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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13년 4월 1일 발생한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개

편이 언론사 트래픽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네

이버 뉴스 스탠드 개편으로 약 50% 가까운 이용자 증가 수혜를 입은 

네이버 뉴스 섹션에서 파생된 트래픽과 그 시기 별다른 변동 없이 뉴스

를 공급하고 있던 다음 뉴스로부터 유출된 트래픽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 뉴스 트래픽과 비교해 개편 후 네이버 뉴스 트래

픽에서 언론사 사이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소위 3대 메이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

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 신문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경제신문의 비

율 감소폭이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마이

너로 불릴 수 있는 언론사들 몫의 감소폭이 메이저 3사가 차지하는 비

율 혹은 경제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폭 보다 더 작음을 볼 수 있었

다.   

주요어: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캐스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다음 뉴스, 

포털 뉴스, 뉴스 애그리게이터 

학번: 2012-20159



- ii -

목차

Ⅰ. 연구목적·························· 1 

Ⅱ. 기존문헌·························· 9

    1. 국내연구························ 9

       [1] 뉴스 캐스트 특성 연구················ 9

           (1) 뉴스캐스트 뉴스 콘텐츠의 특성 연구······· 10

           (2) 뉴스캐스트 헤드라인의 특성 연구········  11

       [2] 뉴스 캐스트와 제휴 언론사 사이트들 간의 

           비교 연구·····················  11

       [3] 뉴스 캐스트와 주요 포털 뉴스 서비스들 간의 

           비교 연구····················· 12

       [4] 뉴스 캐스트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기존 연구 ···················· 13

       [1] 뉴스 스탠드 특성 연구··············· 14

 

    2. 국외연구························ 15

      ·Copyright, Digitization, and Aggregation······· 15

      ·The Impact of News Aggregators on Internet News       

    Consumption

        : The Case of Localization·············· 16

  

Ⅲ. 분석··························· 18

    (1) 데이터 설명······················ 18



- iii -

    (2) 모형 설명······················· 18

    (3) 결과·························  22

Ⅳ. 결론··························· 30

참고문헌···························  33

부록 (언론사 사이트)····················· 39

Abstract··························· 41 



- iv -

그림 목차 

<그림 1> 뉴스 캐스트 도입 후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 2

<그림 2> 뉴스 스탠드 도입 후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 3



- v -

표 목차

<표 1> 뉴스 캐스트 종료로 언론사 트래픽 30% 줄하락······ 7

<표 2> 회귀식 2 추정 결과·················· 23

<표 3> 회귀식 3 추정 결과·················· 23

<표 4> 회귀식 4 추정 결과·················· 24

<표 5> 회귀식 5 추정 결과·················· 25



- vi -

회귀식 목차

<회귀식 1>·························· 18

<회귀식 2>·························· 19

<회귀식 3>·························· 20

<회귀식 4>·························· 21

<회귀식 5>·························· 21



- 1 -

Ⅰ. 연구목적

2013년 4월 1일 네이버는 뉴스 제공 방식을 기존의 뉴스 캐스

트에서 뉴스 스탠드로 전환했다. 새로운 뉴스 스탠드 방식 하에서 이용

자들은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네이버 첫 화면에서 우

선 원하는 언론사 아이콘을 클릭 한 후 뉴스스탠드 와이드뷰어 팝업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팝업창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읽기 

위해 다시 한 번 해당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들 가운데 그 기사를 클릭 

해야만 했다. 혹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인 MY 뉴스 설정을 이용해야 했

다.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사를 MY 뉴스로 설정 하면 이후에는 로그인 

후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에서 자신이 선정한 언론사들의 아이콘을 볼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1>과 <그림2>의 비교 에서도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방식이든 초기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사

를 클릭 한 번으로 읽을 수 있었던 뉴스 캐스트와 비교해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뉴스 캐스트는 사실 네이버가 2005년 이후 줄곧 국내 포털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가두리 전략(Walled Garden Strategy)을 

뒷받침 해주는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인 큐레이팅(curating)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큐레이션(curation)이란 네이버 편집자가 개별 언론

사가 제공한 복제뉴스를 읽고 이용자가 보기 편하게 분류하고 묶는 것을 

뜻한다. 2 즉, 큐레이션을 통해 검색엔진이 자동으로 인터넷 공간에 산

재한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줄 때 나타나는 단점들을 해결하여 사용자 편

의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온 것이다. 이것은 네이버가 다른 경쟁 

포털들 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네이버가 뉴스 캐스트를 버리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뉴스 스탠드로의 개편 이후 코리안클릭이 순방문자 수 

2 우병헌, <네이버 복제뉴스, 공공의 개입 불가피>, <<관훈저널>>, 제 54권 제
2호 통권 제127호 (2013년 여름):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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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주간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를 분석한 

결과 1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평균 대비 4월 첫째 주 방문

자 수와 페이지뷰가 각각 45%, 3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림 1> 뉴스 캐스트 도입 후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

4

3 반도헌, <언론 줄 세우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네이버 뉴스스탠드, 미디어 
환경에 어떤 변화 몰고 올까>, <<시사저널>>, 통권 1226호 (2013년 4월 16
일): p. 57.
4 변휘, “네이버 새 첫 화면, 오픈 캐스트 공개”, 『뉴시스』,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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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뉴스 스탠드 도입 후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

이 사건은 비록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언론의 지위를 부여 받은 네이버의 자기부정 시도에서부터 그 시발

점을 찾을 수 있다. 네이버는 뉴스 스탠드로의 전환 이전에도 2000년 

네이버 뉴스 탄생 이후 2009년 1월 1일 뉴스 캐스트를 도입하면서 한

차례 개편을 추진 했었다. 2005년 이후 네이버의 유선분야 검색 점유율

은 늘 70% 이상을 유지해 왔다. 5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

이버의 뉴스 자체편집 기능을 두고 네이버의 정체성에 관한 사회적 논란

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살펴보면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

터넷신문의 정의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

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을 명시하고 있다(김영선, 공식홈페이지, ‘의정비전’). 이것은 네이버

5 우병현,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도입으로 보는 언론사의 향후 과제>, <<언론
중재>>, 제33권 제2호 통권 127호 (2013년 여름):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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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론에 포함시켜 언론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

다. 한편 신문협회는 2008년 12월 ‘신문과 인터넷신문 이외의 사업자

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배열∙배치∙개작∙변경∙삭

제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언론

이 아닌 기업이 뉴스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공익성∙사

회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지위만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밝

혔다(기자협회보, 2008.12.3).6 앞서 언급과는 달리 이는 네이버를 언론

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처럼 정계와 언론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이 거세지자 언론으로

써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네이버는 새로운 뉴스 

제공 방식으로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언론사들에게 편집권을 

돌려줌과 동시에 아웃링크(outlink)7를 통해 트래픽 역시 돌려주고자 하

는 시도였다. 자신들은 그저 중개인일 뿐이라는 제스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뉴스 캐스트 시행 만으

로 네이버가 언론이 아닌 단순한 뉴스 유통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다. 네이버는 뉴스 캐스트 시행 초기 36개 언론사가 참여하도록 선정 

하였다. 네이버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 해 볼 때 비록 뉴스 자체 

편집권은 포기 했다 할지라도 어떤 매체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 역시 언론이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09년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 뉴스서비

스를 비롯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매체 영역에 포함되었다(한국언론

재단, 2009).8 이젠 법적으로도 네이버가 언론이 된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 도입된 뉴스 캐스트는 이후 우리 사회에 몇 가

지 큰 문제를 안겨 주었다. 우선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를 통해 유입되는 

6 안종묵, <포털의 뉴스서비스 성격에 관한 고찰: NHN의 ‘뉴스 캐스트’ 도
입에 따른 언론사닷컴과의 차이점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0권 4회 
(2009): p. 102-103.
7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여 검색
된 결과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즉, 뉴스의 경우 검색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8 한정일, <뉴스캐스트, 인터넷, 종이신문의 기사 선정, 제목 선정에 대한 기술
적 연구:-네이버 뉴스캐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7월)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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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광고수입의 단맛을 알게 되었던 것이

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도입 이후 언론사 사이트의 순방문자 규모는 모

든 사이트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조인스의 경우 2009년 1월 순 

방문자규모는 전월 대비 55%정도 증가했고, 100%이상 성장세를 보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해 광고매출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뉴스 캐스트 시행 이후 상위 3개사의 광고매출 성장률은 11.2%에 그

쳤지만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전국단위 종합 7개사의 성장률은 77.2%

에 달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9 이들은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

해 기사 내용과는 큰 관련이 없는 낚시성 제목과 이미지를 붙이기도 하

고 선정적 제목과 이미지를 단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실제 

2009년 5월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선정성 문제로 뉴스 캐스트 기본형

에서 제외되기도 했다.10 또한 2009년 10월 NHN이 국회에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에 접수 된 뉴스캐스트 

관련 이용자 항의 789건 중 선정성 기사에 관한 항의가 79%인 624건 

이었다(정병국, 2009).11 

한편으로는 뉴스의 연성화12 문제 역시 큰 화두로 떠올랐다. 김

위근∙김성해∙김동윤(2012)이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본형 제휴 뉴스미

디어가 게재한 기사의 장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 기

사’(23.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연예 기사’(15.4%)가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뉴스의 연성화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 

9 상게논문, p. 12.
10 상게논문, p. 13.
11 최영∙박창신∙고민경, <온라인 뉴스의 제목달기 분석: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헤
드라인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8권 1호 (2010년 
봄): p. 123.
12 정치외교-경제산업과 사회교육-문화예술 관련 뉴스를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로 각각 나누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성격을 연구한 차안리(M. Charnley)의 연구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뉴스의 흥
미도 대 중요도에 따라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로 분리하였는데 장르별 구분으로
써 경성 뉴스로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 교육, 법률, 종교 등을 예로 들고 있으
며, 연성뉴스로서는 범죄, 금전, 성, 폭력, 진기함, 서스펜스, 인정미담, 경쟁, 발
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Charnley, 1966). (안종묵, <포털의 뉴스서
비스 성격에 관한 고찰 : NHN의 ‘뉴스 캐스트’ 도입에 따른 언론사닷컴과의 
차이점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0권 4호(2009)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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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이유는 포털 뉴스의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 때문이다. 포털이 

특정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제공하면 온라인 수용자가 이를 중요

한 이슈로 인지해 해당 이슈에 대한 토론이 증대하고, 이것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의제가 공중의 의제로 결정되는 의제설정 효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다루어지는 실업 관련 뉴스와 실업 관련 

토론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실업 관련 뉴스가 늘어나면 실업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이 늘어나 미디어 의제가 공중 의제화 되는 의제의 설

정효과가 나타났다(김병철, 2010).13  

언론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붉어

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네이버는 2013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뉴스 

스탠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네이버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개별 뉴스 

단위 소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언론사 단위의 소비구

조인 뉴스스탠드로 개편 한다면, ‘충격’ ‘경악’ 등의 뉴스 제목 뒤

에 언론사 브랜드를 숨길 수 있는 뉴스캐스트와는 다르게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브랜드가 크게 부각되는 만큼 맹목적인 트래픽 지상주의를 벗어

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14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

다. 앞서 언급한 문제 가운데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

려 주요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최대 30% 이상 곤두박질 치는 소위 ‘클

릭절벽’이 발생했고, 이에 당황한 언론사들은 낚시성 혹은 선정적인 제

목과 이미지의 기사들을 그치지 않고 생산해 냈다. 게다가 이들은 증발

해버린 트래픽을 만회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검색어 기사 

생산에 열을 올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검색어 기사란 네이버가 첫 화

면에 실시간으로 검색어 인기 순위를 공개하는데, 이 검색어를 보고 급

조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를 뜻한다. 이렇게 할 경우 네이버 사용자

들이 인기 검색어를 검색할 때 해당 기사가 노출됨으로써 트래픽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거의 예외 

13 조화순∙장우영∙오소현, <포털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의 탐색>, <<정보화정
책>>, 제19권 제3호(2012년 가을호): P. 21.
14 최진순, <뉴스스탠드 이후 언론사의 과제>, <<관훈저널>>, 제54권 제2호 통
권 제127호 (2013년 여름):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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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연예, 스포츠, 엽기적 사건 등 말초적 소재로 구성된다. 간혹 정치 

사회의 핫 이슈가 검색어 인기 순위에 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락

성 기사이거나 단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엽기적 소재들이 인기 검색어 

유형에 속한다. 15

<표 1> 뉴스 캐스트 종료로 언론사 트래픽 30% 줄하락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스탠드에서 편집권은 전적

으로 언론사에 돌아간다. 언론사는 뉴스스탠드를 통해 사용자와 직접 소

통할 수 있다. 뉴스스탠드를 통해 언론사가 1회성 이용자가 아니라 진성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16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포

털 다음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중립적 태도는 지난 수 십 년 간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해 온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

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나머지 한 편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

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네이버는 언론이기 이

전에 이윤 극대화를 모토로 삼고 있는 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5 우병현,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도입으로 보는 언론사의 향후 과제>. <<언론
중재>>, 제33권 제2호 통권 127호 (2013년 여름): p. 61.
16 반도헌, <언론 줄 세우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네이버 뉴스스탠드, 미디어 
환경에 어떤 변화 몰고 올까>, <<시사저널>>, 통권 1226호 (2013년 4월 16
일):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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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탠드 개편으로 인해 야기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 

한 사실은 바로 뉴스스탠드 전환에 따른 최고 수혜자가 바로 네이버 뉴

스섹션 이라는 것이다. 시행 이전 3주와 시행 이후 3주 동안 PC를 통한 

월드와이드웹 이용자 트래픽에서 네이버 뉴스서비스는 뉴스스탠드 시행 

이전보다 시행 이후 도달률은 약 9%포인트, 평균 체류시간은 약 6분, 

평균 페이지뷰는 약 9페이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뉴스미디

어가 각각 약 7%포인트, 약 13분, 약 5페이지 감소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17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한 가

지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뉴스 스탠드 개편으로 야기된 

이용자 트래픽의 재편이다.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 총량의 증

감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만일 뉴스스탠드 전체 이용자 트래픽이 뉴스캐스트 때보다 50% 감

소한 상황에서 뉴스 공급 제휴 언론사의 이용자 트래픽이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면 실제로는 이용자 트래픽이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이다.1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시행이 가져온 여

파로 40~50% 순방문자수 증가 수혜19를 입은 네이버 뉴스20가 언론사 

트래픽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의 비교

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7 김위근, <의도는 상생 결과는 트래픽 급감 온라인 저널리즘 또 흔들>, <<신
문과 방송>>, 통권509호 (2013년 5월): P. 72.

18 김위근, <네이버 뉴스스탠드 전환 배경과 의미: 의도는 상생, 결과는 트래픽 
급감 온라인 저널리즘 또 흔들>, <<신문과 방송>>, 통권 509호 (2013년 5
월): p. 74.
19 문소영, <네이버 뉴스 서비스 변화와 한국의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의 특성 
연구: 뉴스캐스트의 뉴스스탠드를 중심으로 한 신문저널리즘의 변화>, (2013년 
8월): p. 42.
20 네이버 뉴스 캐스트 및 뉴스 스탠드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섹션만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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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문헌

□ 국내연구

본 연구로 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네이버 뉴스 캐스트와 뉴스 스

탠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네이

버 뉴스 캐스트에 관한 연구는 연구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뉴스 캐스트에 게재된 기사 자체의 특성을 살펴본 

경우. 둘째, 뉴스 캐스트에 게재된 기사와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경우. 셋째, 네이버 뉴스 캐스트와 

다음 뉴스박스에 게재된 기사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경우. 혹은 

네이버 뉴스 캐스트, 다음 뉴스박스, 그리고 네이트 뉴스 이렇게 세 곳

에 게재된 기사들을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본 경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포털 간 비교 연구는 해당 포털들에 게재된 뉴스들 

사이에 연성화와 선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집중 되

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네이버 뉴스 캐스트의 이

용 만족도와 그에 따른 지속적 이용 의도를 알아본 연구가 있었다.  

뉴스 캐스트 연구의 경우 약 4년 여 간의 뉴스 캐스트 시행 과

정 속에서 결과들이 축적된 것이었으나, 뉴스 스탠드의 경우 시행 후 이

제 겨우 약 1년 반 정도 경과된 시점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것은 네이버 뉴스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 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임에 

틀림없다.   

[1] 뉴스 캐스트 특성 연구

초기 화면에서 제목만을 보고 이용자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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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의 특징을 반영하듯 뉴스 캐스트 특성 연구는 주로 제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첫 번째 연구는 뉴스 캐스트 제휴 뉴스 미디어를 

유형별로 분류해 제목과 내용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

보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뉴스 캐스트 헤드라인에서 저널리즘의 원칙

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1) 뉴스캐스트 뉴스 콘텐츠의 특성 연구

김위근 외(2012)는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나타나는 뉴스 콘텐츠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캐스트 제휴 뉴스미디어 총 96개 가운데 

기본형 뉴스미디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사 제목 측면에서는 종합신문이 기사 제목을 수정하

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사

항은 그것이 오프라인 종속 뉴스 미디어이든 온라인 독립 뉴스 미디어이

든 오히려 스포츠 연예 신문보다도 종합 신문이 기사 제목을 더 자주 수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 제목이 더욱 

선정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기사 제목 어뷰징(abusing)21

이나 낚시성 기사의 관행은 오히려 종합신문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사 제목의 변경은 온라인 독립 뉴스 미디어 보다는 오히

려 오프라인 종속 뉴스미디어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오

프라인 종속 뉴스 미디어들이 뉴스 캐스트를 자사 온라인 사이트로의 트

래픽 유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 측면에서는 뉴스 캐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최대 기사 

장르는 사회`연예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네이버 뉴스캐스트 게

재 기사 가운데 종이신문 기사는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으로 종이신문 기사가 일정 수준의 

21 오용, 남용, 폐해 등의 뜻을 가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
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검색어를 올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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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핑22을 거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언론사들이 뉴스 

캐스트용 기사 선정에 있어 최대 고려사항은 기사의 품질보다는 사람들

의 이목을 끌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2) 뉴스캐스트 헤드라인의 특성 연구

최영 외(2010)는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통해 온라인 뉴스의 제

목 달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헤드라인은 네티즌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헤드라인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명료성과 헤드라인의 문법적 완결성은 뉴스캐스트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으며 편집자가 제목을 보다 눈에 띄게 하는 방안

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 뉴스캐스트와 제휴 언론사 사이트들 간의 비교 연구

안종묵(2009)은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네

이버 뉴스캐스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가운데 순방문자 수를 기준

으로 상위 5개사인 조인스닷컴, SBS, 머니투데이, 조선닷컴, 그리고 

KBS의 헤드라인과 해당 언론사닷컴이 제공하는 뉴스캐스트를 비교 분

석 하였다. 

그 결과 언론사닷컴은 경성화뉴스와 연성화뉴스를 절반 정도씩 

다루고 있었으나 네이버 뉴스 캐스트에서는 연성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 

22 게이트키핑이란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 선택하
는 일 또는 그 과정을 말한다. 뉴스가 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건
이 뉴스로써 ‘어떻게’ 보도되느냐 하는 점이 게이트키핑의 핵심적 과제이다. 
뉴스의 가치가 있는 특정 사건은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게이트키퍼에 
의해 내용이 수정 또는 왜곡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압력과 외부요인에 의해 기사가 공정성을 잃고 보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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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일(2011)은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구조가 언론사 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캐스트를 운

영하고 있는 신문사 중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0

개, 경제지 2개 이렇게 12개 신문사를 선정 하였다. 이들의 지면신문 1

면을 기준으로 자사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메인 페이지와 뉴스캐스트를 

비교분석 하였다. 

기사 선정에 있어서는 언론사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뉴스캐스트

보다 더 많이 지면신문의 기사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사회’와 ‘정치’, ‘경제’에 

집중하는 반면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경우에는 ‘사회’ 다음으로 ‘연

예’ 순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앞서 언급한 언론사들의 뉴스 캐스트

용 기사 선정에 있어 최대 고려사항은 기사의 품질보다는 사람들의 이목

을 끌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 하는 예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사 배치에 있어서는 지면신문 1면의 기사가 뉴스캐스트와 언

론사 뉴스 사이트 프론트 페이지의 상위에 배치되어 있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뉴스캐스트와 주요 포털 뉴스 서비스들 간의 비교 

연구

임형준(2009)은 네이버 뉴스캐스트 시행이 온라인뉴스의 연성

화와 선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반적으로 선정성이 높은 스

포츠 신문과 지방지, 기타, 온라인매체, 통신사를 제외한 종합일간지, 방

송사, 경제지, IT전문지 이렇게 4개의 제한된 유형의 매체를 대상으로 

다음 뉴스박스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네이버 뉴스캐스트와 다음 뉴스박스는 연성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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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 간 

선정성 측정 항목인 제목의 주목성, 소재의 흥미성, 표현의 저속성, 사진

의 자극성 중 표현의 저속성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다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네이버의 연성화와 선정성 모두 다음보

다 높게 나타났다.

조화순 외(2012)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모델이 뉴스의 연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음 및 네이트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뉴스캐스트 시행 약 3년 후 이루어진 이 연구에서 기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다음과 네이트보다는 네이버가 선정적인 헤드라인 사용을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헤드라인 선정성 논

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언론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

러나 네이버의 스포츠 연예 뉴스 공급 비중은 다음이나 네이트 보다 훨

씬 크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 캐스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 

된 사회적으로 뉴스 캐스트의 문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슈들- 선정성 및 연성화-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들이 실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 한 수준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

점들을 지닌 뉴스 캐스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지속 이용 의도

는 어떠한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4] 뉴스캐스트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기존 연구

구관서(2011)는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언론사와 포털 에게만 유

용한 모델인지 이용자들에게도 역시 친화적이며 유용한 뉴스 공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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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네이버 뉴스캐스트 이용자들은 뉴스에 대한 다소 낮

은 신뢰도와 높은 선정성 인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용의

도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용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뉴스캐스트의 속보성,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그리

고 상호작용성- 즉, 포털 뉴스의 기술적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좋은 평

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국내 최고의 뉴스 플랫폼이라는 자리를 지키면서도 수많은 논란

에 휩싸여왔던 네이버는 결국 2013년 4월 1일 뉴스 스탠드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뉴스 캐스트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1] 뉴스스탠드 특성 연구

문소영(2013)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방식이 ‘뉴스자체편

집’-‘뉴스캐스트’-‘뉴스스탠드’로 크게 3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종이신문사의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21세기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진지한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스탠

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

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네이

버 직원 1명(NHN1), 다음 관계자 1명, 종이신문 온라인 뉴스팀의 팀장 

3인과 온라인 뉴스팀 기자 1인으로 구성된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더불어 NHN2가 2013년 4월 1일 뉴스스탠드 시행을 앞두고 언론에 한 

인터뷰와 시행한지 10일 뒤 관훈클럽에서 한 강연의 텍스트를 분석 하

였다.  

연구 결과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로 개편 하면서 보이게 된 가치

중립적 태도는 오히려 기존 여론 독점세력의 입지를 강화해준 측면이 있

다고 보았다. 또한 뉴스스탠드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되는 뉴스의 장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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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스포츠 등이 절반에 가깝고 정치와 경제, 사회 뉴스의 이용은 감

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뉴스 캐스트가 가지고 있던 뉴스 

연성화 문제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뉴스 스탠드 전환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네이버 뉴스는 여전히 속보

를 중심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어 오히려 이용자들이 선정성에 중독되

도록 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즉, 대안으로 내세운 뉴스스탠드는 이

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언론들을 ‘클릭 절벽’으로 몰

아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언론으로써 공익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좋은 기사’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 ‘좋은 기사’가 이용되고 살아남을 수 있으며, 사회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뉴

스와 콘텐츠는 언젠가는 질의 하락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좋은 뉴스를 정당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기술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 국외연구

그렇다면 한국보다 더 일찍 포털뉴스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Copyright, Digitization, and Aggregation

Lesley Chiou와 Catherine Tucker(2011)는 편집 저작물이 저

작권자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배포되는 것이 과연 그들 저작권자들에게 

이로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24일에 시작된 Google News의 Associated Press 기사 게시 중

단 사건이 과연 뉴스 사이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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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0년 1월 이렇게 두 달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당시 변함없이 

AP 뉴스 컨텐츠를 공급받고 있던 Yahoo! News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 AP 뉴스 게시 중단 기단 동안 Google News 이용자들

은 같은 기간 Yahoo! News 이용자들에 비해 이전보다 뉴스 사이트를 

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Google News 혹은 Yahoo! News

와 같은 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23가 오히려 뉴스의 소비

를 촉진하는 보완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The Impact of News Aggregators on Internet News 

Consumption: The Case of Localization

Susan Athey와 Markus Mobius(2012)는 뉴스 애그리게이터

(news aggregator)들이 지방 신문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후반 프랑스에서 Google News가 도입한 로컬 

뉴스 기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기능은 Google News 이

용자들이 그들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지방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이 Google News 메인 페이지에서 그 이용

자들에게 노출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 Google 

News가 도입한 로컬 뉴스 기능은 이용자들이 Google News 내에서 종

전보다 지방 신문을 더 많이 읽도록 하는 역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Google News 방문 직후 로컬 뉴스 사이트로의 이동 역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두 국외연구 사례에서 한국의 네이버 뉴스를 대상으로 한 

23 인터넷 용어로써 웹사이트 소유자가 헤드라인을 직접 모아놓은 웹사이트를 
가리킨다. 컴퓨터 환경에서 피드 애그리게이터(feed aggregator)는 피드 리더
(feed reader), 뉴스 리더(news reader), RSS 리더(RSS reader), 또는 간단
하게 애그리게이터라고도 부르며,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뉴스 헤드라인, 블로그, 
팟캐스트, 비디오 블로그와 같은 신디케이트 웹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일
종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웹 애플리캐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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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과는 다른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뉴스 

애그리게이터에 관한 연구 대상이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

의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oogle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Google로 대표되는 기계적 편집모델의 특성을 

반영하듯 뉴스의 주제에 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군소 신문

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는 연구 주제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소재이다. 

반면 국경을 막론하고 이 모든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포털 뉴스가 우리 사회에 이로운가를 알아보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

은 포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그 진화에 발맞추어 연구자들의 영

원한 탐구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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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1) 데이터 설명

2013년 4월 1일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뉴스스탠드로 전환됨에 

따라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 날을 기점으로 전 

후 각 3개월 간의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즉, 총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6개월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네이버 뉴스 혹은 다음 뉴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직후 이동한 사이트

를 추적 각각의 사이트가 받은 UV(Unique Visitor)를 기준으로 상위 

100개 사이트를 선정 하였다. 네이버 뉴스로부터 이 100개 사이트들이 

각 달에 받은 UV를 가지고 총 합을 구한 후 그 총 합에서 이들 개별 

사이트들이 받은 UV가 차지한 각각의 퍼센티지를 산출 하였다. 이것을 

6개월에 걸쳐 반복해서 구하였다. 비교를 위해 다음 뉴스로부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당 값들을 구하였다.   

(2) 모형 설명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데이터를 가지고 Lesley 

Chiou와 Catherine Tucker의 2011년 논문 ‘Copyright, Digitization, 

and Aggregation’의 

<회귀식 1>

%visitsijt=β0+β1Newsi×Googlej×PeriodDisputet+β2Newsi×Perio

dDisputet+β3Newsi×Googlej+β4Googlej+αi+weekt+εijt

을 차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존문헌 국외연구 편에서 언급 되었듯이 이 

논문은 2009년 12월 24일에 시작된 Google News의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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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기사 게시 중단 사건이 과연 뉴스 사이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가를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이렇게 두 달 간의 데이터를 가지

고 그 당시 변함없이 AP 뉴스 컨텐츠를 공급받고 있던 Yahoo! News

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배경이 네이버 뉴스의 뉴스캐스트

에서 뉴스스탠드로의 전환이 가져온 언론사 사이트에 대한 여파를 동일

한 시기 별다른 변화 없이 뉴스를 공급하고 있던 다음 뉴스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본 논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차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위 식에서 News는 더미변수로써 데이터가 Google News 혹은 

Yahoo! News에서 뉴스 사이트로 이동했을 경우 1 기타 사이트로 이동

했을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Google 역시 더미변수로써 데이터가 

Google News에서 출발했을 경우 1을 나타내고 Yahoo! News에서 출

발한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PeriodDispute 역시 더미 변수로서 데이

터 발생이 Google News의 AP 뉴스 컨텐츠 게시 중단 시기에 해당할 

경우 1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β1

은 AP가 Google News로부터 떠난 사건이 기타 사이트와 비교 했을 

때 뉴스 사이트에 미친 영향을 같은 기간 Yahoo! News로부터의 기타 

사이트와 비교해 뉴스 사이트에 미친 영향과 비교해서 어떠한가를 이야

기 하게 된다. 

이것을 고려해 위 식을 다시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 맞

게 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귀식 2>

%visitsijt=β0+β1Newsi×Naverj×PeriodDisputet+β2Newsi×Period

Disputet+β3Newsi×Naverj+β4Naverj+εijt

여기서 News는 전과 같이 더미변수로써 데이터가 네이버 뉴스 

혹은 다음 뉴스에서 뉴스 사이트24로 이동했을 경우 1 기타 사이트로 

24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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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했을 경우에는 0을 나타내게 된다. Naver 역시 더미변수로써 데이

터가 네이버 뉴스에서 출발한 경우 1을 나타내고 다음 뉴스에서 출발했

을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PeriodDispute 역시 더미 변수로서 데이터 

발생 시점이 네이버 뉴스가 뉴스 스탠드를 시행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될 

경우 1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β1은 네이버 뉴스의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로의 전환 사건이 기타 

사이트와 비교 했을 때 뉴스 사이트에 미친 영향을 같은 기간 다음뉴스

로부터의 기타 사이트와 비교해 뉴스 사이트에 미친 영향과 비교해서 어

떠한가를 이야기 하게 된다. 즉,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에 대

한 답을 주는 값이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영향을 더 알아보기 위해 기본 회귀식 2에 

약간의 변형을 준 아래의 세 식을 더불어 활용하기로 했다. 

<회귀식 3>

%visitsijt=β0+β1Ai×Naverj×PeriodDisputet+β2Bi×Naverj×Period

Disputet+β3Ai×PeriodDisputet+β4Bi×PeriodDisputet+β5Ai×Nave

rj+β6Bi×Naverj+β7Naverj+εijt

여기서 A는 더미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 사이트에서 발

생한 데이터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이렇게 한국의 소

위 메이저 신문사로 불리는 세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한 곳으로 갈 경우 

1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그

리고 B 역시 더미 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 사이트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회귀식 2>에서 데이터가 도달할 경우 News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내어 질 수 있는 40개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데이터가 도달할 경우 

A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내어 질 수 있는 세 언론사 사이트를 제외한 나

머지 37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1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사이

트로 이동할 경우 0을 나타낸다. Naver와 PeriodDispute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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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귀식 2>에서와 동일하다. 즉, 이 식에서는 β1과 β2를 추정함으

로써 같은 시기 다음과 비교해 네이버 뉴스에서 파생된 트래픽에서 메이

저 3사 사이트가 차지한 비율의 변화와 기타 언론사 사이트들의 비중의 

변화를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회귀식 4>

%visitsijt=β0+β1Ai×Naverj×PeriodDisputet+β2Bi×Naverj×Period

Disputet+β3Ai×PeriodDisputet+β4Bi×PeriodDisputet+β5Ai×Nave

rj+β6Bi×Naverj+β7Naverj+εijt

여기서 A는 더미 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메이저 언론 3사와 대표

적인 경제신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사이트 이렇게 다섯 사이트 가운데 

한 곳으로 이동할 경우 1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B 역시 더미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데이터가 <회귀식 2>에서 데이터가 도달할 경우 News 더미 변

수가 1을 나타내어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40개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데

이터가 도달할 경우 A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내어 지도록 되어있는 다섯 

언론사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35개 언론사 사이트에 도달할 경우 1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사이트로 갈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Naver와 

PeriodDispute에 대한 정의는 <회귀식 2>에서와 동일하다. 즉, 이 식을 

통해 β1과 β2를 추정함으로써 같은 시기 다음과 비교해 네이버 뉴스에

서 파생된 트래픽에서 다섯 언론사 사이트가 차지한 비율의 변화와 기타 

언론사 사이트들의 비중의 변화를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회귀식 5>

%visitsijt=β0+β1Ai×Naverj×PeriodDisputet+β2Bi×Naverj×Period

Disputet+β3Di×Naverj×PeriodDisputet+β4Ai×PeriodDisputet+β5

Bi×PeriodDisputet+β6Di×PeriodDisputet+β7Ai×Naverj+β8B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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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j+β9Di×Naverj+β10Naverj+εijt

여기서 A는 더미 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메이저 언론 3사의 사이

트 가운데 한 곳으로 이동할 경우 1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사이트로 이

동할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B 역시 더미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신문,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뉴스토마토, 머니위크] 사이트 

가운데 한 곳에 도달할 경우 1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사이트로 가게 될 

경우 0을 나타낸다. D 또한 더미변수로써 네이버 혹은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데이터가 <회귀식 2>에서 데이터가 도달할 경우 News 더미 변

수가 1을 나타내어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40개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데

이터가 도달할 경우 A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내어 지도록 되어있는 세 언

론사 사이트와 B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내어 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8개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언론사 사이트에 도달할 경우 1을 나타내

고 그 이외의 사이트로 갈 경우 0을 나타내게 된다. Naver와 

PeriodDispute에 대한 정의는 <회귀식 2>에서와 동일하다. 즉, 이 식을 

통해 β1과  β2그리고 β3를 추정함으로써 같은 시기 다음과 비교해 네

이버 뉴스에서 파생된 트래픽에서 세 언론사 사이트가 차지한 비율의 변

화, 경제 신문사 사이트가 차지한 몫의 변화, 그리고 기타 언론사 사이

트들의 비중의 변화를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3) 결과

우선, 회귀식 2-5의 각각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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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귀식 2 추정 결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1.2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이버 뉴스에서 언론사 사

이트로 향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개편 이

전에 비해 1.27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표 3> 회귀식 3 추정 결과

Var %VISITS
NEWS×NAVER×PERIODDISPUTE

NEWS×PERIODDISPUTE

NEWS×NAVER

NAVER

-1.2713
(0.3324)

1.3978
(0.2067)

1.903
(0.2017)

-0.5069
(0.0643)

R-squared 0.2336

Var %VISITS
A×NAVER×PERIODDISPUTE

B×NAVER×PERIODDISPUTE

A×PERIODDISPUTE

B×PERIODDISPUTE

A×NAVER

B×NAVER

NAVER

-4.1739
(0.9304)

-1.036
(0.2936)

3.0506
(0.3065)

1.2638
(0.2160)

7.1651
(0.7452)

1.4763
(0.1482)

-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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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4.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이버 뉴스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이트로 향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개편 이전에 비해 4.17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 했음을 의

미한다. 또한 ≒-1.0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하자면, 네이버 또는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트래픽 기준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40개 언

론사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메이저 언론사 사이트

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언론사 사이트들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개편 전

과 비교해 개편 후 네이버 뉴스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1.04%포인트 감소 했다는 뜻이다. 

<표 4> 회귀식 4 추정 결과

(0.0643)

R-squared 0.3755

Var %VISITS
A×NAVER×PERIODDISPUTE

B×NAVER×PERIODDISPUTE

A×PERIODDISPUTE

B×PERIODDISPUTE

A×NAVER

B×NAVER

NAVER

-3.592
(0.8864)

-0.9398
(0.2954)

2.912
(0.3894)

1.1815
(0.2195)

5.7081
(0.6559)

1.3594
(0.1474)

-0.5069
(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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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3.5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이버 뉴스에서 메이저 언

론 3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사

이트로 향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개편 이

전에 비해 3.59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

-0.9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하자면, 네이버 또는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트래픽 기준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40개 언론사 가운데 조

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메이저 언론사와 매일경제 그리고 한

국경제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35개 언론사 사이트들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개편 전과 비교해 개편 후 네이버 뉴스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0.94%포인트 감소 했다는 뜻이다.

<표 5> 회귀식 5 추정 결과

R-squared 0.3721

Var %VISITS
A×NAVER×PERIODDISPUTE

B×NAVER×PERIODDISPUTE

D×NAVER×PERIODDISPUTE

A×PERIODDISPUTE

B×PERIODDISPUTE

D×PERIODDISPUTE

A×NAVER

-4.1739
(0.9316)

-2.109
(0.8157)

-0.74
(0.2864)

3.0506
(0.3069)

1.8321
(0.506)

1.1071
(0.2307)

7.1651
(0.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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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4.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이버 뉴스에서 메이저 언

론 3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이트로 향하는 트래픽의 비중

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개편 이전에 비해 4.17 퍼센티지 포

인트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2.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네이버 뉴스에서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신문,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뉴스토마토, 머니위크] 사이트

로 향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개편 이전에 

비해 2.11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0.74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하자면, 네이버 또는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트래픽 기준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40개 언론사 가운데 조

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메이저 언론사와 경제 신문 [머니투

데이,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신문,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뉴

스토마토, 머니위크]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언론사 사이트들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개편 전과 비교해 개편 후 네이버 뉴스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0.74%포인트 감소 했

다는 뜻이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 보자면, 우선 첫째, 회귀식 2의 추정 결과

에서 우리는 네이버 뉴스에서 네이버 또는 다음 뉴스로부터 파생된 트래

픽 기준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40개 언론사로 향하는 트래픽의 비

B×NAVER

D×NAVER

NAVER

2.4324
(0.4969)

1.2126
(0.1146)

-0.5069
(0.0644)

R-squared 0.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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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개편 이전에 비해 1.27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언론사 트래픽 절대 수치에는 

클릭절벽이라는 자극적인 용어에 비견될 만 한 급락이 있었다. 하지만 

트래픽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뉴스 스탠드 개편으로 40~50% 가

량 순방문자 수 증가라는 수혜를 입은 네이버 뉴스에서 파생된 트래픽에

서 언론사 비중이 약 1%포인트 감소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1] 언론사 트래픽 비중 감소가 크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네

이버 뉴스 방문자들의 뉴스 충성도가 높아 네이버 뉴스가 여전히 언론사 

사이트 트래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사실 개편 후 3개월 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개편 직후 네이버 홍보담당자는 “뉴스캐스트

를 실시 했을 때도 트래픽 감소가 일어났지만 6개월 이후에는 정상화됐

다. 뉴스스탠드 실시 이후 발생한 트래픽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25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물론 현실은 담당자의 생각과는 달라 급

감한 트래픽 수치는 6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이버 방문자들의 뉴스 스탠드에 대한 불만은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 섹션으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이후 언론사로

의 트래픽 비중 역시 회복 되거나 혹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

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언론사들이 나아가야 할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충성독자층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 스탠드 개편 후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는 “뉴스스탠드 이

후 방문자 수 대비 페이지뷰가 덜 줄어든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그만큼 언론사 사이트를 찾는 고정 방문자와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방문자당 평균 페이지뷰가 

높은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스탠드 시행에서도 트래픽 감소폭이 크지 

25 반도헌, <언론 줄 세우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네이버 뉴스 스탠드, 미디
어 환경에 어떤 변화 물고 올까>, <<시사저널>>, 통권 1226호 (2013년 4월 
16일):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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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방문자 수 대비 페이지뷰가 높다는 것은 

이용자가 언론사 사이트를 ‘열독’ 한다는 의미이다.26 이러한 정황으

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언론사들은 개별 언론사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

운 뉴스 스탠드로의 전환을 자신들의 장기적인 도약을 위한 기회의 발판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비록 트래픽 비중은 약간이나마 감소 했으나 결국 네이버 

뉴스의 50% 가까운 트래픽 증가를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뉴스 스탠

드 개편으로 인해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로 보내는 실제 트래픽은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 뉴스의 뉴스 공급 방식이 예전의 뉴스 

캐스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 뉴스 캐스트는 연성화

나 선정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뉴스 소비를 촉진시키고 여론 형성,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순기능 역시 가져다 주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뉴스 캐스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하려

는 것은 아니다. 뉴스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되는 뉴스의 수준

이 반드시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최소한 뉴스캐스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뉴스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높은 만

족감을 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뉴스 개편 때마다 벌어지는 

일련의 논쟁들 속에서 그 중심에 소비자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저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 같은 모습이다. 포털 뉴스의 등장은 이

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네이버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

련과 동시에 언론으로써 부정적인 기능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다른 언론들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귀식 3-5의 추정결과에서 우리는 40개 언론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마이너 그룹에 속하는 언론사 사이트 비중 감소폭이 오히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절대적 수치 변화에 대

26 최진순, <뉴스스탠드 이후 언론사의 과제>, <<관훈저널>>, 제54권 제2호 통
권 제127호 (2013년 여름):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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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감온도는 메이저 언론사들에 비해 클 것이다. 하지만 비중의 폭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 국외 사전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포털 

뉴스-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가 군소 신문사들에게 있

어서는 독자들에게 그들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한 예로 민영통신사 ‘뉴스1’ PC 홈페이지는 뉴스∙미디어 

분야에서 2013년 한 해 방문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사이트 가운데 하

나로 꼽혔다. 닐슨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3년 1월 대비 11월의 방문

자수(UV)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장률을 측정했는데, 뉴스1 방문자수는 

1월 101만 8469명에서 11월 224만 1182명으로 급증해 120.1%의 성

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세에 대해 닐슨 코리안클릭은 “뉴스

1은 로이터 계약 강화 등 뉴스 콘텐츠 양적 확보에 주력해 네이버의 뉴

스 서비스 변경 이후 방문자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27

셋째, 회귀식 5의 추정 결과에서 우리는 경제신문 사이트 트래

픽 비중 감소폭이 오히려 3대 메이저 언론사 트래픽 비중 감소폭 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도 언론사들은 앞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입힌 브랜드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 이상 포털 사이트에 얽매이면서 모든 언론사 뉴스룸은 통신

사처럼 속보를 생산하는 곳이 됐다. 종합지도, 경제지도 연예매체가 되

는 등 인터넷에서는 특색 없는 언론사 브랜드만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

다.28   

27 지봉철, “’뉴스1 홈피’ 뉴스∙미디어부문 방문자 증가율 ‘1위’”, 『뉴
스1』, 2013.12.26.
28 최진순, <뉴스스탠드 이후 언론사의 과제>, <<관훈저널>>, 제54권 제2호 통
권 제127호 (2013년 여름):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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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뉴스 스탠드 개편으로 인해 최대 수혜를 입은 네

이버 뉴스가 언론사 트래픽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같은 시기 

별다른 변동 없이 뉴스를 공급하고 있던 다음 뉴스와의 비교를 통해 알

아보았다. 

이를 위해 뉴스 스탠드 개편이 일어난 2013년 4월 1일을 기준

으로 전 후 각 3개월 동안 네이버 뉴스 혹은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트

래픽을 추적하여 순 방문자 수 기준으로 상위 100개 사이트를 선정 데

이터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사이트가 해당 기간 동안 매 월 네이

버 뉴스 혹은 다음 뉴스에서 파생된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데이터로 활용했다. 

뉴스 스탠드로의 개편 이후, 네이버 뉴스에서 발생한 트래픽 가

운데 언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시기 다음 뉴스로부터 출발한 트래

픽에서 언론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비교 했을 때 약 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뉴스 스탠드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로 대

거 유입된 이후에도 언론사 트래픽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포털 뉴스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

는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언론사들이 충성 독자층 확

보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 뉴스 스탠드 

개편 이후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찾는 이용자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 

뉴스스탠드에 만족할 수 없는 이용자들이 네이버 뉴스 섹션 못지않게 언

론사 사이트를 찾고 있는 것이다.29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언론

사 내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언론사 내부에서 온라인 부서

는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온라인 

뉴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란 당연히 힘든 것이다. 지난 수 

29 최진순, <뉴스스탠드 이후 언론사의 과제>, <<관훈저널>>, 제54권 제2호 통
권 제127호 (2013년 여름):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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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간 언론은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다. 중심은 온라인을 거

쳐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동안 누려온 영화가 사라지는 

것에 우왕좌왕하며 포털 탓만 하고 있다. 당장의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언론사들을 3대 메이저 언론사, 경제신문, 그리고 기타신문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그룹이 네이버 뉴스로부터 받

은 트래픽 비중의 변화를 같은 시기 다음 뉴스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

과 오히려 경제신문 사이트 트래픽 비중 감소폭이 3대 메이저 언론사 

트래픽 비중 감소폭 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사들이 

앞으로 충성 독자층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 나아가

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대목이다. 물론 모든 신문들이 경

제지나 특수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자신들만의 색깔

로 대중들에게 각인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

지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뉴스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

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개편은 소비자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한편 포털뉴스-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가 가진 

장점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사들을 3대 메이저 언론

사와 기타 언론사로 분류한 경우, 3대 메이저 언론사와 2대 경제신문을 

합친 하나의 그룹과 기타 언론사로 분류한 경우, 그리고 3대 메이저 언

론사, 경제신문, 기타신문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소위 상대적으로 마이너 언론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언론사 그룹이 차지한 비중의 감소폭이 약 1%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의 감소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은 포털 뉴스가 군소 

신문사들이 대중에게 다가가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매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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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뉴스 스탠드 개편 후 3개월이

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네이버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편 후 3개월은 

이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완벽 적응을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기간

이다. 따라서 개편의 완전한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좀 더 긴 시간을 투

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뉴스 스탠드 개편으로 인해 증발

해버린 트래픽의 일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뉴스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뉴스 연구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뉴스 스탠드에 뉴스 캐스트를 접목시킨 추가 개편을 단행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우리 사회 포털 뉴스의 득과 

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 또한 흥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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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he Naver News 

Stand Introduction on News 

Sites

Hyun-ju Nam

The School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traffic from the Naver News 

section, which received the increase in UV(Unique Visitor) by 

about 50 % due to the April 1st introduction of the Naver News 

Stand in 2013, to that from the Daum News, which had no 

change in its news service method during the same period, with 

the purpose of estimating the impact of the Naver’s news 

service method reform from the Naver News Cast to the Naver 

News Stand on the news site traffic reorganization. 

     As a result, I find that after the reform, there was no big 

change in the news site portion of the total traffic, whi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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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News section received, compared to the Daum News. 

Moreover, the decrease in the economic newspapers’ proportion 

of the Naver News section’s total traffic was smaller than that 

in the ratio of the so called major 3 news outlets in the South 

Korea,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the Dong-A Ilbo, 

compared with the Daum News. Finally, the drop in the relatively 

minor news outlets’ part of the Naver News section’s total 

traffic was smaller than that in the part of the major 3 news 

outlets or the economic newspapers, compared to the Daum 

News. 

Keywords : Naver News, Naver News Cast, Naver News Stand, 

Daum News, portal news, news aggre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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