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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예능 속에 담긴 일상, 집단적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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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오락/예능 프로그램 방송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리얼’, ‘실
재’, ‘버라이어티’와 같은 이미지를 내세우며 일반적으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거리감과 거부감을 덜
어내고 이를 시청하는 절대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영향력을 끼친다. 또한 이들은 다양
한 컨텐츠와 주제에 기반을 둔 재미와 감동을 제공한다. 때로는 단순히 재미와 감동을 주는 데 그치
지 않고 양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간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는 대중적으로 방영되는 만큼 많은 제약이 따르는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점 등을 뛰어넘고 오
늘날 많은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중에서 ‘관
찰’이라는 요소를 접목하여 시청자들로부터 따르는 인기와 막대한 파급력과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공
감대를 형성하는 ‘관찰 예능’을 중점으로 하여 이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나 ‘관찰 예능’이 현대
의 시청자들에게 제2의 삶의 공간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효과인 ‘거울 효과’, 그리고 ‘관찰 예능’ 속에
청자들이 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총체적으로 ’관찰 예능‘이 사회적인
여파와 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진일보 요소에 대해 깊게 탐구하고 이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핵심어 : 리얼리티 프로그램, 관찰 예능, 프레임, 거울효과, 뉴미디어

Abstract
The so-called reality program, which can be called the mainstream of modern entertainment and
entertainment program broadcasting, is a program that takes images such as 'real', 'reality', and 'variety' and
alleviates the sense of distance and rejection that broadcasting can have, It gives psychological and spiritual
influence to a large number of viewers. They also provide fun and inspiration based on a variety of
content and themes. It not only gives fun and emotion, but also forms an interactive consensus and indirect
communication. This has surpass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ntertainment programs with so
many limitations as it is broadcast on the masses, and has gained popularity and love today. In this paper,
we tried to investigate this kind of reality programs by focusing on 'observation' which combines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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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servation' in viewers' popularity, massive power and two - way sympathy.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mirror effect', which is the effect of 'observation arts' to make modern audiences serve as
the second space of life, and 'frames' that let audiences project in observation arts. I will thoroughly
explore and focus on the social aftermath and the further factors that enable it to have an overall effect.
Keywords : Reality Program, Observation Entertainment Program, Frame, Mirror Effect, New media

1. 서론
현대의 오락/예능 프로그램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형
태에서 ‘리얼리즘’을 접목한 오락/예능 프로그램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비추어지는 특
정한 설정 상황 대신 시청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수많은 분야와 장소를 기반으로 연
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기존의 오락/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에 기반하는 고질적 매너리즘의
한계를 벗어낫기에 이전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욱 폭 넓고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이들 프로그램은 오락/예능프로그램의 형태가 대본이나 설정과 같은 사전 합의적 요소들을 통
해서 치밀하게 설정된 상태에서 출연진이 재미와 희극적 요소를 연출해내기 위해 고집해왔던 방식
인 ‘연기’와 연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도된 부분이나 작위적인 요소와 같이 외부적인 요소들,
연출이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비교적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출연자의 활동에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극에 ‘리얼’을 부각시킬 수 있게 하여 프로그램의 오락성과 몰입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변화를 가져왔다.[2]

‘리얼 버라이어티’ 형태의 프로그램은 2000년대 이후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패밀리가 떴다>의
지나친 대본 의존 논란을 시작으로 폐단이 공론화되며 한계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계를 보였
다. 이의 영향으로 몇 년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발전 정체를 보였으며 예능 프로그램 제작 자체
에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의 방송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도입
하여 방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는 국내 예능계에 ‘재미’와 ‘리얼’의 공존과 조화를 고려케 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있어서 총체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
록 하였다. ‘실제처럼’이 아닌 ‘실재하는 것’로 소재를 바꾸는 본질적인 변화를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암흑기를 딛고 새롭게 개선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태인

‘관찰예능’은 시청자들에게 앞서 언급했듯이, 실재하는 주제를 다루고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시청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적 요소는 이전 세대의 수많은 프로그램과 다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3]
새롭게 등장한 형태인 ‘관찰예능’은 청자들이 출연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안이나 안도감과
같은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연출된다. 이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이나 미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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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지 못한 간접적인 경험에 막연하게 동경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위
안을 얻고 비교적 가깝고 현실적인 이상향을 꿈꾸게 한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자신과는 다른 또
하나의 자신을 SNS와 같은 매체에서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부수적인 사회적 효
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주목하여 이와 같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인 시청자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서도 ‘관찰예능’이 시청
자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중점으로 다루어 보고자한다. 그 중
에서도 이들이 이전 세대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보다 시청자와 거리감과 격차를 감소시킨 ‘리얼’의
틀, 프레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며 거울처럼 자신을 매체에 비춰보며 투영하는 과정을 ‘거울효
과’라고 부르고자 한다.

2. 본론
2.1 ‘관찰 예능’의 정의와 특징
오늘날 ‘관찰 예능’은 흔히 ‘리얼 버라이어티’, ‘게임 버라이어티’라고 칭해졌던 이전 세대의 리얼
리티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전 세대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 출연진들이 수행하는 특정한 미션이나 사전에 미리 설정된 환경에서 목표점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 내용으로 했다면 관찰예능은 출연진들의 평범한 일상과 같이 사적인 장
면을 담아내면서 한 개인의 삶 그 자체를 연출하여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청자들은 이를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되며 이에 몰입하게 된다. 이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간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찰 예능’이 갖는 강점으로 이전
세대 프로그램에서 발전된 요소로 타 오락/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차별화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접목한 ‘관찰’은 마치 시청자가 방송이 아닌 실제 상황을 본다고 느끼게끔 해준다.
현대의 영상물이 액션이나 긴박한 장면에서 Shaky Cam(쉐이키캠,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일부러
흔들어 생동감을 줌), Hands-Held Cam(핸즈헬드켐, 카메라는 마운트나 전문 장비에 부착하지 않
고 직접 카메라맨이 촬영을 하여 실제 사람이 보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부여)하여 촬영 기술을 통
해 ‘리얼’을 강화한다면, ‘관찰예능’에서는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하기보다는 단순히 관찰하는 형태
로 촬영을 하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움에 창출해내는 데 있어 가장 핵심
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편집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방송계의 시쳇말은 모든 상황을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좌
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편집임을 뜻한다. 이처럼 편집이 이러한 영상물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
다. 도중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본 의도에 어긋나는 장면을 걸러내고 재미와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
자막을 추가하는 등 편집은 ‘관찰’에서 온 ‘자연스러움‘과 ’리얼‘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며 진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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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다 더욱 실재하는 것처럼 극에 풍미를 가미하는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역량은 시청자들이 타 오락/예능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리얼리티 프로그
램과 같이 지나친 재미와 감동을 강조하는 대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컨텐츠와 ‘리얼’
로 접근한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여러 기술과 편집의 영향은

‘리얼’, ‘자연스러움’ 등을 더욱 증폭시켜주며 이전의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관찰예능’의 고유한 정
체성을 증폭시켜주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2 ‘관찰 예능’의 ‘거울효과’와 ‘프레임’
‘관찰 예능’은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을 거울에 비
춰보는 듯한 ‘거울효과’를 일으킨다. 즉, 시청자가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을 프로그램에 투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알았던 자신의 모
습이 아닌 객관화된 또 하나의 나를 바라보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뜻 보면 이
해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를 시청하는 절대 다수
인 대중들과 차이가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루는 내용 또한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다
소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이와 취향에 의한 것
으로 필연적이며 이와 동시에 근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 예능이 대중적인 공감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단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을 훌륭하
게 극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관찰예능’의 고유한 정체성과 독특한 매력으로 자리 잡아 단순히

‘극복’을 위한 방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그 자체, 그 내부 어딘가에 한 부분으로 녹아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관찰 예능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출연진들은 흔히 ‘스타’로 불리며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이러한 인기에 걸맞은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 이처럼 ‘일반인’과 차별되는 출연진들의 삶이
마치 일반적인 절대 다수의 삶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주변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연출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찰 예능이 ‘친밀감’을
가지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실재하는 격차에서 비롯된 심리적, 물리적
인 거리감을 편집과 특유의 연출 방식을 통해 덜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말해
원본에 ‘대중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실재하는 내용처
럼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극 연출에 있어서 팥빵 속 앙꼬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

‘관찰 예능’을 보는 청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을 가미되고 연출된 ‘리얼’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
삶과 방영되는 유명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자각하게 되
며 타인들의 삶, 그 중에서도 대중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들의 그것들을 재확인하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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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심리적/정신적 위안 등을 얻는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찰 예능은 바쁜 현대 사회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들 삶
에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심리적인 ‘거울’의 작용을 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입체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삶을 방송 속에 대입하고 투영시키며 그렇게 얻게 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삶에 영
향을 받게 되는 주변인들과 나누게 된다.[6] Facebook, Instagram, Twitter 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양상이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
신의 실재하는 삶을 기반으로 두기는 하나 ‘관찰예능’과 같이 실재처럼 보이는 이러한 종류의 리얼
리티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상’, ‘허구’적 내용이 가미된 자신을 사이버 공간에 ‘연출’해
낸다. 한 마디로 자신의 정신, 심리적인 이상향에 기반한 ‘아바타’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들과 사회적인 연결망으로 이어진 유저들과 SNS와 같은 뉴 미디어 매체의 막대한 파급력에 힘입
어 이와 같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하자면 광범위한 쌍방향 소통
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리얼’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근본적
인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Frame’, 즉 사고 방식이나 틀에서 변화를 가져온 결과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Frame’의 기본적인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뼈대, 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Frame’은 인간이 어떠한 일이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을 이야기한다. ‘Frame’은 인간이 수많은 사고와 생각을 함에
있어서 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렬,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며 또한 이러한 사고의 체계
는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도 결정한다고 본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있어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이는 인식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어를 통해 해당 대상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덮어 씌웠을 경우, 해당 대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단순히 긍정/부정적 이분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식마저도 좌우할 수 있
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관찰예능’ 류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상이 가지는 ‘이미지’를 주로 활용한다. ‘이
미지’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인상을 말하는 데, 여기서도 또한 그런
뜻을 의미한다. ‘이미지’는 어떠한 하나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표적으로 ‘개인차’라는 단어는 이러한 ‘이미지’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대
상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수용자 혹은 시청자가 여태껏 교육 받거나 습득해온 배경지식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주변의 여러 가지 물리적, 정신적 환경 차이, 가정배경 등에
따라 상이한 작용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지’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받아들이는
데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프레임’을 많은 부분 고려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상이하게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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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이기에 최대한 대중성과 프로그램의 자체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도를 짠다.[5]

‘관찰 예능’과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중방송이기에 필연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인 ‘프레임’
을 구성함과 동시에 인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연출과 편집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 이
중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가상’, ‘허구’와 같이 설정된 상황을 이미 의식적으로 인지한 것을 ‘리얼’,

‘실재’ 과 같은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시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가정과 고려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감을 덜어낼 수 있
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감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한다고 볼 수 있다. [7]

2.2 ’관찰 예능‘의 사회적 파급력과 뉴 미디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관찰 예능‘이 기존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보다 더욱 ’리얼‘한 방향으로
발전한 만큼 사회적인 파급력과 영향력도 또한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논란이 해당 프로그램에 결부되어 소규모의 여론에 그치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한정되는 부분이 컸다면 ’관찰 예능‘에서 발생한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폭 넓은
사회적 담론을 가져온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일례로 육아를 주제로 한 관찰예능 프로그램인 KBS社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MBC社의 <아빠!
어디가?>는 미혼남녀들의 쌍둥이 선호율을 상당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기존에 터부시되었던 남성들
의 직접적인 육아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등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면모를 보였다. 또한 동종의 프로그램, 연예인의 가
족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등지에서 다수 지적되었던 경제적 빈부와 생활여건 격차로 인해 유발된
실질적인 육아 환경 차이 미반영, 자녀 세대의 부모직업 세습 논란 등과 같이 사회적인 구조의 체
질 개선, 학력/직업/계층 세습의 고착화 등의 문제를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어 왔던 담론
을 양지로 끌어내게 되며 공론화시켰다. [8][9]
현실적인 세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더해가는 ’+‘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폐단과
문제점을 불러오는 ’-‘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아래와 같다. 자신의 실재하는 삶과 실제
현실에 만족하지 못 하는 일부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상향을 기반으로 또 다른 자신을 구축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뉴미디어가 갖는 파급력의 근원적인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 ’페북
스타‘, ’스타 BJ’와 같은 모습처럼 대중들은 뉴미디어 속의 ‘트렌드 리더’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 리더’들은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외모/
신체조건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비춰지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그러나 TV와 같은 영상매
체에서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우월한 면모들이 한편으로는 SNS와 같은 뉴미디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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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너도나도 바라는 우상이자 자신의 모습으로 만연해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관찰 예능’으
로 받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단순히 시청자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이 양산한 뉴미디어 매체
상 컨텐츠로 인해 재파급이 일어나며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청자들이 ’관찰 예능‘을 접한 이후에 시청자들은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
이 영향받은 정보나 흐름에 기반한 컨텐츠를 재생산하며 사회적인 파급을 가져오며 영향을 확장한
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Facebook의 뉴스피드, Instagram의 포스트 등 다양한 방법은 ’관찰
예능‘의 컨텐츠는 여러 매체와 사람을 거쳐 가공되고 정제된다. 이는 또한 보다 발전된 인터넷과
뉴 미디어의 역량과 간편함 덕택에 신뢰도나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용하던 고전
적인 매체, 신문과 같은 지면 매체보다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10]
이와 같은 파급력은 ’관찰 예능‘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한 방향,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오늘날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3차 혁명인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꼼꼼히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회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범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울 효과‘를
가져오고 ’리얼‘에 결부된 ’프레임‘을 하나의 장치로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차이를 이끌어낸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관찰 예능‘은 기존 세대의 여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딛고 발전해온
결과물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면모에서 벗어나는 데 국한되
지 않고 이전까지의 프로그램들이 가졌던 고정관념과 한계점들을 뛰어넘는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단차원적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르렀음 알 수 있게 한다. 그 중에서 괄목할 점이 있다면 ’거울 효과‘와 같이 기존의 방송 프로그
램이 갖지 못한 심리적 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그저 컨텐츠를 소비하는 위치에만 머무르
던 시청자들을 극에 몰입하게 하여 2차, 3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단순한 수용자의 위치에서 정보와
여론을 재생산하는 위치에 이르게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찰 예능‘은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기까지 하며 시청자들을 주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다. 심지어 시청자들이 컨텐츠 생
산자의 역할까지 하게끔 한 것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TV라는 대중적인 매체의
영향력과 인터넷이 가진 강력한 파급력이 기반이 되어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
며 새로운 정보 재생산 구조를 만든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프레임‘은 ’또 다른 나‘라는 심정적 동질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고
려해볼 요인이다.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변모는 관념을
부수고 거리감과 거부감, 어색함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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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앞서 언급한 SNS를 비롯한 뉴 미디어 세계에서 재창조된 자신의 모습과도 역시나 관련이 깊다
고 할 수 있는 데, 자신이 바라고 타인에게 표현하고 싶은 ’이상향‘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
의 욕망을 역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관찰 예능‘와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변모는 뉴미디어 시대와 맞물려 하나의 사회문화이자
소통의 또 다른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와 동시에 사회에 있어서 기존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오늘날
현대의 미디어의 끝없는 확장성과 발전가능성이 단순히 눈에 띄는 점만 개선되야 하는 것이 아니
라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0593&cid=58190&categoryId=58190, Dec 1 (2014)
[2] Gwak Jin-A, An exploratory study on 'Reality' of Reality Entertainment Program, Department of Science of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0)
[3] Jo Jun-Sang, A study of Korean Reality TV Shows on the focus of parasocial interaction factors, flow and
viewing satisfaction, Department of IT Polic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2013)
[4] Park Geon-chang, A Study on the Reality of Visual Structure as Manifested in a Real Variety Program:
Focus on the Cinema Verite Format as Manifested in the <1-bak-2-il>, Department of Broadcasting and
Vide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Korea (2012)
[5] Yang Jin-Saem, A critical study on the 'everyday life' represented in the 'observational reality program' :
Focusing on the textual and reception analysis of the <Live Alon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Korea (2016)
[6] Kim Jin-Seop, A Study of Interrelations of Up-To-Date ‘Everyday Life’ with Real Variety Shows,
Department of Image Science of Culture Content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Korea (2015)
[7] Lee Da-Hye,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Reality Tv program in young generation : Focusing on the
dating counseling program, cookbang, jipban, Department Media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Korea (2016)
[8] Kim Yeon, Social Structure of the Representation of Fatherhood in the Reality TV Program <Where are we
going? Dad>, Department Journalism and Broadcasting,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5)
[9] Han Mi-Kyoung, The Effects of Watching ‘Parenting Reality TV Shows’ on Adolescents‘ Satisfaction in
Family Life, Department of Media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2015)
[10] Park Seong-Hui, Expansion of communication mediated by media : analysis of digilog contents,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Content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2011)

820

Copyright ⓒ 2017 HS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