 상을 통해 수용자가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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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으로 지시나 암시 강조에 동감하는가이다.

셋째, 공간성으로 화면구성 내에서 부각과 소멸, 찬반 

립구도에서 화면분할과 시간 배분이 공정한가이다.

넷째, 음향성으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결합되어 송출 

될 때 오디오에 한 요소가 수용자에게 거부감 없이 

만족하는가이다.  

그동안 TV뉴스 상은 화면에 나타난 자연의 형태

로 소홀히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 시각 기능을 지배하는 문제로서 더 세심하게 이미지

리 라인을 규정해 둘 필요성이 있으며, 여러 형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숙지하여 수용자가 어떤 의미

로 해석할 것인지를 사용 매체에 따라서 구분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Ⅲ. 이미지너리 라인의 확대 적용

1. 이미지너리 라인 활용의 실제

실 으로 이미지 리 라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상뿐만 아니라 소설, 산문, 심지어 컴퓨

터 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일정한 형식과 작법에 활용

되고 있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방송 

리즘은 사회 반에 지침서가 될 만한 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 하다는 의견과 안 성을 확

보하기 해서는 수입하는 기 을 더 엄격하게 용하

여 특정 험물질 부 를 제거해야 한다고 답변했던 내

용이다. [그림 1][그림 2][그림 3]의 로 봤을 때 TV뉴

스 상은 수용자들에게 진실 공방의 혼돈상태로 돌입

하게 하 고 많은 장을 불러 일으켰다. 뉴스 상은 

잘못 표 될 경우 수용자들에게 공통 으로 여론화 되

어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첨단 디지털 방송장비의 발달과 새로운 상

역으로 부상한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화려한 자

막들은 종 과는 다른 새로운 화면을 창조해 내고 있다

[그림 4]. 

TV에서 상은 오직 비디오만을 주장하지 않으며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틀어서 정의되고 있다[1]. 이미지

리 라인은 음성요소까지 확  용되고 계를 유지

해 나가면서 TV뉴스 상의 수많은 상표 기법들을 

나열시키고 배분한다. 이미지 리 라인의 상식에서 벗

어나서 확 용 상표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2008.6.24.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찬성)

그림 2. 5월 13일 KBS 시사기획 쌈 (반대)

그림 3. KBS 이후락 먹거리전문PD. daum

 

그림 4. CG를 활용한 MBC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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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 적용 구성요소

2.1 시각성(Visual Angle)

의의 시각성은 기본 으로는 피사체에 한 카메

라의 촬  치와 카메라가 바라보는 상과의 시선 처

리를 말한다. TV화면에서 화 상 가 움직이는 경우 

수용자의 시선은 당연히 그 움직임을 따라간다[그림 5].

그림 5. 카메라 촬영 배치 구성도

(a)

(b)

그림 6. 이미지너리 라인 비교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a)는 카메라의 치 계를 

일치시켜 화자가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연결 컷이 이

루어진 경우이고 (b)는 사람이 이야기 한 컷과 듣고 있

는 사람이 등을 보는 듯하다. 이처럼 의의 이미지

리 라인은 시청자의 시각  혼란을 막기 하여 지켜져

야 할 심상의 선이다. 의의 개념으로는 이 심상의 선

은 인간 으로 구나 자신이 인식하는 실세계가 있

어 이와 부합되는 상황에는 거부감이 없는 반면 그 지 

않을 경우 혼돈을 가져온다. 자신이 원하는 반응과 무

한 리액션(Reaction)에는 쉽게 동감하지 않는다. 동

감하지 않는 빈도가 높으면 수용자는 그 상은 이미지

리 라인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4]. 동감은 

어떤 견해나 의견에 생각이 같음. 는 그 생각으로 공

통된 믿음을 뜻한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

는 마음. 즉 신뢰감이다. TV뉴스 상을 단순한 시각  

차원을 넘어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2.2 방향성(A direction)

의의 방향성은 TV화면 속에서 카메라를 통해 방

향을 지시하거나 암시하고 강조하여 표 할 때 촬 하

는 상을 심으로 카메라가 어느 방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360° 방법이 있다. 화면은 출연자가 어

느 곳을 바라보는가를 나타낸 방향성 상이다[그림 7].

그림 7. 지시 암시 강조 표현인 방향성 화면

의의 방향성 이미지 리 라인으로는 카메라를 통

한 지시나 암시뿐만 아니라 강조하여 표 할 때 제작자

와 수용자의 인식에서 뉴스 내용이 진실함이다. 즉 미

디어의 역할로 달하려는 뉴스 내용과 상이 맞는가

를 묵시 으로 단하는 기 의 이미지 리 라인이다. 

수용자 입장에서 단은 상의 진실함에 있다.

그림 8. 2008. 7. 5 중앙일보 연출된 쇠고기 사진

KBS, MBC, SBS, YTN 등 모든 공  방송사에서 

앙일보의 연출된 사진에 해 보도한바 있다[그림 8]. 

이러한 상은 제작자와 수용자에서 이미지 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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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괴된 혼돈의 상태로 정의 된다. 술  진실은 비

록 불가능한 가상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더라도 그 내용

에 한 묵시 인 동조를 이끌어 내는 진실을 말한다

[4]. 제작자와 수용자의 경험  념에 일치하지 못한 

상이 표 될 경우 수용자들은 뉴스를 외면하며 많은 

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뉴스 상이 제작자와 수용

자의 인식 방향에서 일치할 때 효과는 극 화가 된다.

2.3 공간성(Space)

의의 공간성 이미지 리 라인은 TV화면에 여러 

상 인물들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로 등장하고, 이들 

간에 일정한 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미지 리 라인

을 유지하면서 이를 표 할 수 있다. 이때 일정한 방향

으로 옮겨가면서 촬 되어지는 상의 공간이다[그림 9].

 

그림 9. 촛불집회 근접화면과 옥탑화면

 다른 공간성은 카메라의 시선과 촬  각도에 의해 

화면 속의 주제와 계하지 않는 빈 공간의 화면을 일

정하게 남겨 놓아야 한다[그림10]. 화면의 앙선을 기

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 어 화면 속에 남겨놓은 공간

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상 편, 는 다음 장면의 이미

지에 향을 다는 것이다[8].

 

그림 10. 다음영상에 영향을 주는 공간구성

의의 공간성 이미지 리 라인은 공정함이 근본이

다. 즉 찬반의 립구도의 공정한 화면 분할과 시간의 

공정한 배분이다. 이미지 리 라인의 공간성은 [그림 

11] [그림 12][그림 13]에서 보여주듯이 흘러가는 상

에서 치와 각도에 따라 여러 형태의 상을 연출할 

수 있으며 [그림 14]처럼 화면 속에 있는 상물을 상

을 통해 수용자에게 내용 부각시키기도 하고 축소하고 

상을 소멸시키기도 한다. 찬반 양쪽 상 의 시선과 

일치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간의 크기와 시간까지 공정

하게 조 해야 한다.

그림 11. 앵커의 뉴스센터

그림 12. 뉴스센터와 현장화면 DVE

그림 13. 화면속의 카메라 위치와 각도

 

그림 14. 대상의 부각과 소멸 확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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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향성(Acoustic)

의의 개념에서 상은 비디오 요소로만 국한되었

다. 의의 개념으로 용한 이미지 리 라인은 비디오

 요소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상이란 비디오와 

오디오  요소의 결합이다. 뉴스 상에서 같은 내용을 

달하고자 할 때 음향과 음성의 톤에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오디오가 이미지 리 라인을 벗어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 노이즈가 무 심하다든지 소리의 강약 고 가 

불규칙한 경우 배경음악이 의도 이지 않은 상태에서 

컷 인 아웃 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상처리 후반작업

시 녹음한 상에서 오디오  요소가 화면상의 주변 환

경과 맞지 않다거나 립싱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역시 이미지 리 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4]. 

Ⅳ. 이미지너리 라인의 확대적용 실증

“뉴스란 평범한 인간에게 만족과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라고 Chiltion R. Bush는 정의 했으며, 

Mitchell V. Charnley는 “뉴스란 상당한 수의 사람에게 

요하다든지 혹은 흥미로운 사실이나 의견의 시의  

보도”라고 했다. 뉴스는 수용자를 한 정보제공 서비

스이다. 여기서 TV뉴스의 이미지 리 라인은 제작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식에 한 문제 이다. 

MBC 홍보심의국 시청자센터에서 2007년 3월 26일에

서 4월 8일까지 14일간 유효표본 597명과 2008년 4월 

25일에서 5월 7일까지 13일간 538명을 상으로 2차례 

웹 리서치에 의뢰하여 뉴스에 한 시청자의 인식조사

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시각성, 방향

성, 공간성, 음향성에 해 이미지 리 라인을 용하여 

분석하고 확  용할 실증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시각성 이미지 리 라인은 뉴스를 수용자 심

으로 심상의 심도에서 상의 신뢰성으로 본다. [표 

1]은 수용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매체에 한 질문이다. 

수용자는 매체별로 표 된 뉴스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

냐 한 매체별로는 어떤 매체를 많이 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호 매체로는 TV뉴스이고 그 이유는 신뢰

감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총 

응답자 597명  451명(75%)이 ‘TV 뉴스’, ‘신문’ 67명

(12%), ‘인터넷’ 58명(9%) 순으로 응답했다. ‘라디오 뉴

스’와 ‘ 이블 TV’ 등으로부터 얻는 뉴스에 한 신뢰

도는 각각 2%로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 다.

이블TV와 지상  TV의 신뢰도에서 TV뉴스가 높

게 나타난 것은 수용자입장에서 그동안의 경험  신뢰

성 인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뉴스 상은 객 인 

상을 담아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취재해야 할 내

용과 상을 정확히 악해야 함은 물론 취재목 을 충

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취재원의 성향과 응방

안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욱 신뢰감이 증가된다고 본다. 이것이 카메라 촬 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 인 상론이다[9].

표 1. 매체별 뉴스 신뢰도 (출처: MBC뉴스에 관한 인식조

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12%

75%

2% 2%

9%

신문 TV 뉴스 라디오 뉴스 케이블 TV 인터넷

※소수점 이하 생략

둘째, 방향성 이미지 리 라인은 수  높은 수용자 

자들에게 암시와 지시와 비 을 묵시 으로 달하려

는 뉴스 상을 엄선하여 정확하게 표 해야 한다. 

[표 2]는 수용자들은 ‘좋은 뉴스’의 조건으로 ‘정확한 

보도’(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종합 인 보

도’(37%), ‘권력을 감시하고 비 하는 보도’(6%), ‘사실

과 함께 논평이 가미된 보도’(10%) 등의 순으로 응답했

다. ‘사회  반향이 큰 보도’(2%)와 ‘특종 보도’(0%) 등

이 ‘좋은 뉴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상에서 방향성 이미지

리 라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때 수용자들은 오

해를 불러 온다. MBC 뉴스의 특화된 은 ‘심충취재와 

빠르고 정확한 보도’ 라고 설문 응답자  무응답 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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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388명이 응답해주었다.

표 2. 시청자 인식의 좋은 뉴스 조건 (출처: MBC뉴스에 관

한 인식조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단위: 명)

구분 남 여 합계
정확한 보도 103(17%) 167(28%) 270(45%)

사회적 반향이 큰 보도 6(1%) 7(1%) 13(2%)

사실과 논평이 가미된 보도 19(3%) 40(7%) 59(10%)

종합적인 보도 76(13%) 142(24%) 218(37%)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
23(4%) 11(2%) 34(6%)

특종보도 2(0%) 1(0%) 3(0%)

합계 229(38%) 368(62%) 597(100%)

※소수점 이하 생략

셋째, 공간성 이미지 리 라인이다. 이는 편견을 버리

고 공정한 뉴스로 정리할 수 있다. 제작자와 수용자사

이에서 공정성과 편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TV뉴스 

상은 사회에 많은 문제 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방

송사별 뉴스의 공정성에 한 시청자들의 인식은 

‘MBC 뉴스’가 239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잘 모르겠

다’는 응답도 체의 203명(34%)이나 응답했다. 그 다

음으로 ‘KBS 뉴스’(12%), ‘YTN 뉴스’(10%), ‘SBS 뉴

스’(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방송사별 뉴스의 공정성 (출처: MBC뉴스에 관한 인

식조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단위: 명)

12%

40%

4%

10%

34%

KBS 뉴스 MBC 뉴스 SBS 뉴스 YTN 뉴스(케이블) 잘 모르겠다

※소수점 이하 생략

뉴스 상의 경우는 취재하는 상의 움직임과 이미

지 리 라인의 동작성에서 양쪽 상 의 시선과 일치시

키는 것과 동시에 공간의 크기를 공정하게 조 해야 수

용자의 편견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표 4]는 수용자의 

채 변경 요인으로는 뉴스 내용이 다른 방송에 비해 충

실하지 못해서’ 채  변경, 38% 뉴스를 보면서 채 을 

변경하는 이유  가장 큰 것으로 ‘뉴스 내용이 다른 방

송에 비해 충실하지 못해서’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앞 

로그램에 이어 계속 보기 때문에’ 21%, ‘뉴스 내용이 

다른 방송에 비해 공정하지 못해서’ 18%, ‘뉴스 내용이 

다른 방송에 비해 재미가 없어서’ 16%, ‘그냥 그 방송사

가 싫어서’ 연령별이나 성별 모두 ‘뉴스 내용이 다른 방

송에 비해 충실하지 못해서’를 채  변경의 우선이유로 

선택했다

표 4. 뉴스를 보면서 채널을 변경하는 이유 (출처: MBC뉴

스에 관한 인식조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단위: 명)

구분 남 여 합계

앵커의 진행스타일이 맘에 들지 않아서
5 

(1%)

12 

(2%)

17 

(3%)

뉴스 내용이 다른 방송에 비해 충실하지 못해서
72 

(13%)

133 

(25%)

205 

(38%)

뉴스 내용이 다른 방송에 비해 재미가 없어서
33 

(6%)

53 

(10%)

86 

(16%)

뉴스 내용이 다른 방송에 비해 공정하지 못해서
44 

(8%)

53 

(10%)

97 

(18%)

그냥 그 방송사가 싫어서
8 

(2%)

12 

(2%)

20 

(4%)

앞 프로그램에 이어 계속 보기 때문에
42 

(8%)

71 

(13%)

113 

(21%)

합계
204 

(38%)

334 

(62%)

538

(100%)

※소수점 이하 생략

이러한 실을  계산되지 않고 뉴스 상이 방송

될 때도 있다. 뉴스가 요구하는 주제를 신속하게 악 

하고 어느 곳에 어떤 장면이 편집될 것인가를 장에서 

정확하게 단해서 이미지 리 라인을 어떻게 용하

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뉴스의 상 수용자들에게 더 많

은 기 감과 만족감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표 5. MBC뉴스에서 보도해주길 바라는 것은?(단위: 명)

(출처: MBC뉴스에 관한 인식조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구분 남 여 합계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35(7%) 75(14%) 110(21%)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 63(12%) 115(21%) 178(33%)

사실과 논평이 덧붙여진 보도 17(3%) 30(6%) 47(9%)

공정한 보도 35(6%) 63(12%) 98(18%)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 50(9%) 48(9%) 98(18%)

특종보도 4(1%) 3(0%) 7(1%)

합계 204(38%) 334(62%) 538(100%)

※소수점 이하 생략

그럼 수용자는 어떤 이미지 리 라인을 형성하며 뉴

스를 보고 있을까 즉 뭘 원하는가? [표 5]에서 나타났듯

이 MBC 뉴스에서 보도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체 응

답자의 33%인 178명이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를 꼽았다. 다음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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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환 보도’(18%), ‘권력을 감시하고 비 하는 보

도’(18%), ‘사실과 논평이 덧붙여진 보도’(9%), ‘특종보

도’(1%) 등의 순으로 응답 했다.

그럼 수용자는 어떠한 이미지 리 라인을 생각하며 

TV뉴스를 시청하고 있을까를 분석해 볼 때 [표 6]에서 

와 같았다. 지속 인 고발과 기획기사 통해 사회계도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3% 시청자들은 <MBC 뉴

스>가 시 히 보완해야 할 으로 ‘지속 인 고발과 기

획기사를 통해 사회계도 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가 

228명(43%)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섹션별 

뉴스 보도 등 MBC만의 특색 있는 뉴스 진행이 필요하

다’ 109명(20%), ‘시청자의 생활과 직 인 련이 있

는 뉴스 아이템을 확 해야한다.’ 106명(20%), ‘뉴스 아

이템수를 이고 해설, 분석 등 심충 보도에 주력해야 

한다.’ 50명(9%),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해 뉴스 아이

템을 늘려야 한다.’ 45명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뉴스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 (출처: MBC뉴스에 관

한 인식조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단위: 명) 

구분 남 여 합계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위해뉴스 아이템을 

늘려야 한다

16

(3%)

29 

(5%)

45 

(8%)

뉴스 아이템수를 줄이고 해설, 분석 등 심

층 보도에 주력해야 한다

26 

(5%)

24 

(4%)

50 

(9%)

지속적인 고발과 기획기사를 통해 사회 계도

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90 

(17%)

138 

(26%)

228

(43%)

시청자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뉴

스 아이템을 확대해야 한다

42 

(8%)

64 

(12%)

106

(20%)

섹션별 뉴스 보도 등 MBC만의 특색있는 

뉴스 진행이 필요하다

30 

(5%)

79 

(15%)

109

(20%)

합계
204 

(38%)

334 

(62%)

538

(100%)

※소수점 이하 생략

넷째, 음향성 이미지 리 라인이다.

뉴스 상에서 오디오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 수용자

는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비디오와 오디오는 동반자 

계로 동시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음향의 거슬림

은 수용자의 뉴스 상의 집 도를 떨어뜨리고 만다. 

[표 7]은 재 방송되고 있는 MBC뉴스데스크 남자 앵

커의 장 을 묻는 질문에 39%가 ‘명쾌한 논평과 멘트’

를 가장 우선 꼽았다. 그밖에 ‘친근 친숙한 이미지’ 30%, 

‘ 리한 분석’ 13%, ‘정확한 발음’ 10%, ‘깔끔한 외모’ 

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명쾌한 

논평’을, 여성은 ‘친근 친숙한 이미지’를 선택했다.

여자 앵커의 장 을 묻는 질문에 체 응답자의 56%

가 ‘단호하면서 부드러운 말투’를 꼽았다. 다음으로 ‘친

근 친숙한 이미지’ 18%, ‘깔끔한 외모’ 14%, ‘정확한 발

음’ 8%, ‘겸손한 태도’ 4% 순으로 나타났다. 

TV뉴스 상의 음향성에서 더 바라는 이 있다면 

수용자들은 앵커에 해서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밖에 ‘부담 없고 편안한 분 기로 친근감을 

주는 진행을 하길 바란다.’ 26%, ‘객 인 논평을 해주

길 바란다.’ 23%, ‘신뢰감 가는 목소리와 이미지로 진행

해주길 바란다.’ 17%,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나 표

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부담 없고 편안한 분 기로 친근감을 

주는 진행을 하길 바란다.’를 여성은 ‘ 체로 만족한다.’

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표 7. 뉴스 진행자에게 바라는 점 (출처: MBC뉴스에 관한 

인식조사 홍보심의국시청자센터) (단위: 명)

구분

신뢰감 
가는 
목소리와 
이미지로 
진행해주길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나 
표 을 
사용

객 인 
논평

부담없고 
편안한 
분 기로 
친근감을 
주는 진행

체 으로 
만족

10대 0% 0% 1% 1% 1%

20대 5% 2% 7% 8% 8%

30대 7% 4% 12% 9% 10%

40대이상 5% 1% 4% 8% 8%

※소수점 이하 생략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확  용한 이미지 리 

라인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각성, 방향성, 공간

성, 음향성 요소 이 외에도 사회  상황과 진실에 부합

하는 내면  심상까지 상 외 인 요소까지 포함되어

야 한다. 확  용한 이미지 리 라인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Ⅴ. 결 론

TV뉴스에 확 용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시각성에서는 수용자의 경험  인식으로. 뉴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8 Vol. 8 No. 964

상을 바라보는 진실여부의 신뢰도를 분석했을 때. 선

호 매체로는 TV뉴스가 장 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높았다. 하지만 장 상 진 여부가 취재원

의 주 에 의해 오 될 수 있다. 그래서 취재 장에서 

촬 한 상만을 고려하지 말고 상을 정확히 악해

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취재원의 성향과 응방안

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방향성에서는 수  높은 수용자들은 묵시 으

로 시 상을 간 하고 있음을 악했고. 좋은 뉴스의 

조건으로는 정확한 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 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편 이지 않고 

객 이고 공정한 보도로 시 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을 수용자는 원하고 있었다. 즉 수용자는 어느 편에 

편향되지 않고 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뉴스 상

을 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뉴스 상에서 

방향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정확하고 

충실한 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

었으며 수용자는 좋은 뉴스 조건으로 선택하 다.

셋째, 공간성에서는 부각과 소멸 혹은 찬반 립구도

의 화면에서 편견을 버리고 공정한 시간 배분과 화면 

분할로 정리되었다. 매체별로는 수용자 인식도에서 비

교  MBC뉴스를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근거로는 충실

하게 구성되지 않았을 때 채 은 변경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제작자와 수용자사이에서 공정성과 편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TV뉴스 황색 리즘 등의 사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TV뉴스가 보완해야 할 

으로는 지속 인 고발과 기획기사를 통해 사회계도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 했는데 사회의 갈등

구조에서 잘못된 상을 더 많이 보여주고 지 해서 개

선되기를 수용자는 요구한다고 본다.  

넷째, 음향성에서는 비디오와 오디오는 동반자 계

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자들은 재 뉴스진행

자들을 체 으로 문안하다고 보고 있지만 부담 없고 

편안한 분 기로 친근감 있는 진행을 바랬다. 음향의 

거슬림은 수용자로 하여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맑고 

고운소리는 친근감을 주고 정확한 발음은 신뢰감을 다.

TV뉴스의 상표 방식은 발 을 거듭하며 새로운 

이미지 리 라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상을 구성할 

때는 감각 인 요소들도 더욱 신 을 기하고 책임감 있

게 구성해야 한다. 동시에 뉴스 상은 실세계를 반

하고 재구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 이라도 가공되고 

연출되어서 이미지 리 라인을 오히려 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덧붙여 뉴스 상 제작자들

에게 이 논문이 지침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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