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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different types of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subtitle communications to 

the audienc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nalysis of a reality show which aired and drew much 

attention a few months ago. The title of this TV program was 'Grandpa over Flowers', a reality 

show featuring four renowned elderly actors traveling around Europe together. First of all, the 

function of subtitle is to serve as the constructor of Narrativity in reality shows. In this sense, 

Narrativity is explained in three aspects: the narrative structure of incidents and episodes, the 

fictive embodiment of figures and the creation of narrator. Second, the function of subtitle 

promotes laugh and this attribute supports the so-called 'Redekonstellation' of the audience. 

Although the audience is watching the program alone, subtitles present a pseudo-dialogue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other partners participating simultaneously in the dialog.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subtitle serves a variety of other interesting communication functions, which this paper 

proposes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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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영화나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서 볼 수 있는 자막 Untertitel, 

subtitle 은 영상매체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자막은 무성영화 시절, 음향 음성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자막은 이외에도 외국어 

영화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용도로 쓰였다. 우리나라의 소위 

버라이어티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 텍스트가 등장하게 된 것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게 녹음이 되어 있거나 

출연자들의 발음이 부정확한 이유 등으로 해서 판독이 난해한 경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자막이 이러한 본래적인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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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했던 기간은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이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쳤다. 

오늘날 자막은 더 이상 불분명한 음성 정보를 지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효용과 쓰임이 달라지는 

것은 모든 미디어들에 공통된 특징이지만,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영상자막만큼 짧은 시간에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소통방식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능프로그램에서 특히 많은 자막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자막을 사용하고 있는지, 본고에서는 

기능과 형태 등에서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자막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왜 자막 커뮤니케이션인가 
 

몇 년 전 한 기사에서 ‘무릎팍 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급격한 인기 

상승 요인을 그 프로그램의 자막에 있다고 분석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한 

프로그램의 대중 호응도를 시청률만 가지고 가늠할 수는 없지만, 무릎팍 

도사의 시청률이 그 프로그램의 자막 양식이 변화하면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자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진행자 중 한 명이 그 

날의 초대 손님에게,“이 프로는 녹화할 때에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로 재미가 없으나 나중에 편집해서 나온 걸 보면 놀랄 만큼 

재미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실제 녹화시의 대화 상황과 

그것이 자막과 함께 편집 되어 나올 때 시청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대화 

상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이는 

있는 그대로의 대화 상황이 아니라 조작이 가해진 대화 상황이다. 놀라운 

것은, 그러나 이러한 조작된 대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느끼는 

시청자는 거의 없고,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그 조작된 대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막에 의한 조작을 오히려 더욱 촉진시키는 분위기마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다양한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수용자들은 조작된 실제를 

조작이라 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 수용, 소비되는, 상품화된 대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대화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변화와 발맞추어 한 때 수동적인 대화 상황 소비자였던 수용자들이 이제 

대화 상황의 생산자가 되어 이와 유사한 소통 형태를 실생활에서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 매체 수용자들의 

이러한 인식과 행태 변화는 소통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를 

필요로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 매체 소통이 

더 이상 실제성 혹은 현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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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진 매체적 실제가 아닌가
1
 하는 가설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때로 자막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 ‘속마음’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맥락상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시청자들의 재미있는 반응은, 그 

진위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자막으로 표현되는 상황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출연자의 속마음이나 상황을 대변해 주는 제 3 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고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막을 통한 제 3 자와의 소통을 포함하는 

새로운 소통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 행태는 대중 

매체나 자막을 떠나 실생활 소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Ⅲ. 자막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우리가 흔히 자막이라 부르는 소통은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흔히는 텍스트로 혹은 그림으로, 심지어는 사진과 음향이 포함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러니 자막이란 영상 자료에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텍스트라고 보는 일상적인 이해로는 다양한 자막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담아내기 힘들 수도 있겠다. 다음은 자막에 대한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이다. 

 

자막: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

면에 비추는 글자. 표제나 배역 등장인물의 대화 설명 따위를 보여준다. 

<표준 국어 대사전> 

 

이 정의에서는 자막이 사용되는 매체, 자막의 수용자, 자막의 표현 수단, 

자막에 의해 표현되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자막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사실 자막에 대해 누구나 즉각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면서 동시에 자막 

커뮤니케이션 발전 단계의 어느 지점에서 포괄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을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막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정의로 담아내는 데에 

무리가 따를 만큼 다양하다. 자막이 단순히 영상의 보조적인 장치로, 영상 

정보로 포괄할 수 없는 정보를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도 그리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림 1
2
과 같은 

                                            
1
 리프만은 "미디어는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실상 있는 그대로의 실제라기보다는 

수용자와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매개된 세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Lippmann 1922 참조) 
2
 이‘자막’은 출연자 두 사람이 여행 중 한 방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서 더블 침대를 쓰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글과 그림을 이용해 보다 뚜렷하게 표현하고자 삽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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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예능 프로그램 진행 중 종종 방송 중간에 삽입되는 소위 ‘자막’이지만, 

이러한 자막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의 자막의 개념을 쉽게 벗어나 버린다. 

 

그림 1  

 더블베드? 트윈베드! 할배들은 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떨어져서 자는 게 더 편함 
 

 

아마도 오늘날의 다양화된 자막에 대한 정의는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자막을 수용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목적으로 사용된 광범위한 의미의 텍스트라고 잠정 정의하고 자막을 

통한 제작자와 수용자의 소통을 자막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자 한다. 

 

Ⅳ. 자막의 특성 
 

1. 자막의 형식 

 

방송에서 자막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자막 

제작자와 자막 수용자 모두에게 보다 많은 수고로움, 혹은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자막을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겠으나 사실상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보고 듣는 외에‘읽는’작업까지 

요청 받는 수고로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서 자막이 없는 예능프로그램은 상상하기 힘들다. 

많은 예능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더 이상 시청자들과 소통 한다기보다 다른 

출연자들과 소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입말, 특히 일상어의 특성상 

소통 당사자들 외에는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언어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막은 불분명한 음성, 음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일차적인 사용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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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막의 이러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뛰어 넘는 다양한 사용 양태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자막이 서술자의 역할을 한다든가 시청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등, 기존의 

자막에 대한 이해로는 포괄하기 힘든 기능들이 이에 해당한다. 

 

2. 자막 기능의 변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막은 주화면이 나오고 그 아래나 옆 쪽에 

보조화면이 텍스트로 주어지는 형식일 것이다. 오늘날 예능 프로그램의 많은 

자막은 이 형식을 쉽게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다. 최초의 

자막은 무성영화시대에 시작되었고 그 형식은 오히려 오늘날의 자막처럼, 

주화면의 일부로 편집되지 않고 주화면이나 영상의 일부로서 제공되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최초의 자막 형태는, 당시 불완전한 영상매체의 한정된 

서사성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함께 했다. 예컨대 독일 무성 영화 노스페라투의 

‘자막’인 <그림 2>에서는 당시 영화 기법 상 영상으로 표현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서사적 서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그림 2 

 Lange  habe  ich  über  Beginn  und  Erlöschen des großen Sterbens in meiner Vaterstadt Wisborg  

nachgedacht. Hier  ist  seine Geschichte. Es lebten  in  Wisbor Hutter und seine jung Frau Ellen 

 

 

 

 

 

 

 

 

 

 

<그림 2>에서는 영화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사건의 배경과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3
 이 ‘자막’에 대해 자막 형식으로 주어진 한국어 해석에 다소의 오류가 있음을 밝힌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나는 내가 태어난 도시인 비스보르크에서 일어났던 

집단 죽음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 숙고해왔다. 여기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옛날 

비스보르크에는 후터 Hutter와 그의 젊은 아내가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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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음향이나 음성으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무성영화 시대의 자막은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자막 텍스트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성을 보이게 된 것은 이미 자막 텍스트 

초기에 그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자막은 여러 

번의 변천 과정을 통해 그 기능과 형식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은 일면 초기 자막의 형태와 

유사한 점을 보이게 되는 이유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이 처음으로 삽입되던 당시 자막의 사용 방식은 

오늘날과 달리 청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실용적이고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막의 이러한 본래적 기능은 점차 변천을 겪고 확대 재생산 되는데, 

그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2008년 12월 27일 MBC 에서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다. 

2008년 12월 27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특집편은 담당프로듀서가 아닌 다른 

프로듀서가 작업하여 방영되었으며 자막 삽입이 되지 않은 채로 공중파를 

탔다.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은 방송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막이 없어 

방송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축이 된 것이었다. 이어서 2009년 1월 

17일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자막이 삽입된 영상이 다시 방영되었는데 

시청자들은 이제야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릎팍 도사가 자막이 있어 높은 시청률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와 

맥을 같이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실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오늘날 자막이 편집과정에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송을 하거나, 자막을 삽입할 계획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막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방송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막의 도움을 

받아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 

또한 가능하다. 자막이 갖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프로그램 성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한 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막이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 않는 현상을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러한 자막의 기능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현상, 즉 자막이 갖는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여 자막 

커뮤니케이션이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시청자 및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막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연구                 131 

Ⅴ. 자막의 기능 및 특징 
 

1. 자막의 서사성 

 

김종신(2009: 51-56)은 리얼 프로그램에서 특히 자막이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리얼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막언어는 서술자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한 편으로는 서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는 

근거를 사건의 서사적 구조, 인물의 허구적 형상화, 서술자의 설정에서 찾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는 자막이 프로그램에 서사성을 부여하는 양상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일 이 주인공들 하나하나에게 특정한 성격, 즉 방송에서 

말하듯이 캐릭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여행의 행간을 읽는 서사적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교감, 여행의 진행을 설명해 주는 

서술자가 없다면 - 가정 자체가 무의미한 제작 상황이기는 하지만 - 이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쉽게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리며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기존 프로그램을 

패러디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제목을 변형, 패러디 한 

것으로, 원래 드라마의 주인공인 미소년들 대신에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웃음과 재미를 유발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 사람의 

‘할배’인 70 세 이상인 네 명의 연예인이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으로, 여행 준비에서부터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일정을 이른바 리얼 예능 

형식으로 담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자막이 예능프로그램의 서사적 

특징을 구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시작과 결말이 뚜렷한 서사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출연자들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건에 참여하게 되고 

그 목적을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하고 조화로운 결말을 맺게 

하고자 협력한다. 꽃보다 할배는 총 네 명의 할배 출연자와 이들을 보필하는 

한 명의‘짐꾼’이 유럽 배낭여행을 자력으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리 출연진을 섭외하는 과정, 다녀와서 

회상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사건의 전후맥락까지 완벽하게 주어진 하나의 

서사구조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사건이 기승전결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일직선상에서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자막은 이를 전제로 하여 때로는 회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를 하기도 하며, 독립적인 

사건들을 엮어서 하나의 서사구조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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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 구조 프로그램의 진행 자막의 효과 

기 출발 전 공항 장면 
앞으로의 진행 암시, 캐릭터 설정, 서사적 

구조의 ‘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대감 고조 

승 여행출발, 상호 적응과정 
출연진 및 스탭들의 개성 부각시키기, 

캐릭터 설정, 갈등 가능성 노출시키기 

전 여행지에서의 장면 
인물들 간의 갈등, 출연진과 스탭 간의 마찰, 

개성의 충돌 및 조화와 화해의 과정 묘사 

결 여행 마무리, 유럽 출발 
갈등의 마무리, 화해와 감사, 조화로운 

여행의 마무리와 이별 

 

꽃보다 할배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자막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설정하여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웃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서사적 구조를 제시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자막이 이러한 구조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림 3  

아닙니다 당신이 안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제작진 일행이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짐꾼 이서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에 삽입된 장면과 자막이다. 공항에서 할배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서진은 아직 자신보다 어린 여자 가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길안내는 어린 여자 후배들에게 

시키겠노라고 즐겁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먼저 나온다. 그 이후에 삽입되는 

장면이 바로 그림 3 의 장면으로서, 앞으로 파리에서 벌어질 일을 앞당겨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겪게 될 일종의 수난을 암시한다. 즉, 길을 

안내하는 것은 어린 후배들이 아니라 할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사실을 제작자와 시청자는 알고 있으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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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 서진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시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직선적으로 linear 하게 

진행되는 이야기구조 혹은 서사구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행의 출발, 

이야기의 도입단계에, 장차 이야기의 전개 단계에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완결된 이야기 속에 들어와 흥미진진하게 미래의 상황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 있다. 서사물로서의 리얼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을 자막을 이용하여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에 서사성을 부여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인물의 허구적 형상화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 주는 특징 중 하나이다. 프로그램 속 

등장인물들은 여행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고 그 

개성들이 부각되고 서로 충돌하면서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는 고조되어 가는 

효과를 갖는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성격과 개성을 비교해 가며 이들이 엮어내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 전개되어갈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일회적 오락프로그램에서 제시하기 힘든, 서사적 특성을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과이다. 더구나 프로그램 초반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들이 회를 거듭하면서 뚜렷한 개성으로 부각되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는 더 큰 흥미와 기대를 갖게 하여 시청률 상승과 함께 일약 인기 

프로그램으로 군림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은 친근한 이웃을 

알아가듯이 이 출연자들을 알아가는 과정, 캐릭터를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위안을 느낀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정리한 것이다. 

 

출연자 및 스탭 설정된, 혹은 원래의 개성 특징 

이순재 직진 순재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걸음. 탐구심이 많음. 

신 구 구야 형 
평소에 말수가 적으나 술만 마시면 

자상하고 유쾌한 형으로 변신함. 

박근형 고자질쟁이 
모범적인 가장,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자상하게 챙겨주는 형. 

백일섭 투덜 일섭 
건강이 좋지 못해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힘들어 늘 투덜대는 인물. 

이서진 짐꾼, 서지니 
원하지 않는 여행에 따라와 대선배들을 

모시고 짐꾼 역할을 함. 

나영석 나 PD 
출연진들과 대립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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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성 역시 자막을 통해 분명하게 각인되고 문자 언어를 통해 소위 

캐릭터를 확실하게 부각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개성이 서사극의 

중심요소 중 하나인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시청자들이 

추론해 내거나 재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자막이 이러한 

인물의 특징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이다. 

 

그림4 

직진 순재 멘붕 
 

 

이 그림은 항상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길을 찾고 여행하며 선두를 

지켜‘직진순재’라는 캐릭터를 갖게 된 이순재가 길을 찾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뜻대로 잘 되지 않자 당황하는 장면이다.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늘 뒤쳐지던 다른 출연자 앞에서 맏형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로 출연자가 그런 심리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자막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심정이지 않겠어? 하는 자막을 

삽입하여 시청자의 정서를 자극한다. 시청자들은 한번쯤은 보았음직한 

전형적인 인물 설정에 익숙해지고 그 인물의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에 

공감함으로써 친숙함을 느끼고 즐거워한다. 서사물로서의 예능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서사물로서의 예능 프로그램은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즐겁고 친근한 이야기를 듣는 듯한, 옆집 사람들이 겪은 

얘기를 편안하게 듣는듯한 서사성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여하고 있는가에서 

그 성패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막은 

이러한 서사성 부여를 위한 서술자 설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 이른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출연자들의 속내를 

드러내어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자막의 기능을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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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순재에게 사랑 받고 싶은 43살 어린이 서진 
 

 

이 장면은 출연자 이순재가 연기자 김명민을 칭찬하는 여러 장면을 엮어서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김명민에 대한 이순재의 마음을 강조해서 보여 준 

다음, 담당 PD 와 이서진이 이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순재가 

김명민만을 칭찬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웃음 짓는 이서진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자막은 여기에서 가상의 서술자처럼 등장해서 마치 이서진의 마음을 

들여다 본 것처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며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해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이 

출연진과 그들에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전해들을 수 있는 

이야기꾼을 하나 두고 있는 셈이다. 이 이야기꾼, 서술자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향후 시청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는 서사적 구조, 

서사적인 인물 설정, 서사적 서술자 설정 등으로 잘 짜여진 서사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자막이라는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막이 없다면 시청자는 제작진이 의도하는 

서사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감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로서의 기능 - der Lacher 

 

이제 본고에서 가장 흥미롭게 파악하고 있는 자막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했던 자막은, 특별히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앞서 말한 어떤 서사적 기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불필요함을 넘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이다 싶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다. 다음 장면은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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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드라마‘이산’중의 한 장면으로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패러디해서 삽입된 장면이다.“왠지... 

안 속을 거 같은데”라는 이 자막은 음성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서진의 마음도 아니며 그렇다고 연출자의 혼잣말도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막의 기능과도 일치하지 않는 이 자막은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그림 6 

왠지…안 속을 거 같은데 
 

 

시청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특별한 정보를 얻거나 서사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은 함께 그 

장면을 구경해 주는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역할을 그 자막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막을 통해 시청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막의 역할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함께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워하고 

공감을 해 주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래의 정보적 기능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러한 자막을 

시청자들은 왜 필요로 하며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왜 생산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막의 역할을 독일작가 하인리히 뵐 Heinrich Böll 의 

작품이름이자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한 웃음꾼 der Lacher 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웃는 자라는 의미인 der Lacher 는 연극, 특히 희극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크게 웃게 하기 위해 투입되는 사람이다. 

관객들은 멀뚱멀뚱 연극을 관람하거나 혹은 특별한 관전포인트나 소위 

웃음포인트를 알지 못해 웃지 않고 극만 관람하던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연극을 관람하다가 이 웃음꾼 Lacher 가 웃는 순간 그 장면에 대해 새로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같이 웃게 되며 이 웃음은 또 다시 다른 웃음을 

유발하여 극의 재미를 극대화하게 된다. 직업 Lacher 는 이러한 효과 유발을 

위해 고용된 직업 ‘웃음꾼’으로, 관객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객석 중간 

어디선가 앉아 관객과 함께 연극을 관람하다가 필요할 때에 적절히 웃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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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 

자막의 이러한 역할을 편의상 웃음꾼 기능 Lacherfunktion 이라고 

명명했으나 옆에서 같이 시청하는 친구의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은 비단 

시청자를 웃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시청자에게 다양한 재미와 소통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작금의 예능 프로그램은 비단 재미와 웃음을 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감명 받고 때로는 울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웃음과 마찬가지로 눈물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염’되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이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웃음보다는 

감동을 주는 프로에 가까운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이 많이 쓰이고 또 그 

자막이 시청자들에게 특히 사랑 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웃음꾼으로서의 자막의 역할은 웃음이나 감정을 ‘전염’하거나 

‘유발’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웃음꾼으로서의 자막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제작자들은 기능과 필요성이 모호한 이러한 자막을 굳이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과도한 문자 정보를 강요하는가?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웃음꾼 

자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웃음꾼으로서의 자막은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객석에 같이 앉은 다른 구경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그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입장을 교환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입장전환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자막에“왠지...안 속을 거 

같은데”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시청자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자막을 보며 마치 옆에서 다른 관객과 함께 무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이 때 자막은 단지 한 사람의 웃음꾼이 내 옆에 

함께 앉아 있다는 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여러 관객이 함께 

시청하고 있고 나와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즉 

자막은 단독 수용자의 수동적 시청 상황에서 다수 시청자의 공감대화 및 

능동적 시청 상황으로 대화좌표 Redekonstellation 을 바꿈으로써 단조롭고 

수동적인 상황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대화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둘러 앉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시절이라면 분명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도구로 

평가되었을 자막이, 1 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함께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이다. 다음 사진에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 뿐’이라는 자막은 

이러한 자막 기능에 대한 분명한 예를 제공해 준다. 이 역시 음성 정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서사성을 부여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작가나 출연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다수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면서 옆에 앉은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들에게 말을 걸어 온다.“여행에서 남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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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잖아, 그렇지 않아?”라고. 

 

그림 7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 
 

 

이제 웃음꾼으로서의 자막의 역할을 다시 세분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이 웃기를 종용하는 웃음 유발자로서의 역할. 이는 기존의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서 웃음소리를 삽입해서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혼자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 수용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제작상황에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혼자 울기보다 혼자 웃는 일이 훨씬 

드물기 때문이다.  

둘째,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누군가 같이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것 좀 봐, 정말 재미있지 않아?”라고 짚어 주면 흥미롭게 다시 

볼 수 있을 만한 장면, 즉 예능프로그램에서 흔히들 말하는 웃음포인트를 

짚어 주는 역할도 자막의 몫이다. 리얼 예능 프로그램은 그 특징상 매우 

산만하고 일상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흐름을 보인다. 의도된 장면이나 웃음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어 나오는 재미있는 상황들을 소재로 하다 

보니 가까이에서 누가 같이 보면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앞에 나왔던 상황과 연결되거나 앞에 

나왔던 말에 연관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이다. 의도하지 않은 채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은 자막 없이 시청자에게 제시되었을 때에는 시청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기가 매우 힘들다. 자막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앞에 전개되었던 

상황이나 언행과 연결시켜주면서 여기가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 부분, 

웃음 포인트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8 의 예는 사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사실상 자막이 없다면 시청자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짧은 순간에 벌어지는 우스운 상황에 대한 것이다. 여행 중 짐꾼, 심부름꾼, 

심지어 노예라는 캐릭터를 갖게 될 정도로 노인 출연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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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이서진이 여행 후반, 스위스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 역할에 스스로 

몰입해서 어떤 상황에서나 심부름꾼 역할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실제라기 보다는 자막을 통한 인물 성격 만들기에서 구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림 8 은 스위스 사람들의 일을 돕다가 아주 짧은 순간 

예기치 않게 대리석 탁자를 혼자 들고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막이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해서 이서진이‘노예’처럼 일하는 본성이 깨어난 

듯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장면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무심히 넘겨버릴 수 있는 이러한 장면을 자막을 통해 여기서 

웃어라! 라고 지적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8  

어느새 혼자 대리석을 들고 있는 서진 
 

 

세 번째로 자막은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또 다른 사람, 가상의 제 3 자 혹은 관중들에게 말을 걸고 동의를 

구하고 맞장구를 침으로써 내가 대중 Publikum 중의 하나라고 하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본고에서는 자막의 이러한 기능을 가상대중 

기능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시청자는 자막에 나오는 이야기와 생각이 

대중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대중이 

자기와 생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며 곧 이어 그것이 자기 생각인 

동시에 대중과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의식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 효과를 

웃음꾼 기능 중에서도 가상대중 기능이라 명명해도 좋을 듯하다. 가상대중 

효과의 또 다른 예는, 제작진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메타 

커뮤니케이션도 아니며 그렇다고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도 아닌, 

정체가 불분명한 모호한 제 3 자 개인 혹은 집단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자막이다. 이 자막은 직접 말을 걸어오거나 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의 생각을 드러내어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가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시청자를 자연스럽게 그 공감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가상대중 기능은 시청자로 하여금 가상 시청자 대중과의 

동질성을 느낌과 동시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140                              이소영 

된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흥미와 공감대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그 외 다양한 자막의 기능 

 

자막의 기능 중 앞서 논의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연구된 내용에 비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다 흥미롭고 

새롭게 발전해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막의 기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그 특성 또한 충분히 

다루기에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통 연구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발전해 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쳤음을 밝히며, 여기에서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9 

즉석 테스트 제안 

 

여기 제시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한 장면에 삽입된 자막은 음성 

텍스트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방송 중에 

출연자가 자막에 설명된 것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취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자막에 설명된 내용을 음성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즉, 여기에서 자막은 

음성적 불분명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장면에서 자막은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진행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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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메타커뮤니케이션4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막은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거나 출연진이 한 말의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출연진 사이에 장난으로 주고 받은 

말싸움이 시청자에게는 자칫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설명 등을 해 주는 

역할을 하여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흥미롭게 파악하고 있는 자막의 역할은 방송 중에 잘못 

사용되는 언어를 교정하는 역할로서, 여기에서는 교정적 기능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자막이 주로 불완전한 영상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에 멈추는 반면, 예능프로그램에서 유독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까닭은 예능프로그램의 특징 및 제작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방송언어와 발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알아듣기가 힘들 뿐 아니라 때로 방송에 그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자막은 이런 경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분명한 음성이나 음향 표현을 표기해 주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을 어법에 맞게 고쳐서 표기해 주기도 한다. 예컨대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한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야식 소개 

및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계란빵 맛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자막에서는 “그 달걀빵 맛이에요”라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예에 

해당한다. 시청자들은 음성으로 전달되는‘계란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눈으로는‘달걀빵’이라는 텍스트 정보를 접하게 되어, 특별한 강요나 

교육적 장치 없이도 음성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어법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교육 받고 있는 셈이다.  

 

 

                                            
4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른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써, 소통 상황에 대한 소통을 

말한다. 예컨대 앞서 한 말을 짧게 줄여 말한다든가 자세히 설명하는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줄이거나 늘여 말하기, 주의를 환기시키기, 강조하기, 말바꾸기 등 다양한 언어행위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Metakommunikation ist gemäß dem 

Gestaltpsychologen Wolfgang Metzger eine Kommunikationsebene über Kommunikation. 

Ähnlich der Metaanalyse im Bereich der Erkenntnisforschung verlagern die 

Gesprächspartner ihre Aufmerksamkeit auf eine höhere Ebene der Betrachtung und 

sprechen darüber, wie sie miteinander umgehen oder was sie im Moment stark 

beschäftigt. Dies verlangt von allen Beteiligten der Kommunikation Mut und auch die 

Bereitschaft sich selbst wahrzunehmen. (Wikipedia: Metakommun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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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그 달걀빵 맛이에요! 

 

입말과 글말이 다르게 전달되는 이러한 현상이 시청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글말의 기억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들어서 전달된 

내용보다 자막으로 읽어서 전달된 내용이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역시 무한 도전의 한 장면인 다음 그림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자막의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힘내라!하하 프로젝트 Take3 

이 장면에 삽입된 자막은 우선 ‘프로젝트’라는 글을 통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알리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장면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Take3’이라는 글과 그림을 통해 

희곡의 한 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서사성을 갖추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힘내라! 하하”라는 자막은 불특정 시청자들이 출연자 

하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하하에게 

응원을 하게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럿이 함께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본고에서 논의한 웃음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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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지금까지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자막의 다양한 기능을 ‘꽃보다 

할배’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자막의 서사성과 소통 동참자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심층 

분석하였으나 그 외의 다양한 자막의 특성에 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못하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막의 특성과 

기능에 관해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본 

논문에서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향후 계속된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심층연구 

하지 못했던 자막의 다른 기능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예컨대 본고에서 

언급한 메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자막의 기능과 특성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흥미로운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한 편 자막의 교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하는 바, 여기에서 함께 

다루어야만 할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 즉, 자막은 잘못된 

입말 사용을 지적하고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때 글말이라는 보다 강한 

각인의 효과를 갖는 소통 수단을 통해 제시되어 교정과 교육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 잘못 사용될 경우 입말보다 훨씬 강하고 빠른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흥미를 높이기 

위해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어법에 어긋나거나 자극적인 자막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입말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잘못된 입말을 교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글말로서의 자막의 교정효과를 생각하면 그 

파급효과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체 수용과 관련하여 자막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막은 수용자에게 한 

번 보고 마는 프로그램으로 넘길 수 없게 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마련하게 

설득하고 있다. 자막은 수용자에게 이야기를 걸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당신 혼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여기에서 웃으라고 

친절하게 짚어주기까지 한다. 프로그램 수용자들은 거의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시피 한 상황까지 밀려갔을 뿐 아니라 그 

장면들과 인물에 대해 프로그램이 제시해 주는 것 외의 생각과 판단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철저히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고 만 것이다. 오늘날 

자막이 예능 프로그램을 벗어나 드라마와 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 

끝없이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용자들이 자막의 

영향에 의해 얼마나 더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수용태도를 갖게 될 것인지를 

고려하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에 

관심을 갖고 글말로서의 자막이 가진 영향력과 언어 변화를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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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서의 작용을 연구함과 동시에 그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연구하는 

것도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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