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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및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구
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령･학력･소득･정치참여 방식･신뢰･정치효능감･이념
이 미디어 이용과 반엘리트주의 및 반다원주의 성향에 미친 직접효과와 미디어 이용을 매개
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미디어는 TV 및 종이신문의 전통미디어와 인터넷 및 SNS
등의 뉴미디어로 구분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낮은 사회 신뢰와 보수적 이념이 반엘리트주의에, 그리고 높은
연령과 비투표활동 및 외적효능감이 반다원주의 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뉴미디어 이용이 반다원주의 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확인되었다. 셋째,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 역시 검증되었다. 낮은 소득과 연령 및 비투표활동은 뉴미디어 이용을 경유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에, 그리고 높은 연령, 낮은 학력, 내적효능감, 비투표활동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학력과
소득은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에 의해서만 반다원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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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대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및 포퓰
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의 영향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미디어 이용과 반엘리트주의(anti-elitism)
및 반다원주의(anti-pluralism) 성향에 미친 직접효과와 미디어 이용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시도는 포퓰리즘을 확산시키는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에서 현재화된 혹은 발현될 포퓰리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포퓰리즘은 이름 그대로 인민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정치원리이다. 포퓰리즘의
원형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민당(people’s party) 운동과 나로드니크(narodnik)
운동에 알 수 있듯이, 포퓰리즘은 기성의 지배집단 혹은 엘리트에 대립되는 인
민 주도의 사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정병기 2021, 3).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현실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은 포퓰리스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인민을 호명
하지만, 실제로는 기성의 정당과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과 나와 다른 가치와 문
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인민주의라는 원형적
의미는 퇴색된 채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가 현대 포퓰리즘을 관통하는 지
배적 세계관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원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위
기를 표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포퓰리즘을 발흥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연구자들은 미디어를
지목하고 있다(Manucci 2017, 475-477). 미디어 포퓰리즘(media populism)
이 함의하듯이, 기성 정치 질서와 엘리트 집단에 대한 폄하 및 문화적 소수자나
이민자에 대한 비판은 상업화된 언론이나 블로그,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쉽게 유통된다. 이 경우 미디어는 선동적 정치와 이
분법적 인식 및 음모론을 제기하는 포퓰리스트 발흥의 유리한 환경이 되며,
동시에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수용한 대중 역시 정치적 불만과 반정치적 태
도(Mazzoleni 2008, 51), 즉 부정적 포퓰리즘 성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간 국내외적으로 포퓰리즘 성향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 더하여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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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수요 측면의 연구는 포퓰리즘이 정당이나 포퓰리
스트 일방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과 태도와 결부될 때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포퓰리즘 성향을 측정하는 변수의 발굴과 함께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대중의
지지정당, 사회경제적 배경, 민주주의의 인식, 정치참여 행태 등을 규명하여 포
퓰리즘의 성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Hawkins et al. 2012; Akkerman et al.
2014; Spruyt et al. 2016; Hameleers et al. 2017; Jacobs et al. 2018;
Mohrenberg et al. 2019; Zaslove et al. 2021; 하상응 2018; 도묘연
2021a; 2021b; 정병기･도묘연 2021).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포퓰
리즘 성향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혹은 계기로서 미디어 효과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은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직접 발현
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화의 열패자, 즉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포퓰리즘
성향이 높다는 주장은 개인이 접한 미디어의 유형과 내용 및 시간에 따라서 달
라질 수도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가피하게 미디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하
는 직접 요인의 해명에는 성공했으나, 포퓰리즘 성향이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
에 의해서 변화 혹은 강화된다는 측면으로 그 연구 영역을 확대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디어 포퓰리즘 논의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어 타블로이드 신문 등의
상업화된 미디어가 포퓰리스트의 메시지 확산과 성공을 견인한다는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에 집중하였다(Mazzoleni 2008; Manucci 2017; Akkerman
2011). 물론 미디어는 정치적 동원을 바라는 포퓰리스트가 대중에게 특정한 메
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탁월하다. 그러나 미디어가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수용하는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보완 및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매개효
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을 규명한다. 연구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첫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은 미디
어 이용과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을 추동하는 직접적 영향이 있는가?
더불어 이들 개인 특성변수가 미디어 이용을 경유하여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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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간접적 영향이 있는가? 라는 연구질문에 해답을 도출한다. 이 경우 개인
특성변수는 서구와 한국에서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한다고 검증된 연령, 학력,
소득, 정치참여 방식, 신뢰, 정치효능감, 이념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미디어 이
용은 TV 및 종이신문의 전통미디어와 인터넷 및 SNS 등의 뉴미디어로 구분하
되,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로 대변되는 부정적 포퓰리즘 성향을 촉진하는
미디어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해석을 시도한다.
사실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포퓰리즘 정당이나 포퓰리스트의
세력화가 뚜렷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서구처럼 포퓰
리스트가 제도권 정당을 결성하여 세력화하지는 않았고, 기성 정치권 내에서
서로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고 포퓰리트스적 담론을 설파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만이 목격된다(도묘연 2020; 도묘연·진희원 2021). 반면 대의
제의 한계를 노정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경우도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현재화되어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하상응 2018; 도묘연
2021a; 2021b). 따라서 미디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포퓰리즘 성향을 분석하
는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 내재화되어 있는 포퓰리즘의 성격을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의 검토
1. 이데올로기로서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면: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포퓰리즘 담론은 현대 서구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류로 편입되었다”는 뮈데
의 주장처럼(Mudde 2004, 562), 포퓰리즘은 21세기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및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
념화 논쟁에서 불거진 ‘카멜레온적 특성(chameleonic quality)’ 혹은 ‘무형성
과 미끄럼성(impalpability and slipperiness)’(Taggart 2004, 274)은 여전
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즉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그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이 너무 다양하여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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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학자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명명되는 현상에서 포
착되는 다양한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접근법으
로는 포퓰리즘을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적 양식(style) 및 전략으로 정의하는 관
점을 들 수 있다(설한 2019, 59).
정치적 양식 및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은 대중동원을 위한 포퓰리스트의 행
태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으로 남미의 사례를 연구한 웨이랜드(Weyland
2001)는 포퓰리즘을 “개인주의적인 지도자(personalistic leade)가 다수의 추
종자들의 직접적이고 중재되지 않은 혹은 제도화되지 않은 지지를 통해 정부
권력을 추구하거나 행사하는 정치전략”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포퓰리즘의
개념화를 시도한 서병훈(2006)은 포퓰리즘을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 꾀
하는 정치 지도자가 인민의 주권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 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꾀하는 정치운동”으로 인식하였다. 김현준･서정민
(2017) 역시 모피트와 토미(Moffitt and Tormey 2014)의 개념을 차용하여
포퓰리즘을 정치적 양식으로 파악하면서 제도권 정치와 사회적 합의와 같은 민
주주의의 매개적 절차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의 행태를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
을 왜곡 및 우상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도 포퓰리즘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양식
(Jagers and Walgrave 2007, 323) 혹은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설득과정으로
바라본다(백영민 2016, 19). 그러나 포퓰리스트의 행태에 초점을 두는 접근은
포퓰리즘의 발생 및 확산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의 동기와 태도를 무시하여 인민
을 포퓰리스트에게 동원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퓰리즘이 시대와 지역을 거슬러 성패를 거듭했다는 것은 확고한 이념적 위
상을 차지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현상이 공유하는 이데
올로기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접
근은 다양한 역사적 국면과 지역에서 나타난 포퓰리즘의 가변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나아가 정치지도자의 양식 및 전략과 함께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발
현되는 포퓰리즘 성패와 성격도 함께 포착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Mudde and
Kaltwasser 2017,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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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데와 칼써바트(Mudde and Kaltwasser 2017, 15-16)에 의하면, 포퓰리
즘은 “사회가 두 개의 동질적이고 상호 적대적인 집단, 즉 ‘순수한 인민’과 ‘부
패한 엘리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바라보고, 정치는 인민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성(thin-centered) 이념”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회복, 인민과 엘리트 간의 적대적 관계의 설정, 그리고
동질적인 단위로서 인민의 설정이라는 정치관 및 사회관으로 현실에서 구체화
된다(Schulz et al. 2018, 316).
무엇보다 포퓰리즘은 글자 그대로 인민주권 회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이
념, 즉 대의제에서 소외된 인민주의의 열망이 표출된 정치관이다. 포퓰리즘에서
인민은 심장부로 정의되며, 침묵하지만 다수의 순수한 사람들로 무매개적이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에 의해 그들의 의지가 구현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
서 정교한 토론이나 정당과 같은 매개적 혹은 대의제적 제도와 절차보다는 다수
결 원칙이나 국민투표를 선호한다(설한 2019, 63). 단 포퓰리즘은 무매개적인
대중의 요구를 조직화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나 정당을 경유하여 현실에서 구
체화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민주의라는 본래적 가치는 포퓰리스
트에 의해 왜곡과 변주를 거치게 된다. 만약 포퓰리스트가 인민주의의 열망을
현실에서 실제화한다면, 포퓰리즘은 분명 대표실패와 심의실패를 노정한 민주
주의의 교정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격하는 혹은 익숙한 포퓰리즘은 인민주의 열망의 구현보
다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파생된 병리적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분법적
세계관은 수직적 및 수평적인 것으로 구분된다(Hameleers et al. 2017,
483-484; 도묘연 2021b, 124). 첫째, 엘리트와 인민 간의 적대적 관계의 설정
상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표방한다. 또한 타협과 중재를 이끄는 조직과
절차와 같은 대의제도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다(Mudde 2007, 150). 이러한 인
식은 주로 정당, 정치인, 의회, 정부 등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부정적
태도를 가리키는 반정치적 태도(anti-politics)와 유사하며(Clarke et al. 2016,
4), 정치적 냉소주의와 혐오 및 불신과도 맞닿아 있다(하상응 2018, 139).
둘째, 인민을 동질적인 단위로 설정하기 때문에 인민 내부에서 다른 인민에
대한 배타성을 상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인민을 다양한 가치와 필요 및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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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이질적인 단위의 집합으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인민을 배척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유럽의 경우 나와 다른 인민은 이민자, 다른
종교와 전통 혹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 복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이익
을 얻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인민에 대한 배타성은 외국인 혐오,
선천주의(nativist), 자기민족 중심적 정서로 표출되며(Hameleers et al.
2017, 484), 이러한 의식은 우파 포퓰리즘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1) 한국
의 경우는 이념적 균열구조하에서 정치적 견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타성과 비타협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도묘연 2021b).
현실의 포퓰리즘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배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뮈데(Mudde 2004) 역시 포퓰리즘의 인민
중심성은 불완전한 지표이며, 사회를 평범하고 선한 시민과 악한 타인으로 구분
하는 이분법적 대립이 포퓰리즘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지적한다(Hameleers et
al. 2017). 대의제 게임을 수용한 포퓰리스트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민의 이
름으로 기성의 엘리트 및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도덕적 구분을 강조하
면서 우리는 선하고 결백한 반면, 그들은 사악하다는 이분법적 인식을 조장한
다. 포퓰리스트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 적개심을 고취하고, 정치적 이슈
를 이분화해 단순화시켜 옳고 그름의 도덕적 명확성을 설파하는 전략을 선택한
다(정병기 2021, 34). 더욱이 포퓰리스트에 의해 설파된 이분법적 사고는 대중
차원에서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으로 현실에서 표출된다. 이처럼 기
성의 엘리트와 다른 인민을 적으로 상정하는 배제성의 정치는 분명 다원주
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Müller 2016, 20).
분명 포퓰리즘의 출발은 대의제하에서 기성 엘리트에게 외면 받은 인민주의
열망의 실현이었다. 포퓰리즘의 원형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민당 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소농 지주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반발하여 인민 혹은 다수

1) 유럽의 포퓰리즘은 남미에 비해 인민을 동질적인 계급과 종교 및 인종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 정체
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여 소수민족과 소외된 집단에 대해 적대적이다(Mudde and Kaltwasser
2013, 147). 반면,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최근 남부 유럽에서 발흥한 좌파
포퓰리즘은 인민을 여러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성된 개별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한다(정병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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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던 농촌 민주주의 복원운동이었다(정병기 2021,
2; 주정립 2006, 362).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대의제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통
의 인민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교정하려고 했던 포퓰리즘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기성의 엘리트와 나와 가치가 다른 인민을
배제 및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표상되어 있다.

2. 포퓰리즘과 미디어의 친화성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로 표상되는 부정적 포퓰리즘을 확산시키는 주요
한 매개체로 연구자들은 미디어를 지목한다(Mazzoleni 2008; 2014; Mudde
2004; Krämer 2014; Hameleers et al. 2017). 즉 미디어가 포퓰리스트의
정치적 동원과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된 미디어 포퓰리즘은 포퓰리
즘과 미디어 논리를 연결하는 가장 특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용
민 2019, 26).
마쫄레니(Mazzoleni 2014, 47-49)는 미디어 포퓰리즘을 다음의 두 가지 차
원으로 개념화한다. 첫째는 현대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내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
로 시장 지향에 의한 정치 저널리즘, 정치에 대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접근, 하드 뉴스 프로그램의 쇠퇴와 뉴스 스타일을 모방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
램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즉 타블로이드 신문처럼 대중 취향에 부합하는 고도
로 상업화된 미디어 제작과 뉴스 보도 행태 및 콘텐츠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 미디어 채널의 이념적 편향성 및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엘리트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혹은 부정적 태도, 미디어에 의한 정
치적 정체성의 구성, 특정한 도덕적 감정(sentiment)에 대한 호소 그리고 ‘솔직
함’의 담론(plain-spoken discourse) 등을 활용하는 미디어의 관행과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의 취향에 발맞춘 상업화되고 이념적 편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는 의도하든 혹은 의도하지 않던 부정적 담론을 설파하는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을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포퓰리즘 확산의 매개체로서 미디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디어 포퓰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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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수용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공
급 측면에서 포퓰리스트 및 포퓰리즘 정당의 성공과 미디어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핵심에는 미디어의 상업화와 이념적 편향성이 포퓰리즘적 담론
설파의 주요한 무대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즉 광고주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미디어와 대중의 동원과 선거 승리
를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포퓰리즘적 담론을 퍼트려야 하는 포퓰리스트 간에
는 필요 동시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Mazzoleni 2008; 유용민 2019, 29). 그
결과 미디어는 극단적인 목소리, 새로운 정치적 도전자의 목소리, 반엘리트주의
적 어젠다 등 포퓰리스트에게 유리한 담론을 전파하여 포퓰리즘의 성공을 견인
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양질의 신문보다는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강하게 나타
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대표적
으로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인 플랑드르(Flanders) 사례로 한 왈그레
이브와 스웨르트(Walgrave and Swert 2004)는 블람스 블록(Vlaams Blok)
등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성공 배경으로 미디어가 이민과 범죄와 같은 이슈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반면, 네덜란드 자유당(Dutch Party
for Freedom)과 텔레그라프(The Telegraaf) 및 영국 국민당(the British
National Party)과 더선(The Sun)을 사례로 한 애커만(Akkerman 2011)은
상업적인 타블로이드 신문과 엘리트 신문 간에 나타난 포퓰리즘적 메시지의 차
이를 검증했으나, 양자의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또한 공급 측면의 연구는 전통미디어에 비해 뉴미디어(new media)를 포퓰
리스트의 성공을 견인하는 주요한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 경험적인 검증
은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포퓰리스트에게 뉴미디어는 주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서 통제되지 않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며,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이모티콘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용을 통해 포퓰리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유효
한 수단이 된다(Manucci 2017, 475-476).
이처럼 미디어 포퓰리즘 관점의 연구들은 미디어가 포퓰리즘 성공의 계기가
된다는 해답을 제시했으나, 일정한 한계도 포착된다.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 포
퓰리즘적 메시지를 수용하는 대중 혹은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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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헤멀리어스 외(Hameleers et al.
2017)는 타블로이드 신문과 연예 매체와 같이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방식으로
프레임된 미디어 콘텐츠를 선호할수록 포퓰리즘 성향이 확산된다는 점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 만약 특정 미디어에 의한 대중적 냉소주의와 정부의 악행
및 논쟁적 정책에 대한 캠페인은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불만과 심지어 반정치적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Mazzoleni 2008, 51), 대중의 태도에 의해 포퓰리
즘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전통미디어에 비해 뉴미디어는 대중의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성
향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뉴미디어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
매체와 같은 전통미디어(traditional media)와 달리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
신 기술’, ‘컴퓨터 매개 통신’,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포함하며, 디지털
코딩을 통해 음성 언어, 텍스트, 소리 및 음악,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호(signals)와 메시지를 보편적인 언어(universal language)로 표현
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화는 전통미디어와 달리 전례 없는 수준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유발했다(Schulz 2014, 57). 이러한 뉴
미디어는 제도화된 엘리트 언론에 비해 반엘리트적 담론과 다른 인민에 대한
배타성과 비판을 보다 쉽게 유통하기 때문에(유용민 2019, 35), 대중의 포퓰리
즘 성향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뉴미디어의 특정한
형식에 의해서 포퓰리즘 성향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첫째, 뉴미디어는 대중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이다. TV
시대의 미디어 논리는 편집진에 의한 대규모의 중앙 집중화된 정치 콘텐츠의
생산과 그것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뉴미디어 시대에는 대중들
스스로가 미디어 메시지를 컴퓨터에 의해 관리할 수 있고, 누구나 미디어 콘텐
츠의 수정, 처리, 편집, 증폭, 저장 및 배포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메시지 중 일부를 선택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사전 제작된 미디어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화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능을
유발하여 네트워킹, 시간 이동, 콘텐츠 공유, 미디어 제품 공동 제작, 메시지
매싱업(mashing up) 등의 형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중의 행동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통합을 촉진하기도 한다. SNS 등 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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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통해 TV 속보를 친구들과 팔로잉하는 형태로 공유하거나 혹은 TV를
시청하는 동안 자신의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Schulz 2014, 58, 60-61).
둘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의 제공을 유도한다.
일상의 온라인 관계망에서 광고와 같은 방식으로 혹은 친구의 추천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며,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대중은 정치적 무의식 속에서 선택적 정보에 노출되고 정치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의해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편향성을 내면화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며(김상민 2019, 259, 275), 그
결과 개인은 특정한 의견이나 결심을 형성하여 정치적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은 포퓰리즘적 메시지가 작동할 최적화된 계기를 마
련해 준다. 대중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반을 둔 기술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활동과 포퓰리즘적 메시지가 결합된다면, 포퓰리즘 성향은 더욱 확산될 수 있
다. 특히 개인의 선호에 맞는 선택된 정보의 지속적인 노출이라는 디지털 커뮤
니케이션의 우려스러운 환경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인 반다원적이고 반엘리트적
인 포퓰리즘 성향과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3. 기존 연구의 검토: 연구가설의 설정
앞선 논의를 통해 이 연구가 미디어, 특히 뉴미디어와 반엘리트주의 및 반다
원주의 성향과의 친화성에 주목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의 최종적인
관심은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을 이끄는 미디어의 매개효과이다.
“사회적 현실은 미디어와 함께 구성되고, 인식되고, 기념된다”(Altheide and
Snow 1979, 12)는 말은 미디어가 만들어 낸 논리에 의해서 다양한 정치적 행
위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chulz 2014, 60). 대중 역시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 중 하나이며,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혹은
설파하는 논리에 의해 강화되기도 혹은 약화될 수도 있다. 즉 대중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미디어라는 렌즈를 통해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은 포퓰리즘 성향이 단순히 사회경제적 요인과 평상시 정치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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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미디어 이용의 양식 혹
은 시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지만, 포퓰리즘 성향의 결정요인을 일차원적으로 제
시하여 미디어 매개효과에 의해 포퓰리즘 성향이 확산한다는 논의로 그 관심을
확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퓰리즘 성향을 직접적으로 추동했다고
검증되었던 요인들이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을 경유하여 반다원주의 및 반엘리
트주의를 이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의 설정은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을 이끄는 직접적 요인을 설정하
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포퓰리즘 성향을 직접 추동한다고 알려진 요
인들이 미디어 이용을 직접 촉진하는 동시에 미디어 이용 역시 포퓰리즘 성향을
직접 이끈다는 경험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하는 직접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참여 행태, 신뢰, 정치효능감, 이념을 설정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포퓰리
즘에 대한 수요 측면의 논의가 확산되면서 포퓰리즘 성향을 측정하는 변수의
고안 및 발굴과 함께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대중 혹은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
는 유권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
고 있다.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소위 세계화 열패자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낮은 소득과 학력 및 외적효능
감 등 상대적 박탈감이 높았다는 점을 밝히는 경향성을 보였다(Spruyt et al.
2016; Zaslove et al. 2021).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유럽통합이라는 사회경
제적 변동에서 낙오되거나 불만을 가진 대중들의 지지에 의해서 포퓰리즘이 등
장 및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국민투표에 대한 높은 지지와 지역 차원의 심의적(deliberative) 참여의 선호
(Zaslove et al. 2021), 정당 선호도와 정부 신뢰에 상관없는 국민투표의 선호
(Jacobs et al. 2018; Mohrenberg et al. 2019)가 포퓰리즘 성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동, 낮은 민주주의 만족도와 정부 신뢰, 높은 외적효능감
과 비투표활동과 관련성을 보였다(도묘연 2021a; 2021b). 더불어 보수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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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우르는 극단적인 이념은 포퓰리즘 성향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고(하상응
2018), 이러한 경향은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Hawkins et al. 2012)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인민중심주의, 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 측정문항을
합쳐 단일모델로 포퓰리즘 성향을 측정하기도 하고(Spruyt et al. 2016;
Jacobs et al. 2018; Zaslove et al. 2020; 하상응 2018), 세 가지 포퓰리즘
성향을 구분하는 다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기도 한다(Hameleers et al. 2017;
Schulz et al. 2018; Mohrenberg et al. 2019; 도묘연 2021a; 2021b). 따라
서 반다원주의와 반엘리트주의 성향을 확산시키는 직접적 요인만을 명확히 추
출하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직접요인으로 설정하되, 차선책으로 서구와 한국의 사례연구에서 반엘
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증된 정치참여 방식, 신뢰, 정치효
능감, 이념을 또 다른 직접요인으로 설정하였다(도묘연 2021b).
둘째,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을 이끄는 직접적 요인은 미디어 이용에도 직접
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격차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연령과 교육 및 소득이 미디어 이용 수준과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2) 이들 연구들은 TV, 신문, 인터넷 등 개별 미디어
이용에 초점을 맞추던 경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 및 뉴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대중의 양태에도 주목했다. 한국의 경우 높은 연령과 교육 수준은 전
통 및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량을 확산시켰으나, 낮은 연령과 높은 소득은
온라인 뉴스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최창식･임영호 2020). 또한 높은
연령과 낮은 학력을 가진 집단은 주로 TV를 활용하여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민희･윤성이 2016).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심(political interest)은 미디어 이용을 활성화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실제 SNS 등의 뉴미

2)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보격차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는 최창식･임영호(2020)를 참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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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활용하여 뉴스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성을 가진다(Möller et al. 2019).
이 경우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거나 혹은 낮고, 평상시 투표 및 비투표활동을
많이 하며,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치적 관
심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통
및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이념을 가
진 사람들은 다양한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태도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의 뉴미
디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 밴드 등
지인 기반의 폐쇄형 SNS보다는 일방의 신청 또는 상호 동의하에 친구맺기가
가능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서 강하게 나타난다(유효선･이재
국 2021).
셋째, 미디어 이용이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을 이끄는 직접적 영향
역시 일정 부분 확인된다. 네덜란드를 사례로 한 헤멀리어스 외(Hameleers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상업적인 타블로이드 신문과 연예 뉴스, 그리고 엘리
트의 폄하와 이민자를 배제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반체제적이고 배타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대다수 미디어 포퓰리즘 관점의 연구는 정치지도자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미
디어 이용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미디어 이용에 따른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정치적 의식을 분석한 연구를 원
용하면, 미디어 이용이 부정적 포퓰리즘 성향에 미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대중의 반엘리트주의 성향은 정치적 냉소주의, 정치 혐오감, 정치불신 등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며(하상응 2018), 반다원주의는 관용과 협력 및 민주적 의사
결정 태도와 같은 도덕적 가치 및 이념적 배타성과 연결된다(도묘연 2021b).
한국의 경우 전통미디어와 달리 인터넷 미디어 이용은 사회불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불신을 경유하여 정당, 국회,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었다(구교태 2012). 또한 카카오 메신저라는 SNS의 이용은 극우집단의 확증
편향을 확산시켜 태극기 집회 참여를 이끌기도 하였다(Lee 2018). 특히 유튜브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튜브의 선택적 노출과 이용이 정치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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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극단화시키며, 특히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의 대중들에게 내집단 의식을
강화하여 이념적 극단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함민정･이상우 2021).
이상의 논의들은 대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이 반엘
리트주의 및 반다원주의 성향에 미칠 직접적 영향을 예측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이 포퓰리즘 성향에 구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예측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미디어 이용을 매개로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간접
적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연령, 학력, 소득, 정치참여 방식, 신뢰,
효능감, 이념)은 반엘리트주의 및 반다원주의 성향을 강화한다.
[가설 2]: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은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을 강화한다.
[가설 3]: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은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을 강화
한다.
[가설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은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을 경유하여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을 강화한다.

Ⅲ. 연구설계
1. 반다원주의 및 반엘리트주의 성향의 유형화: 구성변수의 타당성 검증
이 연구는 포퓰리즘을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부정적 측면의 반엘리트주
의와 반다원주의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차원의 이분법적 사고인 반엘
리트주의 성향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를 포함한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을,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반다원주의는 대중들 간에 형성된 비타협과 배타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및 포퓰리즘 성향
의 영향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
의 구성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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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 포퓰리즘 성향은 다차원 모델 혹은 단
일모델로 측정되었다. 즉, 인민중심주의, 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의 측정변수
를 분리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이들 성향을 종합하여 하나로 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모델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는 학문적 합의는 없으나, 일정한
논쟁은 현존한다. 그 핵심은 단일모델의 경우 세 가지 성향을 서로 환원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Wuttke et al. 2020). 예를
들어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에게도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가 공통적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만, 두 가지 성향이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다차원 모델을 차용하여
포퓰리즘 성향을 유형화했다.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의 유형화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측정변수의 목록을
선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확정하였다. 측정변수의 목록은 기존 연구
(Akkerman et al. 2014; Spruyt et al. 2016; Zaslove et al. 2020, 하상응
2018)를 참고하되,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반엘리트주의의
측정변수는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발굴 및 활용되어 있어 공통적 내용을
정리하여 목록을 확정하였다.3) 둘째, 반다원주의는 한국적 배타성의 관점을 고
려하였다. 반다원주의는 다른 포퓰리즘 성향에 비해 발굴된 측정변수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사회문화적 균열구조를
반영하여 주로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을 측정한다(Hameleers et al. 2017). 이
러한 인식을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약한 한국 사회에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
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균열구조를 반영한 측정변수의 제시가 타당성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념적 균열구조를 반영한 배타성의 관점에서 반다원
주의를 적용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변수의 목록을 구성하였다(도묘연
2021b).
개별 측정변수의 산술 평균값을 기준으로 배리맥스(varimax)에 의한 탐색적

3) 국내외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반엘리트주의 및 반다원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변수의 소개는 도묘연
(2021b)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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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의 결과, 반엘리트주의는 3개의 구성변수가 그리고 반다원주의는 5개
의 구성변수가 도출되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4)
<표 1> 포퓰리즘 성향의 유형화: 요인분석 결과
구분

반
다원주의

반
엘리트주의

요인1

요인2

나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아는 것임

0.796

-0.050

어떤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안다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음

0.748

0.072

나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함

0.701

0.080

정치는 좋고 나쁨의 싸움임

0.687

-0.040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중단할 수 있음

0.606

0.145

우리나라의 공직자와 정치인은 무능하고 부패함

0.024

0.870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함

-0.050

0.867

정부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운영됨

0.164

0.741
1.995

모형
적합성

고윳값(eigenvalue)

2.653

기여율(proportion)

0.332

0.249

누적기여율(cumulative)

0.332

0.581

* 7단계 리커트 척도 측정(1=매우 동의하지 않음, 4=보통, 7=매우 동의함)

2. 연구모형 설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미디어 이용, 그리고 반엘리트주의 및 반다원주
의 성향 간에 나타난 영향구조의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일차적으로 정치적･경제적･특성이 미디어 이용과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직
접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미디어 이용을 매개로 하여 개인
특성변수가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들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가 전통 및 뉴미디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은 내생변수이다. 그
리고 제2장에서 논의했던 사회경제적 요인과 투표･비투표활동, 공적･사적 신

4) 측정변수의 목록에 포함되었던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정부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반엘리트주의)와 “정치에서 타협이란 사실 원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반다원주의)는 구성변수로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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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외적･내적효능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은 외생변수이다. 특히 매개
변수인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은 개인 특성변수에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이자
포퓰리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제안모형)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은 상호작용
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미디어 이용자들이 양 미디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통념과 TV 뉴스를 시청하면서 그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로잉하
거나 혹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두 유형의 미디어를 통합한다는 논의
(Schulz 2014, 60)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외생변수 중 정치적 관여 변수들은
투표활동 지향도, 공적 신뢰 지향도, 외적효능감 지향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그 이유는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성 문제, 즉 예를 들어 공적 제도에 신뢰
가 높은 사람은 사회 신뢰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통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따라서 만약 이들 변수의 추정치가 음(-)으로 추정될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투표
활동을 많이 하고, 내적효능감과 사적 신뢰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
인 분석변수의 측정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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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변수의 정의와 측정
구분

외생
변수

변수명

측정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연령, 학력,
소득)

∙ 18~19세에서 60대 이상 6개 구간
∙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재/졸, 4년대재/졸, 대학원석사재/졸, 대학
원박사재/졸
∙ 100만 원 이하~1,000만 원 이상 11개 구간

투표･비투표
활동
(투표활동
지향도)

∙ 비투표활동: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문제 토론, 온라인･오프라인 정치･
시사모임 참여, 거리 집회 및 청원 참여, 정부 기관 대상의 민원제기
투표활동 수준
정도의 평균값(7단계 리커트) 
비투표활동 수준

외적･내적
효능감
(외적효능감
지향도)

∙ 외적효능감: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없음”
∙ 내적효능감: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음”에 대한 인식(역코딩, 7단계 리커트)
외적효능감 수준

내적효능감 수준









∙ 공적 신뢰: “대부분의 공직자와 정치인은 신뢰할 만함”
공적･사적 신뢰
∙ 사회 신뢰: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임”(7단계 리커트)
(공적 신뢰
제도 신뢰 수준
지향도)

사회 신뢰 수준



이념

내생
변수

매개
변수

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



∙ 주관적 이념 평가(1진보, 6중도, 11보수)
<표 1>의 요인분석 내용 참조

전통미디어
이용

∙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해 하루 평균 TV(종편 포함) 및 종이신문
이용하는 시간(분)

뉴미디어
이용

∙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해 하루 평균 인터넷 웹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네이버 TV) 이용하는 시간(분)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단
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성별, 나이, 지역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비례층화 방식으로 추출하였고, 2020년 4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분석에 활용한 최종 대상자는 1,683명이었다.5)
한편, 연구과정에서 활용된 분석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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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미디어 이용과 포퓰리즘 성향에 미친 직접
영향과 미디어 이용을 매개로 한 간접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사용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앞서 확인했듯이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
주의의 유형화는 배리맥스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
통 및 뉴미디어 이용집단 간에 나타난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던칸(duncan) 검증을 병행한 분산분석과   -test을 통해 제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표 3>은 미디어 이용자 집단군, 즉 전통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
뉴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 미디어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사람별로 나타난 분석변수의 일반특성을 보여준다. 전체 1,683명 중 정치적 정
보를 얻기 위해 전통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은 126.32분, 그리고 뉴미디어 이
용 시간은 142.02분이었다. 통계적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분석변수를 중
심으로 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은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고, 반다원주의
(3.51)보다 반엘리트주의(4.82)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엘리트주의 성향은 세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다원주의의 경우는 전통 및 뉴
미디어 다이용군이 동일군(전 3.52, 동 3.30, 뉴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양 미디어 중 하나에 편중된 경우 나와 가치 및 생각이 다른

5) 1,683명 분석대상의 성별 구성은 남성 842명(50.0%), 여성 841명(50.0%)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16명[서울 314명(18.7%), 인천 94명(5.7%), 경기 408명(24.2%)], 충청권 192명[대전 54명
(3.2%), 충북 52명(3.1%), 충남 67명(4.1%), 세종 19명(1.1%)], 영남권 427명[부산 117명(7.0%),
대구 82명(4.9%), 울산 42명(2.5%), 경북 81명(4.8%), 경남 105명(6.2%)], 전라권 171명[광주
51명(3.0%), 전북 및 전남 각각 60명(3.6%)], 강원･제주권 77명[강원 54명(3.2%), 제주 23명
(1.4%)]이다. 연령별 구성은 <표 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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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비타협성과 배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과 학력은 세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20대(전
10.0%, 동 24.0%, 뉴 23.2%)･30대(전 12.9%, 동 22.5%, 뉴 20.9%)･40대(전
21.8%, 동 23.5%, 뉴 20.3%)는 동일군이, 18~19세(전 0.7%, 동 3.5%, 뉴
6.8%)는 뉴미디어 다이용군이, 그리고 50대(전 28.0%, 동 17.5%, 뉴 18.2%)･
60대 이상(전 12.9%, 동 22.5%, 뉴 20.9%)은 전통미디어 다이용군이 많았다.
학력은 초졸(전 0.1%, 동 0.5%, 뉴 0.3%)･중졸(전 1.1%, 동 3.0%, 뉴 2.8%)･
전문대재/졸(전 15.5%, 동 16.0%, 뉴 15.4%)･4년대재/졸(전 50.3%, 동
58.0%, 뉴 57.4%)의 경우 동일군이, 고졸(전 21.6%, 동 16.0%, 뉴 13.8%)･대
학원박사재/졸(전 4.4%, 동 1.0%, 뉴 2.5%)에서는 전통미디어 이용군이 그리
고 대학원석사재/졸(전 7.0%, 동 5.5%, 뉴 7.8%)은 뉴미디어 이용군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높고 낮음에 따른 일반적 통념, 즉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는 뉴미디어 혹은 양 미디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전통미디어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학력의 경우는 그 수준에 따른
미디어 이용 패턴에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투표활동 지향도(전 2.69, 동 2.59, 뉴 2.38%)와 이념(전 5.62%, 동
5.60%, 뉴 5.35%)은 전통미디어 다이용군･동일군과 뉴미디어 다이용군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보수로 평가하는 사람, 그리
고 평상시 비투표활동보다 투표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전통미디어 혹은 두
가지 미디어를 동시에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n=1,683)

전통미디어
다이용군
(n=730)

동일군
(n=200)

뉴미디어
다이용군
(n=753)

 /F

반엘리트주의

4.82

4.84

4.66

4.85

2.06(0.1272)

a

b

a

4.30(0.0138)

반다원주의

연령

3.51

3.52

3.30

3.56

18~19세

63(3.7)

5(0.7)

7(3.5)

51(6.8)

20~29세

296(17.6)

73(10.0)

48(24.0)

175(23.2)

30~39세

296(17.6)

94(12.9)

45(22.5)

15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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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1,683)

전통미디어
다이용군
(n=730)

동일군
(n=200)

뉴미디어
다이용군
(n=753)

40~49세

359(21.3)

159(21.8)

47(23.5)

153(20.3)

구분

학력

50~59세

381(22.6)

204(28.0)

35(17.5)

142(18.9)

60세 이상

288(17.1)

195(26.7)

18(9.0)

75(10.0)

초졸

4(0.2)

1(0.1)

1(0.5)

2(0.3)

중졸

35(2.1)

8(1.1)

6(3.0)

21(2.8)

고졸

294(17.5)

158(21.6)

32(16.0)

104(13.8)

전문대재/졸

261(15.5)

113(15.5)

32(16.0)

116(15.4)

4년대재/졸

915(54.4)

367(50.3)

116(58.0)

432(57.4)

대학원석사재/졸

121(7.2)

51(7.0)

11(5.5)

59(7.8)

대학원박사재/졸

53(3.2)

32(4.4)

2(1.0)

19(2.5)

100만 원 미만

79(4.7)

38(5.2)

10(5.0)

31(4.1)

 /F

 =32.9416
df=12
prob=0.0001

100~199만 원

130(7.7)

61(8.4)

13(6.5)

56(7.4)

200~299만 원

278(16.5)

105(14.4)

33(16.5)

140(18.6)

300~399만 원

277(16.5)

114(15.6)

34(17.0)

129(17.1)

400~499만 원

263(15.6)

118(16.2)

34(17.0)

111(14.7)

500~599만 원

200(11.9)

94(12.9)

24(12.0)

82(10.9)

600~699만 원

142(8.4)

64(8.8)

13(6.5)

65(8.6)

700~799만 원

130(7.7)

50(6.9)

16(8.0)

64(8.5)

800~899만 원

72(4.3)

38(5.2)

8(4.0)

26(3.5)

900~999만 원

27(1.6)

11(1.5)

5(2.5)

11(1.5)

1,000만 원 이상

85(5.1)

37(5.1)

10(5.0)

38(5.1)

투표활동 지향도

2.54

2.69a

2.59a

2.38b

8.93(0.0001)

공적 신뢰 지향도

0.90

0.91

0.90

0.88

0.52(0.5972)

외적효능감 지향도

5.60

5.63

5.44

5.61

1.93(0.1453)

이념

5.50

5.62a

5.60a

5.35b

3.24(0.0394)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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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미디어 이용,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구조
<표 4>는 <그림 1>의 제안모형에 기초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
어 이용 및 포퓰리즘 성향 간에 나타난 유의미한 영향구조를 분석한 수정모형이
다.6)
첫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 차원에서의 영향구조를 살펴보면, 연령은
전통미디어 이용(β=0.297, t=13.104)과 뉴미디어 이용(β=-0.194, t=-8.343)
및 반다원주의(β=0.224, t=8.458)에, 학력은 전통미디어 이용(β=-0.116,
t=-5.133)에, 소득은 뉴미디어 이용(β=-0.058, t=-2.597)에, 투표활동 지향도
는 전통미디어 이용(β=-0.169, t=-7.449)과 뉴미디어 이용(β=-0.184,
t=-8.154) 및 반다원주의(β=-0.329, t=-11.720)에, 공적 신뢰 지향도는 반엘
리트주의(β=-0.130, t=-4.881)에, 외적효능감 지향도는 전통미디어 이용(β
=0.061, t=2.669)과 반다원주의(β=0.076, t=2.944)에, 그리고 이념은 반엘리
트주의(β=0.229, t=8.349)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적
제도나 기관보다 사회신뢰가 높고 보수적일수록 반엘리트주의 성향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고,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록, 외적효능감이 높을
수록 반다원주의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비투표활
동을 많이 할수록, 외적효능감보다 내적효능감이 높을수록 전통미디어를 많이
이용한 반면, 연령과 소득 수준이 낮고,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록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미디어 이용 차원의 영향구조에 의하면, 전통미디어 이용은 뉴미디어
이용(β=0.342, t=14.507)에, 그리고 뉴미디어 이용이 반다원주의(β=0.115,
t=4.322)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미디어 이용이 반엘리트주
의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TV와 종이신문을 많이 이용할수
록 뉴미디어 이용도 많았고, 뉴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대중들 간의 배타성과
비타협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수정모형의 적합성은  (df)=963.042(114), GFI=0.930, RMR=13.590, NCP=849.042, AGFI=
0.907, NFI=0.812, CFI=0.830, AIC=1041.042, PGFI=0.694, PNFI=0.681, RMSEA=0.06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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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정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ob

연령 → 전통미디어 이용

0.297

1.725

13.104

0.001

학력 → 전통미디어 이용

-0.116

2.416

-5.133

0.001

투표활동 지향도 → 전통미디어 이용

-0.169

1.758

-7.449

0.001

외적효능감 지향도 → 전통미디어 이용

0.061

5.840

2.669

0.008

연령 → 뉴미디어 이용

-0.194

2.390

-8.343

0.001

소득 → 뉴미디어 이용

-0.058

1.277

-2.597

0.009

투표활동 지향도 → 뉴미디어 이용

-0.184

2.280

-8.154

0.001

전통미디어 이용 → 뉴미디어 이용

0.342

0.031

14.507

0.001

연령 → 반다원주의

0.224

0.019

8.458

0.001

투표활동 지향도 → 반다원주의

-0.329

0.021

-11.720

0.001

공적 신뢰 지향도 → 반엘리트주의

-0.130

0.042

-4.881

0.001

외적효능감 지향도 → 반다원주의

0.076

0.062

2.944

0.003

이념 → 반엘리트주의

0.229

0.012

8.349

0.001

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0.115

0.000

4.322

0.001

<그림 2> 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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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그림 2>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미디어 이용과 반엘리트
주의 및 반다원주의 성향에, 그리고 미디어 이용이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에
미친 직접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표 5>를 통해서 이들 개인 특성변수가 미디어 이용을 경유하여 포퓰리
즘 성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를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총효과에 의하면, 미디어 이용을 매개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 특성이 포퓰리즘 성향에 미친 영향은 반다원주의에서만 확인되었다. 첫째,
전통미디어 이용의 총효과는 0.039이며, 이 중 직접효과는 없었고, 간접효과만
이 확인되었다. 즉 전통미디어 이용률이 높을수록 뉴미디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반다원주의 성향도 증가되었다.
둘째, 연령의 총효과는 0.213이었다. 이 중 직접효과는 0.224, 미디어 이용
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0.011이었다. 이 경우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는 두 가
지 경향성을 가진다. 하나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였고,
전통미디어 이용은 다시 뉴미디어 이용을 이끌어 최종적으로 반다원주의 성향
을 증가시켰다. 다른 하나는 연령이 낮을수록 뉴미디어 이용이 많았고, 그 결과
로 반다원주의 성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반다원주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전통 및 뉴미디어를 경유하여 반다원주의를 이끄
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 수정모형의 총효과
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
전통미디어
×
뉴미디어
뉴미디어

구분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연령

-

-

-

0.213

0.224

-0.0111)

0.012

-0.022

학력

-

-

-

-0.005

-

-0.0052)

-0.005

-

-

3)

소득

-

-

-

-0.007

투표활동 지향도

-

-

-

-0.357 -0.329 -0.0284)

공적 신뢰 지향도

-0.130 -0.130

-0.007

-

-0.007

-0.007

-0.021

-

-

-

-

-

-

외적효능감 지향도

-

-

-

0.078

0.076

-0.0025)

-0.002

-

이념

0.229

0.22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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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엘리트주의

반다원주의

구분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전통미디어 이용

-

-

-

0.039

뉴미디어 이용

-

-

-

0.115

직접
효과

간접
효과
0.0396)

0.115

전통미디어
×
뉴미디어
뉴미디어
-

-

-

-

1) -0.011 = {0.297(연령 → 전통미디어 이용)×0.342(전통미디어 이용 → 뉴미디어 이용)×0.115(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 {-0.194(연령 → 뉴미디어 이용)×0.115(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2) -0.005 = -0.116(학력 → 전통미디어 이용)×0.342(전통미디어 이용 → 뉴미디어 이용)×0.115(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3) -0.007 = -0.058(소득 → 뉴미디어 이용)×0.115(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4) -0.028 = {-0.169(투표활동 지향도 → 전통미디어 이용)×0.342(전통미디어 이용 → 뉴미디어 이용)×0.115
(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 {-0.184(투표활동 지향도 → 뉴미디어 이용)×0.115(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5) -0.002 = -0.061(외적효능감 지향도 → 전통미디어 이용)×0.342(전통미디어 이용 → 뉴미디어 이용)×0.115
(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6) 0.039 = 0.342(전통미디어 이용 → 뉴미디어 이용)×0.115(뉴미디어 이용 → 반다원주의)

셋째, 학력과 소득의 총효과는 각각 –0.005과 –0.007이었다. 모두 직접효과
는 없었고, 간접효과만 확인되었다. 이 경우 학력과 소득이 미디어를 경유하여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미디어를
이용하고, 전통미디어 이용은 다시 뉴미디어 이용을 추동하여 최종적으로 반다
원주의 성향을 확산시켰다.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그 결과로 반다원주의 성향이 촉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력과 소득은 직접적으
로 반다원주의 성향을 이끌지 못했으나, 전통 및 뉴미디어를 경유할 경우 반다
원주의 성향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투표활동 지향도가 반다원주의를 추동한 총효과는 –0.357이었다. 이
중 직접효과는 –0.329, 간접효과는 –0.028이다. 이 경우도 미디어 이용의 매개
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록 전통미디어
를 많이 이용하였고, 전통미디어 이용은 다시 뉴미디어 이용을 이끌어 최종적으
로 반다원주의 성향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다른 하나는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
록 뉴미디어 이용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반다원주의 성향이 증가되었다. 즉
비투표활동이 반다원주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추동하는 동시에 전통 및 뉴미디
어를 경유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을 확산시키는 구조가 상이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외적효능감의 총효과는 0.074이었고, 이 중 직접효과는 0.076,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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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0.002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외적효능감이 높을수록 반다원
주의 성향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내적효능감이 높
을수록 전통미디어 이용률이 높았고, 전통미디어 이용률은 다시 뉴미디어
이용률을 높여 최종적으로 반다원주의 성향이 확산되었다. 즉 두 유형의 정
치효능감이 반다원주의 성향을 추동하는 메커니즘이 상이했다는 것이다.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이 반엘리트주
의 및 반다원주의 성향을 확산시키는 직접 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시
켜 주었다. 동시에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이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하는 매개체
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는 전통 및 뉴미디
어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엘리트주의(4.82)와 반다원주의는(3.51)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
였다. 다만 대중들 간에 형성된 반다원주의 보다는 정부나 엘리트에 대한 적대
감이 더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포퓰리즘 성향은 반다원주의보다 반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직접효
과가 확인되었다. 보수적 이념과 낮은 공적 신뢰는 반엘리트주의 성향을 이끌
며, 높은 연령과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 내적효능감보다는 외적효능감이 반다
원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즉 연령을 제외한 소득과 학력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평상시 정치적 관여가 부정적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 이는 소위 세계화 열패자설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 사람이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포퓰리즘 성향이 높다는 유럽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
며, 한국의 포퓰리즘이 사회경제적 기반에 두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적 이념이 기성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을 확산시킨다는 점은 서구의 연구결
과와 동일하지만(Hawkins et al. 2012), 현 정권이 진보정권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보수정권하에서는 진보적 이념이 반엘리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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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 한정한다면, 한국 포퓰리
즘의 대중적 기반은 이념적 정향과 평상시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시민, 정치엘리
트에 대한 신뢰의 부재,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외적효능감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이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하는 직접효과도 확인되었다. 전
통미디어의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뉴미디어는 반다원주의 성향을 직접 추동하
고 있었다. 즉 TV와 종이신문과 달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이용
자들이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비타협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 이용이 내집단 의식을 강화시켜 외집단에 대한 이념적 혹은 정치적 배타
성을 확대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하며(함민정･이성우 2021), 대중들의 자발성
을 유도하는 동시에 알고리즘과 같이 맞춤화된 메시지를 유통시키는 디지털 커
뮤니케이션과 부정적 포퓰리즘의 친화성을 환기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미디어 이용을 매개로 하여 포퓰
리즘 성향을 추동하는 간접효과 역시 규명되었다.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는 반엘리트주의 성향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고, 반다원주의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 및 뉴미디어 이
용이 반엘리트주의에, 그리고 전통미디어 이용이 반다원주의 성향에 미친 직접
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과 관련된다. 즉 인터넷과 SNS 등의 뉴미디어
이용만이 대중들 간의 배타성과 비타협성을 확산시키는 공간이었다는 분석결과
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뉴미디어는 직접적으로 혹은 개인 특성변수와 전통미
디어 이용을 매개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포퓰리스트 일방
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 및 태도와 결부될 때 포퓰리즘이 발현된다는 수요 측면
의 논의를 상기할 때, 뉴미디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포
퓰리즘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둘째, 뉴미디어의 매개효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뉴미
디어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매개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을 이끌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특성과 전통미디어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반다
원주의를 확산시켰다. 전자는 연령과 소득 수준이 낮고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
을 많이 할수록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그 결과로 반다원주의 성향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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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으며,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록, 내적효능감이 높을수록 전통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지속적인 전
통미디어 이용이 다시 뉴미디어 이용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반다원주의 성향
이 촉진되었다. 특히 뉴미디어 매개효과에 의한 연령과 소득 및 학력의 영향력
은 흥미로운 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젊은층과 학력이 낮은 사람은 인터넷과
SNS 등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과로 대중들 간의 배타성과 비타협성이
확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과 소득이 낮은 사람은 TV와 종이신문의
전통미디어의 이용이 다시 뉴미디어 이용을 촉진한 결과로 반다원주의 성향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주목할 것은 연령을 제외한 학력과 소득에 대한 뉴미디어의 매개효과
이다. 앞선 직접효과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학력과 소득은 반다원주의나 반엘
리트주의 성향을 직접 촉진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학력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그리고 소득은 뉴미디어를 경유하여 반다원
주의 성향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학력 및 교육 수준이 타 집단
에 대한 배타성을 확대하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이 미디어, 특
히 인터넷과 SNS의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다원주
의 성향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는 뉴미디어가 다양한 차원에서 포퓰리즘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들 스스로가 구축한 디지털 네트
워크는 직접적으로 부정적 포퓰리즘 출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만, 심지어 배타
성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뉴미디어 이용을 통해 내집단 의식의 강화와 외집
단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일상적인 관계를 대변하는 디지털 네트
워크가 포퓰리즘적 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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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이 반엘리트
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에 미친 직접효과와 이들 특성변수가 미디어 이용을 매
개로 하여 두 가지 포퓰리즘 성향에 미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디
어 이용의 매개효과가 뉴미디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대중의 부정적 포퓰리즘 성향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평소의 정치
적 관여에 의해 직접 발현되는 동시에 미디어에 의해서 증폭 및 확산될 수 있다
는 점을 밝히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미디어가 포퓰리스트뿐만 아니라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 다차원적인 성격
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포퓰리즘 성향에 미
치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 신뢰와 보수적 이념은 반엘리트
주의를, 그리고 높은 연령과 비투표활동 및 내적효능감은 반다원주의 성향을
확대하였다. 둘째, 뉴미디어 이용이 반다원주의 성향을 확산시키는 직접효과도
확인되었다. 셋째,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낮은 연령과 소득 및
비투표활동은 뉴미디어 이용을 경유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의 확산으로 이어졌
다. 또한 높은 연령, 낮은 학력, 비투표활동, 내적효능감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
어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반다원주의 성향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반다원주의 성향을 이끄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들 변수는
미디어 이용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반다원주의 성향의 확산시키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평상시 정치적 관여 방식이
포퓰리즘 성향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잠재된 개인의 특성이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에 의해서 반다원주의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효과는 전통미디어보다 뉴미디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최근
뉴미디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는 외집
단에 대한 배타성과 비타협성은 한국에서 잠재된 혹은 발현된 포퓰리즘의 한계
를 보여준다.
분명 일상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배태되는 이분법적 사고는 한국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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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즘이 반다원주의적 색채를 띤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어진 정보를 소비하고
습득하는 웹 1.0 플랫폼과 달리 웹 2.0 플랫폼에 기반한 뉴미디어는 대의민주
주의를 보완하여 참여, 공유, 개방의 아키텍처(architecture)가 될 수 있다는
기대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탈진실 시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뉴미디
어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속화시키는 위협의 공간으로 규정된다. 즉 대중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유도하는 플랫폼은 필터 버블에 갇힌 자기확증 편향을 가속
화시키고, 다양한 인종, 이념, 계급 등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가치를
침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
중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가치의 복원일 것이다.
이처럼 뉴미디어에서 배태되는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대중의 의식과 태도에
기댄 포퓰리즘 등장의 촉매제가 된다. 만약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업화된
혹은 이념화된 뉴미디어를 통해 외집단에 대한 비판과 도덕적 명확성을 갈망하
는 대중의 의식이 확대된다면, 정치적 동원이 필요한 포퓰리스트의 야망이 실현
될 최적화된 상황이 형성된다. 우리의 경우 유럽과 비교할 때 단순다수제의 선
거제도 때문에 새로운 포퓰리스트의 등장이 쉽지 않으며, 인종, 언어, 종교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균열구조의 부재는 새로운 포퓰리스트나 포퓰리즘 정당의 출
현을 저지하는 이유가 된다(하상응 2018). 오히려 기성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성공을 위해 포퓰리즘적 언어와 담론을 미디어를 통해 설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념, 세대, 지역, 성별의 균열구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현실이다. 만약 선거제도 개혁과 같이 포퓰리즘 등장을 가로 막
는 일정한 장애 요인이 해소된다면, 한편으로는 정치적･사회적 균열구조에, 다
른 한편으로는 뉴미디어를 통해 이분법적 인식을 학습한 대중에 편승한 새로운
포퓰리스트의 등장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기성 제도권 엘리트 역시 대중의
배타성을 자양분으로 지속적인 포퓰리스트적 행태를 이어갈 것이다. 민주주의
가 포퓰리즘에 던지는 또 다른 요구는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배타성을 학습하는
대중과 그에 기대 정치인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는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뉴미디어가 포퓰리즘 성향에 미친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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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미디어 활용의 다양한 행태를 조사하여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폐쇄형 및 개방형 SNS의 이용 패턴을 확인
하거나 혹은 온라인 정치토론, 글쓰기 활동, 댓글 달기 등 뉴미디어 활용의 다양
한 방식이 포퓰리즘 성향을 추동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에 대한 신뢰성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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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Structure of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Media Use and
Populist Attitudes
Do Myo Yuen | Keimyu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influence structure of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media use and populist attitudes in South Korea. To be specific,
the direct influence of age, education, income, political participation method, trust,
political efficacy and ideology on media use, anti-elitism(AE) and anti-pluralism(AP)
was analyzed. The indirect influence of these characteristics on two populist
attitudes was also analyzed through the media use. Media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media such as TV and newspaper and new media such as Internet and S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irect influence such as low
institutional trust and conservative ideology on AE, and high age, non-voting
activity and external efficacy on AP was shown. Second, direct influence of the
use of new media on the AP was also confirmed. Third, mediating effect of media
use was also verified. Low income, low age and non-voting activity were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d on AP through new media use and high age, low education,
internal efficacy and non-voting activity were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d on
AP through traditional media and new media sequentially. In particular, education
and income were influenced on AP only by the mediating effect of media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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