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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그로 인한 지역분권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로컬리즘

(localism)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 로컬리즘이 중요하게 간주되

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로컬리즘의 강화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를 강화시

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

역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ug, 1980). 특히, 지구촌의 각 지역 간 기능적 통합이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각 지역이 국가내의 한 지역으로서의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컬리즘에 한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것이다. 즉, 세계화

라고 하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각 지역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거듭

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지역은 나름의 인문‧자연환경적 조건에 

기반하여 지역기능을 특화시키거나 때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적극적 특화활동

을 통해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 민, 1999). 이

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각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지역

사회에 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한 유 와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에 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로컬리즘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지역사회 유 와 공동체 의식은 특정 지역사회내의 독특한 경제활동, 사회집

단의 특성, 혹은 지역 내의 전통문화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지

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다양한 지역활동을 주관하거나 

후원함으로써 지역구성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언론매체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언론은 지역구성원의 유  형성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지역 구성원들 간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유 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언론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언론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 중재하고, 지역의 의

미와 상징을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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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다(이 민, 1999).  

최근 인터넷, DMB, 위성방송과 같은 지역적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기술의 등장은 지역언론에 의한 로컬리즘의 실현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강명현 ‧ 홍석민, 2005). 즉, 인터넷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원하기

만 하면 지역 프로그램을 피해서 동일한 시간 의 중앙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방송을 위협하고 있다. DMB 역시 이동성이 구

현되는 매체적 성격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시청권이라

는 권역별 구분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지역매체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지역언론으로서의 위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상윤,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 그 가능성을 점검

해 보는 것은 오늘날의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역할에 한 연구는 주로 미

국을 중심으로 지역TV 시청이나 지역신문 구독과 같은 지역매체의 이용이 지

역사회 유  및 공동체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하

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지역언론이 지역정보를 제공하거나 지

역주민을 결속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지

역정체성 형성이 가능하다는 주장 하에서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에 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어떻게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지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역 방송프로그램 개선(주정민, 2005; 전환성, 2001; 

정상윤, 2001)이나 방송법․제도 개선(이진로, 2004; 정상윤, 2003; 하종원, 

2003) 등 주로 정책적 차원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적 차원의 논의

만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정체성 형성에 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어 방송프

로그램이나 신문의 뉴스보도 개선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명현∙조정열, 2003). 물론 지역언론은 지역 프로그램이나 

지역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지역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

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함으로

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한 유 와 관여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축제나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 지역사회의 단체나 조직을 후원하는 

것,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들은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또 다른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TV, 지역신문,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에 한 연구는 지역언

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매체 환경 하에서 지역언론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문헌연구

1) 지역정체성 형성 메커니즘으로서의 지역언론

정체성(identity)이란 나 자신 혹은 우리는 무엇인가에 한 것으로, 나 자신 

혹은 우리를 다른 사람 혹은 집단과 구분시켜주는 본래의 성질 또는 본래의 가

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일성(identification)과 개별성(individuality)이 그것이다(Relph, 1976). 

즉, 정체성은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징인 동일성이라는 측

면과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인 개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특정 지역이 갖는 정체성인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는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시켜주는 여러 요

소들 즉, 그 지역의 역사, 전통, 환경, 지형, 지세,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지역적 

요소들에 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주원 2002). 

지역정체성은 일정한 지리적 역 내에 있는 집단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지리

적 역에 근거한 집단 간에 상호교류가 진행될 때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Entrinkin, 1991).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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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역에 한 친 감을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공유하

는 다른 사람들과 집단정체성을 함양하게 된다(Relph, 1976). 지역성 혹은 지역

의식으로 표현되는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우리’라는 동아리의

식을 통해 형성되며, 특히 지역사회 외부로부터의 ‘타자의식’을 통해서 더욱 강

화된다(이 민, 2003). 이렇듯 지역정체성은 공동체적 가치와 지식이 공유되어

야 형성될 수 있다. 즉, 지역에 기반 한 가치와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구성

원들은 내적 응집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민, 1999).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결속력을 유도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정도와 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

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 민, 2003, p. 32). 

특정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집단의 특성, 그리

고 그 지역 특유의 역사나 문화 같은 지역요소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내부적

으로 범주화시키는 토 가 된다. 비록 현 사회의 물질적 토 와 생활양식이 지

역사회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적 요소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 민, 2003). 일반적으

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특정 지역은 정체성

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Cuba & Hummon, 

1993)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 사회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특정 지역

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정체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 지역에 

한 개발이나 그 지역에 한 상징화를 통해 그 지역에 한 정체가 이루어졌

을 때 정체성 형성은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클과 파일(Michael & Pile, 

1993)도 지역이나 도시에 한 상징화는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수단이며 더 나

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현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지역구성원들이 면접촉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

되기는 어렵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도시화와 그로 인한 도시지역 공동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차원의 지역공동체의 규모와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면접촉이라는 제한된 행위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통합적인 정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이 민, 2003). 따라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연결시켜 주고 이들을 응집시켜주는 언론매체

와 같은 매개체가 정체성 형성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에 이



르 다. 지역의 정보를 빠르게 유포시키고 확산시키는 지역언론은 특정 지역이 

보유한 기존의 독특한 전통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게는 그 지역 특유

의 이미지를 창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이 민, 1999). 이렇듯, 지역언론은 지

역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지역정체

성 형성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주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환경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성 구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 또

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이치백

(1987)은 지역신문의 사회적 기능으로 로컬리즘의 구현, 애향심의 고취 및 지역

주민의 합의도출, 지역 밖의 뉴스를 지역사회와 연결, 지역사회 이익의 변, 지

방행정기관에 한 비판과 감시 등을 제시하 으며, 권혁남(1994)도 지방화 시

에 있어 지역신문의 역할로서 지역주민의 애착심 또는 애향심 고양, 지역주민

에 한 정확한 정보제공, 지역정치나 행정의 감시자 역할, 그 지역만의 생활정

보 제공, 중소상인들을 위한 광고매체로서의 기능, 지역주민의 악세스권 충족 

등을 제시하 다. 또한 고 철(2003)은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지역신문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한 환경감시. 애향심 고취,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한 

합의도출, 지역사회문화 창달 및 전수, 지역사회 이익의 변, 지역주민의 여론

변 등 6가지로 범주화하 다. 이처럼 지역언론의 역할에 한 국내 학자들의 

논의는 다양하지만, 체로 지역정보의 제공, 지역주민의 결속 그리고 지역공동

체 발전에의 기여(한진만, 1995)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 유  및 관여의 관계

파크(Park, 1929)이래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 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역

할을 제시하 다. 그는 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더불어 신문과 같은 지역매체

가 지역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이 지역사회

라는 집단적 실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파크(Park, 1929)의 이러한 생각은 이후에 제노위츠(Janowitz, 1952)가 제시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 참여

하 던 “지역사회 통합가설”(community integration hypothesis)에 반 되었으

며, 파크처럼 제노위츠도 개인이  지역사회로 통합되는 제도화된 사회적 메카니

즘의 하나로 신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개인은 지역사회 유 (community 

ties)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며, 신문이 이를 위한 촉진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또한 그는 지역언론이 독자들의 개인적, 사회적 접촉을 확장

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지역단체에 한 뉴스와 사회적, 개인

적 뉴스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언론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단체의 활동과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파크(Park, 1929)와 제노위츠(Janowitz, 1952)의 신문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에 한 독창적인 관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즉, 신문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의존감과 귀속의식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며,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Stamm & Fortini-Campbell, 1983). 신문은 지역사

회 통합의 수단으로서(Greenberg, 1963) 집단활동을 지지하고 개인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에 한 위협을 폭로하고, 지역이슈를 규정하고, 지역의견

을 반 함으로써 통합과정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Edelstein & Larson, 1960). 

신문은 지역민의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기여를 보도함으로써 지역민의 시민의

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단체의 활동을 보도함으로써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그러한 단체의 중요성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체에의 참여도 이

끌어낼 수 있다(Stamn, 1983).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가설에 근거하여 많은 연구들은 지역매체의 이용이 어

떻게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들에서 지역사회 통

합이란 개인이 지역사회의 삶에 일체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서(Stamm & Weis, 1983; Stamm & Fortini-Campbell, 1983; Stamm, 1985)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상호의존감을 형성시키고 확 시키는 것

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통합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거

주하는 지역에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몇 몇 연

구자들이 지역사회 오리엔테이션(Kromer, 1987), 지역사회에 한 자부심

(Fredin & Becker, 1987), 지역사회에 한 몰입(Jeffres, Dobos, & Sweeney, 

1987), 지역사회 평가(Becker & Fredin, 1987) 같은 개념들 하에서 지역사회 

통합에 해서 다루었지만,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 유 (community 

ties)를 지역사회 통합의 외적인 신호로 간주하여(Finnegan & Viswanath, 



1988) 이것이 지역매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유 란 지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서 갖는 유 를 나타

내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성격1)에 따라 장소에 한 유 (ties to place), 구조

에 한 유 (ties to structure), 과정에 한 유 (ties to process)로 구분될 

수 있다(Stamm & Fortini-Campbell, 1983). 먼저, 장소에 한 유 란 지리적 

장소에 기반한 공간적 유 를 말하며, 여기에는 장소로서의 그 지역에 한 일

체감이나 친 감, 애착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구조에 한 유 란 지역사회

의 구조적 산물로서의 여러 집단이나 단체와의 유 를 말하는 것으로, 집단이나 

단체와의 일체감이나 소속감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정에 

한 유 는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이슈나 절차에 해 개인이 갖는 

유 로서, 과정과의 유 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지역선거에의 참여이다. 

즉, 지역투표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에 관심을 보이

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에 한 유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탬(Stamm, 1985)은 이러한 유형의 지역사회 유 가 각각 “공간적,” “인지

적,”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적”인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애

착”(attachment), “소속감”(membership), “일체감”(identification), “참여” 

(participation), “관여”(involvement)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 로 구체화하

다. 그러나 스탬(Stamm, 1985)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지역사

회 유 와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커뮤니케이션적 유 인 관여를 애착, 소속

감, 일체감과 같은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지역사회 유 와 구분하 다. 여기서 

지역사회 관여란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에 주목하고(attending), 이해하고

(orienting), 연결시키고(connecting), 조정하는(manipulating) 것(Carter, 1973)

과 같이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유 가 인지적, 감정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 또는 느낌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지역사회 관여는 커뮤

니케이션적 또는 행위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유 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개념인 지역사회 유 와 행

위적 차원의 개념인 지역사회 관여를 구분되는 개념으로 간주하 다. 

1) Stamm & Fortini-Campbell(1983)에 의하면, 지역사회(community)는 그 성격에 따라 

지리적 경계를 갖는 특정 장소로서의 지역사회, 구조적 산물로서의 집단이나 단체로서

의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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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유 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관여를 지역사회 유 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서 지역언론과 지역사회 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형성에 기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시되

었다. 파크(Park, 1929)는 신문구독이 지역조직에의 멤버쉽 가입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 으며, 제노위츠(Janowitz, 1952)는 지역신문에 한 구독이 지역

사회 오리엔테이션, 지역적 합의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지역의 전통 형성에 기

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리어(Greer, 1965)는 지역언론이 지역의 정치적 

관여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 으며, 에델스테인과 라슨(Edelstein & Larson, 

1960)은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에 한 감정(community feeling)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좀 더 최근에는, 신문이외에 TV, 라디오,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매체의 이용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유 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

이 발견됨으로써 (Edelstein & Larson, 1960; Emig, 1995; Fnnegan & 

Viswanath, 1988; Jeffres, Dobos, & Lee, 1988; Neuwirth & Neff, 1989; 

Stamm & Fortini-Campbell, 1983; Stamm & Weis, 1986)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었다.

초기의 학자들은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

에 지역매체와 관련하여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바로 지역매체가 지역사회의 회

복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가

설은 매스미디어와 지역사회에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체로 간과되어 왔다. 

왜냐하면 최근의 학자들은 지역매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지역매체의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지역매체 이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촉진되는지를 주로 점검하 기 때문이다(Denbow, 1975). 따라서 이들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 유 가 지역매체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둘 간의 관계가 다루어져왔다. 

이러한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 유 간의 관계에 한 논의는 이들 간의 

관계가 하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Stamm, 

Emig, & Hesse, 1997)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유 가 

지역매체 이용에 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유 와 지역매체 이용 간의 

관계양상은 둘 중 어느 하나의 관계양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연구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두 변인 간의 관계양상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연구의 취지가 지역사회 유  형성에 있어 지역언론의 역할을 점검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전자의 관계양상이 적합할 것이며, 지역매체의 이용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의 관계양상이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언론사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서 첫 번째 관계양상의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 유  및 관여 간의 관계에 한 많은 연구들에서

는 TV, 라디오, 신문,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매체의 이용이 지역사회에 한 애

착, 일체감, 소속감, 관여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Edelstein & Larson, 1960; Emig, 1995; Finnegan & Viswanath, 1988; 

Jeffres, Dobos, & Lee, 1988; Neuwirth & Neff, 1989; Stamm & 

Fortini-Campbell, 1983; Stamm & Weis, 1986). 그러나 지역매체와 지역사회 

유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지역매체의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 유 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거주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예를 들어, 피네간과 비스워나쓰(Finnegan & Viswanath, 1988)는 

지역 주간신문의 이용, 도시 일간신문의 이용, 그리고 지역 케이블TV의 이용

이 지역사회 유 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 주간지 구독은 집소유와 

같은 공간적 유  그리고 지역시설의 이용이나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유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레스, 도보스 그리고 리

(Jeffres, Dobos, & Lee, 1988)도 TV뉴스에 한 시청이 이웃과의 유 와 긍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인쇄매체의 이용은 이웃과의 유 와 덜 명확하게 관

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 다. 스탬과 포티니-캠벨(Stamm & 

Fortini-Campbell, 1983)도 모든 지역사회 유 는 신문구독과 어느 정도 긍정

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지역사회 유 와 신문구독간의 관계는 지

역사회 유 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 다.

또한,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 유 간의 관계는 지역민이 어떠한 정착단계

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스탬과 포티니-캠벨(Stamm & 

Fortini-Campbell, 1983)은 지역사회 유 와 신문구독 간의 관계가 거주민이 

어떠한 정착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스탬, 에

미그, 헤시 (Stamm, Emig, & Hesse, 1997)도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 관여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역사회 관여에 한 미디어의 기여는 거주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특히, 미디어 이용과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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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여 간의 관계는 관여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착단계(settling stage)

에 있는 집단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신문과 TV는 단지 정착중인 단계

(settling stage)에서만 지역사회 관여와 상관관계를 보 으며, 라디오는 정착된 

단계(settled stage)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연구가설 1】지역매체 이용은 지역사회 유 (소속감, 일체감, 애착)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지역매체 이용은 지역사회 관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소속감, 일체감, 애착)와 관여

에 미치는 향은 매체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4】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소속감, 일체감, 애착)와 관여

에 미치는 향은 거주민 유형(표류자집단, 이주계획자집단, 

정착민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미치는 향 

피크(Peak, 1998)는 지역사회관계(community relations)를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들 사이에서 조직과 지역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그 환경을 유

지하고 확 하는 조직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참여”(p. 117)라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AT&T의 지역사회관계 지침에서는 지역사회관계를 기업

과 관계되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갖는 욕구와 기 를 알고 이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PR로 보고 있다(Grunig & Hunt, 1984, 2004). 이러한 논

의들에 근거해 보았을 때, PR의 한 기능으로서 지역사회관계란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기 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함으로써 조직과 지역사회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관계의 기원은 미국에서 제조업, 교통, 소매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1800년 와 1900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당시 일부 기업들은 

노동자나 사회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활동을 하 다. 기업의 계속된 

부도덕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중들로 하여금 이에 항의하도록 만들었으며, 일



부 기업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재단 그리고 

그 외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다른 활동들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기업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복지 간에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자, 많은 조직

들은 지역사회관계가 자신의 조직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 에서 지

역사회관계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지역사회관계는 

조직의 사업상의 이익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지원이라는 조

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의 일부로서 행해지고 있다(Ledingham & 

Bruning, 2001). 오늘날 부분의 조직은 지역사회의 복지에 해 책임을 인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관계가 그러한 책임감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eitel, 1998). 

초기에 지역사회관계는 조직이 지역사회에 금전적인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인

식되기 시작하여 점차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관련 이벤트 등 지역사회관

계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지역사회관계로 발전해 왔다. 이

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관계는 명분마케팅, 사회마케팅 등 마케팅의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내부 조직원을 연결시키는 PR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모습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김 욱, 2003).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에는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제, 공공

서비스, 지역사회단체와의 전략적인 연 , 후원사업, 기부활동 등이 있다. 그러

나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과 지역사회 모두

에게 상호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고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시설을 공급받고 

지역사회의 성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두원, 1997). 

지역사회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에 한 충성도, 만족도, 

구매의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관계가 조직차원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주었다(Bruning & Ledingham, 1998, 2000a; 

Ledingham & Bruning, 1997, 1998b, 2000; Ledingham, Bruning, Thomlison, 

& Lesko, 1997; Ledingham, Bruning, & Wilson, 1999). 그러나 지역사회관계

가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상호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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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해서는 어떠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크러크버그와 스탁(Kruckberg & Stark, 1988)도 현  PR

이 지역 공동체의 상실에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해서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유지에 

있어서 PR에 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 

크러크버그와 스탁(Kruckberg & Stark, 1988)은 PR을 “지역공동체를 회복

하고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역사회관계가 공동체의식

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 다. 그리하여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시킬지

를 고민하 던 시카고학파의 이론에 근거하여, PR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에 해 논의하 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여가활동, 교육, 예술 

그리고 놀이터나 공원이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내의 

거  집단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제시하 다. 그들은 조직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주

최하도록 이끔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더 나

아가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각 지역의 언론사들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상

으로 행하는 축제, 이벤트, 세미나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역사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은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역방송사들이 개최해 온 다양

한 문화행사는 이러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BS부산방송총국은 지역민의 유 감 강화를 취지로 ‘부산시민 걷기 회’

를 개최한 바 있고, KBS 전방송총국도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그린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춘천 문화방송도 지역민의 문화발전을 위해 ‘한국현 조각 초 전’

을 주최 및 주관해왔다 (강명현∙조정렬, 2003). 이렇게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에

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한 소속감과 일체감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한 애착을 느끼도록 할 것

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사회관계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유  및 관여의 형성은 거주민의 

거주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후 이주계획이 있는 

지역민의 경우 지역언론에 의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에 해서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가 지역사회 

유 나 지역사회 관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지역에 오랫

동안 거주했고 또 향후 계속해서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경우 지역언론이 지역

사회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들을 자신들의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 경험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에 한 참여는 지역사회에 한 일체감이나 소

속감, 애착 그리고 관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

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연구가설 5】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민의 

지역사회 관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

는 향은 거주민 유형(표류자집단, 이주계획자집단, 정착민집

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매체의 이용이나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 

유 는 지역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관여하는 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연구들은 소속감, 애착감

과 같은 지역사회 유 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역사회 참여나 관여와 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소속감이나 애착과 같은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참여하는 데 촉매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Chavis & Wandersman, 1990; McMillan & Chavis, 1986; 

Newbrough & Chavis, 1986). 더불어 지역사회 유 가 높은 사람일수록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 공무원과의 접촉, 공공문제해결 노력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은 

문제에 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av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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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er, 198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한 유 가 관여에 미치는 향 역시 거주민 유형에 따라

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주계획이 없는 정착민들의 경우 그 지

역에 거주하면서 형성된 유 감이 지역사회에 한 관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

은데 반해,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주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역사회에 한 유 가 지역사회의 여러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

결하려는 노력으로 발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연구가설 8】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소속감, 일체감, 애착)는 지역사회 관

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9】지역사회 유 (소속감, 일체감, 애착)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

는 향은 거주민 유형(표류자집단, 이주계획자집단, 정착민집

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상으로 

2007년 10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상지역으로 원주

시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도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도시에 해당한

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다. 더불어 원주의 경우 의료혁신산업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원주지역으로의 이전이 결정됨으로써 외부인들

이 새롭게 유입되는 등 근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원주지역에 있어 지역사회 유  및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도시



라고 판단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에서 편의적으로 추출되었다. 원주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이동이 주로 원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시민

을 표본추출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원주시내 중심가

와 학가, 운동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자들에 의해 배포되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작성 완료 후 설문

조사자들에 의해 바로 수거되었다. 그 결과 총 33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게 이루진 것을 제외한 최종 301부가 자

료분석을 위해 이용되었다. 

 

2) 주요 변인 측정

(1) 지역매체 이용

본 연구를 위한 지역매체로서 공중파TV, 케이블TV,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무가지가 고려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역매체 이용은 주로 시청량이나 

구독여부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시청량을 통해 지역매체 이용정

도를 측정하는 것은 순수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정도가 파악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신문구독 역시 신문구독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문을 읽는 것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신문이용을 측정하는 적

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송 이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주에 위치한 두 공중파 방송사(괄호내용 삭제)와 원주지역 케

이블TV 방송국이 각각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 지역성을 반 하는 프로그

램을 선별하여 응답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지 이를 1(전

혀 보지 않는다)부터 7(항상 본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하 다. 더불어, 

지역신문 이용정도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버전을 포함하여 중앙일간지, 강원지역

일간지(괄호내용 삭제), 원주지역무가지(괄호내용 삭제)를 각각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읽는지를 통해서 측정하 다. 그러나 연구결과 부분에서 각 지역매체에 

한 이용정도와 관련하여 매체사간 비교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매체사에 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여, 두 공중파 방송사의 경우 ‘A 공중파TV 

방송사’와 ‘B 공중파TV 방송사’로 나타내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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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관계 활동 참여

지역주민들이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얼마나 참여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원주지역의 두 개 공중파방송사와 원주지역 무가

지가 각각 지난 2년 동안 원주지역을 상으로 어떠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을 행

해왔는지를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공중파 방송사와 

원주지역 무가지의 지역사회관계 활동만을 살펴본 이유는 강원지역 일간지의 

경우 주로 강원도 지역 전체를 구독자층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주지역만을 

상으로 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을 거의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

블 방송사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활동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본 

연구 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전조사결과, 지역매체사는 아래의【표 1】에 제시

된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들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두 

공중파방송사와 원주지역무가지가 주최 및 후원한 지역사회관계 활동 중에서 

응답자가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몇 개나 되는지를 각 매

체사별로 답하도록 하 으며, 이로써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정도를 측

정하 다. 또한, 연구결과부분에서 각 지역매체사의 지역사회관계활동에 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매체사에 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

하여, A 공중파TV 방송사, B 공중파TV 방송사 등의 방식으로 나타내도록 하

다. 

 매체사   지역사회관계 활동 내역

A 공중파방송사
교양강좌, 인형극<빨간모자>공연, 단종제기념 세 화합콘서트, 

원주시민의 날 기념축하공연, 종합이동봉사, 각종 행사 후원 등

B 공중파방송사

임신육아교실, 여성교양강좌, 신춘가족음악회, 강원도야생화전시회, 

어린이 인형극, 오감으로 느끼는 숲체험, 동강축제 라이브콘서트, 

모범장병초청문화탐방, 장애인한마당축제, 하나되는 마음 

월드컵응원전, 굿모닝 B-boy 등

원주지역 무가지

 원주사랑 걷기 행진,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원주시민 

줄넘기 회 및 에어로빅 경연 회, 원주사랑 얼 찾는 테마여행, 

원주사람들 책자 발행 등



(3) 지역사회 유

지역사회 유 에 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유 를 거주기간, 집소유 여부, 

멤버쉽여부, 지역시설 이용횟수, 투표참여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측정하 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부분인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유 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를 접근하고자 하 다. 그리하여 기존 문헌에서 나타

난 다섯 가지 형태의 지역사회 유 -애착, 일체감, 소속감, 참여, 관여-중에서,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유 인 소속감(membership), 일체감(identification), 애

착(attachment)을 지역사회 유 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로 간주하 다(Stamm, 

1985). 그리하여 소속감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각 세 개의 문항과 애착을 나타

내는 네 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소속감은 “내가 원주주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알고 있다,” “원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면 왠지 낯설다”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일체감은 “원주사람

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원주 사람들을 비

난하면 기분이 나쁘다,” “스포츠 경기에서 원주선수들이 지면 속상하다” 세 문

항으로 측정되었다. 애착은 “내가 원주 주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원주에 

오래 살고 싶다,” “원주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원주를 좋

아한다” 네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이들 문항에 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도록 요청되었다. 

(4) 지역사회 관여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관여는 카터(Carter, 1973)가 지역사회 관여를 나타내

는 행위들로 제시하 던 5가지 행위-지역사회의 현안에 주목하는 것(attending), 

이해하는 것(orienting), 동의하는 것(agreeing), 교류하는 것(connecting), 조정하

는 것(manipulating)-중 스탬과 포티니-캠벨(Stamm & Fortini-Campbell, 1983)

에 의해 조정된 네 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 네 가지 항목은 “나는 

원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안에 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

다,” “나는 원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자주 얘기를 나

눈다,” “나는 원주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해서 많이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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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원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다. 응답자들로 하

여금 이 네 가지 문항에 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사

이의 점수를 나타내도록 하여 이들 항목의 평균점수를 지역사회 관여 정도로 

간주하 다.  

(5) 거주민 유형 

거주민 유형은 스탬과 포트니-캠벨(Stamm & Fortini-Campbell, 1981)이 거

주기간과 지역에의 향후 거주여부에 근거하여 4가지 거주민 집단으로 분류하

던 방식을 그 로 채택하 다. 먼저, 거주기간에 근거하여 원주지역에 5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각각 단기체류자와 장기거주자로 구분

하 다. 그리고 향후 이주의향과 관련하여, 이주의사가 별로 또는 전혀 없는 사

람을 지속체류자로 그리고 향후 이주의향이 조금 또는 많이 있는 사람들을 이

주계획자로 구분하 다. 그리하여, 단기체류자이면서 이주계획이 조금 또는 많

이 있는 사람들을 표류자집단(drifters)으로, 단기체류자이면서 이주계획이 별로 

또는 전혀 없는 사람들을 정착단계에 있는 집단(settling)으로, 장기거주자이면

서 이주계획이 조금 또는 많이 있는 사람들을 이주계획자집단(relocaters)으로, 

마지막으로 장기거주자이면서 이주계획이 별로 또는 전혀 없는 집단을 정착민

집단(settled)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에서 표류자 집단은 35명

(11.6%), 정착 단계에 있는 집단은 5명((1.66%), 이주계획자집단은 109명

(36.2%), 정착민집단은 90명(29.9%)인 것으로 나타나2), 본 연구에서는 극소수

를 차지하는 정착단계에 있는 집단을 제외한 표류자집단, 이주계획자집단, 정착

민집단 세 집단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3) 신뢰도 검증

다항목으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내적 신뢰도를 크롬바흐 알파(ɑ)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은 각각 .55, .85, 

.91로 소속감의 경우만 약간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

2) 거주유형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62명의 응답자가 이주의향에 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으로써 거주유형에 따른 하위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전체 

301명 중에서 239명만이 거주유형에 따른 하부 집단에 포함되었다..  



었으나, 나머지 두 요소는 어느 정도 내적 신뢰도를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속감의 경우 내적 신뢰도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기존 연구

에서 소속감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더불어 

지역사회 관여의 경우도 .88로 내적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결과 

먼저, 전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44.9%, 여성

이 53.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8세 정도 으

며,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13.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4.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3.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6.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8.3%, 500만원 이상이 3.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학재학 및 졸업이 4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이 36.6%, 고졸미만이 11.1%, 학원 재학 및 졸업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보면, 자 업이 27.8%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학생이 21.7%, 판매/서비스/ 업직이 16.4%, 주부 

9.7%, 전문직 8.0%의 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의 지역사회 유  정도를 살펴본 결과, 소속감이 3.44(SD=.87), 

일체감이 3.74(SD=.93), 애착이 3.52(SD=.10), 지역사회 관여는 2.83(SD=.92)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유  정도는 약간 높은 반면 지역사회관여 

정도는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A, B 두 공중파TV 방송사의 지역프로그

램에 한 시청정도는 각각 2.32(SD=.93)와 2.62(SD=.91)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블방송의 경우 1.83(SD=.85)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구독 정도에 있어서 중앙일간지 구독시간은 하루 평균 50분(SD=41.13) 정

도인 반면에, 강원지역 신문은 13분(SD=22.79), 원주지역 무가지는 약 10분

(SD=20.22)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신문 구독시간이 중앙지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을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매체사가 주관 및 후원하는 지역행사 

및 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A, B 두 공중파TV 방송사의 활동에 한 참여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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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2회(SD=.84)와 .75회(SD=1.49) 으며, 원주지역 무가지의 경우 ,28회

(SD=.7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지역매체사가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거주민 유형별 주요 변인들에 한 기술통계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류자집단의 경우 지역사회 유  및 관여를 살펴보면, 소속감이 

2.46(SD=.94), 일체감 3.26(SD=.88), 애착 2.75(SD=.87), 관여 2.36(SD=.81)

인 것으로 나타나 일체감의 경우만 약간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사회 유

와 관여는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매체 이용 정도는 A 공중파

TV 방송사 프로그램에 한 시청정도가 1.69(SD=.82), B 공중파TV 방송사가 

2.02(SD=.86), 케이블방송이 1.49(SD=.58)로 나타나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중앙지 구독시

간이 하루 평균 38.5분(SD=.30.71), 강원지역신문 구독시간이 약 1분

(SD=2.74), 원주지역 무가지 구독시간이 약 3분(SD=.10.20) 정도인 것으로 나

타나 중앙지 구독시간에 비해 지역신문 구독시간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었

다. 지역매체사가 제공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정도는 A 공중파TV 방

송사 활동에의 참여는 .21회(SD=.93), B 공중파TV 방송사 활동의 경우 .43회

(SD=.80), 원주지역 무가지 활동의 경우 .06회(SD=.24)를 보임으로써 그 참여

정도가 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주계획자 집단의 경우, 소속감이 3.32(SD=.82), 일체감이 

3.72(SD=.93), 애착이 3.34(SD=1.06), 관여도가 2.65(SD=.90)인 것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유 는 약간 높은 반면 관여도는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지역매체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A 공중파TV 방송사 

프로그램에 한 시청은 2.30(SD=1.00), B 공중파TV 방송사는 2.69(SD=.97), 

그리고 케이블방송은 1.80(SD=.86)인 것으로 나타나 체로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 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중앙지 구독시

간이 하루평균 약 49분(SD=.43.19)을, 강원지역신문은 약 13분(SD=.24.96)을, 

그리고 원주지역 무가지는 약 11분(SD=22.41) 정도를 읽는 것으로 나타나 중

앙지 구독시간이 지역일간지 및 지역 무가지 구독시간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매체사가 제공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정도는 A 공중

파TV 방송사 활동에의 참여가 .35회(SD=.96), B 공중파TV 방송사 활동에의 

참여가 .82회(SD=1.31), 원주지역 무가지 활동에의 참여가 .26회(SD=.75)인 것



으로 나타나 그 참여정도가 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유  및 관여, 지역매체 이용정도,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 정도

가 표류자 집단보다는 약간 더 높거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착민 집단의 경우 소속감이 3.85(SD=.69), 일체감이 

4.07(SD=.90), 애착이 4.09(SD=.79), 관여도가 3.11(SD=.88)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지역사회 유  및 관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이용 정도

는 A 공중파TV 방송사 시청이 2.58(SD=.97), B 공중파TV 방송사 프로그램 

시청이 2.80(SD=.83), 케이블방송 시청이 2.12(SD=.89)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프로그램에 한 시청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구독과 관

련해서는 중앙지 구독시간이 하루 평균 약 52분(SD=42.48), 강원지역 일간지 

구독시간이 약 18분(SD=25.24), 원주지역 무가지 구독시간이 약 11분

(SD=21.9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지 구독시

간이 지역신문 구독시간에 비해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매체사가 제공

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A 공중파TV 방송사 활동에의 참여가 .39

회(SD=.68), B 공중파TV 방송사 활동에의 참여가 .92회(SD=1.92), 원주지역 

무가지활동 참여가 .32(SD=.87)회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도가 극히 저조한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유  및 관여, 지역매체 이용정

도,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표류자 집단과 이주계획자 집단 보다는 

약간 더 높거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 가설검증

(1)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한 시청과 지역신문 구독이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인 소속

감, 일체감, 애착과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표 2】참조).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중파방송 중에서는 A 공중파TV 

방송사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만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 모두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공중파TV 방

송사의 지역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지역민의 소속감, 일체감, 애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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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관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케이블방송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은 지역사회 유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관여

에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케이블방송의 지역프로

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관여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B 공중파TV 방송사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은 지역사회 유 와 관

여 모두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지역

방송 

시청

 

 A공중파방송시청

 B공중파방송시청

 케이블방송시청

.30

.09

-.02

3.06**

.90

-.23

  .33

  .10

  .11

3.75**

 1.13

 1.41

  .32

  .10

  .14

3.55**

 1.14

 1.78

.18

.15

.19

1.98*

1.68

2.40*

F
 R²

     12.17**

       .12

     27.33**

       .25

     29.21**

       .26

     23.08**

       .21

신문

구독

 중앙일간지구독

 강원지역일간지구독

 원주지역무가지구독

  .05

  .32

 -.11

  .56

3.01**

-1.13

 -.06

  .31

  .01

 -.65

 2.52*

  .08

 -.02

  .37

  .04

 -.27

3.52**

  .36

  .10

  .29

 -.01

 1.19

2.81**

 -.05

F
 R²

      4.89**

       .08

      5.34**

       .09

      9.50**

       .14

      7.92**

       .12

 * p<.05,  ** p<.01

지역신문 이용과 관련해서는 강원지역 일간지 구독만이 지역사회 유 와 관

여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중앙일간지 구독과 원주지역 무가지 구독은 어떤 것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지역일간지를 많이 읽을수록 지역주

민의 소속감, 일체감, 애착, 그리고 관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과 같은 지역매체

의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고 할 것이며, 지역매체의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은 매체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매체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

지되었으며,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또한,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거주민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거주기간이 짧고 이주의향이 있는 표류자 집단의 경우(【표 

3】 참조), 공중파방송 및 케이블방송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이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와 지역사회 관여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중앙 및 지역신문구독도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지역

방송 

시청

 

 A공중파방송시청

 B공중파방송시청

 케이블방송시청

  .37

  .19

  .05

 1.53

  .87

  .24

  .35

  .06

  .02

 1.34

  .25

  .08

   .55

  -.17

  -.05

  2.10

  -.70

  -.23

 .54

-.15

-.05

 2.06

 -.64

 -.24

F
 R²

     4.52**

      .31

     2.07

      .17

     2.14

      .18

     2.10

      .17

신문

구독

중앙일간지구독

강원지역일간지구독

원주지역무가지구독

 -.05

 -.06

 -.06

 -.25

 -.26

 -.28

  .34

 -.19

  .22

  1.72

  -.96

  1.14

  .02

  .11

 -.04

  .07

  .51

 -.20

   .44

  -.02

  -.20

  2.35

  -.13

 -1.08

F
 R²

      .11

      .01

     1.37

      .15

      .11

      .01

     2.37

      .23

 * p<.05,  ** p<.01

거주기간은 길지만 향후 이주의향이 있는 이주계획자집단에 있어서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표 3】참조), A 

공중파TV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만이 일체감과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공중파TV의 지역프로그램

을 많이 시청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일체감과 애착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B 공중파TV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과 케이블방송에 한 지역프로

그램 시청은 지역사회 유  및 관여 어느 것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또한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강원지역일간지 구

독이 소속감과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지역 일간지를 많이 구독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소속감과 

애착이 높았으며, 지역사회에 한 관여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원

주지역 무가지에 한 구독은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 참여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지역

방송 

시청

 

 A공중파방송시청

 B공중파방송시청

 케이블방송시청

  .31

  .07

 -.03

  1.86

   .42

  -.24

  .48

 -.14

  .14 

3.30**

 -.93

 1.11

  .43

 -.00

  .15 

2.97**

 -.02

 1.15

  .14

  .21

  .13

   .97

  1.31

  1.04

F
 R²

      4.03*

       .12

      8.62**

       .23

     11.22**

       .28

      6.79**

       .18

신문

구독

 중앙일간지구독

 강원지역일간지구독

 원주지역무가지구독

  .01

  .57

 -.26

  .07

 2.11*

 -1.12

 -.18

  .30

  .08

 -1.11 

  1.06

   .34

  -.14 

   .59

  -.07

  -.84

 2.16*

  -.32

  -.19

   .64

  -.24

 -1.20

 2.37*

 -1.03

F
 R²

      3.26*

       .14

      1.87

       .09

      4.77**

       .20

      2.95*

       .13

 * p<.05,  ** p<.01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지역

방송 

시청

 

 A공중파방송시청

 B공중파방송시청

 케이블방송시청

   .25

  -.31

   .17

  1.25

 -1.51

   .97

  .07

  .36

  .13

   .40

 1.99*

   .87

  .11

  .04

  .34

   .61

   .20

 2.06*

 -.18

  .22

  .59

 -1.13

  1.34

4.26**

F
 R²

      1.18

       .05

      8.58**

       .27

      5.85**

       .21

     15.60**

       .40

신문

구독

 중앙일간지구독

 강원지역일간지구독

 원주지역무가지구독

   .20

   .08

  -.28 

  1.27

   .47

 -1.80

  -.27

   .35

   .03

 -1.75

  1.90

   .15

  -.16

   .28

   .07

 -1.00

  1.77

   .48

  .15

  .30

  .14

   .97

 2.01*

   .99

F
 R²

      1.34

       .08

      2.04

       .12

      1.37

       .08

      4.53**

       .22

 * p<.05,  ** p<.01

정착민 집단의 경우, B 공중파TV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은 일체감에 유

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블방송사의 지역프로그

램에 한 시청은 애착과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그리하여, B 공중파TV의 지역 프로그램을 많

이 시청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일체감이 높았으며, 케이블 방송사의 지역프로

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애착과 관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



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강원지역 일간지 구독만이 지역사회 관여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지역 일간지를 많이 구독할수

록 지역사회에 한 관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

은 표류자집단, 이주자계획자집단, 정착민집단 세 집단 모두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 

4】는 지지되었다.

(2)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표 6】 참조),  

A 공중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유  중에

서 일체감과 애착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B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소속감, 일체감, 애

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주지역지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

회 유 와 관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공중

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일

체감과 애착이 높았으며, 또한 B 공중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소속감, 일체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

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 공중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반면, 원주지

역지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것은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은 

매체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A 공중파 방송

사보다는 B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더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향이 매체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연구가설 5】와 【연구가설 6】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 참여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A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B중파방송사활동참여

원주지역무가지활동참여

  .10

  .28

 -.10

 1.73

4.19**

 -1.48

 .14

 .28

 -.06

 2.32*

4.19**

 -.87

 .19

 .27

 -.05

3.18**

4.13**

 -.79

 .08

 .16

 .06

 1.24

 2.41*

 .89

F
 R²

     8.84**

      .09

     10.57**

       .10

     12.72**

       .12

      5.43**

       .06

 * p<.05,  ** p<.01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A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B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원주지역무가지활동참여

-.20

 .57

-.03 

 -1.12

3.08**

  -.19

.06

.58

-.03 

  .33

3.22**

 -1.81

-.22

.59

-.28 

 -1.24

3.16**

-1.59

-.11

.56

-.46 

  -.65

3.13**

-2.69*

F
 R²

     3.58*

      .28

      4.57**

       .33

     3.38*

      .27

      4.28*

       .31

 * p<.05,  ** p<.01

거주민 유형에 따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

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먼저 표류자집단의 경우(【표 7】참조), B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가 소속감, 일체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 

모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주지역지가 행하는 지역

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관여에만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 공중파 방송사의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소

속감, 일체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관여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

며, 또한 원주지역 무가지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사회에의 

관여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A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

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주계획자집단의 경우, B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만이 



일체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에 A 공중파 방송사나 원주지역 무가지가 행하

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는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참조). 그리하여, B 공중파 방송사의 지

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일체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관여 정

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A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B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원주지역무가지활동참여

.14

.09

-.02

1.31

.87

-.22

.16

.23

-.04

1.48

2.21*

-.41

.08

.36

-.10

.78

3.43**

-1.01

.17

.31

-.06

1.71

3,05**

-.56

F
 R²

      1.31

       .04

      3.57*

       .10

     5.26**

      .14

      6.34**

       .16

 * p<.05,  ** p<.01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β   t   β t β t β t

 A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B공중파방송사활동참여

 원주지역무가지활동참여

.06

.11 

.09

.55

.79

.63

.21

.26

-.03

1.93

2.00*

-.21

.22

.18

-.09

2.01*

1.31

-.63

.04

.20

-.06

.35

1.39

-.40

F
 R²

      1.06

       .04

      3.62*

       .12

      2.22

       .08

      .93

      .03

 * p<.05

정착민집단의 경우(【표 9】참조), A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는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 중 애착에만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공중파 방송사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참여는 

일체감에만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공중

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사회에 한 애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 참여

착이 높았으며, B 공중파 방송사의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

사회에 한 일체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원주지역 무가지가 행하

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 모두에 어떠

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은 거주민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매체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매체사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 7】은 지지되었다.

(3)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을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인 

소속감, 일체감,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지역사회 관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0】 참조), 애착만이 지역사회 유 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에 한 애착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한 관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로써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 8】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분 β  t F   R²

 소속감

 일체감

  애착 

 .12

 .11

 .47

 1.88

 1.58

  6.90**
   60.49**  .40

   ** p<.01

또한, 거주민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표 11】참조), 먼저 표류자집단과 이주계획자집단의 경우, 소속감

과 애착이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한 소속감과 애착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한 관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착민집단의 경우 일체감과 애착이 지역사회 관여에 유



의미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한 일체감과 애착

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한 관여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

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은 거주민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

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결과 중의 하나는 애

착이 세 집단 모두에서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이 거주

민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애착은 모든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지역

사회에 한 관여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연구가설 9】 역시 지지되었다. 

구분

 표류자집단

(N=35)

 이주계획자집단

(N=109)

 정착민집단

(N=90)

β   t  β   t β   t

소속감

일체감

애착 

    .40

   -.02

    .41

  2.50*

  -.08

  2.20*

    .21

   -.04

    .58

  2.07*

  -.36

  5.37**

   -.07

    .28

    .27

    -.60

   2.33*

   2.35*

F
 R²

9.29**

   .47

30.00**

    .50

6.13**

   .19

 * p<.05,  ** p<.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TV, 신문,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

가 행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하 다. 

먼저,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방송사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과 강원지역일간지 구독만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매

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매체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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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은 거주민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매체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것은 매체유형에 따라서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기여

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중파 방송과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케이블방송의 경우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파

방송 중에서도 특히 특정 공중파 방송사의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만이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체사에 따라서도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매체유

형에 따라서 그리고 매체사에 따라서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지역매체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매체사

에 따라서 지역성을 구현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즉, 

각 매체별로 그리고 매체사별로 지역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 및 이를 위한 노력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어떤 매체 

혹은 매체사의 프로그램은 지역성을 충분히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반

면 다른 매체 혹은 매체사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았을 때, 지역언론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지역성

을 반 하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

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은 거주민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류자 집단의 경우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이용은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 및 지역사회 관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

러나 이주계획자집단의 경우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지역프로그램에 한 시청

이 일체감과 애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신문에 

한 구독도 소속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착민집단의 경우도 일부 지상파방송 지역프로그램 시청이 일체감에 그리

고 케이블방송사 프로그램에 한 시청이 애착과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주계획자집단과 정착민집단의 경우 지

역매체의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부분적으로 나마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표류자집단의 경우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표류자집단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학생 집단의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에 

한 이용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즉, 외지에서 

유입된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관련 정보나 현안을 다루는 지역방송프로그램이나 지역신문의 이용에 소극

적이며, 따라서 지역매체 이용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

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A 공중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

계 활동에의 참여는 일체감과 애착에 그리고 B 공중파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

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유 와 관여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원주지역 무가지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

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매체별로 그리고 매체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중파 방송사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와 관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A 공중파 방송사보다는 B 공중파 방

송사의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체별로 그리고 매체사별로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

치는 향에 있어서의 차이는 각 매체유형에 따라 그리고 매체사에 따라 지역

사회관계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가 반 된 결과라고 할 것이

다. 즉, 지역사회관계 활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매체  

또는 매체사의 경우 거주민들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지역민의 지역사회에 한 유 감과 관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B 공중파 방송사의 경우 A 공중

파 방송사보다 더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관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지역사회관계 활동과 이에 한 지역민의 참여

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더 많은 향을 미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은 

거주민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류자집단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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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의 참여는 소속감, 일체감, 애착, 지역사회 관여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계획자집단의 경우는 소속감을 제외한 일체감, 

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에 그리고 정착민집단의 경우는 일체감 또는 애착에

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

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정착민집단보

다는 표류자집단과 이주계획자집단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관계 활동이 정착민집단보다는 표류자집단이나 이주계획자집단

과 같이 향후 이주의향이 있는 집단의 지역사회 유 와 관여를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어떤 지역사회

든 이주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역사회에 한 유 감 및 지역사회에 

한 관여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이라도 지역사

회에 한 소속감, 일체감, 애착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매체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

회 조직들이 스포츠행사, 음악공연,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

사회관계 활동들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 중 애착만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관여에 있어서 애착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사

회 유 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은 거주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이주의향이 있는 표류자집단과 이주계획자집단의 경우 소속감

과 애착이 그리고 정착민집단의 경우 일체감과 애착이 지역사회 관여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주민

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의 지역사회 유 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주의향이 있는 거주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소

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한 애착을 형성시켜주어야 할 것

이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정착민집단의 경우에는 지역사

회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일체감과 지역사회에 한 애착을 형성시켜주어

야 지역사회에 한 관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사회 관여에 향

을 미치는 지역사회 유  구성요소 중 애착은 세 집단 모두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한 애착을 

형성시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 한 애정과 애착을 가질 때만이 지역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가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에 미치는 향을 지역

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의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

과, 거주민 유형에 따라서, 지역매체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매체사에 따라서 

그 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언론이 지역민

의 지역사회 유 와 지역사회 관여를 형성 또는 강화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매체가 방송프로그

램이나 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사회관계 활동을 통해서든 지역정체성 형

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정 

조건하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유  및 지역사회 관여를 통해 지역사회 정체

성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다채

널의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언론이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  및 관여를 통해 어떻게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지역매체 이용 뿐 아니라 지역사회관계 활동

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지역방송 및 신문의 콘텐츠와 법제도적 차

원에서만 이루어졌던 지역언론의 지역정체성에 한 논의를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편성, 혹은 정책적인 

이슈들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지역언론의 지역정체성 확보방안에 지역사회관

계 활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도입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한 논의는 지역언론을 단순히 지역정보의 제공자 역할에만 한정시키는 것에

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삶을 구성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 준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지역정

체성에 한 문제는 모든 거주민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간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거주의향이 있는 정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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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조사 상자들 중 정착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집단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

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을 표류자집단, 이주계

획자집단, 정착민집단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류자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

에 비해 사례수가 상 적으로 너무 적어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유  및 관여

에 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연령과 같은 변인들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써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유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는 변인은 거주기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이주계획에 따른 거주민 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한 향을 살펴봄으로써 거주기간에 한 통제는 이루어졌으

나, 또 다른 향변수가 될 수 있는 연령과 같은 변인들에 한 통제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유  및 관여에 향

을 미치는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

의 향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거주유형 및 다양한 매체들을 고려

함으로써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유 와 관여에 미치는 향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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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ossibility of local media’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identity. It investigated 

how the use of local media, such as local TV, local newspaper, and 

local cable TV, and the participation in diverse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which is held or sponsored by local media, affect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01 

residents in Wonju City. The finding shows that residents' use of local 

media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partially 

influenced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In other words, watching 

some local TV programs and subscription to local daily newspapers 

had meaningful impa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while the 

use of metropolitan daily newspapers or Wonju area’s free newspaper 

shad no meaningful impa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Moreover, the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eld or 

sponsored by a specific local media had meaningful impacts on 

identification of and attachment to the community—the components of 

community ties. In contrast, the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eld or sponsored by Wonju area’s free newspapers had no 

meaningful impacts on both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Meanwhile, the use of local media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ad different effects on community 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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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according to resident type, media type, and media 

company.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media can contribute to 

forming community identity, thereby confirming why local media must 

exist in today’s multimedia and multi-channel environment.  

Key words : local press, local media use,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community ties, community involvement, 

community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