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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언론은 그 이용자 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성원 상호 간 의견·정보 교환

을 통해 협력,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야 한다는 당위론적 믿음이 있고

민주주의는 그런 믿음에 기반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당위론적 믿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언론 매체의

이용이 사회적 신뢰 제고와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신뢰

를 낮춘다는 주장들도 적지 않다. 사회적 신뢰 구축과

관련한 언론 매체별 역할 차이는 많은 학자들의 오래된

관심사였는데 끼리끼리 뭉치는 동종애적(Homophily)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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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 뉴스 콘텐츠의 이용정도가 이용자들의 의견·정보 교환이나 사회적 신뢰수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구 사회학적 대표성을 갖춘 1,100명의 표

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다. 포털 뉴스 이용 정도는 PNRBS(Portal News Readership Behavior

Score)라 불리는 복합지수를 구성해 측정했고, 의견·정보교환 정도나 사회적 신뢰수준은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

표들 중에서 일부를 취합해 구성한 지수로 측정했다. 연구 결과 포털뉴스이용과 사회적 신뢰는 선형적 상관성이 아닌

V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포털 뉴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고

경이용(Light user) 집단의 신뢰 수준이 가장 낮았다. 중이용 집단의 신뢰 수준은 비용자들보다는 낮았지만 경이용자

들 보다는 높았다.

주요어 : 포털 뉴스 이용, 사회적 신뢰, 커뮤니케이션 역량, RBS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use of portal news is related with user’s social 
credibility levels. 1100 subjects were sampled and online-surveyed. The amount of news usage and level of 
social credibility were measured respectively by the PNRBS(Portal News Readership Behavior Score) and 
SCI(Social Credibility Index) which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cocial credibility and portal new use is not a linear but some V type. In terms of the mean score of 
social credibility index, non-portal news user is the highest while the light user is the lowest and the heavy 
user is the second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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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양식이 두드러진 온라인 환경의 차별적 속성은 뉴

스 이용과 소통, 사회적 신뢰간의 긍정적 상관성에 대

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1][2]. 특히 2021년

우리 사회처럼, 매우 포털 의존적이고 경쟁적인 뉴스

이용환경, 그리고 사회 갈등적 이슈에 대한 당파적 관

점이 주도적인 언론 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의 당위론적

믿음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포털 뉴스의

이용 정도와 의견·정보의 교환, 그리고 이용자의 사회

신뢰 수준 간에 어떤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 검

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언론학 분야에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논의되기도 한다. 사회자본 연구자 들

은 대개 사회 신뢰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대인 신

뢰), 주요 기관이나 제도 등에 관한 신뢰로 구분하고 여

기에, 사회·정치 참여 정도와 사회 연결망(Soccial

Network)관련 요소들을 더한 것으로 사회자본을 이해

한다[3]. 추가적으로 사회 관심 및 참여 정도나 주변 사

람들과의 관계나 소통, 영향력 등 효능감이나 여론지도

력과 같은 개인 역량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변인들을

미디어 이용과 연결지어 분석한다.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신뢰 또는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에 따라, 또 개념 구성 요소

나 측정 방식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

다. TV 이용이 사회 신뢰 혹은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신문 이용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신문과 TV를 비교 분석하는 전형적 연구 결과도 있고

신문 이용이 사회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

적 관계망이나 사회정치 참여 정도와는 관련 있다는 주

장도 있다[4][5]. 또 사회적 신뢰를 대인 신뢰와 기관

신뢰로 구분해서 분석한 김동윤 등은 신문 뉴스 구독이

대인 신뢰 수준과는 음의 상관성을, 반대로 기관 신뢰

와는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고도 말한다[6].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주장은 엇갈린다. 인터넷이 사

회적 신뢰나 자본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사회적 소통과 연결망을 강화함으로써 긍정

적 영향을 준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으며, 또 사회 신뢰

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어떤 개념 요소들도 인터넷을

통한 신문 이용과는 통계적 연관성 가지지 않는다는 보

고도 있다[7][8][9].

이처럼 사회적 신뢰와 미디어 이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가장 주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가 차지하

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거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하고 또 사회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구성적

개념들의 측정과 연관된 방법론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상충한 결과가 도리

어 그 자체로 시공간적 차이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겠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가지는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 문제가 측정 개념의

높은 추상성과 결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측정의 타

당도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보다 부정적 함의를 가진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별

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뉴스 이용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종이신문이나, TV 뉴스처럼 뉴스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뉴스 이용 방식에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포털

뉴스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포털에서 뉴스

의 원천 소스를 기억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 제작이나 이용 차원 모두

뉴스의 매체별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진 멀티미디

어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추상적이고 복합적 개념들을 측정하

는데 있어 보다 타당하고 일관된 측정이 가능한 방법들

을 채택하려 시도한 점이다. 그 하나는 복합적 속성을

가진 뉴스이용 행태를 통합적으로 측정, 양화할 수 있

는 지수를 구성해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수는 “신문 열독 (Newspaper readership)량”을 실증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방법을 연구 목

적에 맞도록 변형 구성한 것인데 이용지수는 그 자체로

미디어 이용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통합지수일 뿐만

아니라 그 계산 값의 분포가 다른 어떤 측정치들보다

정규성을 띈다는 점에서 엄밀한 통계검증 연구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용 정도에 대한 측정이 포괄성을

갖지 못하고 특정 측면만을 반영하거나 그 측정치의 분

포가 통계적 검증에 부적합한 분포를 보인다면, 그 이

후의 어떤 분석과 해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11].

* 2018년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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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해 가

능한 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추상적이고, 더 구체

적인, 관련 연구들에서 이견의 정도가 덜한 개념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이론

적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높은 추상성과 포괄성

으로 인해 그 구성적 조작적 정의와 관련 연구자들간

견해 차이가 클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자본>이 아니

라 그 하위의 구성적 개념 즉 <사회 신뢰>와 <커뮤니

케이션 역량>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구

체적인 두 개념은 측정 방법과 관련해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비교적 적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항목들

이 있어 그것을 사용할 경우 다른 연구 결과들과의 비

교가 용이하고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에 대한 검증적 해

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잇점을 가진다 할 수 있다.

Ⅱ. 자료 수집과 측정

1. 설문조사

본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2019년

8월 7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

로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에 답한 유효 응답자 표본은

총 1,100명이고, 성별, 나이, 인구 비례를 고려한 특성

할당에 의한 사전 추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2. 포털 뉴스 이용 지수

<미디어 이용>은 단일 척도로 측정될 수 없는 복합

적 양상을 가진 구성적 개념(Construct)이다. 본 연구에

서는 <뉴스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포털 뉴스이용 지수

(PNRBS: Portal news readership behavior score)라는

복합척도를 사용했다. 일종의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변인으로 <포털 뉴스 이용 정도>를 측정

한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포털 의존적 뉴스이용 환경을

고려한 것인데, 현실을 고려해 이용 대상 포털은 언론

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한정했다. 사용된

<PNRBS>의 구체적 공식은 아래와 같다.

PNRBS =1+
  



 

 
×


(1≤RBS≤10). 식(1)

구체적으로 ‘일주일동안포털을통해서뉴스콘텐츠를

접한일수, ‘하루평균포털뉴스콘텐츠를이용하는시간',

‘포털뉴스아이템완독비율’, ‘하루평균포털뉴스아이템

이용 개수’를 산출하고 식 (1)에 근거 개인별 포털 뉴스

이용 통합점수를 산출했다. 식(1)에서 x는 각 척도 값,

M은각척도최대값, n은각척도최소값을의미한다,

3.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사회적 신뢰> 측정을 위

한 구성 항목

보통 관련 연구들에서는 각 연구의 주제와 방향에

따라 개념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관련 문항을 만들어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합의

된 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

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을 중심으로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사회적 신뢰>와 함께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영역 중의 하나로 다루어 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영역을 포괄하는 다소 추상적인 사회

적 자본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에 초점을 맞추면서, <커뮤니케

이션 역량>을 별도로 구분해 뉴스 이용 정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을 참고하면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영역을 크게 <사회 관심·관여도> <자기 능력·

효능감> <의견 및 정보 전파의 적극성> <사회적 교제

의 범위와 영향력> 등 모두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복수의 측정 문항을 사용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관심·관여도>는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나는 세상 돌

아가는 일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많이 찾아 본다’, ‘나

는 우리사회의 여론 동향에 관심이 많다’, ‘나는 뉴스를

접하고 내가 알게 된 뉴스 내용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다’ 등 모두 5개의 문항을 7

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자기 능력·효능감> 관련 문항에는 ‘나는 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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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원

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뛰어나다’, ‘나는 비교적 성공적

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비

교적 정보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내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등 모두 5개 문항을 사용했다. <의

견·정보 전파의 적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 대화를 주도하는 편이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는 편이

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하는 일 많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질의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

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의견 방향으로 설득

하려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나 조언을

많이 주는 편이다’의 8가지 문항을 7점 척도 (1= 전혀

아니다 ~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사회 연결망 관련 응답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교제 범위 및 영향력> 변인 측정을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9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

이 많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편이다’,

‘내 주위에는 나의 의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

상 돌아가는 소식들에 관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 ‘내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정보나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내 주위에는 나

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업무와 관계없이 다양

한 영역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늘 새롭

게 소개 받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 정도는 관련 연구 문헌

등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인 신뢰> 3개,

<기관 신뢰> 6개 등 총 9개 문항을 선정했고, 각 문항

에 대한 동의 여부를 7점 척도로 측정한 후 그 산술 평

균값을 이용했다. 사용된 9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우리나라 사람

들은 자기 몫만 챙기려한다(역코딩)’, ‘우리나라 사람들

은 공정하게 경쟁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만하

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신뢰할만하다’, ‘우리나라 국

회는 신뢰할만하다’, ‘우리나라 언론은 신뢰할만하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신뢰할만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신뢰할만하다’.

Ⅲ. 분석 결과

1. 포털뉴스 이용과 사회적 신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포털뉴스

이용 정도(PNRBS)와 사회적 신뢰수준(SCI)이 다른지

를 살펴보았다. 포털뉴스 이용 지수(PNRBS)는 최저 1

점에서 최대 10점사이에 분포하는데 이용 기록이 전무

해 1점에 해당하는 비이용자와 1에서 5 사이의 점수를

가진 경이용자(light user) 그리고 그 이상의 중이용자

세 집단으로 구분했다. 응답자별 사회 신뢰 점수는 9개

항목의 산술 평균 값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으로 구

하고 그 점수에 근거 고(상위 33.3%), 중(중간 33.3%),

저(하위 33.3%) 3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실제 비율은

점수 분포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다음 표1에서 4

에는 응답자 연령대와 월 가구소득 구분에 따라

PNRBS와 SCI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되어있다.

표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포

털 뉴스 이용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이용 집단(heavy user)의 상대적

비율이 늘어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을수록 비이용 집단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연하게 확인된다. 카이제

곱 검증 결과(F값 30.063, p < 0.01)로 볼 때도 신뢰 수준

99%에서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성이 존재

했다.연령대 별로 PNRBS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수준과는 달리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1. 가구소득별 PNRBS 수준의 교차분석
Table 1. Family income & PNRBS cross tabulation

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적 신뢰 수준이 다른지

PNRBS

전체비이용 경이용 중이용
가구
소득

3백만
미만

빈도 86 137 104 327

% 26.3% 41.9% 31.8% 100.0%

6백만
미만

빈도 92 184 230 506

% 18.2% 36.4% 45.5% 100.0%

6백만
이상

빈도 47 79 141 267

% 17.6% 29.6% 52.8% 100.0%

전체 빈도 225 400 475 1100

% 20.5% 36.4% 43.2% 100.0%

카이제곱 30.063, df 4, 유의확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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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본 결과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있었다. 표 2에서와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저신뢰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 고신뢰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 2. 월 가구 소득별 SCI 수준의 교차분석
Table 2. Family income & PNRBS cross tabulation

연령대별로 사회적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앞서 포털뉴스 이용과 연령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던 것에 반해 표3에서 처럼 사

회적 신뢰수준은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p < 0.01). 20대는 상대적으로 저신

뢰 비중이 가장 높고, 고신뢰 비중이 가장 낮은 집단이

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신뢰 비

중은 낮아지고 고신뢰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

는데, 흥미롭게도 60대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에 저신뢰

의 비중과 고신뢰 비중이 엇비슷하게 높고 중신뢰 비중

이 현저히 낮은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3. 연령대와 SCI 수준 간 교차분석
Table 3. Age & SCI cross tabulation

2. PNRBS 과 SCI 연관성 분석

이용지수에 따라 사회적 신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앞서와 같이 포털뉴스 이용지수(PNRBS)에

따라 응답자를 뉴스 중이용자, 경이용자, 비이용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4에서와 같이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사회적 신뢰 평균

값이 가장 높은 것은 비이용자 집단(3.38)이었다. 사회

신뢰 평균값이 가장 낮은 집단은 경이용자 집단(3.17)이

었고 중이용 집단은 경이용 집단보다는 높지만 비이용

집단보다는 낮은 것(3.27)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포털뉴

스이용지수의 변화에 따른 사회신뢰 점수의 분포가 하

나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하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선형적 분포가 아니라 그림 1처럼 양 끝이 높아지고 중

간이 낮은 U 또는 V자형 분포를 보임을 의미한다.

그림 1. PNRBS 수준에 따른 SCI 평균 값 분포
Picture 1. PNRBS & SCI Mean

과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뉴스 이용이 사회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또 아무 영향도 없다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한

데,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이런 V자 분포에 따르면 그 모

SCI

전체저신뢰 중신뢰 고신뢰
가구
소득

3백만
미만

빈도 141 93 93 327

% 43.1% 28.4% 28.4% 100.0%

6백만
미만

빈도 171 174 161 506

% 33.8% 34.4% 31.8% 100.0%

6백만
이상

빈도 77 85 105 267

% 28.8% 31.8% 39.3% 100.0%

전체 빈도 389 352 359 1100

% 35.4% 32.0% 32.6% 100.0%

카이제곱 16.856, df 4, 유의확률 0.002

SCI

전체저신뢰 중신뢰 고신뢰
연령 20대 빈도 74 41 44 159

% 46.5% 25.8% 27.7% 100.0%

30대 빈도 86 58 63 207

% 41.5% 28.0% 30.4% 100.0%

40대 빈도 90 109 97 296

% 30.4% 36.8% 32.8% 100.0%

50대 빈도 80 103 95 278

% 28.8% 37.1% 34.2% 100.0%

60대이상 빈도 59 41 60 160

% 36.9% 25.6% 37.5% 100.0%

전체 빈도 389 352 359 1100

% 35.4% 32.0% 32.6% 100.0%

카이제곱 25.640, df 8, 유의확률 0.001

응답자수 SCI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PNRBS
구분

중이용 475 3.27 .91

3.718 0.025
경이용 400 3.17 .94

비이용 225 3.38 .98

전체 1100 3.26 .93

표 4. PNRBS 수준에 따른 SCI 평균차이 분석
Table 4. SCI & PNRBS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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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주장이 일부의 진실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V자 분

포의 경우 중앙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단계 즉 비이용에

서 경이용 단계까지는 포털뉴스 이용 정도와 사회 신뢰

수준이 부정적 상관성을 가지고, 중앙 이후 단계 즉 경

이용에서 중이용으로 가면서는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

는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분명

한 차이인데 이런 V 자 모형의 발견은 비이용자와 경

이용자를 구분해 살펴보았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다.

만약 비이용과 경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중이용과

비교할 경우에는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뉴스 이용 정도

와 사회 신뢰 간에 아무런 통계적 유의미한 관계를 발

견하지 못하게 된다.

표 5. SCI & PNRBS t 검증
Table 5. SCI & PNRBS t test

3. 뉴스 이용,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회적 신뢰

포털 뉴스의 비이용, 경이용, 중이용 집단별로 <커뮤

니케이션 역량>과 관련된 영역들 즉 <사회 이슈 관심·

관여도>와 <자기효능감>, <의견·정보 전파의 적극성>,

<사회교제의 범위와 영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네 차원 별로 관련 항목

들의 평균 값을 구하고 집단별 평균 차이를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했다.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 차원 모두 PNRBS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포털 뉴스

이용 정도가 많을수록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평

균값)과 <의견·정보 전파의 적극성>도 비례해 높아지

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과 <사회교제

의 범위와 영향력>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앞서의 <사회적 신뢰> 분석에서 관찰되었던, V자형 분

포 즉 비이용자와 중이용자가 높고 경이용자가 낮아지

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사회적 신뢰 분석에서와 다른 점

은 네 개 차원 모두에서 비이용자 집단이 아니라 중이용

자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비이용집

단과 경이용 집단간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표 6. PNRBS 수준별사회관심, 자기효능감, 의견정보전파, 사회
네트워크 평균차이 검증

Table 6. One-way ANOVA between PNRBS & communication

표 7은커뮤니케이션역량관련 4개영역이사회적신

뢰와 어떤 통계적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본 결과다. 일

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신뢰수준 99%에서 네 영역 모

두 사회적 신뢰 수준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이 확인된다. 경향성 또한 4개 영역 전부 일관되게 나타

났는데, 커뮤니케이션역량이높을수록, 다시말해 <사회

관심도>, <자기효능감>, <의견·정보전파의 적극성>,

<사회교제 범위와 영향력> 각각 모두 예외 없이, 그 평

균 값이 클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비례해 높았다.

표 7. SCI 수준별 사회관심, 자기효능감, 의견정보전파, 사회네
트워크 평균차이 검증

Table 7. One-way ANOVA between SCI & communication

표8은커뮤니케이션역량관련변인 4개의산술평균값

PNRBS수준
사회
관심도
(평균)

자기
효능감
(평균)

의견
정보전파
적극성
(평균)

사회 교제
수준
(평균)

비이용자 4.20 3.72 3.99 3.74

경이용자 4.32 3.65 4.05 3.67

중이용자 4.84 4.01 4.42 3.99

전체 4.52 3.82 4.20 3.82

평균차
이검증

F 36.139 12.542 19.891 8.709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SCI수준
사회
관심도
(평균)

자기
효능감
(평균)

의견
정보전파
적극성
(평균)

사회
교제 수준
(평균)

저신뢰 4.38 3.44 4.01 3.47

중신뢰 4.46 3.73 4.09 3.76

고신뢰 4.73 4.33 4.51 4.25

전체 4.52 3.82 4.20 3.82

평균차
이검증

F 9.399 65.539 24.525 44.379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N 사회신뢰 평균

PNRBS
비/경이용 625 3.25

중이용 475 3.27

t 검증 t 값 –0.435, 유의확률 0.663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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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하나의 통합 변인

을 산출하고 그것이 포털뉴스 이용과, 사회적 신뢰와 각

각 어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지를 피어슨 상관 관계분

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표 8. 사회신뢰, PNRBS, 커뮤니케이션 역량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Table 8. Correlation among SCI. PNRBS, communication

표에서알 수있듯이 신뢰 수준 99%에서포털뉴스 이용

정도나 사회적 신뢰 수준 모두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역

량(자기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있었다. 그상관성의정도는사회적신뢰수준이포

털뉴스이용정도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

살펴본것처럼사회신뢰와포털뉴스이용간에는통계적

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드러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통제했을 때 포털뉴스이용 정도와

시회신뢰 수준이 어떤 통계적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지살펴보았다. 표에나와있는것처럼, 비록피어슨상관

계수 r 값이크지는않지만, 신뢰수준 99%에서보더라도

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을알

수있다. 커뮤니케이션역량에차이가없을경우, 포털뉴

스를많이이용할수록사회적신뢰수준이미세하게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털 뉴스 이용과 사회

적 신뢰는 선형적 상관성이 아닌 V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포털 뉴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고 경이용 집단의

신뢰 수준이 가장 낮았다. 중이용 집단의 신뢰 수준은

비용자들보다는 낮았지만 경이용자들 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런 V자형 관계는 이전 관련 연

구들에서 나타난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에 대한 보완적

해석과 설명적 논거를 제공한다. 뉴스 이용이 사회적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반대 주장도, 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까지도 모두 부분적으로는 참일 수 있음을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References

[1] M. Ahn, “Is the Political Communication in Social
Network Sites Homophilou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8, No. 5, pp. 111-149, 2014.

[2] H. Choi, J. Kim, J. Lee, M. Lee, “Political
Information Filtering on Online News Comment”,
The Journal of the Co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575-582, 2020.

[3] Y. Min, I. Joo, “Social Capital and Its Democratic
Consequenc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1, No. 6, pp.
190-217, 2007.

[4] R. Putnam,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7, No. 4, pp.
664-683, 1995.

[5] P. Norris,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9,
No. 3, pp. 474-480, 1996.

[6] D. Kim, K. Lee, “What matters to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ec, Vol.
12, No. 2, pp. 78-112, 2012.

[7] J.Y. Park, T.Y. Kang, “Associations between
Media Use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28,
No. 1, pp. 5-51, 2011.

[8] H. Kim, Y. Kim, E. Huh, “The Effect of Social
Trust and Conflict Perception on News U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4, pp. 150-161, 2019.

[9] S.H.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Portal
News Using Motive Influence Internet
Self-Efficacy, Political Trust, Political Cynic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5, pp. 153-175, 2009.

[10] Korea Press Foundation, “Media Users in Korea
2018”, 2018.

[11] M. Ahn, “Complexity Science and Television
Audience Behavior”, Media & Society, Vol. 17.
No. 3, pp. 116-150, 2009.

사회신뢰 PNRBS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회신뢰 1 -.017 .329**
PNRBS -.017 1 .208**
커뮤니케이션역량 .329** .208** 1
커뮤니케이션 역량변인 통제시 PNRBS와 사회신뢰 피어슨 상
관관계 분석 결과
r=-0.093, p=0.002 <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