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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여론 영향력을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
스, 확증 편향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규범적 비판을 제공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는 그러나 유튜브 
등장과 더불어 이용자 뉴스 인식에 나타난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서베이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관점은 전문직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뉴스 인식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추가된 뉴스 인식이 혼재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전문직주의 언론의 대응 방향에 
관한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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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news of 
YouTube current affairs and political channel users.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providing 
normative criticism by examining the public opinion influence of YouTube channels, which play a role 
similar to the media, in terms of political polarization, fake news, and confirmation bia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hanges and meanings of users' perception of news with the advent 
of YouTube.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users with experience in using YouTube's 
current affairs and political channe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news perception 
of YouTube current affairs and political channel users was mixed with the perception of new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 journalism and the perception of newly added news in the digital 
environ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professional 
news media's response direction to the platfor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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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통 언론이 수행하는 저널리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대안 뉴스 채
널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동영
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뉴스 소비를 위한 대안 미디
어 채널로 주목받게 된 현상은 언론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스와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대안적 선택과 활
용이 확산된 최근의 저널리즘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이
다. 언론 불신과 유튜브가 그 대안으로 소비되는 현상
은 한국에서 유달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2020년도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
트 2020을 보면 한국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5%로 나머지 국가 평균 27%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세대에 걸쳐 보편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
한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
하는 경향은 젊은 층은 물론 60대 이상의 노년 층에서
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유
튜브 저널리즘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유튜브가 
과연 저널리즘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
쟁이 제기되었다. 한편에서는 유튜브가 사실 정보를 수
집, 검증하고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전달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역할과 저널리즘 모델은 다양
한 형식으로 변천해 왔으며 유일무이한 저널리즘 모델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튜브 또한 저널리즘 현
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수용자 인식
이다. 왜냐하면 미디어 전문가나 언론에 대한 학술적 
관점에 따라 유튜브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
는 논쟁과 별도로 많은 수용자들이 이미 유튜브를 통해 
뉴스와 유사한 시사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채널들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세태 때문이다. 더구나 이
런 인식은 유튜브에 대한 신뢰로도 연결되고 있다. 
2019년 <시사인>이 수행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 2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유튜브는 19.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포털
(네이버)과 공영방송(KBS)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다.

이처럼 유튜브가 언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되
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은 상당 부분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이 유발하는 사회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주목하는 규범적 문제의식과 다른 한편에서는 
유튜브 뉴스 환경에서 언론사나 뉴스 생산자들이 어떻
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전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또는 유튜브 상의 저
널리즘적 채널들이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기초로 유튜브 저널리즘의 내용적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그에 반해 유튜브 저널리즘을 수용자 입장에서 이해
하기 위한 시도들은 아직 드문 형편이다. 그러나 유튜
브 저널리즘 현상이 가져온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와 생산자 관점에서 언론 규범이나 저널리즘 윤리만 놓
고 이야기하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충분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
로 뉴스의 심층성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
로 간주되었지만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들이 심층적으
로 특정 사안에 파고들어 전달하는 정보들을 보면 확증 
편향이나 근거 없는 선동이나 자극적 발언 같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튜브를 언론처럼 소비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와 저널리즘에 대한 기존의 인
식 자체를 재이해하기 위한 맥락 안에서 유튜브 저널리
즘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수용자들이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해 보고자 했다. 이유는 유튜브 저널리즘이 
기존 전문가 또는 생산자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뉴스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 자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들
을 이해한다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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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모형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유튜브 시사정
치 채널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뉴스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
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이용, 정치적 유튜브 선택성, 
유튜브 신뢰 그리고 대안 저널리즘 기대가 뉴스의 역
할, 뉴스 규범 그리고 저널리즘 탈-권위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에 대한 논의
유튜브는 이제 더 이상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아니

다. 한국에서 유튜브는 뉴스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영국 로이
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2020년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
포트 2020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
은 100명 중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 같은 조사에서도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40%였다. 
이러한 추세는 일부 독자 계층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앞서 예시한 조사 결과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소비는 주로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현상이었
지만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
서 플랫폼 뉴스 소비는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강화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새로운 신조어가 등
장하고 관련 논의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촉발되
기 시작했다[1][2]. 유튜브 저널리즘은 학술적으로 합의

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
하는 문화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유튜브와 저널리즘
의 접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다. 특히 수용자들이 볼 때 주류 언론을 통해서나 유튜
브를 통해서나 최근의 사회 현안이나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또한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에 대한 주목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
했다. 그에 따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온갖 시사, 정치 
현안 관련 콘텐츠가 범람하고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현상이 이론적으로 저널
리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유튜
브 상에서의 뉴스 소비 구조와 문화가 저널리즘 영역에 
미치는 변화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
되었다[3].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유튜브와 뉴스 소비에 관한 
조사와 연구들이 뒤따랐다. 김선호와 김위근[4]은 우리 
국민의 뉴스 미디어 이용에 관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뉴스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로는 유튜
브가 40%로 네이버 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과거 포털 위주의 
뉴스 소비 문화가 유튜브와의 경쟁 체제로 뉴스 소비 
축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5].

뉴스 소비 공간으로 유튜브의 부상에 따라 유튜브에
서 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의 성격 또한 기존의 언론사 
뉴스 구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튜브에서 ‘뉴스’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된 콘텐츠를 분석한 이상우[6]
에 따르면 유튜브 상의 뉴스 콘텐츠는 전통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유시민이나 홍준표 등 정치인 그리고 
주류 정당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뉴
스 그리고 황장수 등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의 뉴스로 
분류된다.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은 또한 이른바 유튜브 저널리
즘이 수용자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사회적 논
의와 학술적 주목을 요구했다[7-9]. 유튜브는 수용자들
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뉴스 정
보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잇점이 있다[10].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춰진 정보 
편식이 발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가 차단되며 
확증편향을 일으키거나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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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으로 사회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다
[11][12]. 그에 따라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에 관한 사
회적 논쟁 또한 유튜브 저널리즘의 부정적 폐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상의 논의들이 갖는 공통점은 대부분 생산자 관점
에서 유튜브에서 뉴스로 소비되는 대상들을 이해하려
는 접근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
어 생산자 관점에서 유튜브 매체들이 생산하는 정보는 
‘뉴스’가 아니라는 식의 접근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
한 논의들은 유튜브 뉴스 소비 실태와 현황, 유튜브에
서 뉴스로 인식되는 콘텐츠들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콘
텐츠 소비가 이용자들의 여론 인식과 정치적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이해에 기여한다.

하지만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뉴스와 뉴스 생산
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튜브 상에서 소비되는 시사 콘텐츠들은 방송사와 신
문사들이 생산하는 기존 뉴스 형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
는 차별화된 뉴스 문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유튜브
에서 뉴스로 소비되는 정보들은 확인된 사실을 정제하
여 뉴스로 제공하는 언론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저널리
즘 범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뉴스 수용
자들은 언론사 뉴스만 뉴스라고 인식하기보다 블로그, 
인터넷 검색 정보,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광의의 시사 정보를 뉴스처럼 소비하는 상황
을 고려할 때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이 몰고온 변화는 
단지 유튜브 시사 채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확증편향이나 가
짜뉴스 확산 같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인
식이 그 저변에서부터 변화하는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뉴스에 대한 생
산자들의 인식의 변화도 뒤따르는 상황[13]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수용자 인식 탐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 수용자 관점에서의 뉴스 인식과 뉴스관점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는 더 이상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로 한정되지 않고 있다. 시민 블로거가 생
산한 뉴스에서부터 SNS에 게재되고 공유됨으로써 사
람들 사이에서 뉴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까지 

다양한 형식의 정보들이 ‘뉴스’로 소비되고 있다. 뉴스
가 아닌 것과 뉴스를 구분짓는 경계의 기준에 대한 질
문은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등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언론사 뉴스룸이 
생산한 뉴스만 뉴스로 간주하는 관점은 오늘날 온라인 
환경의 저널리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형식 또는 포맷의 정보들을 뉴스처
럼 송신하고 소비자들은 그 정보들을 소비하는 상황에
서 전문직주의 관점에서만 뉴스를 정의하는 시각은 뉴
스와 여타 정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과 그 의
미[14]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뉴스를 
정의하는 일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생산자 뿐만이 아니
라 소비자 관점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발생한다
[15].

많은 선행 연구들은 뉴스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인
식 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식을 탐구해 왔다[16-20]. 이
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뉴스란 무엇인가 또는 뉴스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과 언론 전문가들이 생각하
는 뉴스의 기준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뉴스에 대한 
인식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스 인식을 둘러싼 변화에는 단지 뉴스에 대한 정의
만 해당되진 않는데, 뉴스를 소비하는 행위의 다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도 포함된다. 가령 디지털 환경에서는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공유하는 행위 같은 것들도 저
널리즘 범주에 포함된다[21]. 이러한 논의는 뉴스와 언
론이란 무엇인가 또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가에 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유동하고 변화하며 그 경
계 또한 달라진다는 점에 대한 주목 그리고 언론인과 
뉴스룸 중심의 뉴스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한 대
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 이
용을 실증 분석한 임영호와 동료들의 연구[22]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을 뉴스 이용자
의 관점에서 탐색한 김균수의 연구[23]를 들 수 있다. 
임영호와 동료들은 온라인 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수용
자들의 뉴스관이 전문가들의 뉴스 관과 상이하며, 특히 
뉴스 이용 행태 즉 뉴스 소비 방식에 따라서도 뉴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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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
면 온라인 뉴스 수용자들은 정보 전달, 공정성, 심층성, 
재미와 토론, 계몽 같이 뉴스의 정의를 이루는 요인들
을 별다른 구분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반드시 전문직주의 언론인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을 뉴스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기자 역할 
및 기자 규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이용
자 자신의 이용 동기나 저널리즘 실천 행위 유형에 따
라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기자 역할이나 규범 또한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용자들의 인
식 안에는 기존 저널리즘에 관한 전문직주의 관점으로 
한계 지우기 어려운 뉴스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공
존, 경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뉴스 또는 뉴스 생산자의 기능과 역
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규범적 기준들에 대한 생산자 
관점의 이해를 수용자 관점으로까지 확장시키는 한편, 
언론 입장에서는 왜 수용자들의 뉴스 이용 행태나 언론
에 대한 태도 또는 저널리즘 인식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뉴스관에 대한 학술
적, 실무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는 특히 온라
인 환경에서 뉴스 전문직주의가 도전받는 상황[24] 그
리고 그 과정에서 뉴스와 언론의 범위가 확장, 변주되
고 그럼으로써 전문직주의적 뉴스 세계의 경계가 불분
명해지는 흐름[25-27] 속에서 저널리즘 장에서 발생하
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유효하다. 또한 전통적인 저
널리즘 인식틀 속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전문직주의 저
널리즘의 의미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근거들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3. 유튜브 이용자들의 뉴스 관점에 관한 논의
유튜브에서 뉴스처럼 소비되는 시사 정치 채널들의 

콘텐츠는 엄 한 사실 검증 과정이나 객관성 규범 같은 
전문직주의 뉴스 생산 관행을 거쳐 만들어지지 않다 보
니 매체를 운영하는 주체의 직설적인 의견이나 관점에 
기초한 해석과 추측들에 기초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짧은 방송 뉴스나 신문사 기사와 달리 긴 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 뉴스 

소비 목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동기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민영과 동료들의 연구[28]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
들은 유튜브 채널들이 제공하는 저널리즘적 콘텐츠의 
심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주류 언론
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완적 (대안) 매체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사 채널을 제외한 개인 유튜브 채널들이 생산하
는 콘텐츠들은 육하원칙과 취재원 인용 등 사실과 의견
을 명확히 구분하는 뉴스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수용자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뉴스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유튜브 뉴스 소비 현상의 핵심이 
뉴스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저널리즘 인식의 변화에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뉴스’로 포장된 시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
자들은 검색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을 통하여 이를 손
쉽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뉴스의 
경계가 흐려지고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튜브
와 뉴스와 관련하여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유승
현과 정정주의 연구[29])에 따르면 기성 언론사에 소속
된 뉴스 생산자들조차 자신들이 생산하여 유튜브에 올
리는 콘텐츠들조차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스라고 
부르기 어렵고 따라서 뉴스의 정의 자체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에 대한 정의 차원과 더불어 뉴스
를 만드는 생산자와 생산 조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가능성과도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가령 언론 신
뢰도 등 각종 매체 조사 결과들을 보면, 최근 한국 사회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전통적인 언론사 또는 언론
사에서 체계적인 전문 언론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인
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점
이다. 유튜브 뉴스에 대한 수용자 인식을 조사한 이상
우의 연구 또한 뉴스 소비자들이 기성 언론보다 유튜브 
채널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
을 실증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튜브 환경에서 뉴스의 인식
은 어떤 변화의 지점들이 존재하는가? 연구자는 이를 
뉴스 역할과 뉴스 규범 그리고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권
위의 약화를 의미하는 저널리즘 탈-권위의 측면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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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1 뉴스 역할
뉴스의 역할은 주로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게 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역할 인식을 뜻한
다. 전통적으로 언론의 역할은 전문직주의 언론인의 측
면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론에 대한 이해
나 접근의 측면에서 수용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뉴스 연구자들은 기자의 역할을 
배포자, 해석자(또는 해석적 조사자), 적대자, 동원자 등
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30][31]. 기자 역할은 
곧 뉴스를 통해 그 결과가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뉴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즉 뉴스의 
역할이라는 맥락으로 수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뉴스의 역할이란 정치권력, 제도, 시장 그
리고 시민 공중들을 향해서 뉴스가 수행하는 기능의 측
면에서 검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특히 유튜브 플랫폼이 뉴스 소
비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과정에서 뉴스 소비자들은 기
성 언론사가 만들지 않은 정보 또한 뉴스의 일부 혹은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매체를 운용하는 행위
자들을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언론사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인물들이 ‘신뢰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포
함되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언론 매체의 일부에 포함되
기에 이르렀다.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인물들이 대표
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뉴
스의 역할이란 언론인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수용자
의 측면에서 이용자가 기대하는 인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뉴스 현실에서도 나타난 변화로 셔슨과 티
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전통적인 기자의 역할을 
수용하는 시민들의 비중은 과거보다 더 적어졌다[32].

이러한 변화에 따라 뉴스의 역할에 대한 정의도 새로
운 요소들이 추가되거나 변형되었는데, 가령 입증, 의미
식별, 안내, 포럼 이끌기, 수집, 연결 같은 것들이 대표
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 너무나 많은 뉴스 정보
들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가 있는지, 
뉴스 수용자가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지를 안
내하고 이끄는 뉴스의 새로운 기능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언론의 주요한 기능적 특성을 전통적인 의제설정
으로 보기보다 1인 미디어나 큐레이션(curation) 같은 
새로운 기능적 측면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33].

실제 유튜브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기성 언론사들
의 뉴스와는 달리 비평과 해석적 정보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기존의 뉴스관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
공하는 뉴스 환경이 아닌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에 대
한 자동화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유도
하기 때문에[34] 유튜브 뉴스는 기존의 객관적 정보 전
달이나 다양한 여론의 전달 같은 기성 언론에 요구되는 
역할로 파악하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
튜브에서 뉴스처럼 소비하는 각종 시사 정보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에 관한 연구는 없다. 

3.2 뉴스 생산 규범
저널리즘 규범은 뉴스를 통해 언론이 어떤 규범적 실

천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뉴스와 언론 활동에 적
용되는 저널리즘 규범은 전통적으로는 객관 저널리즘
(objective journalism) 모델에 근간한 규범을 중심으
로 사고되어 왔지만,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인식은 언
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저널리
즘 규범은 경우에 따라 언론 외부에서 언론에 요구하는 
규범적 기대에 의하여 달리 모색되기도 했다. 저널리즘 
역사에서 보면 저널리즘 규범은 초기에는 사실성 또는 
사실주의가 지배적이었지만 사실만 가지고서는 다양한 
독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자 저널리
즘 규범의 방점은 사실성에서 객관성으로 옮겨지게 됐
다[35].

객관성을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 규범의 모색은 그러
나 20세기 인터넷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변화한 조건
에 직면한다. 주창 저널리즘과 언론의 당파성 같은 요
인들에 의해 객관 보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주의주장과 의견들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매스 미디어가 허울뿐인 객관성을 고집하는 
일은 객관성 규범에 대한 대중적, 전문적 회의를 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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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신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투명성 같은 새로운 
규범에 대한 요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 
환경의 등장에 따라 정보 전달자로서의 언론 정체성에 
입각한 전통적인 뉴스 규범은 도전받는 한편 독자의 요
구에 반응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규범적 요소
들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저널
리즘 환경에서 뉴스 생산, 공유, 소비에서 소비자의 영
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전문직주의 규범의 입지는 줄어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뉴스 규범 연구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저널리즘 모델에 주목하면서도 규범의 문제는 
여전히 전문직주의 생산자 측면에서만 살펴온 경향이 
크다. 그에 반해 뉴스 이용자들이 바라보는 뉴스에 대
한 규범의 내용과 영향력에 대한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뉴스 생산 관행 또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영향 요인 아래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36]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뉴스 규범에 대한 
수용자 인식의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3.3 저널리즘 탈 권위 인식
언론에 대한 인식에서 저널리즘의 권위(authority)는 

뉴스와 언론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러한 저널리즘의 권위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부여된 신뢰로 이해될 수 
있다[37]. 그러나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시민 저널
리스트들을 포함하여 기성 언론과 경쟁하는 대안적 저
널리즘 양식과 실천들이 등장하면서 권위있는 정보 제
공자로서 저널리즘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도전받게 됐
다[38]. 저널리즘 권위 하락은 언론의 의제설정에서부
터 게이트키핑 그리고 사안에 대한 의미 부여에 관여하
는 언론의 틀짓기 기능 같은 뉴스 효과의 전반적인 하
락과 연관된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같이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뉴스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뉴
미디어의 등장은 저널리즘 권위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무엇이 언론이고 누가 저널리스트인
가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다. 페이스북
이나 유튜브 같은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
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39]. 오늘날 무엇이 뉴스이고 

누가 저널리스트인가를 규정하는 경계는 해체되고 있
다는 점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더더욱 논쟁적인 관심사
다[40].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극
명히 적용될 수 있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유사) 저널
리즘 채널과 행위자들은 기성 언론도 아니고 기성 저널
리스트처럼 훈련받은 행위자들 또한 아닌 경우들이 많
기 때문이다.

이는 저널리즘 권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유튜브 매체들 또한 언론처럼 수용자들에게 수
용되고 유튜브 매체를 운영하는 행위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인식의 등장
은 언론 혹은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 부여되던 권위의 
해체와 긴 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실천이 
뉴스 생산자에서 수용자로의 일방적 정보 전달 과정에
서 수용자들의 능동적 선택과 참여에 의한 개방성으로 
이동하고, 더 나아가 아예 과거 수용자 또는 취재원으
로서 공중과 만나던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기-매체화를 
통해 유튜브에서 저널리즘 생산자처럼 활동하는 상황
에서 저널리즘 권위는 전문가 권위라는 틀로만 접근하
기보다 외적인 정당성[41] 즉 사회적 행위자들이 누구
를 저널리즘 행위자로 인정할 것인가[42] 측면에서 파
악할 필요 또한 커졌다.

Ⅲ.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뉴스 소비라는 저
널리즘 맥락에서 유튜브 이용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효
과 연구나 유튜브 상의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에 주로 주
목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뉴스 소비를 목적으로 한 유
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이 이용자의 뉴스에 대한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자는 뉴스 소비 목적으로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을 얼마
나 이용하는지, 유튜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자신의 정
치적 성향에 따라 유튜브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매체들이 기성 언론과는 다른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고 인지하는 ‘대안 저널리즘 기대 수준’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를 탐색적으로 살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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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튜브 이용, 유튜브 신뢰도, 정파적 유
튜브 선택, 그리고 대안 저널리즘 기대
는 뉴스 역할에 대한 유튜브 시사정치채
널 이용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유튜브 이용, 유튜브 신뢰도, 정파적 유
튜브 선택, 그리고 대안 저널리즘 기대
는 뉴스 규범에 대한 유튜브 시사정치채
널 이용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유튜브 이용, 유튜브 신뢰도, 정파적 유
튜브 선택, 그리고 대안 저널리즘 기대
는 유튜브 저널리즘 탈-권위에 대한 유
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Ⅳ.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온라인 서베이 방법을 통해 수행하고자 했

다. 조사 대상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제공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온라인 패널 중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가진 할당 표집을 기본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1만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온라인 
패널 조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
지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만 최근 1개월 이내에 유
튜브에서 시사정치 채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
로 한정하여 표본의 타당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이유는 
이용 경험 기간을 너무 넓게 산정할 경우 아주 최근에 
유튜브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도 표본에 포함될 가
능성을 우려해서였다. 최종 표본에서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최종 405명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전체 응
답자 중에서 남성이 207명(51.1%), 여성이 198명
(49.9%)를 차지했다. 연령대의 경우 20대 21.5%, 30대 
22.7%, 40대 27.9%, 50대 이상 27.9%로 고루 분포한
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핵심 변인은 뉴스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연
구자는 이용자들이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뉴스 역할, 
뉴스 규범 그리고 전문직주의 권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조
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1 뉴스 역할 인식
뉴스 역할 인식은 기존 선행 연구[43][44]를 참고하

여 정보전달(disseminating), 대중동원(mobilizing), 
큐레이션(curating)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고
찰하고자 했다. 정보전달 역할은 ‘뉴스는 대중에게 신속
히 정보를 전달한다’, ‘뉴스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한다’, 
‘뉴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한다’ 
이 세 문장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M=3.406, SD=.666, 
Cronbach's α = 0.760). 대중동원 역할 또한 앞서 언
급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일반인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 사
안에 대한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킨다’라는 2개 문항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M=3.486, SD=.654, Cronbach's α = 
0.782). 큐레이션 역할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또는 뉴스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지를 돕고 안내하는 뉴
스(미디어)의 역할을 뜻한다. 이러한 뉴스역할은 기존 
선행 연구[45]를 참고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
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할지 파
악하게 돕는다’ ,‘사람들이 관심있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게 돕는다’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보도록 돕는다’, 
‘진실을 가려내 제시한다’, ‘수많은 정보를 엮어 정리한
다’ 이 6개 문항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
들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M=3.184, SD=0.733, 
Cronbach's α = 0.889)

2.2 뉴스규범 인식
뉴스 규범에 대한 인식은 객관성 규범, 전문성 규범 

그리고 독자소통규범 이 세 가지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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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다. 객관성 규범은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 환
경에서 지배적인 저널리즘 규범의 중심 요소로 간주되
었다. 이러한 객관성 규범에서 ‘객관성’이란 다양한 방
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좋은 뉴스는 
투명하다’, ‘좋은 뉴스는 객관적이다’, ‘좋은 뉴스는 중립
적이다’, ‘좋은 뉴스는 공정하다’, ‘좋은 뉴스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5가지 질문 항목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통해 측정했다
(M=4.061, SD=0.757, Cronbach's α = 0.903). 다음
으로 전문성 규범은 ‘뉴스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
다’, ‘뉴스는 외부 간섭 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뉴스는 
사안을 타당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뉴스는 정당한 
의견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는 5가지 질문 항목
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
를 통해 측정했다(M=4.048, SD=0.663, Cronbach's 
α = 0.875). 마지막으로 독자규범은 ‘좋은 뉴스는 독자
와 시청자들을 고려한다’, ‘좋은 뉴스는 독자 시청자와 
함께 하려는 기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2 문항을 활용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통해 
측정했다(M=0.387, 0.803, Cronbach's α = 0.753).

2.3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
저널리즘 권위 혹은 탈-권위에 대한 검증된 지표는 

없다. 이 연구에서도 저널리즘 탈-권위에 대한 인식의 
측정은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선행하는 실증 연구
를 탐색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저널리즘 권위를 기
술 숙련 권위와 생산 주체의 권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역코딩하여 탈-권위에 대한 동의 수준을 측
정했다. 기술 숙련 권위는 ‘뉴스 보도를 하기 위해 사전
에 체계적 전문적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 지식은 체득하기가 어려운지’라는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M=2.940 SD=0.944). 생산 주체 권위는 ‘뉴스는 
전문 기자가 만드는 것이다’와 ‘뉴스는 언론이 만들어 
유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라는 두 문항을 활용하여 동
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2.604. 
SD=0.803).

2.4 유튜브 이용 및 신뢰

유튜브 이용은 뉴스 소비를 목적으로 유튜브 시사 정
치 채널을 최근 한달 간 하루 평균 몇 분 이용하는지로 
측정하였다(M=44.0, SD=33.3). ‘시사 정치 채널’로 한
정한 이유는 유튜브 상에 신문 및 방송사 등 기성 언론
의 채널들도 존재하고, ‘유튜브 뉴스 소비’가 주목받게 
된 배경에도 기성 언론의 유튜브 진출이 아니라 기성 
언론 이외에 ‘유사’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시
사 정치 채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각광받게 되었기 때
문에 ‘유튜브 이용자들의 뉴스관’ 변화의 새로운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시사 정치 채널 이용의 맥락을 
질문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유튜브 
신뢰도는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들은 전반적으로 믿을 
만 하다’,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들은 전반적으로 정확
한 내용을 전달한다’,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들은 전반
적으로 전문성이 있다’,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들은 깊
이가 있다’,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들은 전반적으로 가
치가 있다’라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M=3.002, 
SD=0.693, Cronbach's α = 0.914).

2.5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 변인은 정파적 선택성 변인을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회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
성하였다. 5점 척도의 총 4개 자기보고 항목을 활용하
였다. 보수적 성향의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의 경우 
‘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을 
적극 이용한다’, ‘나는 야당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을 적극적으로 접한다’를, 진보적 성향의 유튜
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진
보적 입장을 취하는 유튜브 매체를 적극 이용한다’와 
‘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시사정
치 채널을 적극 이용한다’ 두 항목을 활용했다. 선택적 
회피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대립되는 유튜브 시
사정치 채널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택적 회피
로 조작화하고, 네 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선택적 회피 측정 결과를 역코딩(reverse 
coding)한 후 이 값들을 선택적 접근 측정 결과와 합하
여 평균한 값을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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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안 저널리즘 기대
이 연구에서 대안 저널리즘 기대란 기성 언론과 유튜

브 시사 정치 채널이 신문 및 방송이 만드는 뉴스와 다
른 뉴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튜브 매체에서 뉴스정보
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성 언론인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기대 인식을 뜻한다. 대안 저널리즘 기대는 기
존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측정된 변인은 아니다. 이에 
이 변인의 측정은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유튜브 뉴스 및 시
사 채널은 주류 언론사들이 제공 안하는 사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튜브 뉴스 및 시사 채널은 주류 언론
사들과는 차별화된 분석과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
튜브 뉴스 및 시사 채널은 주류 언론사들과 유사한 역
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유튜브 뉴스 및 시사 채널을 
만드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들과는 달라야 한다’의 네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M=3.719, SD=0.751, Cronbach's α = 0.811).

2.7 인구통계학 변인
통제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 변인으로는 성, 연령, 소득, 교육 네 개 변인
을 투입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0), 여성(1)으로, 연령
은 본인의 연령을 기입하도록 했다. 교육 수준은 5개 
범주(1: 중졸 이하, 5 대학원 박사 (재학) 이상)로 측정
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11개 범주로 
질문하였다(1: 1백만원 이상, 11: 1천만원 이상). 학력
은 대학재학 및 졸업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소득은 월 
300-400만원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은 유튜브 이용과 유튜브 신뢰도의 

상대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각 변인이 유튜브 이용자들의 뉴스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이에 인구통계학
적 변인군, 유튜브 이용량, 유튜브 신뢰도, 정파적 유튜
브 선택성, 대안 저널리즘 기대 변인을 각각 블록으로 
계층적 투입하고 각각의 회귀분석 모델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해석을 시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뉴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정보 전달 역할, 
해석 및 분석 역할, 큐레이션이라는 상이한 뉴스 역할
에 미치는 각각의 계층적 회귀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표 1].

정보 전달 역할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정보 전달 역할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또한 유튜브 이용량이 높을수록 정보 전달 
역할 인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1, 
p<.001).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이 높을수록 정보 전달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었고(β=.129), 유튜브 신뢰 또한 
정적 영향을(β=.519), 대안 저널리즘 기대 또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137). R2 변화량을 보면, 유
튜브 이용 변인이 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 변량을 상대
적으로 가장 높이고 있었다(△R2=.420).

해석분석의 경우에도, 정보 전달 모델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용 정도(β=.176, p<.05), 정파적 유튜브 선택
성(β=.168, p<.001), 유튜브 신뢰 수준(β=.437, 
p<.001), 대안 저널리즘 기대(β=.223, p<.001)으로 모
두 해석 및 분석 역할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유튜브 신뢰도가 가
장 높은 R2 변화량을 보이고 있는 부분(△R2=.187)은 
종속변인이 정보 전달 역할인 모델과는 상이한 부분이
었다.

셋째, 뉴스는 큐레이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큐레이
션 인식의 경우도 앞선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
용(β=.188, p<.001),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β=.111, 
p<.01), 유튜브 신뢰도(β=.585, p<.001), 대안 저널리
즘 기대((β=.171, p<.001)로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모델에서도 유튜
브 신뢰도 변인을 투입했을 때 가장 높은 R2 변화량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
들의 뉴스 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계층적 회귀분석 
모델이 보여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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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 세 개 모델 사이의 유사한 경향에서 해석 가능

한 함의다. 뉴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뉴
스 소비 목적으로 유튜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부터 유
튜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기성 언론에 비해) 
대안 저널리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와 같이 
변인들이 모두 어떤 역할이든 뉴스의 역할 인식에 정적
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는 검증 결과는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들 또한 뉴스가 사회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기능을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 인식이 이용자들의 인식 사
이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할 수 있다. 근거
없는 허위조작정보 추구나 자극적이고 양극화된 여론 
추구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뉴스 소비 문화를 부정적으
로 보는 경향이 있는 생산자 혹은 전문가 관점에서의 
‘유튜브 저널리즘’ 진단이 기존의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입장에 기초한 대응만으로는 여전히 저널리즘의 역할
이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유튜
브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나 기대를 해소하려고 하는지
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상의 
결과는 보여준다.

둘째, 세 모델 사이의 유사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서
로 다른 부분은 정보 전달 모델과 비교할 때 해석 및 분
석과 큐레이션 이 두 모델 사이에 상이한 패턴이 보였
다는 점이다. 모델의 설명력 증가를 보면, 해석 및 분석 
모델과 큐레이션 모델에서 공히 유튜브 신뢰도가 상대
적으로 가장 높은 모델의 설명 변량을 보였다. 정보 전
달은 주로 전문직주의 언론이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되
는 객관 저널리즘 인식에 속하고, 해석 및 분석이나 큐
레이션은 유튜브 매체를 포함하여 뉴미디어 환경과 더
불어 새롭게 부상한 저널리즘의 역할에 속한다고 볼 때 
이러한 차이는 곧 유튜브 같은 플랫폼 환경에서 작동하
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실제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은 이슈를 피상적으
로 다루고 마는 기존 언론에 비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자신들의 
견해에 기초해 심층적인 해석이나 진단을 내놓는 경우
들이 많다. 또한 디지털 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의 진

위 혹은 타당성을 꼼꼼히 선별하는 경우들도 있다. 아
마도 이런 측면에서 유튜브에 대한 신뢰와 뉴스정보의 
해석 및 분석 기능과 큐레이션 역할 간의 연관성이 확
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1. 뉴스 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계층 회귀 모델

2. 연구문제2 분석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뉴스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적 회귀분석 모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객관성 규범 인식, 전문성 규범 인식, 독자대화 규범 인
식이라는 3개의 상이한 뉴스 규범에 미치는 각각의 계
층적 회귀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표 2].

객관성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우선 인구
통계학 변인으로는 성(β=.075, p<.05), 연령(β=.003, 
p<.05) 변인이 객관성 규범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이용(β=.102), 
대안 저널리즘 기대(β=.412, p<.001) 변인이 객관성 
규범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인구통계학 
변인으로는 여성(β=.103, p<.05), 연령대(β=.179, 
p<.001), 학력(β=.120, p<.01)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이용량이 많을수록 
전문성 규범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119, p<.05),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β=.176, p<.001)
이 높을수록 전문성 규범 인식은 높아지고 있었다. 유
튜브 신뢰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β=.412, n.s.), 대안 저널리즘 기대
가 높을수록 전문성 규범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정보 전달 해석분석 큐레이션

인구
통계
변인

성 -.042 0.095* -0.027
연령 .053 * -0.010 .045*
학력 .005 .069 .011
소득 -.002 .047 .022

R2 .005 .006 .006
유튜브 이용 .211*** .176* .188***

R2(△R2) 0.046(0.420) 0.033(0.029) .024(.033)
정파적 유튜브 선택 .129** .168*** .111*

R2(△R2) 0.062(0.016) 0.058(0.027) .034(.012)
유튜브 신뢰 .519*** .437*** .585***

R2(△R2) 0.326(0.264) 0.246(.187) .372(.335)
대안 저널리즘 기대 .137** .223*** .171***

R2(△R2) .343(0.017) .290(.045) .39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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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β=.553, p<.001). 

표 2. 뉴스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계층 회귀모델

독자 대화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인구통
계학 변인에서는 성 변인만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8, p<.05). 유튜브 이용, 정파적 
유튜브 선택, 유튜브 신뢰 변인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
이고 있지 않았던 반면, 대안 저널리즘 기대는 독자 대
화 규범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β=.236, p<.001). 

이상의 통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뉴스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함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었다. 첫째, 객관성 규범 인식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와 관련하여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과 유튜브 신뢰가 객
관성 규범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주관적이
고 정파적인 의견을 추종하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특성
에 부합하는 부분이었다. 다만 그런 유튜브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객관성 규범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는 
검증 결과 그리고 대안 저널리즘 기대 인식이 높을수록 
객관성 규범 인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
지는 검증 결과는 다소 상충되고 모호한 지점이었다. 
뉴스 규범 인식을 둘러싸고 객관 저널리즘과 정파 혹은 
주창적 저널리즘은 보통 대립되는 인식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관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둘째, 전문성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다양
한 변인들이 전문성 규범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
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설명 변량이 높은 변인은 대안 저
널리즘 기대였다. 이는 곧 유튜브 뉴스 소비자들에게 

기성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 혹은 결핍이 존재한다
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른 변인들 즉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거나 정파적 선택성
이 높을 경우에도 전문성 규범은 중요하다는 결과도 동
시에 산출된 것으로 모델이 주는 시사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독자 대화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
튜브 이용량이나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 그리고 유튜브 
신뢰는 모두 독자대화 규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직 대안 저널리즘 
기대 인식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거나 많이 신뢰한다고 해서 혹은 
내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채널들을 이용하는 것과 독
자 대화 규범 인식 사이에 인과적 연관이 나타나지 않
은 결과는 아마도 유튜브 뉴스 이용자층들의 경우 이용 
행태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매체 이용 습관과 무관하게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불만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독자 대화 규범에 대한 욕구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는 일관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기보다 조금 더 추
가적인 해석이나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을 남기고 있었
다.

3. 연구문제3 분석 결과
연구문제 3에서는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적 회귀분석 모델을 검증하고 그 결과
를 해석하였다[표 3].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기
술 숙련 차원에서의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는 전문 언론인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생산 주체 차원에서의 저널리
즘 탈 권위 인식의 경우 대안 저널리즘 기대가 높을수
록 뉴스는 비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는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대한 동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었다(β=.-.111, p<.05).

객관성 
규범

전문성 
규범

독자대화 
규범

인구
통계 변인

성 .075* .103* .108*
연령 .003* .179*** .058
학력 .056 .120** -.007
소득 .017 -.065 -.017

R2 .029 .049 .016
유튜브 이용 .102* .119* .027

R2(△R2) .038(.010) .063(.013) .016(.001)
정파적 유튜브 선택 .062 .176*** .063

R2(△R2) .042(.004) .092(.030) .020(.004)
유튜브 신뢰 .052 .070 .154

R2(△R2) .045(.003) .097(.005) .043(.023)
대안 저널리즘 기대 .412*** .553*** .461***

R2(△R2) .198(.153) .374(.277) .2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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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계층 회귀 모델

이상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
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다. 유튜브 시사 정치 채
널을 많이 이용하거나, 내가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을 
주로 시청하거나 그런 채널들을 많이 신뢰한다고 해도,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언론 또는 
저널리즘 권위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 보면, 유튜브 이용이나 
신뢰에 관련된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의 인과적 관계
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향은 뉴스와 관련한 나
의 필요나 욕구 충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하는 
일과 우리 사회에 전문적인 언론과 저널리즘의 필요가 
지속되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부상에 따른 전문직주의 저
널리즘의 위축이나 위기의식을 달리 바라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뉴스 수용자들은 여전히 전문적으로 훈련받
은 언론과 그런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의 필요성과 권위
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혹은 반대로 유튜브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층들 
사이에서 저널리즘 탈-권위는 뉴스에 대한 자신들의 인
식이나 견해에서 관심 밖의 일, 즉 이들의 뉴스관에서 
논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인식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보다 정교한 후속 분석을 요청
하는 대목이다.

Ⅵ. 결론 및 함의

1.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

을 탐색해 보는 차원에서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유튜브 신뢰, 정파적 유튜
브 선택 그리고 대안 저널리즘 기대 인식이 뉴스 역할, 
뉴스 규범 그리고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했다. 연구자가 이런 
시도를 한 까닭은 유튜브가 (유사) 저널리즘 공간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검토된 최근의 논의들 대부분 겉
으로 드러난 유튜브의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치
중된 반면, 그 저변에서 나타나고 있을지 모를 뉴스관
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실제 유튜
브를 많이 본다는 것,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택적으로 보는 행위, 유튜브에 대한 신뢰 같
은 변인들이 뉴스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문제 1의 분석 결과의 경우 유튜브 이용, 정파적 유튜
브 선택성, 유튜브 신뢰 인식은 뉴스가 정보 전달의 기
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대안 저널리즘 기대의 경우 유의미한 설명 변인
이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유
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들에게 대안 저널리즘은 단
순히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과는 다른 저널리즘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음
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석 및 분석 역할 인식
의 경우 유튜브 신뢰도 변인의 설명력이 다른 변인의 
설명력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역시 유튜브 신뢰
의 성격이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나 진단을 돕는 
이슈에 대한 해석적 측면에서의 신뢰임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큐레이션 역할의 경우에서는 해석 및 분석 
역할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검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뉴스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
과의 경우, 객관성 규범의 경우 유튜브 이용, 대안 저널
리즘 기대가 객관성 규범 인식과 관계가 있었다. 정파
적 유튜브 선택성과 유튜브 신뢰는 객관성 규범에 대한 

저널리즘 탈-권위
(기술 숙련)

생산 주체 권위
(생산 주체)

인구
통계 
변인

성 -.135* -.181**
연령 .083 -.146**
학력 -.008 .065
소득 .092 -.007

R2 .038 .062
유튜브 이용 -.072 -.014

R2(△R2) .043(.005) .062(.000)
정파적 유튜브 선택 .062 .028

R2(△R2) .046(.003) .063(.001)
유튜브 신뢰 -.111 -.053

R2(△R2) .058(.012) .066(.003)
대안 저널리즘 기대 -.112 -.111*

R2(△R2) .071(.013) .07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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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었다. 
전문성 규범 인식의 경우, 유튜브 이용,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 대안 저널리즘 기대는 전문성 규범 인식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자 대화 규범의 경우, 유튜브 이
용,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 그리고 유튜브 신뢰는 유의
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대안 저널리즘 기대
만이 독자 대화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기술 숙련 차원에서의 탈-권위와 생산 주체 차원에서의 
탈-권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기술숙련 차원의 경
우, 대부분의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 주체 차원의 경우 대안 저널
리즘 기대가 높을수록 뉴스는 반드시 기존 언론인에 의
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2. 본 연구의 함의
이상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목해볼 수 있는 

해석의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대안 저널리즘 기대 수준이 뉴스 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정보 전달 역할보다는 해석분석 및 큐
레이션 역할 모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들이 객관 저널리즘에서 일탈해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의견 전달이나 선정적 주장의 폭
로에 치우쳐 있다는 측면에서 유튜브 공간에서 나타나
는 새로운 저널리즘에 대한 수요가 갖는 성격을 일면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 2에서 객관성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이상에서 해석한 수용자 뉴스관의 
가능성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다. 대안 저널
리즘 기대가 높을수록 객관성 규범 인식도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 층에서도 저널리즘 규
범 인식이 여전히 경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혹은 전
통적인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 관한 기대나 요구가 여
전히 존재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유튜브 이용량
과 정파적 유튜브 선택성 수준이 전문성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부분을 주목해볼 수 있다. 
더 큰 범위에서 세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대안 저널리즘 기대가 공통적으로 높은 설명

변량을 보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안 저널리즘 기
대라는 것이 뉴스와 언론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여전히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튜브 저널
리즘을 통한 주류 언론에 대한 불만이나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뉴스와 저널리즘의 규범적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아님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저널리즘 탈-권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에서도 그 근거를 유추해볼 
수 있다. 유튜브 이용, 정파적 유튜브 선택, 유튜브 신뢰 
등 유튜브를 추종하거나 소비하는 데 관련된 대부분의 
변인들이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기서도 대안 
저널리즘 기대가 탈-권위 인식(생산 주체 권위)에 부적
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 담론에서 나타난 설명, 즉 디지털 환
경에서 뉴스 소비자들이 기존 언론에 등을 돌리고 새로
운 저널리즘적 콘텐츠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달리 볼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가 기성 언론과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함의는 유튜브 저널리
즘 현상 속에서 기성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 기성 언론의 유튜브 활용 전략이나 시도들 또한 
단지 유튜브 상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스낵 
컬쳐식 유튜브 콘텐츠 따라하기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는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기성 언론을 불신하는 뉴스 이용자
들이 유튜브를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
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 정
보를 습득하는 이용자들은 여전히 전문직주의 저널리
즘에 대한 기대가 혼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언론 
입장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운 뉴스 출구로 간주하
는 과정에서 유튜브 스타일의 뉴스 생산 같은 새로운 
흐름을 뒤쫓기보다는 오히려 고품질 저널리즘을 토대
로 유튜브 상에 난무하는 시사콘텐츠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겠다. 아래 그림 2는 본 연구 결과를 토
대로 할 때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관점 
인식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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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튜브 이용자 뉴스 관점의 특성

끝으로 이 연구는 최근 저널리즘 연구에서 새로운 저
널리즘 연구 영역으로 주목받는 유튜브를 다루었다는 
점, 전문직주의 관점이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뉴스와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의 지형을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
고 저널리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저널리즘 연구 경향
에서 탈피해 저널리즘 탈-권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
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학술적 의의를 확보했
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유튜브 연구는 이용자 관점의 
연구가 활발한 상황[46-48]에 발맞추어, 이용자 측면에
서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을 다룬 이 연구는 이용자 중
심에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나타나는 (뉴스) 콘텐츠
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3. 연구 한계와 후속 과제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존 온라인 뉴스 이용자 연구들과 유
사하게 표본의 대표성에 갖는 한계다. 현재 민간 여론
조사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패널은 인구 대표성을 전
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유튜브 시사 정치 채널을 소
비하는 이용자들을 인구통계학적 할당을 통해 최대한 
대표성있게 할당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패널 자체의 
편향은 완벽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 안에서 이 연구 
결과는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뉴스 관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이 연구에서 
주목한 유튜브 이용, 유튜브 신뢰도, 정파적 유튜브 선
택, 대안 저널리즘 기대라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 
외에도 더 많을 것이다. 그런 변인들을 미디어 이용 차

원, 사회심리적 변인 차원, 기타 요인들을 아우르는 체
계적 연구 설계 안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이 연구
의 한계로 남는다. 다만 유튜브 이용행태와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분은 탐색적 
연구로서 나름의 의의는 가진다고 보았다.

셋째 대안 저널리즘 기대 변인에서 측정한 ‘대안 저널
리즘’의 내용이나 실질이 무엇일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은 아쉽다. 그래서 대안 저널리즘 기대가 뉴스 역할, 뉴
스 규범 그리고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과 맺는 관계가 
어떤 차원과 맥락의 관계인지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 하게 진단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는 특히 대안 저널리즘 기대
가 뉴스 역할에서 저널리즘 탈-권위 인식 각각의 검증 
모델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해볼 부분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튜브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 문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뉴스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 변화가 다시 뉴스 소비 행태, 뉴스와 언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
하는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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