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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ns have shown a low level of trust in the press although they consume news active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a way to restore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by investig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f newspaper companies. Applying Ingenhoff and Koelling's 

(2012) fields of responsibility of media organizations, this study regarded CSR of newspaper 

companies as editorial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society. The awards program was found 

to be a typical and unique CSR program of Korean newspaper companies, and the community 

volunteer program was a common CSR initiative of Korean companies. The study employed a 2 

editorial responsibility (good vs. poor) x 2 CSR program types (award vs. community volunteer 

programs) between-subjects experimental design with 304 participants, aged 20 to 59, using panel 

data in Korea. It found that the public's awareness of good editorial responsibility is significant in 

increasing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When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of newspaper 

companies was high, the public trust in the newspaper companies was high. Howeve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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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 to find significant effects of CSR program types (award vs. community volunteer programs) on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The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This study fou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and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Using the paired t-te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on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by dividing groups according to levels of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It found that the group of lower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showed lower 

trust in the press, and the group of higher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showed higher trust in the 

press. The results emphasized that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of newspaper companies affects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significantly.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SR program 

types and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trust in the press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d that newspaper 

companies should comply with editorial standards to restore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and 

the press in Korean society.

Keywords: CSR of newspaper companies, Editor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 types,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Public trust in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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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6월 발표된 <Digital News Report 2020>에서도 한국은 조사 상 국가 가운데 뉴스를 신

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Reuters Institute, 2020). 특히 한국은 뉴스이용 

횟수와 빈도가 높은 데 비해 뉴스 신뢰도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김선호․

김 근, 2019).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해당 미디어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달리(하승태․이정교, 2011), 뉴스를 많이 이용하더라도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상’을 보

인 것이다(문 숙, 2018, 6, 14). 언론 신뢰 하락은 정보의 진 여부에 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키거나 공 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백 민․안수찬․김 근, 2019). 

재 한국 언론은 신뢰 회복(강 만․ 상민, 2019)이라는 주요 과제에 당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신뢰 하락의 문제는 상이나 원인에 주목할 뿐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Digital News Report 2020>은 신문사를 향한 불만이 언론 반을 향한 신

뢰를 하락시킬 가능성을 제시하 다(이소은․박아란, 2020; Reuters Institute, 2020). 선행

연구 역시 앞서 언 했던 ‘이상 상’이 신문사와 련 있을 가능성을 설명한다. 를 들면, 신문

열독 시간은 언론 반에 한 신뢰를 높여  수는 있지만(김세은, 2003) 신문사 신뢰도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며(이 웅․김은미․문태 , 2005),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이용한

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김선호․김 근, 2019). 본 연구는 국내 신문사가 우리 사회에 충

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언론 신뢰(public trust in the press) 

회복을 한 실천 인 방안으로 신문사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신문사 신뢰도(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회에서 가장 향력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 미디어기업, 신문사의 CSR을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Hou & Reber, 2011). 신문사는 공공성과 사회  향력을 동시에 지닌 뉴스를 만

들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회  책임을 기 하는 것이 한지도 논의된 바 있다

(정인숙, 2009; Han, Lee, & Khang, 2008). 정인숙(2009)은 신문사가 고성 기사를 작성하

는 등 이윤 추구 활동을 개한다면, 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처럼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까지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사가 사회  책임 수행에 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정 인 인식을 확산하여 다른 기업의 극 인 CSR 수행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좋은 

기업 시민이 되어 자사의 사회  책임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Han et al., 2008; 

Ingenhoff & Koelling, 2012; Kim, 2016; Painter-Morland & Deslandes, 2017).

잉겐호 와 코엘링(Ingenhoff & Koelling, 2012)은 미디어조직의 책임 분야를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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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구분했다. 그들은 편집의 책임(editorial responsibility)이 신문사의 가치사슬과 

한 연 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회에 한 책임은 캐롤(Carroll, 1999)의 피라미드 모형 속 자선

 책임과 비슷하게 악했다. 본 연구는 잉겐호 와 코엘링(2012)이 제시한 신문사의 사회  

책임 가운데 편집의 책임과 사회에 한 책임이 신문사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편

집의 책임과 련 있는 고성 기사 작성은 신문사가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수행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 가 되어주었다. 사회에 한 책임과 련 있는 CSR 활동유형

(CSR program types)은 국내 신문사의 형 인 CSR 활동유형(홍은희․이미 , 2007)이자 

주요 CSR 활동 략(우형진․유승철, 2015)인 시상 활동에 주목하 다. 즉, 본 연구는 사회  

책임 수행이 기업 신뢰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김사업․박기용, 2015; 

이가희․남궁 , 2015; 이한 ․정무성, 2005; 천만 , 2013; 홍은희․이미 , 2007; 

Morgan & Shelby, 1994),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과 CSR 활동유형이 신문사 신뢰도에 발휘하

는 차별  향력을 살펴보았다.

공 은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을 다른 산업에 비해 더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이원

재․이 , 2011). 언론 신뢰는 신문사가 기 되는 성과를 나타낼 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Tsfati & Ariely, 2014) 신문사가 미디어기업이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신

뢰 구축의 방안이 될 수 있다(Light & Kiddon, 2009). 즉,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은 신문

사 신뢰도를 거쳐서 언론 신뢰에 기여할 가능성을 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언론 신뢰를 논의

할 때 언론이라는 제도 반을 향한 신뢰와 특정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가 혼용될 수 있음을 지

하 다(민 , 2016). 언론을 향한 편견이나 고정 념으로 인해 신문사, 언론인, 뉴스에게도 비

슷한 특성이 나타날 것이라 기 할 뿐, 언론 신뢰와 신문사 신뢰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

다는 것이다(김경모․이승수, 2018).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언론인과의 정 인  경험이 

언론사와 언론 신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밝 냈다(백 민 외, 2019). 언론을 향한 

고정 념이나 편견이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인을 향한 정 인 

경험도 언론사나 언론 신뢰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해서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1) 신문사의 사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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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되어왔

는데, 보웬(Bowen, 1953)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바람직

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요하다고 설명하 다. 에엘스와 왈튼(Eells & Walton, 1961)은 기업

이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 발생하는 문제와 기업과 사회의 계를 지배하는 윤리 인 원칙을 

언 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캐롤(1991)은 경제 , 법 , 윤리 , 자선  책임을 이

용한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 다.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구체 으로 논

의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 으며, 후속연구는 다양한 분야 기업을 상으로 CSR의 역할을 탐

색하 다(김민경․김이수, 2014; 안소 ․한진수, 2014; 양승 ․송유진, 2018; 이미 ․최

철, 2012; 홍문기, 2018). 하지만 사회에서 가장 향력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 신문사의 사

회  책임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Hou & Reber, 2011). 

신문사의 사회  책임에 주목한 소수의 연구는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거나(김상우, 2016; 이동한, 2005; 정인숙, 2009), 신문사의 사회  책임을 구체 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Han et al., 2008; Ingenhoff & Koelling, 

2012). 신문사의 사회  책임을 논의한 창기 연구는(이동한, 2005), 뉴스를 할 수 있는 채

이 다양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기사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구독료가 아닌 고비에 의존하게 

된 신문사의 실을 지 하 다. 신문사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리즘의 가치보다 

이윤 창출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언론사 기자가 회사의 이해 계로 인해 쓰지 않아도 되는 기사를 

쓰거나 써야 하는 기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남재일, 2006). 이는 언론의 목 과 

수단이 치된(이상기, 2011) 극단  상업 리즘(hyper-commercialized journalism)을 

연상하게 한다(임종섭, 2015). 이윤 창출 과정에서 공정한 보도나 공론장 형성 같은 언론의 기

본 인 목 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이윤에 집착한 나머지 언론으로서의 기본 인 목 을 버린 

언론의 상업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 정인숙(2009)은 신문사를 포함한 미디어기업

이 경제  이익에 한 사회  책임 논의에서 성역처럼 여겨진 이유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공공

성 같은 언론으로서의 공  책임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 다. 신문사가 고성 기사 작성 

등의 이윤 추구 활동을 개한다면 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처럼 경제  이익에 한 사회  

책임까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신문사가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과 미

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복합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선행연구(우형진․유

승철, 2015; 이원재․이 , 2011)의 이론  토 가 되어주었다. 

신문사의 사회  책임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 선행연구 역시(Han et al., 2008) 신문

사의 사회  책임을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까지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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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신문사의 사회  책임은 “기업의 사회  책임 재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bitrative activity)”, “필수 인 사회  책임 활동(Essentia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문화 인 사회  책임 활동(Cultur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p. 676)으로 구분할 수 있다(Han et al., 2008). 기업의 사회  책임 재 활동은 

다른 기업의 사회 서비스 활동, 자선 구호 활동, 기부 활동에 한 뉴스를 만드는 등 사회  책임

에 한 정 인 정보 확산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반 기업을 취

재하고 련된 내용과 정보를 사회에 극 으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

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필수 인 사회  책임 활동은 신문사가 자사의 이해 계자나 

직원을 고려하고, 환경에 한 CSR 활동을 개하며,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할 필요성을 설명한

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 기업에도 용할 수 있는 기본 인 사회  책임 수행 활동이자 미디어기

업으로서의 사회  책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인 사회  책임 활동은 교육․ 통․

문화 술․스포츠 활동에 한 지원을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이자 기업 시민인 미디어기업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  책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뉴스 이용자 상 설문조사 결과 3가지 

차원 모두 25% 이상의 설명력을 보임으로써(Han et al., 2008), 뉴스 이용자 역시 언론으로서

의 사회  책임과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 모두 신문사의 사회  책임에 포함된다고 인

식함을 확인하 다. 

잉겐호 와 코엘링(2012)은 미디어 조직의 책임 분야(fields of responsibility of 

media organizations)를 4가지 역으로 분리해서 제시하 다. 동심원으로 표 되는 4가지 

역은 계를 갖는다기보다 미디어 조직의 가치사슬과 련이 있을수록 동심원 앙에 치한

다. 그들의 논의도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과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복합 으로 

용해볼 수 있다. 를 들면, 신문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독립성․객 성․다양성을 강조한 편집

의 책임은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과 가깝고, 직원에 한 사회  책임(responsibility for 

the employees)은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환경에 한 책

임(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은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과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

회  책임에 모두 용할 수 있다. 신문사가 환경 보호 캠페인을 취재하거나 환경 악화의 험성

을 경고하는 뉴스를 만들어서 환경 보호에 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도 있고, 신문사 구성원을 

심으로 환경 보호 련 자원 사활동을 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캠페인을 개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동심원 가장 바깥에 치한 사회에 한 책임(responsibility for the 

society)은 신문사 역시 기업 시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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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겐호 와 코엘링(2012)이 사회에 한 책임은 편집의 책임을 뛰어넘는다(exceeding 

editorial responsibility)고 설명한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롤(1991) 역시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자선  책임이 다른 역을 감싼다(philanthropy 

is icing on the cake or on the pyramid)”(p. 42)고 강조하 다. 이는 신문사에게도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  책임이 존재하며, 신문사의 리즘 가치는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

한다는 제하에 주어지는 사회  기능임을 시사한다. 일 이 허친스보고서는 자유롭고 책임 있

는 언론이 사회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는데(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947), 기업의 사회  책임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바람

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한 보웬(1953)의 설명과 연결된다. 즉, 신문사는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

니라,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도 

복합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처럼 여론 형성에 강력한 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어기업

이 사회  책임 수행 역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이끌 수 있는 선도 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김상우, 2016).

2) 신문사의 사회  책임과 신문사 신뢰도

(1) 편집의 책임과 신문사 신뢰도

신문사는 언론으로서의 사회  책임과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복합 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필요성은 신문사의 가치사슬과 가장 한 

련이 있는 편집의 책임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국내 언론사는 무형  가치를 창출하는 CSR의 효

과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CSR 활동 분야가 한정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우형진, 

2018). 사회  책임 수행은 기업을 향한 인식을 환 시킬 수 있고(이가희․남궁 , 2015), 공

의 신뢰를 형성하여 경쟁에서 우 를 차지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천만 , 2013). 특히 사

회  책임 수행이 창출하는 무형  가치인 기업 신뢰도는 사회  책임 수행의 비재무  성과이자 

조직-공 계의 핵심 역으로 지목되었다(유선욱, 2019).

기업 신뢰도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으로 형성하는 믿음, 특히 기업이 소비자의 가장 큰 이

익을 해 행동하리라 생각하는 믿음을 의미한다(Blackston, 1992).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행

동을 수행하기 해 노력할 것이고, 정직하게 상할 것이며, 기회가 있더라도 과도한 이익을 취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을 의미한다(Cummings & Bromiley, 199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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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계에 신뢰의 개념을 용한 연구들은 공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기업과의 거래에서 거

래의 험을 최소화하기 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김사업․박기용, 

2015). 조직-공 계에서 논의하는 신뢰의 개념을 미디어기업에게 용하면, 시청자가 원하는 

바를 실 해주는 능력이 있고 시청자에게 유리한 약속을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방송사를 향해 높

은 신뢰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강남 ․김수정, 2005). 련된 선행연구는 사회  책임 수행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신뢰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이한 ․정무성, 2005; Morgan & Hunt, 1994), 지상  방송사에 한 선

행연구는 사회  책임 수행을 공  신뢰 구축 방안으로 제시하 다( 종우․김정렴․천용석․배

한, 2015). 즉, 기업의 사회  책임 수행이 기업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것처럼, 신문사의 가치

사슬과 가장 한 련이 있는 편집의 책임(Ingenhoff & Koelling, 2012) 수행에 한 공

의 인식은 신문사 신뢰도에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상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문사의 

사회  책임인 편집의 책임과 신문사 신뢰도의 계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 수행에 한 공 의 인식은 신문사 신뢰도에 정 (+) 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2)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과 신문사 신뢰도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신문사의 다양한 활동도 신문사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홍

은희․이미 , 2007). 국내 주요 신문사 10개를 선정해서 CSR 황을 정리한 보고서(우형진․

유승철, 2015)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신문사의 CSR 활동은 문화  사회공헌활동 심으로 진행

되며 시상이나 문화 술 활동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인다(<Table 1>1) 참조). 흥미로운 은 7개

의 신문사(서울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앙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가 주요 

CSR 활동으로 시상(施賞)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련된 선행연구는 신문사의 워를 과시할 수 

있는 시상 활동이 국내 신문사의 형 인 CSR 활동유형이자 (홍은희․이미 , 2007) 언론사

의 CSR 실무자가 지목한 실 인 CSR 역(우형진, 2018)이라고 설명한다. 신문사의 시상 

활동은 사회에 정 인 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리 알림으로써 사회  책임에 

1) 우형진과 유승철(2015)은 ‘국내 주요 일간지의 CSR 황’을 정리하며 신문사의 CSR 활동을 활동명 심으로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구성하여 각 신문사의 CSR 활동 개수와 주요 분야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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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과 정 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형진․유승철, 

2015).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시상 활동은 기업의 사회  책임 수행 필요성과 인식의 확산 

측면에서 CSR 재 활동(Han et al., 2008)과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신문사의 CSR로서 시

상 활동의 합 여부는 아직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

홍은희와 이미 (2007)은 신문사가 공공성을 지닌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달

리 뉴스를 활용한 CSR 활동을 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형진(2018)의 심층인터뷰에서도, 

인터뷰 상자인 국내 언론사의 CSR 업무  연구 경험자들은 시상 활동처럼 뉴스를 이용해서 

기업의 CSR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실 인 CSR 역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CSR 합성(company-cause compatibility)을 연상하게 한다.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이나 

취지가 주요 사업 분야와 련이 있다면 해당 활동이 성공 으로 수행되었다고 인식하거나

(Drumwright, 1996), 기업 신뢰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ifon, Choi, Trimble, & Li, 

2004).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면, 시상 활동은 신문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뉴스 제작과 련성이 

높으므로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리라 상할 수 있다. 반면, 시상 활동을 부정

Newspaper companies
A total number

of CSR programs
Top CSR programs

The Dong-a Ilbo 18
1st Culture and art (7)

2nd Awards (5)

The Seoul Shinmun 14
1st Awards (9)

2nd Community volunteer program (2)

The Chosun Ilbo 13
1st Awards (4)

2nd Education and scholarship (3)

The Kyunghyang 

Shinmun
13

1st Education and scholarship (4)

2nd Awards (2)

The Hankook Ilbo 13
1st Awards (6)

2nd Community sports (5)

Joongang Ilbo 13
1st Community volunteer program (5)

2nd Awards (4)

The Kukmin Ilbo 10
1st Community volunteer program (5)

2nd Education and scholarship / Culture and art (each 2)

The Segye Times 5
1st Culture and art / Awards (each 2)

2nd Community sports (1)

The Munhwa Ilbo 2 1st Culture and art / Community Sports (each 1)

The Hankyoreh 1 1st Education and scholarship (1)

Table 1. Status of CSR Programs of Newspaper Compa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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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시상 활동이 고성 기사 작성과 련 있음을 지 한다. 신문사가 특

정 기업을 향한 호의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자사의 기사를 특정 기업의 고와 교환하는 것은 

CSR 경 의 주요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김상우, 2016). 이처럼 신문사의 시상 활동을 

CSR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상 활동의 구체 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상 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신문사의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술 분야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홍은희․이미 , 2007) 신문사의 형 인 CSR 활동유형인 시상 활동

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 

CSR 활동유형에 따른 효과 차이는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서구원․

진용주, 2009), 신문사의 시상 활동 역시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다른 유형의 CSR 활동과 차별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상 활동의 비교 상으로 소비

자가 기업에게 기 하는 CSR 활동 유형(서구원․진용주, 2009)이자 국내 주요 신문사에서 

개하고 있는(우형진․유승철, 2015) 지역사회 사활동을 주목하 다. 신문사의 시상 활동과 지

역사회 사활동이 신문사 신뢰도에 미치는 차별  향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주요 신문사의 

CSR 략인 시상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RQ1. 공 은 신문사의 CSR 활동 유형(시상 활동 vs. 지역사회 사활동)에 따라 신문사 신뢰도를 

다르게 인식하는가?

3)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이 주요한 과제라는 에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강 만․ 상민, 

2019), 언론 신뢰의 정확한 의미와 차원 구성에 해서는 아직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신뢰를 논의한 선행연구(Vanacker & Belmas, 2009)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계의 

상이 미래의 기 를 충족시켜  것이라 믿는 신뢰(trust)의 개념을 확장하 고, 언론 신뢰는 

공 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언론 신뢰에 주목한 다른 선행연구 

역시 언론이라는 제도 반이 공 이 기 하는 사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민 , 

2016)이나 언론을 향한 공 의 주  태도(Kohring & Matthes, 2007)에 을 맞추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언론 신뢰를 논의할 때 공 의 인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언론이라는 제도 반에는 신문사와 같은 특정 채 이나 정보원(이정기, 2019), 뉴스와 정

보를 의미하는 언론 보도(김경모․이승수, 2018), 언론사 구성원인 언론인(백 민 외, 201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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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론 신뢰를 논의할 때 신뢰의 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Kohring 

& Matthes, 2007). 하지만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는 상 으로 주

목받지 못하 다(강내원, 2010). 특히 언론 반에 한 신뢰인 언론 신뢰와 특정 신문사를 향

한 공 의 신뢰인 신문사 신뢰도는 혼용되기 쉽다(민 , 2016; 이정기, 2019). 선행연구는 언

론이라는 제도 반에 한 신뢰와 특정 매체나 정보원을 향한 신뢰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 다(민 , 2016). 고정 념 이론에 따라 언론 반에 나타날 것이라 여겨지는 특성이 신문

사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 되면서(김경모․이승수, 2018; Hogg & Reid, 2006), 두 개념 

사이에 개연성이 발생했을 뿐 언론 신뢰와 신문사 신뢰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다. 

언론 신뢰에 주목한  다른 연구는(백 민 외, 2019), 두 가지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신문

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 다. 첫 번째는 자주 이용하는 언론사

를 향한 태도, 언론사 반에 한 공신력 인식, 언론 반에 한 신뢰 사이에 나타난 상 계 

결과이다. 해당 연구에서 특정 언론사를 향한 태도는 언론인  경험 여부와 계없이 언론 

반에 한 신뢰(r = .29 ~ .36), 언론사 반에 한 공신력(r = .16 ~ .22)과 약한 정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언론사를 향한 태도가 언론 반에 한 신뢰와 통합되기 

어려움을 시사하며,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를 분리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반증한다. 두 번째

는 언론인과의 정 인  경험이 고정 념이나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언론 신뢰에 기여할 가

능성을 실증 으로 밝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용하면, 언론이라는 제도 

반의 구성원인 언론인이 언론 신뢰에 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신문사 신뢰도 역시 언론 신뢰에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상할 수 있다.

언론 신뢰는 신문사와 같은 주요 기 들이 기 되는 성과를 나타낼 때 형성된다(Tsfati & 

Ariely, 2014). 산업 분야별 사회  책임 수행의 요성을 조사한 결과(이원재․이 , 2011),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은 다른 산업에 비해 특히 더 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을 보 다. 리커

트 5  척도에서 융(4.15 ), 게임(3.84 ), 유통(3.87 ), 자동차(3.72 ) 등 다른 분야 산

업과 비교했을 때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언론사(4.45 )의 사회  책임 수행에 한 기 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이 기 되는 성과를 나타

냈기 때문에 언론 신뢰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뢰 구축의 원칙에 따르면 기업 시민으로

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는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강 만․ 상민, 2019; 

Light & Kiddon, 2009). 즉,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은 신문사 신뢰도를 거쳐 언론 신뢰에

도 정 인 향력을 발휘하리라 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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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와 언론 신뢰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RQ2. 공 이 인식한 신문사 신뢰도는 언론 신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실험설계  처치물의 조작

주요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해 2(편집의 책임: good vs. poor) x 2(CSR 활동유형: 

시상 vs. 지역사회) 집단 간 요인분석을 설계하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언론수용자 의

식조사>에 따르면, 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0명 가운데 약 80%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본다고 응답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이에 따라, 실험처치물은 온

라인 신문 기사 형태로 제작하 으며 하나의 기사에 CSR 활동유형과 편집의 책임 수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 다. 신문사의 사회공헌활동 효과에 주목한 선행연구는(홍은희․

이미 , 2007), 실험처치물 조작 과정에서 실제 신문사를 향한 기존의 태도를 고려하고 참가자

가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태도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가상의 신문사를 채택하되, 실험 처치물을 온라인 신문 기사 형

태로 제작하면서 실제 기사와 비슷하게 구성하 다. 

‘연구가설 1’은 신문사의 가치사슬과 가장 한 련이 있는 편집의 책임(Ingenhoff & 

Koelling, 2012) 수행 수 에 한 공 의 인식이 신문사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

이었다. 한국신문윤리 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신문사는 취재원으로부터 달받은 

홍보성 보도자료에 해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보도하며 기업의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Figure 1. Proposed model of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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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한국신문윤리 원회, 2016). 그러나 신문사가 일반 기업에게 오히려 찬이나 홍보비를 

요구한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으며(이수지, 2015; 임주형․이혜리, 2019, 11, 3), 고성 기사 

작성은 언론의 목 과 수단이 치된 극단  상업 리즘을 연상하게 한다(이상기, 2011; 임

종섭, 2015). 편집의 책임은 신문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독립성․객 성․다양성을 의미하기 때

문에(Ingenhoff & Koelling, 2012), 극단  상업 리즘을 연상하게 하는 고성 기사 작성

은 편집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반 해서, 일반 기

업의 고성 기사 작성 의뢰를 거 하고 련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사례(편집의 책임 good)와 

고성 기사에 따른 홍보비를 요구한 사례(편집의 책임 poor)를 선정해서 실험 처치물에 반 하

다. ‘연구문제 1’은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에 따라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

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재 신문사에서 주요 략으로 선택하고 있는 시상 활동(우형진․유승철, 

2015)과 소비자가 기업에게 기 하는 CSR 활동유형으로 알려진 지역사회 사활동(서구원․진

용주, 2009)을 선정하 다. 각 조건에 따른 기사의 제목은 신문사의 시상 활동, 지역사회 사

활동, 편집의 책임 수행 수 을 강조할 수 있는 주요 단어들을 사용하 고, 실험처치물의 내용은 

신문사의 시상활동(신경훈, 2018, 7, 18), 지역사회 사활동(최용택, 2020, 1, 15), 홍보비 

요구 사례(이수지, 2015; 임주형․이혜리, 2019, 11, 3)를 다룬 신문 기사를 참고하 다. 실험 

조건에 따른 4개의 처치물을 구성한 뒤, 참가자들은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무작 로 선정된 하

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문항에 답했다(<Figure 2> 참조). 

Group 1: Awards ｘ poor editorial responsibility  Group 2: Awards ｘ good editor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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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조사

본 연구의 실험 처치물이 조작한 변인들을 잘 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2020년 6월 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의 한 사립 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하는 학원생 17명을 상으로 오

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실험  설문조사를 종료한 뒤에 시나리오 합성과 

측정 문항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사 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의도한 로 CSR 유

형을 응답했으며 편집의 책임 수행에 한 인식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했을 때 두 집단의 평

균값 차이는 유의미했다(good: M = 5.25, poor: M = 3.00, p ＜ .01). 사 조사를 진행하

는 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가상의 일반 기업 이름을 블라인드(blind) 처리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 기업명에 사용된 단어가 유사성 효과와 같은  다른 연상 작용을 발

휘해서 기업 신뢰도에 향을  수 있다(김 조, 2010; Brendl Chattopadhyay, Pelham, 

& Carvallo, 2005)는 지 이었다. 해당 내용을 반 해서 실험 처치물과 문항을 일부 수정한 

뒤 본 조사를 실시하 다.

3) 본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표본 구성

2020년 7월, 조사 문기 의 리서치 패 을 활용한 온라인 실험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

문제와 가설 분석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 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59세 일반 국민 304

명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해서 각 집단에 무작  배치하 다. 체 표본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M = 39.60, SD = 11.23) 으며 남․여 각각 38명, 20세-29세, 30세-39세, 40세

Group 3: Community volunteer program ｘ 

poor editorial responsibility

Group 4: Community volunteer program ｘ 

good editorial responsibility 

Figure 2. Experimental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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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50세-59세 19명씩 76명이 각각 4개의 그룹에 배치되어 지정된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각 집단에 배치된 실험 참가자들은 할당표집을 한 기본 정보에 응답한 뒤 사회 신뢰와 언

론 신뢰(사 )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했다. 두 변인을 먼  측정한 이유는, 신문사 신뢰도가 언

론 신뢰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언론 신뢰나 사회 신

뢰 수 이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김경모․이승수, 2018; 민 , 2016; Hogg & Reid, 2006)

을 고려하고 실험 처치물에 노출된 이후의 언론 신뢰 변화량을 분석하기 함이었다. 참가자들은 

각 집단에 따른 실험 처치물에 30  동안 노출되었고,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과 편집의 책임 

수행에 한 조작 검 문항에 각각 응답하 다. 조작 검 문항에 응답한 참가자들은 신문사 신뢰

도와 언론 신뢰(사후) 측정 문항에 응답하 고, 뉴스이용과 인구통계학  정보 측정 문항에 응답

한 뒤 설문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를 마친 뒤 실험 처치물이 연구를 해 만들어진 가상의 신문

사를 활용하 고 실제 상황과 무 하다는 디 리핑(debriefing)을 실시하 다. 

4) 측정문항

(1) 신문사 신뢰도

신문사 신뢰도 측정 문항은 특정 언론사에 한 태도를 측정했던 3개 문항을 차용하 다(유

석․정일권, 2018; 이정기, 2019). 해당 문항은 특정 신문사가 ‘공정하다’, ‘믿을 수 있다’, ‘편

이지 않다’는 문항에 답변함으로써 신뢰 감정을 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수가 높을수

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3개의 측정 문항을 미디어 신뢰도(유 석․정일

권, 2018)나 언론 신뢰(이정기, 2019) 변인으로 설명했지만, 해당 문항은 특정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를 악하기 해 사용되었다. 언론 반에 한 신뢰와 특정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는 구

별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김경모․이승수, 2018; 민 , 2016; Kohring & 

Matthes, 2007) 본 연구는 신문사 신뢰도 측정 문항으로 차용하 다. 3개 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했던 선행연구(이정기, 2019)에서는 크론바흐 알  계수(Cronbach's α)가 0.9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기 해 리커트 7  척도로 확장하 고 크론바

흐 알  계수(Cronbach's α)는 0.93이었다.

(2) 언론 신뢰

언론 신뢰 측정 문항은 합의된 기 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뢰를 측정할 때 특정 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보는 단일문항을 사용할 수 있다(Chanley, Rudolph, & Rahn, 200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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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 이고 친숙할 때에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더라도 다차원 구성 문항과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날 수 있다(Bergkvist & Rossiter, 2007). 선행연구는 언론 신뢰를 측정할 때 뉴스 보도나 

특정 정보원에 한 신뢰에 주목한다면 다차원 으로 근하고, 언론이라는 제도 반에 한 신

뢰를 측정한다면 포 인 단일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민 , 2016; Kohring & 

Matthes, 2007; Pjesivac, Spasovska,  & Imre,  201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

수용자조사>에서도 언론이라는 제도 반에 한 신뢰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했던 사례를 참고해

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 신뢰를 ‘나는 한국 언론을 반 으로 신뢰한다’는 단일문항으로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하 다. 

(3) 통제변인(사회신뢰, 뉴스이용)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에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회신

뢰(social trust)2)와 뉴스이용(news usage)3)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인 신뢰와 정

부 정책  공정한 분배에 한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 신뢰 측정 문항 6개는(최민식․곽새별, 

2009)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신뢰 수 도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흐 알 값(Cronbach's α)은 0.90이었다.

뉴스이용량은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2019 언론수용자조사>4)를 참고하여 30분 이

상~1시간 미만을 간 으로 설정한 하루 평균 뉴스이용시간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2016 언론수용자조사>에서 인터넷, 텔 비 , 종이신문 등 다양한 

2) 불특정 다수인 타인에 한 평가를 의미하는 사회 신뢰는(Netwon, 2001) 언론 신뢰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발

휘할 수 있다(민 ,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다. 사회신뢰를 측정한 10개 

문항(최민식․곽새별, 2009)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 부분의 사람들은 세 을 정직하게 신고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

정한 경쟁을 통했다’ 등 4개 문항의 재값이 낮아 제거하 다. 나머지 6개 문항의 KMO 측도 값은 .89(p ＜ .001), 스

크리 도표의 고유값은 4.13이었다.

3)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해당 미디어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며(하승태․이정교, 2011), 신문열독 시간은 언론 

반에 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김세은, 2003). 뉴스를 읽는 시간이 해당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존재하지만(이 웅․김은미․문태 , 2005), 국종합일간지․지역종합일간지․ 문지와 

같은 주류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뉴스이용은 언론의 윤리성 평가에 향력을 발휘한다(민 ,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도 뉴스이용이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해 국

종합일간지․지역종합일간지․ 문지․포털 뉴스이용을 측정하여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 다.

4)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상으로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사했을 때 모바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79.1%), 

텔 비 (35.4%), 종이신문(12.3%)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매일 뉴스를 이용한

다는 응답은 37.2%, 텔 비  뉴스/시사 로그램을 매일 시청한다는 응답은 47% 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25분, 종이신문 열독자는 약 34분, 텔 비 으로 뉴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48분 동안 뉴스를 이용

한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본 연구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을 간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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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약 330분으로 보고한 에 근거해서  읽지 않는다를 1 , 5

시간 이상을 7 으로 설정하 다. 선행연구는 요인 간에 높은 수 의 상 계가 나타나면 하나

의 변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윤 민․구윤희, 2016; Pett, Lackey & 

Sullivan, 2003). 국종합일간지와 지역종합일간지(r = .58, p ＜ .01), 문지(r = .66, p 

＜ .01), 포털 뉴스이용시간(r = .56, p ＜ .01) 사이의 상 계를 고려하여 뉴스이용이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 다. 4개 문항 상 탐색  요인분석 결과 KMO 측도 .80(p ＜ .001), 

스크리 도표의 고유값은 2.67이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흐 알  계수는 0.83으로 뉴스이용

이라는 하나의 변인을 측정하기 양호한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구결과

1) 조작 검

본 연구는 주요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기 해 SPSS 21.0을 사용하 다. 실험 처치물의 조작 

여부를 검하고 각 집단의 동질성을 살펴보기 해, 집단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독립표본 T-검정

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실험 참가자들은 명목 척도로 설정한(시상활동 = 0, 지역사

회 사활동 = 1)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 조작 검 문항에 해 연구자의 의도 로 응답하

다. 편집의 책임 수행에 한 공 의 인식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한 조작 검 문항의 응답값 

분석결과, 실험 처치물에 따라 배치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했다(high: M 

= 4.26, SD = 1.26, low: M = 3.31, SD = 1.46, p ＜ .001). 이를 통해,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과 편집의 책임 수행 인식에 한 실험 처치물의 조작은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뉴스이용, 신문사 신뢰

도, 실험 처치물에 노출되기  측정했던 언론 신뢰, 사회 신뢰의 평균값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Levene 분산의 동질성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 계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기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 에 따른 편집의 책임 인식(r = 

.12, p ＜ .05), 성별에 따른 뉴스이용(r = .09, p ＜ .05), 직업에 따른 뉴스이용(r = .27, p 

＜ .01)에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성별과 직업(r = .51, p ＜ .001)은 강한 정  상

계를 보 는데, .5 이상의 상 계수가 나타난 두 요인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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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윤 민․구윤희, 2016; Pett et al., 2003) 주요 연구문제와 

가설 분석에는 성별과 연령 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 다. 성별과 상 계가 나타난 학력(r = 

.18, p ＜ .05) 역시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주요 변인 간의 상 계 분석 결과(<Table 2> 참조), 실험 처치물에 노출되기  측정했

던 사회 신뢰와 언론 신뢰는 강한 정  상 계를 보 으나(r = .51, p ＜ .01), 언론 신뢰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다차원 측정 문항을 사용한 사회 신뢰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한다

면 더 정 한 결과를 얻으리라 기 할 수 있었다. 즉, 언론 신뢰와 높은 상 계를 보인 사회 신

뢰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주요 변인이 종속 변인에 발휘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했

다. 이에 따라, 주요 연구문제와 가설 분석 과정에서 사회 신뢰는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 다. 각 

변인의 첨도는 -.80에서 .32, 왜도는 -.20에서 .50으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George & 

Mallery, 2010; Kline, 2005).

3)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이 신문사 신뢰도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1’과 ‘연구문제 1’은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과 CSR 활동유형에 따라 공 이 신문사 신뢰

도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분석을 해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 수행 수 (good 

vs. poor)과 CSR 활동 유형(시상 활동 vs. 지역사회 사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성별, 

연령, 학력, 뉴스이용, 사 에 측정한 사회신뢰, 사 에 측정한 언론신뢰를 공변인으로 투입해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 검정 결과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

하 고, 공변인 가운데 뉴스이용[F(1, 303) = 8.25, p ＜ .01, 부분η² = .03], 사 에 측정한 

언론 신뢰[F(1, 303) = 23.89, p ＜ .001, 부분η² = .08], 사회 신뢰[F(1, 303) = 4.05, p 

1 2 3 4

1. News usage 1

2. Prior trust in the press .168** 1

3. Prior social trust .092 .509** 1

4.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190** .346** .276** 1

group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M 2.90 3.02 2.86 2.75 2.99 2.81 2.97 2.82 2.70 2.75 3.94 3.97 4.20 3.82 3.77 3.38 2.77 4.13 2.68 3.96

SD 0.95 0.94 0.96 0.82 1.08 1.42 1.40 1.40 1.40 1.48 1.07 1.11 .94 1.14 1.06 1.42 1.48 117 1.30 1.10

kurtosis .32 -.71 -.15 -.80

skewness .50 .37 -.20 .04

** p ＜ .01.

Table 2. Result of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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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부분η² = .01]의 향력이 유의미했다. 독립변인의 주효과 분석 결과, 편집의 책임 수

행 수 이 높은 처치물에 노출된 집단은 신문사 신뢰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F(1, 

303) = 98.53, p ＜ .001, 부분η² = .25] 연구가설 1이 지지 되었다. 신문사의 CSR 활동 유

형(시상 활동 vs. 지역사회 사활동)에 따른 신문사 신뢰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으며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 은 신문

사의 편집의 책임 수행 여부를 낮게 인식할 때보다(M = 2.73, SD = 0.10) 편집의 책임 수행 

여부를 높게 인식할 때(M = 4.03, SD = 0.10) 더 높은 신문사 신뢰도를 보 다.

4)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

‘연구문제 2’는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해서 분석하 다. 첫 번째,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의 계에 한 회귀분석으로 두 변인 

간의 선형 계를 탐색해보았다. 특히 사 에 측정한 언론 신뢰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실험 

처치물에 노출된 이후 측정한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의 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언론 신뢰를 실험 처치물에 노출되기 과 후로 나눠서 측정하 다. 이에 따라, 체 

표본을 신문사 신뢰도 평균값을 기 으로 상, 하 그룹으로 분리한 뒤 사  사후 언론 신뢰 변화

를 비교하 다.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한 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53.1% 수 이었으나 신문사 신뢰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63.2% 수 으로 증가했다. 각 모형의 VIF는 1.03~1.47로 다 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문사 신뢰도는 사후에 측정한 언론 신뢰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력을 발휘하 다.

Type Ⅲ SS df F p η²

Gender .61 1 .46 .499 .00

Age group 1.22 1 .92 .338 .00

Education 3.59 1 2.71 .101 .01

News usage 10.91 1 8.25 .004 .03

Prior trust in the press 31.61 1 23.89 .000 .08

Prior social trust 5.35 1 4.05 .045 .01

CSR type .06 1 .05 .831 .00

Editorial responsibility 130.36 1 98.53 .000 .25

CSR type x Editorial responsibility .75 1 .56 .454 .00

Error 294

Table 3. Results of Effects of CSR Type and Editorial Responsibility on Trust in the Newspaper Companies 
(Analysis of Co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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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문사 신뢰도의 평균값(M = 3.38, SD = 1.42) 기 으로 체 표본을 신문

사 신뢰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한 뒤(high: M = 4.61, SD = 0.75, low: M = 

2.20, SD = 0.78) 구체 인 변화량을 살펴보기 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

하 다. 체 표본의 언론 신뢰는 실험 처치물 노출 후로 변화하지 않았지만(prior M = 

2.81, post M = 2.83), 높은 수 의 신문사 신뢰도를 보인 표본들은 언론 신뢰의 평균값도 유

의미한 수 으로 증가하 고, 낮은 수 의 신문사 신뢰도를 보인 표본들은 언론 신뢰 평균값이 

유의미한 수 으로 하락하 다. 이로써 신문사 신뢰도는 언론 신뢰에 유의미한 정 (+) 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

(DV: Post trust in the press)

Model 2

(DV: Post trust in the press)

β t p VIF β t p VIF

Gender .01 .34 .737 1.03 .02 .67 .503 1.03

Age group -.07 -1.84 .067 1.04 -.05 -1.40 .162 1.04

Education -.10 -2.42 .016 1.05 -.08 -2.12 .035 1.06

News usage .08 2.03 .044 1.07 .03 .90 .371 1.10

Prior social trust .16 3.44 .001 1.40 .11 2.58 .010 1.43

Prior trust in the press .61 13.08 .000 1.40 .53 12.43 .000 1.47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35 9.08 .000 1.19

F 58.25*** 82.37***

adj. R2 .53 .63

Durbin-watson 2.19

*** p ＜ .001.

Table 4. Results of Effects of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on the Trust in the Pres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Trust in the press

N M SD t p

Total (M = 3.38)
Prior

304
2.81 1.42

-.22 .830
Post 2.83 1.40

High (M = 4.61)
Prior

149
3.30 1.48

-3.16 .002
Post 3.57 1.35

Low (M = 2.20)
Prior

155
2.34 1.17

2.77 .006
Post 2.10 1.01

Table 5. Results of Changes of Public Trust in Newspaper Companies on Trust in the Press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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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신문사의 사회  책임 가운데 편집의 책임과 CSR 활동유형이 신문사 신뢰도에 미치

는 향,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첫째, 편집의 책임 수행에 한 인식은 공 의 신문사 신뢰도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발

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언론 보도를 참고해서 신문사의 고성 기사 작성

과 홍보비 요구사례를 연구 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공 은 신문사가 일반 기업에게 고성 

기사에 따른 홍보비를 요구한다면 편집의 책임 수행 수 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홍보성 기사

를 의뢰받았을 때 반발하며 련 기사로 보도한다면 편집의 책임 수행 수 을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편집의 책임 수행 수 을 높게 인식하는 공 에게 신문사 신뢰도 역시 높

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 이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을 사회  책임의 일

환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  책임에 한 논의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에 주목한다(Bowen, 1953). 신문사의 기사 

작성은 미디어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정보 달의 독립

성․공공성․다양성을 수하는 것은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편집의 책임은 신문사의 가치사슬과 한 련이 있는(Ingenhoff & Koelling, 2012) 기

본 인 사회  책임 역이기 때문에 신문사 신뢰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사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 계로 인해 쓰지 않아도 되는 기사를 작성한

다거나, 이윤을 창출하기 해 편집의 책임과 같은 기본 인 사회  책임을 수하지 않는 행

는 극단  상업 리즘을 연상하게 한다(이상기, 2011; 임종섭, 2015).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라, 공 은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을 기본 인 사회  책임이자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신문

사 신뢰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문사는 기본 인 사회  책임인 편

집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공 이 인식하는 신문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 이 신문사 신뢰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시상 활동과 지역사회 사활동은 차별

 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사의 CSR 활동유형과 신뢰도가 무 함을 주

장했던 홍은희와 이미 (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주요 신문사가 

CSR 활동 략으로 시상 활동을 채택하고 있고(우형진․유승철, 2015) 지역사회 사활동은 

소비자가 기 하는 CSR 활동임에도 불구하고(서구원․진용주, 2009), 두 가지 유형의 CSR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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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결과는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재 국내 주요 신문사가 개하고 있는 시상 활동이 CSR 활동 략으로서 차별  향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  책임 수행 활동은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며, 신문사의 CSR 활동 역시 신문사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김사업․박기용, 2015; 이가

희․남궁 , 2015; 이한 ․정무성, 2005; 천만 , 2013; 홍은희․이미 , 2007; Morgan & 

Shelby, 1994). 특히 CSR 활동 주제는 기업 신뢰도 증진과 같은 CSR 효과에 차별  향력

을 발휘할 수 있다(조재수․이민순․곽연경, 2018).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핵심사업에 부합하

는 주제의 CSR 활동을 개한다면 CSR 합성이 높으므로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Drumwright, 1996; Du, Bhattacharya, & Sen, 2010; Rifon et al., 2004). 홍은희와 

이미 (2007)은 신문사가 제작하는 뉴스를 활용하는 시상 활동이 형 인 신문사의 CSR 활동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국내 언론기업의 CSR 담당 실무자 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일반 기업이

나 CSR에 한 홍보  지원 활동은 실 인 CSR 역으로 지목받았다(우형진, 2018). CSR 

합성에 한 논의를 고려하면 상 으로 합성이 높은 신문사의 시상 활동이 차별  향력

을 발휘해야 하나, 시상 활동은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 다. 

셋째, 공 이 인식하는 신문사 신뢰도는 언론 신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언론이라는 제도 반에 한 신뢰와 특정 언론사를 향한 신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강내원, 2010; 김경모․이승수, 2018; 민 , 2016; Kohring & Matthes, 2007). 본 연구

에서도 특정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와 언론 신뢰가 약한 정  상 계를 보 지만(r = .35, p 

＜ .01), 변인을 통합해야 할 수 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즉, 언론 신뢰와 신문사 신뢰도를 구

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 으며, 신문사 신뢰도는 언론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언론의 주요 과제인 신뢰 증진(강 만․ 상민, 2019)의 방안으로 신

문사 신뢰도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언론 신뢰에 주목한 연구는 뉴스의 공정성(김경

모․이승수, 2018), 고성 기사와 같은 뉴스의 형태(이정기, 2019)를 언론 신뢰의 선행변인으

로 지목하며 언론 보도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언론인과의 정 인 

 경험이 언론 신뢰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고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백 민 외, 2019). 

해당 연구는 언론에 한 고정 념이 언론사․언론인․뉴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언론

인을 상으로 형성한 정 인 경험이 언론사와 언론을 향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확인하며 언론인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가 개별 으로 형성하는 신뢰도 역시 언론 신뢰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

하 다. 본 연구는 가상의 신문사를 선정해서 실험연구를 진행하 는데 이는 사  평 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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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일지라도 언론 신뢰에 향력을 발휘한다

는 결과를 보고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신문사와 언론의 계를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상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구성

원을 향한 신뢰도가 더 넓은 차원의 신뢰에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를 들면, 원

 운  기업을 향한 신뢰도는 일반 국민의 원  수용에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한장희․고

희, 2013). 원 에 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원 을 운 하는 기업을 향한 신뢰도가 

투 되기 때문에 원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야구 구단의 사회  책임 

수행 활동은 구단 이미지와 모기업 이미지를 거쳐서 모기업 신뢰도에 향을 미친다(이엽․김용

만․김세윤, 2019). 해당 연구는 로야구 구단이 모기업 신뢰도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밝 냈는데, 본 연구는 언론이라는 제도의 구성원인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서 논의를 확장하 다.

이 연구는 신문사의 사회  책임이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실험연구를 진행하며 외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 할당표집을 실시하 고, 사  태도나 신뢰도

와 무 한 가상의 신문사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신문사의 CSR 활동 가운데 시상 활동과 지역사회 사활동만을 논의하

다. 즉, 신문사의 시상 활동이나 지역사회 사활동이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

지 못함을 설명할 뿐, 신문사의 CSR 활동이 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재 국내 주요 신문사는 CSR 활동 략으로 시상 활동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며(우형진․유승

철, 2015), 지역사회 사활동은 소비자가 기 하는 CSR 활동이자 실제 국내 신문사에서 수행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CSR 활동이 신문사 신

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 활동은 

교육  학술, 문화 술, 사회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사 CSR 실무자 

상 심층인터뷰에서는(우형진, 2018) 국민 건강증진 캠페인이나 미디어교육도 바람직한 

CSR 활동 주제로 지목되었다. 후속연구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상 활동이나 지역사회 사활동이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설명하는 창기 연구에 그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주제의 후속연구

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 수행 활동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다양한 변인에 

의해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임성환․박병식, 2018). 즉, 재 국내 주요 신문사가 진행하

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CSR 활동들이 어떤 변인과 련 있는지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를 



104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들면, CSR 활동의 진정성(이미 ․최 철, 2012), 자기 심  의도(구윤희․윤 민․이헌율, 

2015), 이타주의  동기(홍은희․이미 , 2007) 등을 주목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구는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하는 CSR 활동유형이나 매개변인을 

악하고, 신문사의 CSR 활동에 한 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상의 신문사를 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신문사의 평

이나 신뢰도를 고려하지 못했다. 언론 신뢰 연구에서 신문사 신뢰도는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하

는 경향이 있고(강내원, 2010), 특정 신문사를 향한 신뢰도와 언론이라는 제도 반을 향한 신

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김경모․이승수, 2018; 민 ,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문사 신

뢰도와 언론 신뢰를 분리하고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기여할 가능성을 논의하 다. 이 과

정에서 실제 신문사를 활용하면 사  평 이나 사  신뢰도 같은 다양한 외생변인이 향력을 발

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상의 신문사를 연구 상으로 삼았

고,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제 

신문사를 다루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 실제 신문사의 사례를 활용한다

면, 신문사 신뢰도와 언론 신뢰의 계를 구체 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신문사의 신뢰도에 주목한 후속연구는 각 신문사와 공 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를 들면, 뉴스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매체 지각이 발생하여( 기득․정낙

원․서미혜, 2020) 신문사 신뢰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정치

이념성향이 뉴스나 신문사에 한 이용자의 단과 상호작용효과를 발휘할 때 공정성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김경모․이승수, 2018). 이러한 논의는 실제 신문사에 주목한 후속연구

에서 각 신문사의 정 성과 뉴스 이용자의 성향까지 복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주요 변인과 련된 제언으로, 후속연구는 각 신문사가 실제로 개하고 있는 사회  책임 수행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신문사의 사회  책임 수행 수 에 한 공 의 인식과 각 신문사

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CSR 활동유형까지 고려한다면 아주 폭넓은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 처치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고성 기사 작성과 같은 신문사의 이윤 추구 활동이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사회  책임 수행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 가 되었고(정인숙, 2009), 리즘의 목 과 수단이 치된 극단  상

업 리즘(이상기, 2011; 임종섭, 2015)은 정보제공의 독립성․객 성․다양성을 의미하는 

편집의 책임(Ingenhoff & Koelling, 2012)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실험처치물에 반 하

다. 본 연구는 편집의 책임에 한 공 의 인식이 신문사 신뢰도에 향력을 발휘하며,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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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창기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편집

의 책임은 정보제공의 독립성․객 성․다양성을 의미하면서도 신문사의 리즘 가치와 연결

되는 등 복합 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고성 기사 작성 외에 편

집의 책임에 해당하는 다른 상을 주목하거나, 편집의 책임을 포함한 신문사의 사회  책임 차

원을 구체 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편집의 책임에 한 다른 상에 주목하여 실험연구를 진

행한 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거나, 캐롤(1991)이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했던 것처럼 신문사

의 사회  책임 차원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처치물은 하나의 기사에서 신문사의 편집의 책임과 CSR 활동유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본 연구는 CSR 활동유형의 차별  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으로써 련 선행

연구(홍은희․이미 , 2007)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고하 으나, 후속연구에서 편집의 책임과 

CSR 활동유형에 한 처치물을 분리해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 처치물을 보완한다면 각 

변인의 차별  향력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문사의 사회  책임이 신문사 신

뢰도에 미치는 향과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한국 언론의 가

장 큰 과제가 신뢰 회복임을 고려할 때, 언론이라는 제도 반의 구성원인 신문사 역시 언론 신

뢰를 회복하기 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신문사의 기본 인 사회  기능이자 역할이라는 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사는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고성 기사를 작성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의사결정과 미디어기업으

로서의 의사결정을 동시에 내리고 있다. 선행연구가 지 하는 것처럼(정인숙, 2009), 미디어기

업으로서의 의사결정과 경제  이익에는 그에 따른 사회  책임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각 신문사의 개별 인 신뢰도가 언론 반을 향한 신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언론의 

구성원이자 하나의 기업 시민으로서 신문사가 사회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신문사의 사회  책임에 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신문사가 기업 시민으로

서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탐색하는 토 가 되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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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신문사의 CSR은 신문사 신뢰도, 언론 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편집의 책임과 CSR 활동유형을 중심으로

이혜선 

(서강 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수연 

(서강 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주요 과제인 언론 신뢰 회복을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신문사의 사회  책

임(CSR)이 신문사 신뢰도에, 신문사 신뢰도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신문사의 사회  

책임은 미디어 기업의 가치와 한 연 이 있는 편집의 책임과 사회에 한 책임과 련 있는 CSR 활

동유형에 주목하 다. 주요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기 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9세 이하 

304명의 일반인을 상으로 2 (CSR활동 유형: 시상 활동 vs. 지역사회 사활동) x 2 (편집의 책임: 

높음 vs. 낮음) 집단 간 요인 설계로 실험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 공 이 편집의 책임 수행 수 을 

높게 인식할 때 신문사 신뢰도 역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의 CSR 활동유형에 따른 신

문사 신뢰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신문사의 시상 활동과 지역사회 사활동은 신문사 

신뢰도에 차별  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신문사 신뢰도는 언론 신뢰에 유의미한 향력을 

발휘하 는데, 신문사 신뢰도를 높게 인식한 공 은 언론 신뢰가 증가하 으며, 신문사 신뢰도가 낮게 형

성되면 언론 신뢰 역시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문사가 편집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신문사를 향한 공 의 신뢰도 역시 높게 형성될 수 있으며, 개별 신문사를 향한 높은 신뢰도가 한국 언론 

신뢰에 정 인 향력을 발휘한다는 을 확인하 다.

핵심어: 신문사의 사회  책임, 편집의 책임, CSR활동 유형, 신문사 신뢰도, 언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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