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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에서 접한 뉴스 
신뢰도와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신뢰도가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는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 시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
하는 행태와 뉴스 제공 언론사에 주목하는 행태 등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포털 사이트 주목’, ‘언론사 
주목’으로 개념화했다. 연구 결과,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주목 및 언론사 주목과 정적인 관계
를 나타냈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두 유형의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와 유의미한 관계
를 보였는데, 응답자의 언론사 선호 여부에 따라 상이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주목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언론사 주목에는 부적인 관계
를 보였다. 반면, 평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지 않는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주목과 
부적인 관계를, 언론사 주목과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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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secondary data of the 2018 news media audience conducted by the Korean Press 
Found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redibility of news on web portals and from news media 
outlets affects the types of web portal usage. The web portal usage was categorized into the two types: 
paying attention to news edited by the web portals and paying attention to news media outlets. These 
were named “portal site centered” and “news media outlet centered,” respectively. This study found that 
the credibility of news from the web portal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rtal site centered 
and news media outlet centered. 

The credibility of news from news media outle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two 
types of web portal usage, but it differed depending on the audiences’ preferences toward news media 
outlets. In other words, the credibility of news from news media outlets that are usually preferred or 
frequently used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ortal site centered, but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ews media outlet centered. On the other hand, the credibility of news from news 
media outlets that are not preferred or not frequently used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portal 
site centered, bu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news media outlet 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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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포털 사이트가 뉴스 유통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실시한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점유율에서 포털 사이트가 
35.8%를 차지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24.4%), 지상파
(21.7%), 보도전문채널(11.2%) 보다 높은 수치다.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 점유율은 2016년 32.2%, 
2017년 33.2%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서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도 다양하다. 예컨대, 메인 화
면, 화면의 상위, 주요 기사 등에 배치된 기사를 그렇지 
않은 기사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개인화 된 뉴스 소비 현상에 따른 포털 사이트의 뉴
스 편집 방식은 특정 언론사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
음으로써 이용자들의 편향된 뉴스 소비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4-7]. 뉴스 이용행
태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와 접하게 관련돼 있
는데[8-12],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
당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하
는 경향을 보인다[10]. 특히,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기존 언론사의 뉴
스 유통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 포털 뉴스 환경
에서 미디어 이용행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12].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이용
하는 이들은 정보의 출처가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매체
이거나[11]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일 
경우[13], 해당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정보 제공자에 대한 선호도
는 해당 정보원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더불
어 뉴스 이용행태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행태를 점검
하고,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와 언론사 뉴스 신뢰도
가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은 주로 흥미성과 편의성의 이

유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뉴스 이용 의도를 높이고 
있다[14].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정보 제공자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이용자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지 않는 
뉴스를 회피하게 하는 반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는 언론사의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뉴스
의 개인화와 선택적 노출로 이어진다[15]. 포털 사이트
가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 소비 방식은 온라인 뉴스 이
용자들의 의제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3]. 즉, 포털 
사이트가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편집 행
위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특정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반면, 다른 언론
사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7]. 예컨대, 뉴
스를 소비할 때 포털 사이트가 배치한 뉴스(메인 화면, 
메인 페이지의 뉴스 제목이나 사진)를 적극적으로 소비
하는 이용자들은 사회적 단서(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 
등)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들에 비해 중요하게 생
각하는 의제가 더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3]. 또한, 포
털 사이트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제공한 뉴스인지 출처
를 확인하고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일수록 그렇지 않
은 이들에 비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이나 
정보 등에 더 많이 노출하고 있다[3].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언
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소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8-10], 특정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
은 자신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정치권, 기업, 이익
집단 등 외부 영향이나 언론사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2. 뉴스 신뢰도 
뉴스 신뢰도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이용자

의 주관적인 지각[17]으로서,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도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18]. 예컨대, 뉴스 신뢰
도를 판단하는 데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뉴스를 매
개하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뉴스 신뢰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연구마다 다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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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매체가 제공하는 뉴스의 전문성과 진실성[19][20], 
정확성, 공정성, 무편향성, 믿음성, 보도의 완전성[21]
을 뉴스 신뢰도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제시돼 왔
다. 뉴스 신뢰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매체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인터넷 매체 뉴스의 신뢰도는 
뉴스가치성, 공공성, 선정성, 공정성[22]이나 정확성, 
심층성[23]으로 구성되는 반면, 신문 등 전통 매체에 대
한 신뢰도 평가에는 사회적 유의미성, 정치적 진보성이 
뉴스 신뢰도 보다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됐다[24]. 한
편, 뉴스 신뢰도는 해당 매체의 뉴스 신뢰도를 직접적
으로 묻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기도 한다[25-27].  

2.1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은 상대

적으로 강한 정보적 동기를 지닌다[28]. 일반 사실에 관
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포털 사이트 자체에 대한 신
뢰도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물론 언론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뉴스 소비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더
욱 오랜 시간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12]. 반면, 포털 
사이트 이용량은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28]. 포털 사
이트의 뉴스 편집 행위는 국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 1, 
2위인 네이버와 다음 간 차이도 보인다. 두 포털 사이
트는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상대 사이트에 비해 더 많
이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신문
이나 방송 등 기존 언론사가 자사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뉴스 제목이나 취재원 활용 등을 각기 다른 방식
으로 편집하고 있는 데 반해 포털 사이트의 경우 상대
적으로 중도적 입장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보
를 제공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29]. 반면, 포털 사이
트가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는 지적도 있다[7].  

뉴스 신뢰도는 이용자의 뉴스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데[10][30], 즉 해당 매체의 뉴스 신뢰
도가 높으면 이용자들은 해당 뉴스를 더 많이 접하거나 
지속적 이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10][17][31][32].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소비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33], 포털 사이
트 뉴스 신뢰도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 행태
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언론사 뉴스 신뢰도
뉴스 신뢰도 평가에는 뉴스를 전달하는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17][18], 
언론사 뉴스 신뢰도와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간 높은 
상관관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언론(사) 신뢰도는 공중
이 언론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믿음
[18][34]으로서, 언론사 뉴스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있
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지각이 관여하기 때문이다[35].

특정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6]. 구체적으로, 해
당 미디어를 통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과 같은 경성 
컨텐츠를 많이 접할수록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결과[36]는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뉴스 
이용자들은 언론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언론이 제공
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
적으로 해당 매체 이용 시간을 늘린다[10]. 반면, 전국
종합신문 뉴스를 신뢰하지 않을수록 댓글을 작성하거
나 뉴스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뉴스 소비가 늘어난다
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9]. 특히, 정보 제공자에 대
한 신뢰도는 오늘날 다매체 환경에서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 예컨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확
실한 의견을 갖고 있는 “믿을만한” 페이스북 친구가 추
천한 뉴스를 읽을 경우에만 페이스북 제공 뉴스를 더욱 
신뢰하는 한편 해당 뉴스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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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8]. 
이용자의 매체 이용행태는 해당 매체에 대한 선호도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37].특정 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해당 매체의 반복적인 이용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30][31][38]. 요컨
대, 언론 등 뉴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와 해당 매체 제
공 뉴스 이용의 정적인 관계는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의
향 증가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현장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언론사 뉴스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뉴
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
론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평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
지 않는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대한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2차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 및 분석했다. 언론수용자 의식조
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이며, 미디어 연
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공개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설문 조사는 가장 최
신 자료이다. 설문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를 대상으로 2018년 6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컴퓨터
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크기는 
5,040명이며 표본 오차는 ±1.4% 포인트(95% 신뢰수
준)이다. 본 연구에는 총 표본 크기 중 인터넷 뉴스 이
용자 4,146명의 응답만 활용했다. 표본 중 남성이 
2,137명(51.5%), 여성이 2,009명(48.5%)이며, 연령은 
18~29세 20.6%, 30대 20.4%, 40대 23.3%, 50대 
21.1%, 60대 이상 14.6%의 분포를 보였다.  

2. 연구변인 

2.1 종속변인 

2.1.1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행태로 분류했다.포
털 사이트에서 뉴스 이용 시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
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는 행태와 뉴스 제공 언
론사에 주목하는 행태로 구분했다. 두 변인을 각각 포
털 사이트 주목과 언론사 주목으로 명명했다. 포털 사
이트의 뉴스 편집 행위가 이용자의 뉴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1-3][39],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를 9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에 해당하는 9개 문항을 대
상으로 요인분석1을 실시한 결과, 6개 문항이 포털 사
이트 주목에, 3개 문항이 언론사 주목으로 분류됐다[표 
1].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됐다(1 = 전혀 그렇지 않
다, 4 = 매우 그렇다)2. 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결측 값으로 처리했다.

1 요인추출과 요인회전 방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했다.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5 이상인 경우 동일 요인으로 분류
했다.

2 원 자료에서는 각 항목의 척도 값이 1 = “매우 그렇다”, 4 = “전
혀 그렇지 않다” 로 측정돼 역코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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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요인분석 결과

2.2 독립변인
뉴스 신뢰도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신뢰도

를 포괄하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지각[17][18]이라는 개
념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뉴스 신뢰도를 포털 사
이트 뉴스 신뢰도와 언론사 뉴스 신뢰도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차 자료는 각 매체의 
뉴스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하
여 각 매체의 신뢰도를 측정했다[25-27].

2.2.1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뉴스 신뢰도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17][18] 포털 사

이트 뉴스 신뢰도를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는 1개 문항(“포털(Daum, Naver, Nate 등)에
서 접한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으로 구성됐으
며, 5점 척도(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 매우 신뢰
한다)로 측정했다(M = 3.38, SD = .82). 

2.2.2 언론사 뉴스 신뢰도 

뉴스 신뢰도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17][18] 언론사 
뉴스 신뢰도를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나아가, 매체 이용행태는 해당 
매체에 대한 선호도, 신뢰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
는다는 기존 연구결과[30][31][37][38]를 반영해 언론
사의 유형을 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와 평
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지 않는 언론사로 구분하
고, 각 유형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각각 
측정했다. 두 변인은 각 1개 문항3으로 구성됐으며, 5
점 척도(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 매우 신뢰한다)
로 측정했다(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 뉴스 
신뢰도: M = 3.60, SD = .78; 평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지 않는 언론사 뉴스 신뢰도: M = 3.03, SD 
= .84).   

2.3 통제변인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13][35][40][41], 성별(0 = 여

성, 1 = 남성), 연령, 정치적 성향(0 = 가장 진보, 10 = 
가장 보수)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포털 사이트에서 접한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
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β = .10, p < 
.001)와 뉴스 제공 언론사에 보다 주목해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β = .07, p < .001)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표 2][모형3]. 즉, 포털 사이트에서 접
한 뉴스를 신뢰할수록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나 뉴스
홈, 실시간 검색 순위 등에 배치돼 있는 뉴스에 주목하
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접한 뉴스를 신뢰할수록 포털 뉴스 이

3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신문/뉴스통신사/지상파 TV/종
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라디오/시사잡지/언론사닷컴/인터넷
신문 모두를 포함하여 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뉴스를 접하는 언
론사/평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뉴스를 접하지 않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전반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측정문항

요인
1 2

포털
사이트 
주목

언론사 
주목

보고 싶은 기사를 검색 창에 입력해 찾아 이용
한다. .597 .287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 
이용한다. .721 -.041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관련 뉴스를 이용한
다. .707 .101

포털사이트 뉴스홈(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등)
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
용한다.

.698 .143

포털사이트 첫 페이지(메인화면)의 뉴스 제목이
나 사진을 보고 뉴스를 클릭해 이용한다. .683 -.084

포털사이트 뉴스홈에서 ‘많이 본 뉴스’를 이용한
다. .529 .329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 .108 .790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
를 통해 이용했다. .010 .773

포털사이트를 통해 본 뉴스가 어느 언론사에서 
작성/제공한 뉴스인지 확인한다. .117 .714

고유값(Eigenvalue) 3.63 1.96

설명량(%) 29.27 21.79

누적설명량(%) 29.27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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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해당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를 확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는 경향이 높았다.

2. 연구문제 2
기존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포털 뉴스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언론사에 대한 선호도와 뉴스 이
용 빈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2][모형3]. 평
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
도는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β = .05, p < .05), 뉴스 제공 언론사
에 보다 주목해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β = -.07, p < .001). 

반면, 평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지 않는 언론
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
하는 행태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β = -.15, p < 
.001), 뉴스 제공 언론사에 보다 주목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β = 
.12, p < .001). 

표 2.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예측에 대한 위계회귀분석

모
형 독립 변인 

종속변인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포털사이트 

주목
언론사 
주목

1

성별(0=여성, 1=남성) .03* .07***

나이 -.10*** -.06***

정치적 성향 -.11*** -.01
R2 .03*** .01***

2

성별(0=여성, 1=남성) .03* .07***

나이 -.10*** -.06***

정치적 성향 -.11*** -.01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05** .09***

△ R2 .002** .01***

3

성별(0=여성, 1=남성) .03* .07***

나이 -.10*** -.06***

정치적 성향 -.10*** -.01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10*** .07***

선호/자주 접하는 언론사 뉴스 신뢰도 .05* -.07***

비선호/자주 접하지 않는 언론사 뉴스 신뢰도 -.15*** .12***

△ R2 .02*** .01***

R2 .05*** .03***

N = 3,956(포털 사이트 주목), 3,884(언론사 주목), 
***p < .001, **p < .01, *p < .05, 수치는 다중 회귀분석의 표준화 계수 β 값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와 언론사 뉴스 
신뢰도가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는 포
털 뉴스 이용 시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
된 뉴스에 주목하는 행태와 뉴스 제공 언론사에 주목하
는 행태 등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그림 2][그림 3].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의 편
집 방식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는 행태 및 뉴스 
제공 언론사에 주목하는 행태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1).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이
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보적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28], 결과적으로 포털 사이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두 유형의 포털 사이트 뉴스 이
용행태와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는 언론사 보다 포
털 사이트에 주목하여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와 더욱 강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매체를 주
로 이용하는 이들은 타 매체를 통해 얻은 뉴스 보다 해
당 매체를 통해 얻은 뉴스를 더 신뢰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32]에 비추어 볼 때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 
유통 및 편집 기능을 대체해 가고 있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의존
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뉴스 소비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12]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태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언론사 뉴스 신뢰도와 두 유형의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간 유의미한 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
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
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언
론사에 주목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은 
낮았다(연구문제 2-1). 즉, 평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
는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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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구체적으로 해당 뉴스가 어느 
언론사가 작성 및 제공한 뉴스인지 확인하거나 특정 언
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하는 행위를 유도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
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이용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뉴스 제공 언론사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언론사가 제공
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그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소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
[8-10][30][31][37][38]와 상반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
서 활용한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측정 문항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의 언론사에 주목하여 포털 사
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를 측정한 문항에서 언급한 
언론사4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가 선호하거나 자주 접
하는 언론사 뉴스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평소 선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지 않는 언론
사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포털 
사이트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된 뉴스에 주목하는 경
향은 높으나, 언론사에 주목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경향은 낮았다(연구문제 2-2). 다시 말해, 선
호하지 않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 뉴스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구체적으로 해당 뉴스가 어느 언론사가 작성 
및 제공한 뉴스인지 확인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하는 행위는 유도하지 않으나, 포털 사이트
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결과적으로 포털 사이트
의 편집 방식에 더욱 의존해 뉴스를 이용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이용
자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지 않는 뉴스 자체를 회
피한다[15]기 보다는 뉴스를 제공하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 혹은 소극적 이용행태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사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포털 뉴스 이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

4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본 뉴스가 어
느 언론사에서 작성/제공한 뉴스인지 확인한다”, “포털사이트에
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이용했다.” 

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2차 데이터에서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 중 언론사에 주목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의 문항에서 응답자가 평
소 선호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론사를 특정하지 않아 해
당 언론사에 대한 뉴스 신뢰도와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
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다소 미흡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언론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데이터에서 언론사 뉴스 신뢰
도는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를 측정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선호의 개념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는 뉴스
를 더욱 신뢰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13][34][40][41] 
보여주듯 특정 언론사에 대한 선호도는 해당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와 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선호도 측정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 간 일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의 한계로 인해 
뉴스 신뢰도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선행 연
구에서는 뉴스 신뢰도를 지수(index) 방식으로 측정 항
목을 구성하여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2차 
데이터에서는 신뢰도를 단일 항목으로 측정했다. 물론, 
단일 항목으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론적 및 실
증적 타당성이 검증됐으나[25-27], 후속 연구에서는 인
터뷰 등을 통해 연구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포털 사이트 주목), 포털 사
이트 뉴스 신뢰도,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대한 주요 연
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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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행태(언론사 주목), 포털 사이트 
뉴스 신뢰도,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대한 주요 연구 결
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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