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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eculiar in Korea that most news users heavily rely on two portal sites, Naver and Daum, to obtain 

and discuss the news. The two portal sites remediate news from other professional news 

organizations without showing open editorial favoritism toward one partisan media group over the 

other in the highly partisan media setting of Korea. However, the two portal sites are often criticized 

for partisan bias and lack of fairness in their gatekeeping, and also partisan users reportedly rely on 

different sites, with Daum attracting more progressive users than Naver.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factors that cause bias perceptions toward the seemingly neutral news providers and the 

effects of those perceptions on portal news evaluations and us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selective exposure, we examine how the perceived 

partisan slants toward the two portal sites influence evaluation and selective exposure regarding the 

two sites. We also look at whether the perceived opinion climates of user comments on the two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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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t similar influences on portal news evaluation and use. Given the differential perceptions and use 

of media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and uses of portal news between the two groups. Analyzing an online survey of 1060 

Korean adults, the results show that conservative users perceived stronger hostile partisan bias toward 

news and user comments on Daum, whereas progressive users perceived stronger hostile partisan bias 

to news and comments offered by Naver. The perceived partisan bias of perceptually in-group 

(friendly) portal news influenced users’ trust and selective use of portal news more strongly among 

progressive users than among conservative users. The more partisan slants progressive users perceive 

from their friendly portal news, they were less likely to trust and use the friendly portal news. The 

same patterns were not found in conservative users. With respect to perceptually out-group(hostile) 

portal news, the effects of perceived partisan bias of the hostile portal news sites on trust and third 

person perception of the portal news were found to be stronger among progressive users than among 

conservative users. Also, the perceived hostile opinions of user comments from portal news sites were 

associated with trust, third person perception, and use of those sites, but the partisan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small. In addition, the effect of perceived hostile opinions of 

user comments from hostile portal news sites on trust in the portal news was stronger among 

conservative users than among progressive users.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in the highly 

partisan media setting of Korea, partisan users distinguish between in-group(friendly) and 

out-group(hostile) portal news sites, although these sites only remediate news from other news 

organizations, and the distinctions affect partisan users' portal news attitudes and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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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뉴스 이용자가 자기 정 성과 유사한 논조의 뉴스를 선호하는 선택  노출 상(selective 

exposure)은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 Hollander, 2008; Stroud, 2011). 선택

 노출은 개별 매체가 이념 , 정  성향을 뚜렷하게 표출하는 언론환경을 제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 정  성향을 드러내는 종합일간지, 종편 보도 로그램, 인터넷 매체가 활발하게 

운 되고 있다는 에서, 정  뉴스 이용자의 선택  노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고,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기득․서미혜, 2019). 그러나 선택  노출 

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 뉴스 이용자의 다수는 개별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와 다음으로 표되는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얻는다는 에서 우리만의 특수성

이 있다. 뉴스를 직  생산하지 않고 기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재매개하는 포털 뉴스는 일반

인 의미의 정  매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포털도 기사 선정과 배열을 통해 정 성을 간

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에서 일 된 정  편향은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론이다(강주 ․이인욱, 2014; 노 주․윤 철, 2016; 최민재․김재 , 2008). 그럼

에도 진보 성향 이용자가 보수 성향 이용자보다 온라인 뉴스원으로 다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김경희․송경재, 2018).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나 온라인 뉴

스 이용자들의 댓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정  이미지가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용자 정 성에 따라 포털 뉴스에 한 편향성 지각과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정황

에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과 이용의 계를 이론 으로 탐구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  매체인 포털에 한 정 성 지각과 선택  노출이라는 일견 모순

된 상을 이용자의 편향된 지각에 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매체 지각

(hostile media perception), 제삼자 지각(third person perception)과 선택  노출 개념을 

심으로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한 정 성 지각이 두 포털 뉴스에 한 신뢰도 평가(news 

trust), 향력 인식, 이용(news use)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분석했다. 먼  네

이버와 다음 뉴스의 상반된 정  이미지 때문에 두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에 있어 

보수-진보 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진보 이용자는 상 으로 네이버 뉴

스를 다음 뉴스보다 더 으로, 이와 반 로 보수 이용자는 다음 뉴스를 더 으로 지각

할 것으로 측했다. 아울러 정  이용자의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은 매체 신뢰도 

평가와 이용에 향을  것으로 상했다. 특히, 진보 이용자의 주류 언론에 한 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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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 성에 기반한 극  뉴스 이용(김경희․송경재, 2018; 이종 ，2015; 기득․서미혜, 

2019; Hyun & Seo, 2019), 그리고 이용자 수에 있어서 네이버의 다음에 한  우 라

는 특수성 때문에 보수 이용자보다 진보 이용자 집단에서  매체 지각을 거로 두 포털의 

뉴스를 평가, 이용, 회피하는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했다. 

이 연구에서는 포털의 뉴스 댓 에 한 정 성 지각이 해당 포털 뉴스 평가와 선택  노출

에 미치는 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댓  쓰기와 같은 포털 뉴스 이용자의 극  뉴스 여 행

가 포털 뉴스에 한 정  이미지 구축에 향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행 실험 

연구에서도 댓 의 논조는 해당 기사에 한 편향성, 향력, 신뢰도 단에 향을 다고 보고

된 바 있다(이은주, 2011; Houston, Hansen, & Nisbett, 2011). 정  이용자들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의 댓  여론에 해서도 서로 반  방향으로  정 성을 지각(hostile 

opinion perception)할 것이라고 제하고, 이러한 지각이 두 포털 뉴스의 평가와 선택  노출

에 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의 후속 효과와 마찬

가지로, 댓 에 한 정 성 지각의 효과도 보수-진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정 성이 강한 언론환경에서 생산된 뉴스를 주로 비정  포털을 통해 소비하는 구조는 

우리 언론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  뉴스 창구가 된 포털에 

한 정 성 지각, 뉴스 평가, 이용 간의 계를 부분 으로나마 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뉴스 생산자가 아닌 달자인 포털 뉴스에 해서도 정 성 지각과 그 후속 효과가 

확인될 때,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언론 구조와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과도한 향력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

기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과 그 효과를 밝히는 작업은 포털의 바람직한 게

이트키핑 방식의 모색에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하듯이, 포털 뉴스에 한 평가와 

이용이 뉴스 논조와는 별개로 이용자의 정 성에 향을 받는다면, 기계 알고리즘 도입 등을 포

함한 뉴스 편집 방식이나 댓  운  방식의 변화만으로 포털 뉴스에 한 편향성 지각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론  배경

1) 이용자 정 성과 포털에 한 정 성 지각

뉴스 이용자의 정 성과 매체 정 성의 계는  매체 지각과 선택  노출 연구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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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련 선행 연구에서 정 성은 분명한 개념 정의 없이 느슨하게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 퍼로 (Perloff, 2015)는  매체 지각 연구에서 발론, 로스, 그리고 퍼

(Vallone, Ross, & Lepper, 1985)가 정  집단(partisa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후

속 연구에서 이 개념이 여, 기존 태도 등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 한다. 실제로 이 개

념들은 개인의 이념 성향, 정당 는 정치인 지지, 논쟁  사안에 한 찬반 의견 등으로 다양하

게 측정되었다. 정 성 개념의 모호성은 선택  노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에서 시행된 여

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특정한 정치  선호나 경향을 표출하는 언론을 지칭하기 

해 정  매체, 정  뉴스, 정  정보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때 정 성은 미국 사회에서 

통념 으로 진보 는 보수 으로 여겨지는 개별 매체의 정치 성향을 가리킬 뿐, 정 성의 어떤 

차원을 의미하는지 시하지 않았다. 이용자 정 성도 이념 성향, 정당 지지, 는 양자를 혼용

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체와 이용자 정 성은 진보-보수로 구분되는 정치

이념 성향으로 보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 매체의 정치 성향을 지칭하고 단할 때 보수-

진보라는 구분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특정 매체에 한 이념성 지각이 매체 

평가와 선택에 주요 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특정 사안에 한 포털 

뉴스의 논조가 아닌, 정치 련 뉴스의 반  논조에 한 지각과 평가에 심을 두기 때문에 

이용자와 포털의 정 성을 이념 성향으로 보는 것이 하다고 보고 아래의 논의를 진행했다. 

포털 뉴스의 경우 기사 선택과 배열을 포함한 편집 행 를 통해 정  논조를 표출할 수 

있고, 이는 이용자의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단에 향을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편집이 특정 이념이나 정 에 한 선호를 바탕으로 편향 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들은 이들 

포털 뉴스의 이념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털 뉴스가 재매개한 언론사와 기사의 

이념 , 정치  편향 여부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포털 뉴스에서 뚜렷한 정  경향은 확인

되지 않는다. 우선 언론사 선정에 있어서 네이버와 다음 모두 연합뉴스와 뉴시스 같은 통신사 기

사를 가장 많이 재매개 했다. 여타 언론 매체 선정에 있어서 두 포털 간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정

성을 기 으로 한 일 된 편집 경향은 찾기 어려웠다는 을 고려하면(강주 ․이인욱, 2014; 

채 길․유용민, 2017), 언론사의 정 성이 포털의 게이트키핑의 기 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매체 정향성을 단하는데 보다 직 인 증거가 되는 뉴스 논조에서도 네이버와 

다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 론이다. 17  선 련 기사를 분석한 최민재와 김

재 (2008)은 경쟁 후보나 정당에 한 기사의 정 는 부정  논조에 있어 두 포털 뉴스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두 포털에서 많이 읽힌 뉴스를 분석한 강주 과 이인욱의 연구에서도 

특정 정 에 유리한 편향  편집 태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포털 뉴스의 비정 성은 여타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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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보수와 진보 이념을 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 에 비해 두 

포털 뉴스가 제공하는 뉴스는 정  경향성이 약하고 체로 립  보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

다(강주 ․이인욱, 2014; 최민재․김재 , 2008).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련한 보도를 

살펴본 노 주와 윤 철(2016)도 그들이 분석한 7개 매체 에서 네이버의 이념  지향성이 가

장 낮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포털 뉴스의 편집에 뚜렷한 정  편향은 없다고 결론 내

릴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 히 포털 뉴스에 해 편향성을 느낄 수 있다.  매체 지각 연

구에 따르면 정 성이 강한 사람들은 립 인 보도에 해서도 자기 입장과 반  방향으로 편향

되어 있다고 믿는  매체 지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Vallone et al., 1985). 그러나 

통 인  매체 지각 개념으로는 보수와 진보 이용자가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해 서로 반

 방향으로  정 성을 지각할 수 있다고 측할 수 없다. 반면 본 연구는 정 성이 강한 

우리 언론 구조와 네이버와 다음이 양분하는 인터넷 뉴스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이용자는 두 포털 뉴스에 해 서로 반  방향으로  편향성을 지각할 것으로 측한다. 그 

근거로 우선 정  이용자들의 포털을 통한 다양하고 극 인 커뮤니 이션 활동을 들 수 있

다. 포털은 뉴스를 얻는 창구에 머무르지 않고, 립 정 가 담론 경쟁을 통해 여론 형성에 향

을 미치는 공론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1, 2  포털로 상을 확립한 이후, 주

요 정치 국면에서 극  이용자들은 두 사이트를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자기 정 에 유리

한 여론을 조성하기 해 노력해왔다. 표 으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 하는 시민

들이 다음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아고라를 심으로 수입 반  의견을 확산시키고 반  시 를 조

직한 사례를 들 수 있다(장우 , 2012). 보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  

갈등 상황에서 임명 지지자들과 반 자들이 포털을 이용해 자기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른바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다음에는 정부를 옹호하는 ‘조국 수호,’ ‘문재

인 지지’가 상 으로 더 높은 순 에 오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진보  이용자들은 다음을 

통해 온라인 여론 동원 활동을 집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논쟁의 기에는 정

부에 비 인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이 우세했지만, 이후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검색어가 더 

높은 순 에 오르기도 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검색어 띄우기가 이벤트  성격을 갖는다면 기사에 달린 댓 은 이용자가 포털 뉴스의 정

성을 지각하는 일상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는 기사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등의 능동  방식으로 뉴스에 여하기도 하는데, 댓  쓰기는 이  가

장 보편 인 행 일 것이다. 댓 은 뉴스에 한 편향성 지각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 평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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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휴스턴 등(Houston et al., 2011)은 실험을 통해 미국 선 후보와 련

된 립  온라인 기사만 읽은 사람들보다 같은 기사와 함께 특정 후보에 일방 으로 우호 이거

나 비 인 댓 도 함께 읽은 이들이 정보의 편향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을 발견했다. 리

(Lee, 2012)의 실험 연구에서는 논쟁  사안에 한 립  기사와 함께 자기 견해에 반 되는 

댓 에 노출된 피험자가 기사만 읽은 이들보다 해당 기사에 해 더 큰  편향성을 지각하

는 경향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연구들은 포털 뉴스 다수가 사실 달 심이고(강주 ․이인

욱, 2014), 이 분명한 사설이나 칼럼은 소수라 하더라도(김민재․김재 , 2008), 댓  논

조에 따라 포털 뉴스에 해서도  편향성 지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네이버

와 다음 뉴스에 달린 댓 의 의견 분포가 실험 연구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방 으로 논쟁

의 한쪽 입장에 유리한가는 검증이 필요하다. 댓  여론의 정  분포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는 보수  댓 이 다음 뉴스에는 진보  댓 이 우세하다는 직

 견해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가 실행된 시기에 네이

버에는 보수 성향의 댓  의견이, 다음에는 진보 성향 댓  의견이 압도 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1) 

댓  쓰기와 온라인 토론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극  커뮤니 이션 행 는 장기 으로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한 정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

았으나 포털 이용자들 사이에서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상 으로 진보  이미지로 받아지고 있

다는 정황은 찾을 수 있다(장우 , 2012; 채 길․유용민, 2017). 특히 2000년  말 다음 아고

라를 심으로 보수 언론에 한 비 과 불매 운동이 개되고, 보수 언론이 다음에 한 뉴스 

공  지로 응한 사례는 다음의 진보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요한 계기 을 것이다.2) 다음

1) 본 연구를 한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동안 네이버와 다음의 정치 련 뉴스에 달린 댓  의견의 정  분

포를 살펴보았다. 노출도가 높은 ‘가장 많이 본 뉴스’와 ‘댓 이 많은 뉴스’ 섹션에 실린 모든 정치 련 기사(네이버 기사 

= 51, 다음 기사 = 69)를 추출한 뒤, 각 기사에서 이용자 추천을 많이 받은 순서로 100개의 댓  (n = 12,000)을 골

라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보수-진보 이념성을 바탕으로 댓  논조를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통령과  정

권에 한 비 , 우호  의견 표명을 기 으로 정 성을 측정했다(코더 간 신뢰도, Cohen’s Kappa = .94). 분석 결

과, 네이버 뉴스 댓 의 89.5% (n = 4,097)가 통령 는 정부에 비 인 반면, 다음의 경우 40.4% (n = 2,787)

의 댓 이 비 이었다. 반 로 통령과 정부에 우호  댓  의견의 비율은 네이버 뉴스 댓 (9.2%, n = 468)보다 

다음 뉴스 댓 (57.9%, n = 6,900)에서 훨씬 높았다. 

2) 아고라 서비스 지 결정에 한 보도는 아고라에 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상반된 인식을 보여 다. 한겨 가 

아고라를 온라인 공론장으로 평가한 반면(박태우, 2018), 조선일보는 다음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쟁 국면에서 “일부 

좌  세력들의 토론장으로 변질돼 버렸고 이는 도 인 이용자들이 다음을 거 이탈하는 원인이 다”(김강한, 2018, 

12, 4)며 비 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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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이용자와 보수 언론의 갈등을 계기로 일상  화나 매체 비평 등을 통해 정  이용자

들 사이에서 다음의 진보  이미지는 강화될 수 있다.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보수 이용자들보다 

다음을 주요 뉴스원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김경희와 송경재(2018)의 연구도 이런 추정을 간

으로 뒷받침한다. 특정 매체의 정 성에 한 통념은 실제 기사 논조와 무 하게 이용자들이 

해당 매체가 달하는 기사의 정향성을 단하는데 향을 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할 때

(Ariyanto, Hornsey, & Gallois., 2007; Arpan & Raney, 2003; Baum & Gussin, 

2007), 다음의 진보  이미지는 제공되는 뉴스의 논조와 무 하게 다음 뉴스가 진보 이라는 지

각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진보  이미지가 진보 성향 이용자들의 보수 정권과 언론에 

한 비 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네이버의 정  이미지는 상 으로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1등 포털인 네이버는 이윤 극 화를 해 정치 편향성 논란을 꺼리고 립성을 추구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  이용자 사이에서 다음의 진보 이미지는 네이버를 상 으로 

보수  매체로 간주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일간지, 종편 보도 로그램, 온라인 매체를 심

으로 보수-진보로 양분된 정  언론환경에서, 정  이용자들은 두 포털 뉴스에 해서도 비

슷한 이분법  정  구분을 통해 매체 정 성을 단하고 매체 선택과 회피의 기 으로 삼으려는 

동기가 작용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용자가 네이버와 다음에 한 정  통념을 수용하면 이용자의 정 성에 따라 두 포털

에 한 편향성 지각의 방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이용자가 네이버와 다음에 

해 상반된 방향으로 지각하는 편향성은  매체 지각의 이론  틀이 되는 사회 단이론

(social judgment theory)과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근거해 설명된다. 

먼  사회 단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을 평가할 때 자신의 태도를 기 으로 그 상을 수

용, 비개입, 는 거부 역에 치시키는데, 수용 역에 놓을 때는 실제보다 자신의 태도와 더 

가깝게 여기는 동화가, 거부 역에 치시킬 때는 실제보다 더 멀게 느끼는 조가 발생한다

(Hovland & Sherif, 1980). 사회 단이론의 에서 볼 때  매체 지각은 상 으로 

수용 역이 좁고 거부 역은 넓은 정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조에 따른 왜곡된 지각으로 

해석된다(Gunther, Miller, & Liebhart, 2009).  매체 지각은 개인의 집단소속감을 

바탕으로 집단 간 상을 탐구하는 사회정체성이론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Tajfel & Turner, 

1979).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립하는 외집단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존

감을 높이려는 동기를 갖는다. 집단 갈등과 련된 보도는 정  이용자 사이에서 내외집단 구

분을 강화하고, 언론의 부정  보도로 내집단의 사회  입지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발시킨다. 내집단 소속감이 강한 이들은 이러한 언론의 상징  을 언론 보도를 부정확하고 



포털 뉴스와 댓 에 한 정 성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 향력 지각  선택  노출에 미치는 향 255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함으로써 해소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체 지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Hartmann & Tanis, 2013). 

사회정체성이론과 이 이론의 연장선에 있는 자기범주화이론에 따르면  편향성은 기

사에 인용된 정보원과 기사를 달하는 매체에 한 내외집단 구분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이드

(Reid, 2012)는 정보원에 한 내외집단 구분이  매체 지각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실험

을 통해 검증했다. 실험에서 기사의 정보원이 외집단 구성원으로 조작되었을 때  매체 지

각이 발생했지만, 정보원 출처가 내집단이었을 때는 같은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내집단

에 비 인 메시지의 출처가 내집단 정보원으로 조작되었을 때,  매체 지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이와 유사한 상은 특정 매체나 언론사에 한 내외집단 구분을 통

해서도 나타났다. 즉 내집단에 우호 이라고 여겨지는 언론사가 보도할 때보다 이라고 

단되는 언론사가 보도할 때  매체 지각은 더 크게 발생했다(Ariyanto et al., 2007; 

Arpan & Raney, 2003).  매체 지각을 집단 간 상으로 설명하는 이 연구들은 정보원

이나 매체에 한 내외집단 구분이 기사 논조보다  매체 지각에 더 큰 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매체에 한 정  이미지나 평 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내집단 매체(우호

 매체)와 외집단 매체(  매체) 구분이  매체 지각을 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를 포털 뉴스에 용하면 통념에 따라 다음을 진보 매체로 단할 경우, 진보 

이용자는 다음 뉴스를 우호  매체로 단하고 동화를 통해 실제 보도의 정 성과 무 하거나 그 

이상으로 진보 으로, 그리고 네이버에 해서는 조를 통해 기사의 논조 이상으로 보수 이라

고 단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포털 뉴스에 한 동화와 조는 보수 이용자에

게도 발생하지만, 진보 이용자와는 반  방향으로 발생할 것으로 측했다.

연구가설 1: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네이버 뉴스에 더 큰  정 성을 지각하는 반면, 

보수 집단은 진보 집단보다 다음 뉴스에 더 큰  정 성을 지각할 것이다. 

이용자 정 성에 따른 두 포털 뉴스에 한 차별화된 정 성 지각은 뉴스에 달리는 댓 에 

한 지각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매체 지각은 언론 보도나 매체에 

용되는 개념이지만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는 댓  의견의 편향성 단에도 용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는 메시지 향력 지각과 편향성 지각을 연결하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된다. 연구자들은 

뉴스와 같이  매체가 매개하는 메시지에 해서는 조가, 그 지 않은 경우는 동화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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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지 한다. 즉  매체 지각은 매스 미디어와 그 메시지만을 상으로 발생하는 독특

한 상이라는 것이다. 구체 으로 건서와 슈미트(Gunther & Schmitt, 2004)는 도달 범

(reach)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  매체 지각은 사람들이 특정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달된다고 믿을 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매체 지각은 불특정 다수가 하

는 언론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강한 향을 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방어  정보 처리의 결과라

는 것이다. 이들의 추론은 메시지의 출처를 뉴스로 조작했을 때  매체 지각이 발생했지만, 

같은 메시지의 출처를 학생의 로 조작했을 때 발생하지 않은 일련의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되

었다(Gunther & Liebhart, 2006; Gunther & Schmitt, 2004).

같은 논리로 수많은 타인이 댓 을 읽고 이에 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댓 에 해서도 

 지각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댓 은 내용과 형식에서 뉴스와 확연히 구분되지만, 

어도 기술 으로는 포털 뉴스와 같은 도달 범 를 갖는다. 실제로 김선호와 오세욱(2018)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포털 뉴스 이용자들의 70% 이상은 뉴스를 볼 때 댓 을 함께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  조작 사건과 댓  규제에 한 논쟁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일반 으로 댓

의 정치사회  향력은, 특히 부정  측면에서, 크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

사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데, 한 조사에서 댓 이 뉴스를 읽는 사람의 생각에 향을 다는 

응답(51%)은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19%)을 압도했으며, 댓 의 향력에 해서도 

정  평가보다(18%) 부정  평가(41%)가 훨씬 많았다(한국리서치, 2018).  다른 조사에서

도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포털에 비난/비방 댓 이 많다’,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는 진술에 동

의하면서 체로 댓 을 부정 으로 평가했다 (김선호․오세욱․최민재, 2016). 따라서 넓은 도

달 범 와 함께 부정  향력이 크다고 인식되는 댓 은 정  이용자에게  의견 지각, 

즉 댓  여론이 자기 쪽과 반 되거나 불리하다는 믿음을 일으킬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물론 포털 뉴스에 한  지각과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포털 뉴스에 한 편향성 지각이 비교  립 인 뉴스에 한 왜곡된 지각에서 기인

하는 반면, 뉴스 댓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견의 정  방향은 비교  선명하기 때문이다. 이

에 한 설명은 논조가 분명한 기사에 해 발생하는 ‘상   매체 지각’ 개념을 통해 가

능하다. 이 상은 정  이용자들이 자기 쪽에 유리한 보도는 반  정  이용자보다 덜 유리하

게, 자기 쪽에 불리한 보도는 더 불리하게 느끼는 편향성 지각의 상 성을 지칭한다(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따라서 보수와 진보 이용자 모두  매체로 여겨지

는 포털 뉴스에 달린 댓 에 해 반  정  이용자보다 상 으로 더 큰  의견 지각을 

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뉴스 댓 에 한  지각은 보수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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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두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정 성 집단별로 반  방향으로 발생할 것으로 측하고, 아래의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연구가설 2: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네이버 뉴스 댓 에 더 큰  의견을 지각하는 반면, 

보수 집단은 진보 집단보다 다음 뉴스 댓 에 더 큰  의견을 지각할 것이다. 

2) 포털 뉴스에 한  지각과 신뢰, 향력 인식  선택  노출의 계

(1) 지각된 정 성의 효과

 매체 지각은 언론에 한 규범  평가， 향력 인식  이용에 향을 다. 먼  

 매체 지각은 매체의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과 같은 매체 평가 차원에 부정  향을 미친다. 

즉, 특정 매체가 자기 쪽에 불리하게 보도한다고 믿을수록, 공정성과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Choi, Yang, & Chang, 2009; Tsfati & Cohen, 2005). 매체 편향성 지각은 매

체 향력 지각에도 향을 미친다. 미디어가 자기보다는 타인에게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제삼자 지각은 주로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메시지나 매체를 상으로 발

생하는데(Sun, Pan, & Shen, 2008), 정  뉴스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  입장에 반하는 매

체의 사회  향력을 부정 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Tsfati & Cohen, 2013). 

 매체 지각은  특정 매체 선택과 회피에도 향을 다. 선택  노출 연구가 지 하듯 

정  이용자는 자신의 정 성과 유사한, 따라서  정 성이 약한, 매체를 선호하기 때문

이다(Arceneaux, Johnson, & Murphy, 2012; Coe et al., 2008).

이에 반해 뉴스 댓 에 한 정 성 지각과 매체 평가, 향력 지각  이용의 계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지만 본 연구가 측하듯 댓 에 해서도  지각을 한다

면 뉴스에 한  지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언론에 한 태도와 이용에 향력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반 인 댓  의견의 분포가 자기 입장과 반 라고 단할 때 댓 이 달린 

뉴스나 매체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고 제삼자 지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

론은 온라인 뉴스 환경에선 댓 에 한 평가와 뉴스에 한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기존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은주(2011)는 실험을 통해 

편향된 댓 을 읽은 피험자들이 립  기사를 댓 과 같은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느끼는 일종

의 동화 상을 발견하고, 이를 독자들이 기사와 댓 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귀인 

오류로 해석했다. 김은미와 선유화(2006)의 실험 연구에서는 욕설 등이 포함된 질이 낮은 댓



258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년 8월)

을 읽은 피험자들이 질이 높은 댓 을 읽은 이들보다 같은 기사의 품질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휴스턴 등(Houston et al., 2011)은 립  기사만 읽은 집단보다 편  댓 과 함께 같은 기

사를 읽은 집단에서 제삼자 지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뉴스와 댓 의 평가를 

구분하지 않거나 종합 으로 단하는 귀인 오류가 발생한다면 포털 댓 에 한  지각은 

포털 뉴스 평가와 제삼자 지각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댓 에 한  지각은 선택

 노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택  노출의 주요 동인이 인지부조화의 회피나 확증  정보 

선호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Festinger, 1957; Taber & Lodge, 2006), 지각된 댓  

여론의 정 성 한 포털 뉴스 선택에 향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

치 성향과 유사한 정보나 정보원에 한 선호는 언론 매체 선택뿐만 아니라, 오 라인에서 정치 

련 화 상 를 고르거나(Mutz, 2006),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과 공유에서도 발견되

는(황유선, 2013, Pew Research Center, 2014) 일반 인 상이다.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용하면, 특정 포털의 지각된 댓  여론의 정  방향이 자신의 정 성과 일치할 경우, 그 지 

않을 경우보다, 해당 포털 뉴스를 더 선호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우호  포털에 한 정 성 지각의 차별  효과

보수-진보 뉴스 이용자 집단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언론에 한 태도와 이용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단순한 이념  방향의 차이를 넘어 보다 질 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유

민, 정세훈, 그리고 민 (2013)은 18  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보다 강한  매체 지각과 제삼자 지각을 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열세 던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들의 방어심리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한국의 반  언론지형이 집단 간 차이를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

다. 보수와 진보 이용자 집단 간 차이는 언론 일반뿐 아니라 정  매체에 한 지각과 평가에서

도 확인되었다. 과 서(Hyun & Seo, 2019)는  정  매체에 한  매체 지각과 

제삼자 지각이 보수 이용자 집단보다 진보 이용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종

(2015)은 진보 집단이 보수 집단보다 정 으로 우호 인 매체의 보도 공정성을 더 높게 평

가하고  매체는 더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종  역시 보수 우

의 언론환경에서 진보  이용자들의 보수 매체에 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기득과 서미혜(2019)는 보수 매체의 구조  우 와 보수 매체에 집 된 비  때문에 진보와 보

수 집단의 -우호  매체에 한 지각, 평가,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측했다. 이들은 

실제로 진보 이용자는 보수 이용자보다  매체에 해 정  편향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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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신뢰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들의 연구에서 매체 정 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가  

 우호  매체 이용에 미치는 향도 진보 이용자 집단에서 더 크고 일 되게 나타났다.

김경희와 송경재(2018)의 연구는 이와 같은 보수-진보 이용자 집단별 차이가 포털 뉴스 평

가와 이용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다음 주 이용자는 진보  성향인 경

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주 이용자에 비교해 자기가 사용하는 포털 뉴스의 편집이 독립

이고 립 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이 연구에서 이용자 정 성과 포털 뉴스 평

가  이용의 계가 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뉴스를 주로 사용하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

이 네이버 이용자보다 리즘 수행 평가에 용되는 기 을 바탕으로 포털 뉴스를 선택하는 경

향이 크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2등 포털인 다음 뉴스 이용자가 네이버 뉴스 이용

자보다 더 극 인 뉴스 이용자일 것이라는 이들의 추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경희와 송

경재가 언 한 ‘ 극성’은 본 연구의 맥락에서 이용자 정 성에 의해 추동된 포털 뉴스 평가  

이용 동기로 해석한다．즉 정  동기에서 비롯되는 매체 평가와 이용이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이는 포털 뉴스의 선택과 회피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보수 이용자는 네이버를 우호 매체로, 다음을  매체로 간

주하는 반면, 진보는 다음을 우호 매체로 네이버를  매체로 인식할 것으로 추론했다．따라서 

두 집단에서 모두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약할수록(우호  매체 지각이 강

할수록) 우호  포털 뉴스에 한 신뢰와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서 

논의했듯이 보수 우 의 언론환경에서 정  동기에 따른 매체 평가와 노출 경향이 진보층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아래의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연구가설 3: 진보 집단에서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다음 뉴스 신뢰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 신뢰의 계보다 클 

것이다.

연구가설 4: 진보 집단에서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다음 뉴스 이용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 이용의 계보다 클 

것이다.

우호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이 해당 포털에 한 신뢰도 평가와 이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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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우호  포털 뉴스에 달린 댓 에 한 정 성 지각과 해당 포털 뉴스의 평가와 이

용의 계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실험 연구

를 통해 특정 기사에 달린 댓 의 논조가 해당 기사에 한 편향성과 신뢰도 단에 향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이은주, 2011; Houston et al., 2011). 따라서 두 정  집단 공

통으로 우호  포털 뉴스 댓 에 한  지각이 약할수록 해당 포털 뉴스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자주 이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정 성을 바탕으로 매체를 평가하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클 것으로 추론된 진보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가 없고, 실험이 아닌 일상  뉴스 이용 맥락에선 뉴스 

댓  논조에 한 지각이 뉴스 평가와 이용의 거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해, 

아래의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이용자 정 성에 따라 우호  포털 뉴스에 달린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우

호  포털 뉴스의 신뢰와 이용의 계에 차이가 있는가? 즉, 진보 집단에서 다음 뉴

스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다음 뉴스 신뢰, 다음 뉴스 이용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네이버 뉴스 신뢰와 네이버 

뉴스 이용의 계와 차이가 있는가? 

(3)  포털에 한 정 성 지각의 차별  효과

정  언론환경에서 매체 정 성 지각은  매체에 한 평가와 이용에도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우선  매체에 한 정 성 지각은 해당 매체의 공정성  신뢰도 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이종 , 2015; 기득․서미혜, 2019). 아울러  매체에 한 정

성 지각은 제삼자 지각에도 향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매체 

지각과 제삼자 지각과의 상 계는 확인되었지만(Tsfati & Cohen, 2005, 2013), -우

호  매체를 분리해 두 지각 간의 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다. 그러

나 제삼자 지각이 주로 사회 으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매체나 메시지에 해 

발생한다는 을 고려할 때(Sun et al., 2008), 자신의 정 성에 반 되는  매체에 해 

제삼자 지각이 발생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과 서(2019)는 보수와 진보 이용자 집단 모두 

 정  매체에 해 제삼자 지각을 할 뿐만 아니라 지각의 크기가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은  포털 뉴스의 선택에도 향을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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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수 있다. 선택  노출은 뉴스 이용자의 이념 , 정  성향에 따른 특정 매체에 한 선택

뿐 아니라 회피도 포함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정  이용자가 자기 쪽에 불리한 정보나 

뉴스를 늘 회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  유사성 외에도 이용자 개인과 정보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동기들이 선택  노출 행 에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Garrett, 

2009; Garrett & Stroud, 2014). 기존 문헌을 종합해 가렛과 스트라우드(Garrett & 

Stroud, 2014)는 자기 쪽에 불리한 정보를 회피(avoidance)하려는 동기는 유리한 정보를 선택

(approach)하려는 동기보다 약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정 성에 근거한 정보 회피가 일어나지 

않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호  포털 뉴스 이용이  포털 뉴스 회피로 

귀결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많은 포털 뉴스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

를 복해 사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  이용자가  포탈 뉴스를 회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포털 뉴스의 정 성을 보다 분명하게 지각하고 이를 매체 평가와 선택

에 용하려는 이용자들은 그 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포털을 덜 이용할 것이라는 추론은 

여 히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호  포털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동기에서 비롯되는 

 포털 뉴스의 회피가 진보  이용자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측했다.  정  

매체에 한 정 성 지각과 이용의 계가 진보 집단에서만 나타나고 보수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득과 서미혜(2019)의 연구는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포털 뉴스에 한 평

가, 제삼자 지각, 이용에 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아래의 가설과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먼   매체 지각이 매체 신뢰와 부  계에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Choi et 

al., 2009; Tsfati & Cohen, 2005), 통념 으로 이라고 여겨지는 포털 뉴스에 해 

 매체 지각을 크게 할수록(우호  매체 지각을 약할게 할수록)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아울러 보수 매체 우의의 반  언론 환경에서 진보 이용자들의 보수 매체에 

한 비  태도와 견제 심리 때문에 진보 이용자가 매체 정 성에 한 단을 근거로 특정 매

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보고,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과 신뢰의 계가 

보수 집단보다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측했다.

연구가설 5: 진보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 신뢰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다음 뉴스 신뢰의 계보다 클 

것이다

이념상 으로 여겨지는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은 해당 포털에 한 제삼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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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이용자는 자기 정치이념과 반 되는 논조를 보이는 매체의 

사회  향력을 부정 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제삼자 지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통념 으로 다음보다 보수 이라 여겨지는 네이버의 포털 뉴스 시장에서의 상  우  때

문에 진보 집단에서  포털의 향력에 한 견제 심리가 보수 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정 성 지각이 제삼자 지각을 일으키는 경향 한 진보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으로 측했다.

연구가설 6: 진보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에 한 제삼자 

지각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다음 뉴스에 

한 제삼자 지각의 계보다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인 선택  노출 경향을 고려할 때, 보수와 진보 집단 모두  포털 

뉴스에 해  정 성을 크게 느낄수록 해당 포털 뉴스를 더 회피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그러나 에서도 언 했듯이 보수 언론의 상  우 , 보수 매체에 집 된 매체 비 과 이

에 따른 진보 이용자의 보수 매체에 한 비  태도 때문에  언론 매체에 한 회피 경

향이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특히 상 으로 다음보다 보수 으

로 여겨지는 네이버의 시장에서 우월  지 는 진보  이용자들의 정  동기를 바탕으로 

 포털 뉴스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아래의 가설을 제시했다. 

연구가설 7: 진보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 이용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다음 뉴스 이용의 계보다 클 

것이다.

 포털의 뉴스 댓 에 한 정 성 지각이 포털 뉴스 평가, 향력 인식, 선택  노출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이용자 정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구문제 1을 유도하기 한 논의에서 제시했듯이, 지각된 댓 의 정 성이 뉴스에 한 

평가와 향력 지각에 향을  수 있다는 선행 실험 연구(이은주, 2011; Houston et al., 

2011)와 매체 정 성을 근거로  매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경향에 있어서 정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종 , 2015; 기득․서미혜, 2019)를 함께 고려할 때,  포털 뉴

스의 댓 에 한 정 성 지각의 효과가 정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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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2: 이용자 정 성에 따라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포

털 뉴스의 신뢰, 제삼자 지각, 이용에 차이가 있는가? 즉, 진보 집단에서 네이버 뉴

스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네이버 뉴스 신뢰, 제삼자 지각, 이용의 계는 

보수 집단에서 다음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다음 뉴스 신뢰, 제삼자 지

각, 이용의 계와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9년 3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 온라인 설문 

문 회사의 패 을 모집단으로 하고, 센서스에 바탕을 둔 할당표집을 통해 1600명의 성인으로 구

성된 연구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의 남녀 비율은 비교  고르게 분포했으며(51% 남성), 평균 연

령은 약 43세(M = 42.86, SD = 12.47) 다. 응답자의 54.2%가 학에 재학 이거나 학사

학 가 있었고, 월 기  가계 소득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

자 정 성에 따른 포털에 한  매체 지각, 의견 지각과 포털 뉴스의 평가, 향력, 이용과

의 계와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목 이므로, 체 표본에서 본인의 정치  성향을 도라고 

답한 응답자(n = 540)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가설 검증과 연구문제를 한 분석에 

사용한 표본에서 정치  성향을 보수 으로 답한 응답자는 305명(28.8%)이었고, 진보 이라 

답한 응답자는 755명(71.2%)으로 정치 으로 진보 인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변인 측정

에 보고하는 기  통계는 정치  성향이 도라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표본을 바탕으로 했다. 

2) 변인 측정

(1)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 변인은 응답자의 정 성과 두 포털 뉴스에 

한 지각된 정 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먼  응답자 정 성은 본인의 정 성을 7  척

도(1 = 매우 보수 , 7 = 매우 진보 )로 답하게 해서 측정했다(M = 4.57, SD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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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에 한 정 성은 각 포털이 제공하는 정치나 정부활동과 

련된 뉴스의 반 인 논조를 7  척도(1 = 매우 보수 , 7 = 매우 진보 )로 답하게 한 항목

을 이용해 측정했다 (네이버, M = 3.67, SD = 1.22; 다음, M = 4.20, SD = 1.01). 두 포

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은 응답자 정 성에서 각 포털의 지각된 정 성을 뺀 수치의 

댓값으로 측정했다(네이버, M = 1.82, SD = 1.28; 다음, M = 1.46, SD = 1.14). 두 포털 

사이트에 한 비슷한 형식의 질문을 연구참여자에게 반복 으로 묻는 측정 방식은 동일방법편

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동일방법편의는 사회  바람직성, 

일 성에 한 동기, 개인  기질, 설문의 구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변인 간 상

계를 확 하거나 축소시켜 분석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박원우․김미숙․

정상명․허규만, 2007).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다음과 네이버

에 한 질문을 연속 으로 배치하는 것을 피했다. 

(2)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

네이버와 다음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 역시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했다. 우선, 포털 댓 의 지각된 정 성을 측정하기 해, 7  척도를 이용

해(1 = 보수  의견이 압도 으로 많다, 7 = 진보  의견이 압도 으로 많다) 두 포털의 정치 

련 기사에 달린 댓 이 반 으로 보수와 진보  어느 쪽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물었

다(네이버, M = 3.59, SD = 1.62; 다음, M = 4.25, SD = 1.35). 이후, 응답자 자신의 정

성에서 각 포털 뉴스 댓 에서 지각된 정 성을 뺀 수치의 댓값으로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을 측정했다(네이버, M = 1.95, SD = 1.53; 다음, M = 1.50, SD = 

1.28).  매체지각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문제를 이기 해 두 

포털 뉴스 댓 에 한 질문은 비연속 으로 배치했다.

3)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을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으로 볼 수 있는가에 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조스트, 페데리코, 

그리고 나피어(Jost, Federico, & Napier, 2009)는 단일 척도 사용에 한 비 을 보수와 진보가 동일 선상의 척

에 있는 단일 개념이 아닌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과 이념 성향이 단일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의 다양한 역에 한 개별  태도로 구성된 복합 개념이라는 주장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들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보수성과 진보성을 독립된 개념으로 측정했을 때, 두 개념 사이에 일 된 부  상 계가 발견되었고, 반면 이념

성을 구성하는 개별 차원들 사이에는 정  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 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보수의 단일 개념 모델이 

이론  간결성(parsimony), 유용성(utility), 실증  타당성(validity)에 있어 탁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장 에 

더해 본 연구가 특정 이슈에 한 포털 뉴스와 댓 의 논조가 아닌 반  논조에 한 지각과 그 향에 을 두고 있

다는 에서 이용자의 이념 성향을 진보-보수의 단일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하다고 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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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털 뉴스 신뢰도 평가

두 포털 뉴스에 한 신뢰도 평가 변인은 츠 티와 카펠라(Tsfati & Cappella, 2003)가 개발

한 항목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즉, 응답자들에게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는 ‘공정하다’, ‘정확하

다’, ‘ 립 이다’, ‘사인을 종합 으로 달한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다섯 개의 진술문에 얼마

나 동의하는지 묻고(1 =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이 응답을 평균해 네이버

가 제공하는 뉴스에 한 신뢰도를 측정했다(α = .96, M = 3.37, SD = 1.17). 다음이 제공하는 

뉴스에 한 신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α = .96, M = 3.65, SD = 1.05). 마찬가

지로 동일방법편의를 이기 해, 두 포털뉴스 신뢰도 평가 질문은 연속 으로 배치되지 않았다.

(4) 포털 뉴스에 한 제삼자 지각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한 제삼자 지각은 각각의 포털 뉴스가 응답자 자신과 응답자가 아닌 일

반 국민들의 문재인 통령 업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한 지각의 차이로 측정했다. 우선, 

포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치  정부 련 뉴스가 자신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통령의 업무수

행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7  척도(1 =  향을 미치지 않는다, 

7 = 매우 큰 향을 미친다)를 이용해 물었다(네이버, M = 4.89, SD = 1.24; 다음, M = 

4.53, SD = 1.13). 포털 뉴스가 응답자 자신이 문재인 통령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데 얼마

나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역시 같은 척도를 이용해 물었다(네이버, M = 4.12, SD = 

1.48; 다음, M = 3.99, SD = 1.38). 이후 일반 국민들에 한 향력의 추정치에서 자신의 

의견에 미치는 향력의 추정치를 빼서 포털 뉴스에 한 제삼자 지각을 계산했다(네이버, M = 

.77, SD = 1.52; 다음, M = .54, SD = 1.34).

(5) 포털 뉴스 이용

포털 뉴스 이용은 각 포털에 해 단일 항목을 이용해 측정했다. 7  척도(1 =  읽거나 보

지 않았다, 7 = 거의 매일 읽거나 보았다)를 이용해 지난 일주일 간 네이버 뉴스(M = 4.91, 

SD = 1.88)와 다음 뉴스(M = 3.88, SD = 2.19)를 각각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묻는 항목을 

이용해 각 포털 뉴스 이용을 측정했다.

(6) 통제 변인

성별, 나이, 학력, 가계 수입, 정치  심도, 정치 지식의 여섯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측정했다. 

통제 변인  성별은 더미 코딩(남성 = 0, 여성 = 1)해 분석에 사용했고, 나이는 개방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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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했다(M = 42.77, SD = 12.37). 학력은 6  척도(1 = 등학교 졸업 이하; 6 = 

학원 재학, 졸업)로 측정했고(M = 4.61, SD = .90), 가계 수입은 15  척도(1 = 49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이상)를 이용해, 한달 평균 가계 수입을 측정했다(M = 8.08, SD = 

3.29, Me = 8). 정치 지식은 네 항목으로 이루어진 퀴즈형식 질문을 통해 정치인, 정부 구조 

등에 한 기본 지식을 물어 측정했다. 이후 틀린 답은 0, 옳은 답은 1로 변환한 후 합쳐 축약형 

척도를 만들고 이를 분석에 사용했다(M = 2.77, SD = 1.13). 정치에 한 심은 7  척도

(1 =  심 없다, 7 = 매우 심 있다)의 단일 항목을 이용해 측정했다(M = 4.63, SD 

= 1.34). 

4. 연구 결과

연구가설 1에서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각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측했다. 구체 으로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네이버 뉴스에 해 더 강한 

 정 성을 지각하는 반면, 보수 집단은 진보 집단보다 다음 뉴스에 더 강한  정 성

을 지각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해, 우선 이용자의 정 성 변인을 이용해 정

치  성향을 완 한 립으로 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답자를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으로 나

었다. 이후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했다. 먼 ,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의 등분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의 등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

정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집단 간 평균 비교를 검증할 수 있는 Welch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상했던 것처럼 보수  이용자(M = 1.60, SD = 1.14)에 비해 진보  이용자(M = 

1.91, SD = 1.32)가 네이버 뉴스에 해 더 강한  정 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645.29) = 15.11, p ＜ .001). 마찬가지로, 다음 뉴스에 해서는 보수  이용자(M = 

1.78, SD = 1.39)가 진보  이용자(M = 1.33, SD = 1.00)보다 더 강한  정 성을 

지각했다(F(1, 435.83) = 26.59,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이용자의 정 성에 따라,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상했다. 즉, 진보  성향의 이용자는 보수  성향의 이용자보다 네이버 

댓 에서 더 큰  의견을 지각하는 반면, 다음 댓 에서는 그 반 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연구가설 2 역시 연구가설 1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Welch 검정을 통해 집단간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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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다. 분석 결과, 가설 2에서 측했던 바와 같이,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 에 해서는 진

보  집단(M = 2.04, SD = 1.58)이 보수  집단(M = 1.71, SD = 1.35)에 비해 더 강한 

 의견 지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F(1, 651.35) = 12.22, p ＜ .01). 마찬가지로, 다음 

뉴스 댓 에 해서는 보수  집단(M = 1.89, SD = 1.47)이 진보  집단(M = 1.35, SD 

= 1.16)보다 더 강한  의견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64.45) = 33.20,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3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이 통념 으로 진보 으로 알려진 다음 뉴스(즉, 

우호  포털 뉴스)에서  정 성을 느낄 때, 그것이 다음 뉴스에 한 신뢰에 미치는 향

이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우호  포털인 네이버 뉴스에서  정 성을 느낄 때, 이  

매체 지각이 네이버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보다 클 것으로 상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 

우선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의 신뢰와 어떤 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해, 응답자를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으로 나 고, 두 집단에 해 각각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별, 나이, 학력, 가

계 수입, 정치  심도와 정치 지식이 통제 변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모든 변인 간 상 계와 기 통계는 <Table 1>에 제시하 다. 

<Table 2>와 <Figure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분석 결과, 보수 집단의 네이버 뉴스에 

해 가지고 있는  매체 지각은 네이버 뉴스 신뢰와 유의미한 련이 없었다(β = -.08, 

n.s.). 반면, 진보  이용자 집단에서는 우호  포털인 다음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다

음 뉴스에 한 신뢰가 부 인 계를 보 다(β = -.31, p ＜ .001). 즉, 보수 성향 이용자의 

경우, 보수  포털로 알려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치  성향을 보

인다고 인식해도, 그  매체 지각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에 한 신뢰도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집단의 경우는 우호  포털인 다음이 제공하

는 뉴스가 자신의 정치  입장과 다른 정 성을 보인다고 인지할 경우, 다음이 제공하는 뉴스에 

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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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1)

Age

(2)

Education

(3)

HH 

income

(4)

Political 

interest

(5)

Political 

knowledge

(6)

HMP against 

Naver 

news(7)

HMP against 

Daum 

news(8)

HOP against 

Naver 

comment(9)

HOP against 

Daum 

comment(10)

Naver 

news trust 

(11)

Daum 

news trust 

(12)

TPP of 

Naver 

news (13)

TPP of 

Daum 

news (14)

Naver 

news use 

(15)

Daum 

news use 

(16)

(1)

(2) -.05

(3) -.11*** -.16***

(4) -.05  .15***  .18***

(5) -.21***  .11**  .08**  .13***

(6) -.17***  .26***  .07*  .19***  .34***

(7)  .02 -.06*  .05  .03  .20***  .14***

(8) -.04 -.07*  .03  .02  .15***  .05  .42***

(9)  .01 -.03  .06  .05  .20***  .15***  .60***  .24***

(10) -.07* -.03  .04  .02  .08*  .05  .25***  .59***  .38***

(11) -.07*  .13*** -.09**  .00 -.02 -.08* -.50*** -.13*** -.37*** -.10***

(12) -.05  .14*** -.01  .03  .12***  .07* -.09** -.39*** -.04 -.36***  .40***

(13) -.02 -.01  .12***  .05  .17***  .15***  .37***  .04   .33***  .07* -.37*** -.13***

(14) -.01  .00  .07**  .02  .11***  .07*  .14***  .14**  .16***  .16*** -.19** -.22***  .64***

(15) -.06* -.13**  .05  .04**  .25***  .08* -.13***  .05 -.03  .07*  .19*** -.00 -.11***  .03

(16) -.07*  .28***  .06*  .12***  .29***  .21***  .15*** -.19***  .13*** -.18*** -.01  .34***  .10** -.09**  .05

M  .48 42.77 4.61 8.08 4.63 2.77 1.82 1.46 1.95 1.50 3.37 3.65  .77  .54 4.91 3.88

SD  .50 12.37  .90 3.29 1.34 1.13 1.28 1.14 1.53 1.28 1.17 1.05 1.52 1.34 1.88 2.19

Notes. *p ＜ .05. **p ＜ .01. ***p ＜ .001.; HH income = Household income, HMP against Naver(Daum) news = Hostile media perception against Naver(Daum) news, HOP 

against Naver(Daum) comment = Hostile opinion perception against Naver(Daum) news comment section, TPP of Naver(Daum) news = Third person perception of Naver(Daum) 

news 

Table 1. Zero-order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N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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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은 보수 집단보다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측한 가설 3을 검증했

다.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선 보수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은 

우호  포털 뉴스의 신뢰에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진보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Conservative group: Effects on Naver news trust

Progressive group: Effects on Daum news trust

Conservative group Progressive group

β b(se) β b(se)

  Constant    3.26(.45)    3.34(.26)

  Gender(1 = female)   -.05   -.12(.13)   -.03 -.07(.07)

  Age    .13    .01(.01) *    .12  .01(.00) ***

  Education    .04    .04(.06)   -.02 -.03(.04)

  Household income    .01    .00(.02)   -.04 -.01(.01)

  Political interest    .02    .02(.05)    .27  .20(.03) ***

  Political knowledge   -.09   -.09(.06)   -.05 -.04(.03)

  HMP against Naver news   -.08   -.08(.06) -- --

  HOP against Naver news comment section   -.08   -.06(.05) -- --

  HMP against Daum news -- --   -.31 -.31(.02) ***

  HOP against Daum news comment section -- --   -.14 -.12(.03) ***

R2         .03          .21

F(8, 296) = 1.31, 

p = .24

F(8, 746) = 28.87,  

p ＜ .001

Conservative group: Effects on Naver news use

Progressive group: Effects on Daum news use

Conservative group Progressive group

β b(se) β b(se)

  Constant     3.64(.74)    -.79(.56)

  Gender(1 = female)   -.03  -.11(.21)    .02  .10(.15)

  Age   -.25  -.04(.01) ***    .24  .04(.01) ***

  Education    .09   .17(.11)    .07  .18(.09) *

  Household income    .07   .04(.03)    .03  .02(.02)

  Political interest    .31   .42(.08) ***    .29  .49(.06) ***

  Political knowledge    .02   .03(.10)    .06  .12(.07)

  HMP against Naver news    .02   .03(.09) -- --

  HOP against Naver news comment section   -.08  -.11(.08) -- --

  HMP against Daum news  -- --   -.12 -.26(.07) ***

  HOP against Daum news comment section  -- --   -.11 -.21(.06) ***

R2      .19          .23

F(8, 296) = 8.72,  

p ＜ .001

F(8, 746) = 28.92, 

p ＜ .001

Notes. *p ＜ .05. **p ＜ .01. ***p ＜ .001.; HMP against Naver(Daum) news = Hostile media perception against 

Naver(Daum) news, HOP against Naver(Daum) comment = Hostile opinion perception against Naver(Daum) news 

comment section.

Table 2. Effects of HMP of News and HOP of User Comments from Friendly Portal News Sites on Trust 
and Use of the Sites: Comparison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N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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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지각은 우호  포털 뉴스의 신뢰에 부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가설 3의 검증을 해서는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우호  포털 뉴스 신뢰 간 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보수와 진보 집단 사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비표 화 회귀계수와 비표 화 회귀계수의 표

오차값을 바탕으로 t 검증 원리를 이용해 계산한 수치(Z)4)가 1.96보다 클 경우, p ＜ .05 수

에서 두 집단 간 회귀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분석은 수계산이 아닌 AMOS 

로그램의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between parameters 기능을 이용했다. 분석 결

과, 진보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

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31, p ＜ .001)는 보수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의 신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08, n.s.) 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Z = -3.67,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Figure 1. Effects of hostile media perception of news and hostile opinion perception of user comments 
from friendly portal news sites on trust and use of the sites: Comparison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

Notes. Dotted lines represent insignificant findings; Bold letters represent the difference of regression coefficients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

4) Z = (b1-b2)/[sqrt(se(b1))2 + (se(b2))2]



포털 뉴스와 댓 에 한 정 성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 향력 지각  선택  노출에 미치는 향 271

연구가설 4는 진보 집단에서 우호  포털인 다음이 제공하는 뉴스에 한  매체 지

각과 다음 뉴스 이용의 계가 보수  집단에서 우호  포털인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 이용 간의 계보다 클 것이라고 측했다. 연구가설 3의 검증 과정과 동일

하게 우선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에서 각각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2>와 <Figure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된 바와 같이, 보수 집단에서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β = 

.02, n.s.)은 네이버 뉴스 이용과 유의미한 계가 없었다. 반면, 진보 집단의 경우, 우호  포

털 다음이 제공하는 뉴스에 해 강한  매체 지각을 할수록, 다음 뉴스를 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2, p ＜ .001). 즉, 보수  이용자 집단의 경우,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보 집단에서는 우

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 이용에 부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 4를 검증했다. 즉,  

매체 지각과 포털 뉴스 이용 간 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차이가 보수 , 진보  이용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가설 3의 검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가설에서 기 했던 바와 같이 진보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12, p ＜ .001)는 보수 집단에서 포

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02, n.s.)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Z = -2.54, p ＜ .01). 따라서 연

구가설 4도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1은 우호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우호  포털 뉴스의 

신뢰, 이용 사이의 계가 이용자의 정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답

하기 해, 연구가설 3, 4에서와 같은 분석 과정을 따랐다. 즉, 먼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

해 보수, 진보 집단에서 각각 우호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우호  

포털의 평가와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그 향이 보수, 진보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인지 가설 3, 4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Table 2>와 <Figure 1>

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의 경우, 우호  포털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 에서 지각한  정 성이 네이버 뉴스의 평가(β = -.08, n.s.)와 이용(β = -.08, 

n.s.)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의 경우, 우호  포털인 다

음 뉴스의 댓 에서  의견 지각을 덜 할수록 다음 뉴스에 한 신뢰가 높아지고(β 

= -.14, p ＜ .001), 다음 뉴스를 더 많이 이용했다(β = -.1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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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보  이용자와 보수  이용자 사이에 우호  포털 뉴스 댓 의 

 의견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의 평가와 이용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 집단에서 포털 뉴스 댓 의  의견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14, p ＜ .001)는 보수 집단에서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의 신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08, n.s.)와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 = -1.04, n.s.). 마찬가지로, 진보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

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포털 뉴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11, p ＜ .001)가 보수 집단에서 우호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우호  

포털 뉴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08, n.s.)와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97, n.s.).  

연구가설 5는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의 신뢰에 미

치는 향이 보수 집단보다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측했다. 즉, 진보 집단에서 

통념상 보수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에 한  매체 지각과 네이버 뉴스 신뢰의 계

는 보수 집단에서 진보  포털 다음에 한  매체 지각과 다음 뉴스 신뢰와의 계보다 클 

것으로 측했다. 연구가설 5를 검증하기 해, 우선 다변인 회귀분석을 보수, 진보 집단을 상

으로 각각 실시하고, 각 집단에서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했다. 그 결과, <Table 3>과 <Figure 2>

에 정리한 것처럼 보수  이용자 집단에서는  포털 뉴스에 해  매체 지각을 할 경

우  포털 뉴스에 한 신뢰에 부  향을 미쳤다. 즉,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

에서  포털로 알려져 있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에서  정 성을 강하게 지각할수

록 다음이 제공하는 뉴스에 한 신뢰도가 떨어졌다(β = -.15, p ＜ .05). 진보  집단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포털인 네이버 뉴스

에 해  매체 지각을 강하게 할수록 네이버 뉴스에 한 신뢰가 떨어졌다(β = -.57, p 

＜ .001). 이런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은 보수 집단보다 진보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측한 가설 

5를 두 집단 간 회귀계수 크기 비교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진보 집단에서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

(β = -.57, p ＜ .001)는 보수 집단에서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의 신뢰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 = -.15, p ＜ .05) 보다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Z = -7.40,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5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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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 group: Effects on Daum news trust

Progressive group: Effects on Naver news trust

Conservative group Progressive group

β b(se) β b(se)

  Constant 3.31(.42) 4.36(.27)

  Gender(1 = female) -.05 -.10(.12) -.05 -.13(.07)

  Age .13 .01(.01)* .07 .01(.00)*

  Education .03 .03(.06) -.08 -.11(.04)**

  Household income .02 .01(02) .02 .01(.01)

  Political interest -.05 -.03(.05) .12 .11(.03)***

  Political knowledge .06 .06(.06) -.04 -.05(.03)

  HMP against Naver news -- -- -.57 -.40(.03)***

  HOP against Naver news comment section -- -- -.12 -.09(.02)***

  HMP against Daum news -.15 -.12(.05)* -- --

  HOP against Daum news comment section -.31 -.23(.04)*** -- --

R2            .15           .37

F(8, 296) = 9.05, 

p ＜ .001

F(8, 746) = 66.07, 

p ＜ .001

Conservative group: Effects on TPP of Daum news

Progressive group: Effects on TPP of Naver news

Conservative group Progressive group

β b(se) β b(se)

  Constant -.72(.60) -1.52(.40)

  Gender(1 = female) -.02 -.05(.17) .02 .06(.11)

  Age .03 .00(.01) -.01 .00(.01)

  Education .08 .12(.09) .08 .15(.06)*

  Household income -.03 -.01(.03) .04 .02(.02)

  Political interest .13 .13(.06)* .08 .09(.05)*

  Political knowledge -.03 -.04(.08) .05 .07(.05)

  HMP against Naver news -- -- .28 .32(.04)***

  HOP against Naver news comment section -- -- .15 .15(.03)***

  HMP against Daum news -.06 -.07(.06) -- --

  HOP against Daum news comment section .22 .22(.06)*** -- --

R2           .08          .16

F(8, 296) = 2.97, 

p ＜ .01

F(8, 746) = 23.23, 

p ＜ .001

Conservative group: Effects on Daum news use

Progressive group: Effects on Naver news use

Conservative group Progressive group

β b(se) β b(se)

  Constant -.03(.84) 4.66(.50)

  Gender(1 = female) -.05 -.23(.24) .02 .07(.13)

  Age .26 .04(.01)*** -.13 -.02(.01)***

  Education .08 .17(.12) -.04 -.09(.08)

  Household income .03 .02(.04) -.00 -.00(.02)

  Political interest .20 .30(09)** .27 .40(.06)***

  Political knowledge .02 .04(.12) .06 .09(.06)

  HMP against Naver news -- -- -.32 -.45(.05)***

  HOP against Naver news comment section -- -- .10 .12(.04)**

  HMP against Daum news -.20 -.30(.09)*** -- --

  HOP against Daum news comment section -.03 -.04(.08) -- --

R2           .13          .16

F(8, 296) = 6.02, 

p ＜ .001

F(8, 746) = 14.42, 

p ＜ .001

Notes. *p ＜ .05. **p ＜ .01. ***p ＜ .001.; HMP against Naver(Daum) news = Hostile media perception against 

Naver(Daum) news, HOP against Naver(Daum) comment = Hostile opinion perception against Naver(Daum) news 

comment section, TPP of Naver(Daum) news = Third person perception of Naver(Daum) news.

Table 3. Effects of HMP of News and HOP of User Comments from Hostile Portal News Sites on Trust, 
Use and TPP of the Sites: Comparison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N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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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6은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에 한 제삼

자 지각에 미치는 향이 보수 집단보다는 진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측을 했다. 

이 연구가설 역시 연구가설 5의 검증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검증했다. 보수, 진보 집단의 

회귀계수 크기를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각 집단의 정치 성향과 반 라고 제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에 해  매체 지각을 할 경우,  포털 뉴스의 제삼자 지각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3>에 정리한 것처럼, 연구결과는 보

수  이용자 집단에서  포털인 다음 뉴스에 해  매체 지각을 해도 이는 다음 뉴스

의 제삼자 지각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6, n.s.). 반면 진보  이용자 집단에

서는  포털인 네이버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네이버 뉴스의 제삼자 지각과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8, p ＜ .001). 이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보, 보

수 집단 간 회귀계수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설 6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제삼자 지각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 크기는 가설에

서 상했던 것과 같이 진보와 보수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Z = 5.20, p 

＜ .001). 즉,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제삼자 지각에 미치는 향은 보수 

집단보다 진보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연구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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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hostile media perception of news and hostile opinion perception of user comments 
from hostile portal news sites on trust, use and third person perception of the sites: Comparison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

Notes. Dotted lines represent insignificant findings; Bold letters represent the difference of regression coefficients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

 

연구가설 7 역시 이  연구가설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했다. 우선 진보, 보수 집단에서 각각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이  포털 뉴스 이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다

변인 회귀분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에 정리했다. 분석 결과, 

보수 집단의 경우,  포털인 다음뉴스에 해  매체 지각을 많이 할수록  포털 

다음 뉴스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0, p ＜ .001). 마찬가지로 진보 집단에서도 

 포털인 네이버 뉴스에  매체 지각을 많이 할수록 네이버 뉴스 이용이 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 -.32, p ＜ .001). 즉, 두 정  집단에서 모두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은  포털 뉴스 이용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수치를 바탕으로 

회귀계수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진보, 보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Z = -.144, n.s.). 따라서 연구가설 7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는 포털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포털 뉴스에 한 신뢰, 향력 지각, 이용에 미치는 향이 다른지 

물었다. 이를 알아보기 해 연구가설 5, 6, 7과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쳤다. 우선, 보수 , 진보  

이용자 집단을 나 고, 각 집단에서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포털에 한 신뢰, 제삼자 지각, 그리고  포털의 이용에 미치는 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Table 3>과 <Figure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보수 집단의 경우,  포털인 다음 뉴스에 

달린 댓 에서 강한  정 성을 지각할수록 다음 뉴스에 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 -.31, p ＜ .001).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 역시 네이버 뉴스 댓 에서 

 의견 지각을 크게 할수록 네이버 뉴스를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2, p ＜ 

.001). 두 집단 모두에서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은  포털 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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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 향

은 진보 집단보다는 보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Z = 2.98, p ＜ .001).

제삼자 지각에 한  의견 지각의 향 역시 보수, 진보 이용자 모두에게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즉, 보수 성향의 이용자의 경우,  포털인 다음의 뉴스 댓 에서 강한  

의견을 지각할수록  포털 뉴스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통령과 정권에 한 평가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커졌다(β = .22, p ＜ .001).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도 

 포털인 네이버 뉴스 댓 에서 강한  의견 지각을 할수록 네이버 뉴스가 다른 사람들

의 정치  단에 더 강한 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 경향이 나타났다(β = .15, p ＜ .001). 즉, 

진보, 보수 집단에서 모두  의견 지각과 제삼자 지각이 정 인 계를 보 지만, 두 집단 

 어느 한 집단에서 그 계가 통계  의미가 있을 만큼 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Z = 

-1.13, n.s.). 

마지막으로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포털 이용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수 집단의 경우,  포털인 다음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은 다음 뉴스 이용과 유의미한 계가 없었다(β = -.03, n.s.). 반면 진보 집단

에서는  포털인 네이버 뉴스 댓 에 강한  의견을 지각할수록 네이버 뉴스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β = .10, p ＜ .01). 하지만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포털 이용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진보, 보수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Z = 1.68, n.s.). 

5. 결론  논의

네이버와 다음으로 표되는 포털이 지배 인 뉴스 달자가 되면서 포털 뉴스의 편향성과 부정

 향력에 한 우려가 꾸 히 제기되었다. 신문이나 TV 뉴스와 같은 통 매체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매체 편향성 지각이 매체 평가와 이용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존 

언론사의 기사를 재매개하는 포털 뉴스에 해서도 편향성 지각이 발생하는지, 그 다면 이런 지

각이 포털 뉴스 평가와 이용에 향을 주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포털 뉴스 환경에서는 

댓 과 같은 이용자의 극  뉴스 여도 매체 평가와 이용에 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네이버와 다음 뉴스 그리고 그 뉴스 댓 에 한  지각이 두 포털 뉴스

에 한 평가와 이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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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는 이용자 정  집단별로 네이버와 다음에 한  지각의 방향이 다르다

는 것을 확인했다. 보수 성향 이용자는 다음 뉴스에 더 큰  매체 지각을 한 반면, 진보 성

향 이용자는 네이버 뉴스에 더 큰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와 진보 집단은 두 

포털 뉴스의 댓  여론에 해서도 상반된 방향으로  지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일부 언론 보도나 일상  화에서 언 되는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이미

지가 정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용되고 있음을 경험 으로 입증한다. 

 포털 뉴스에 한  지각은 포털 뉴스에 한 규범  평가, 향력 인식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포털 뉴스에 한  지각의 향력이 이용자 정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한  정 성 

지각이 포털에 한 신뢰도 평가와 선택  이용에 미치는 향은 반 으로 보수보다 진보 집단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보 성향 이용자는 보수 성향 이용자보다 

지각된 포털 뉴스의 정  편향성을 기 으로 두 포털 뉴스의 신뢰도와 향력을 평가하고, 

근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보수 우 의 언론환경에서 두 

정  집단의 언론 매체에 한 태도와 이용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이종 , 2015; 기득․

서미혜, 2019; Hyun & Seo, 2019)의 결과가 뉴스 생산자가 아닌 달자인 포털 뉴스에 해

서도 발생함을 의미한다. 정  집단별 편향성 지각과 그 효과의 차이가 뉴스를 직  생산하지 않

는 포털에 해서도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상이다. 이는 정 성이 강한 우리 언론환경

과 네이버와 다음이 양분하는 온라인 뉴스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듯하다. 특히 보수 매체 우

의 언론지형에서 보수 이용자들보다 진보 이용자들의 언론에 한 경계심과 방어  정보 처리

가 더 강하고, 이는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 한 지각, 평가, 이용에도 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체 지각을 내외집단 구분에 따른 상으로 설명한 하트만과 타니스

(Hartmann & Tanis, 2013)는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의 사회  지 가 열세라고 느낄 때, 

 매체 지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내집단 매체인 진보 매체의 지각

된 열 가 진보 이용자의 포털 뉴스 지각과 평가, 이용에도 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즉 진보  이용자들은 기존 정 매체에 한 내외집단 구분의 틀을 용해 ‘1등 포털’인 네이

버를 주류 외집단 매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심으로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극 으로 활동했

던 ‘2등 포털’인 다음을 열세 내집단 매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 으로 

불리한 언론환경에서 지각된 포털 뉴스의 정 성을 근거로 포털 뉴스를 평가하고 이용하려는 동

기가 진보 집단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포털 뉴스의 지각된 정 성의 효과와는 달리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포털 뉴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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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이용에 미치는 향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 다. 우선 포털 뉴스에 한  지각과 

마찬가지로, 댓 에 한  의견 지각도 포털 뉴스에 한 신뢰, 제삼자 지각, 근  회피

에 향을 미쳤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와 뉴스 댓 에 한 평가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

고, 상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은주, 2011; Houston et al., 

2011). 즉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의 지각된 정 성과 함께 댓  뉴스에서 지각된 의견 정 성도 

포털 뉴스의 반  평가와 이용에 향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  집단별로 -

우호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의 효과는 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포털 뉴스의 댓 에 한  의견 지각과 해당 포털 뉴스에 한 신뢰의 계

가 진보 집단보다 보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이다. 즉 진보  이용자가 네이버 댓  

의견에서 지각하는  의견이 네이버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보다 보수  이용자가 다음 댓

에 해 지각하는  의견이 다음 뉴스 신뢰에 미치는 향이 더 강했다.  포털 뉴

스의 댓 에 한  의견 지각의 향력이 보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후속 연구

를 통해 밝 져야 할 것이다. 추론을 하자면 두 포털 뉴스에서 표출되는 댓  여론의 정  방

향의 안정성의 차이가 두 집단 간 차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두 포털 뉴스 댓 의 정

 의견 분포를 장기간 찰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이래 

다음에선 진보 성향 댓 이 지속 으로 다수 던 반면, 네이버 댓 의 보수-진보 의견 분포는 정

권과 사안에 따라 역동 인 변화를 보 다(천 율, 2014). 다음 뉴스 댓 의 정  의견 분포

가 네이버 댓 의 의견 분포보다 안정 이라면, 다음 댓 의 정  방향에 한 단이 보다 장

기 으로 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수 이용자

가 다음 댓 에 한  의견 지각을 기 으로 보다 일 되게 다음 뉴스의 신뢰도를 평가했

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온라인 뉴스의 유통과 소비에 핵심  역할을 하는 포털 뉴스와 그 댓 에 

해  지각이 발생하며, 이는 포털 뉴스 평가와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정  집단별로 포털 뉴스와 그 댓 에 한  지각의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면, 기존 언론매체를 심으로 형성된 립  정 언론 

지형에서 정  이용자의 내외집단 매체 구분과 그 구분의 효과가 포털 뉴스에 해서도 일어난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논조에 뚜렷한 정  경향이 없다는 선행 연구

의 결과를 고려하면(강주 ․이인욱, 2014; 노 주․윤 철, 2016; 최민재․김재 , 2008), 

포털 뉴스의 이용은 이념  양극화나 반  정 에 한 비 용  태도와 같은 정  매체 이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여  것으로도 기 할 수 있다. 아울러 편향성 지각에 따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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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부정  평가와 선택  노출도 포털 뉴스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도 지각과 이용의 측면에서 포털 뉴스에 해서도 이용자 정

 집단 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언론을 통해 표출되거나 언론이 주도하는 첨 한 정  간 

립 구조는 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뉴스 달자의 평가와 이용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용자 정 별로 차별 으로 발생하는 포털에 한 정 성 지각과 그 후속 효과는 포털이 

개별 언론 매체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수렴하는 장소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

 갈등이 재매개되어 반 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면 포털 뉴스에 한 편향된 정 성 지각과 이에 따른 포털 뉴스 신뢰도 하락  선

택  노출 경향은 완화될 수 있는가?  매체 지각이 정  뉴스 이용자의 편향된 지각에서 

발생한다는 에서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정  집단별로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해 상이한  정

성 지각을 하는 이유가 국내 포털 뉴스 시장 구조와 정  언론 지형의 특수성과도 련이 있다는 

에서 편집 방식의 변화만으로  매체 지각과 그 후속 효과가 극 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

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최근 기계 알고리즘이나 특정 언론사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되는 편집 방식 변화는 포털의 편집권을 이용자의 선택권으로 일부 체한다는 에서 포털 

뉴스에 한 평가와 이용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이용자들은 통 인 리즘 가치의 구 과 신뢰 측면에서 문 편집인보다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방식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오세욱, 2019). 그러나 편집 방식

의 변화가 장기 으로 포털 뉴스에 한 평가를 제고할지, 더 나아가 더 좋은 품질의 뉴스를 제

공할 수 있을지는 여 히 의문이다. 포털 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작용 방식이 투명하

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집 방식 개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이버가 일부 공표한 정보를 살펴보면 알고리즘에 반 되는 기사 품질 평가의 기 은 주로 뉴스 

어뷰징에 처하기 한 것으로 보이며, 매체 편향성 지각이나 신뢰도 평가에 향을  수 있는 

여타 평가 차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편집 방식 개편이 지배  뉴스 달자로

서 포털의 사회  책임을 회피하기 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계와 련 학계와의 토론을 통해 

리즘 수행 기 이 반 된 편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한 알

고리즘은 댓  배열 방식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다. 좋은 댓 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댓  (civility)을 지키고 자기 의견의 근거를 밝힌 댓 은 해당 기사 

품질에 한 정  평가로 이어졌다는 선행 연구(Prochoazka, Weber, & Schweiger, 

2017)는 좋은 참고가 된다. 해외 일부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듯이, 상  정 에 한 비방,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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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수  낮은 댓 을 걸러내는 동시에 좋은 댓 에 한 언론사의 극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체 댓 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  이 연구는 정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와 댓 에 

한 반  지각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사안, 뉴스 페이지 

인터페이스, 포털의 게이트키핑 정책 등과 같은 여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

인에 따라 두 포털에 한 정 성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각된 포털의 정

성과 무 하게 습 으로 특정 포털 뉴스를 선택하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다.  포털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뉴스만 이용하거나, 포털이 제공하는 추천 뉴스를 심으로 포털 뉴스를 소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이 포털 뉴스에 한 정 성 지각과 그 후속 효과에 미치는 

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다른 한계는 포털 뉴스와 댓 에 

한  지각 발생 과정에 한 이론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다. 기존 문헌은 

(1) 기사 논조 (2) 기사에 인용된 정보원 (3)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 매체나 언론사 모두  

정 성 지각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에 더해 

뉴스 달자 는 재매개자라는  다른  지각의 층 가 존재함을 시사하지만, 두 포털 뉴

스에 한  지각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지각 발생의 근원을 찾고 각 층 의 상  향력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뉴스 댓 이 포털 뉴스 평가와 이용에 향을 미치는 이유에 해서도 분명한 이론  설

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용자의 극  뉴스 여가 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와 댓 에 

한 평가가 종합 으로 이루어진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 구체  과정은 연구된 바가 없다. 

한, 본 연구에서는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의견 지각의 향력을 포털 뉴스 평가, 

이용 등 포털에 국한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매체에 한 편향성 지각은 여론 지각과 정치 참여에

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 Gunther et al., 2001; Hyun & Seo, 2019; Rojas, 

2010). 우리 사회에서 뉴스 이용이 주로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

에서는 두 포털 뉴스에 한  매체 지각과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이 

체 여론 지각과 정치 참여에 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한계 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설문 자료에서는 보

수 집단의 표본 수가 진보 집단의 표본 수보다 격히 작았다. 이러한 집단의 크기 차이는 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설 검증에 있어 효과 포착의 워 등에서 불균형한 향을 미쳤을 수 있

다.  본 연구는 사회  바람직성, 일 성에 한 동기, 개인  기질, 설문의 구성 등 다양한 원

인으로 인해, 변인 간 상 계를 확 하거나 축소시켜 분석 결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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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박원우 등, 2007) 동일방법편의를 피하기 해 다음과 네이버의 이용, 지각, 신뢰도 등 

주요 변인에 한 질문을 비연속 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에서 언 되었듯이 동일방법편의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  바람직성 등으로 인한 동일방법편의가 일어났을 가

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개념의 경우( .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한 제삼자 지각, 네이버와 다음 뉴스 이용),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있어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를 고려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

에서는 연구 자료 수집 이  단계부터 주요 개념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동일방법편의 등의 문

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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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포털 뉴스와 댓글에 대한 정파성 지각이 포털 뉴스 신뢰, 

영향력 지각 및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

보수와 진보 이용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득

(아키타 국제 학교 부교수)

정낙원

(서울여자 학교 부교수)

서미혜

(성균 학교 교수)

이 연구는 이용자 정 성에 따른 포털 뉴스와 포털 뉴스 댓 에 한 지각된 정 성의 차이와 이런 지각의 

차이가 포털 뉴스 평가와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보수 성향 이용자는 다음 뉴스와 

댓  의견에 더 강한  정 성을 지각하는 반면, 진보 성향 이용자는 네이버 뉴스와 댓 에 더 큰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포털 뉴스에 한 지각된 정 성은 해당 포털 뉴스에 한 신뢰

도 평가, 선택과 회피에 향을 미쳤다. 특히 지각된 정 성의 향력은 보수 이용자보다 진보 이용자 집

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포털 뉴스 댓 에 한  의견 지각도 두 포털 뉴스에 한 신뢰, 제삼자 

지각, 선택  노출에 향을 미쳤으나, 향력의 크기에 있어서 두 정  이용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  매체를 상으로 발생하는 정  이용자의 내외집단(우호 , 

) 매체 구분과 그 효과가 뉴스를 직  생산하지 않고 재매개만 하는 비정  매체인 포털 뉴스에 

해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다. 이와 같은 상을 일으키는 우리 언론환경과 포털 뉴스 시장의 특수성

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네이버, 다음, 정  언론,  매체 지각, 뉴스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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