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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된다. 추천 시스템을 통한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뉴스 소비의 편향만큼이나 선택적 뉴스 소비는 

편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를 통한 편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시각화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실험 전 뉴스 소비 기록을 수집한 뒤, 개인의 소비 뉴스의 섹션, 

언론사, 기사 제목을 일주일간의 추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전과 비교하였을 때 뉴스 소비에서의 편중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섹션별 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성 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참여자와 연성 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각화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연성 뉴스를 주로 소비하던 참여자들의 경우 경성 뉴스 소비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성 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참여자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어: 선택적 뉴스 소비, 편향 완화, 시각화(visualization) 

학 번: 2014-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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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를 이해하고자 할 때 '편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편향'은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 생산 

측면에서의 편향이 아닌,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편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플랫폼인 구글(Google)과 같은 포털 서비스와 페이스북(Facebook) 등의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사용자인 개인이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때 발생하는 편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의 이해는 앞서 언급된 서비스들이 운용하는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추천 시스템은 개인화/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에게 어떤 뉴스 및 정보를 추천할 것인지를 

걸러내는(filtering) 방식으로 뉴스 및 정보 소비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 의해 뉴스를 소비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시각에 갇히는 현상을 엘리 프레이저(2011)는 

비눗방울(bubble)에 갇히는 것으로 표현한 '필터버블(filter 

bubble)'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이러한 필터버블에 대한 우려로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개인의 뉴스 및 정보 소비를 편향적으로 



2 

 

이끄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Flaxman et al., 2016), 

이러한 뉴스 및 정보 소비를 시각화하여 개인이 극복하는 방안의 효과 

확인 연구(Munson et al., 2013; Nagulendra & Vassileva, 2013; Xing 

et al., 2014) 등 다양한 노력이 학계에서 진행되어왔다. 

한편, 개인의 선호에 기초한 특정 뉴스만의 선택적 소비로 인한 

편향은 특히 정치 뉴스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념과 유사한 특정 진영 

언론사 뉴스만을 소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시각을 우려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Knobloch-Westerwick & Meng, 2011; Price, 

Cappella, and Nir, 2002; Stroud, 2010). 선스타인(2001)은 위와 같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기초한 선택적 뉴스 소비가 개인의 의견과 동일한 

뉴스만을 소비하게 하는 편향을 불러일으켜 동일한 의견만을 확인받게 

되며 발생하는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한편 아직 정치 뉴스에 무관심하거나 이러한 성향이 

불확실한 개인들이 정치 뉴스를 소비하지 않고 흥미 위주의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되며 발생하는 정치 참여의 격차 또한 발생할 수 

있음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Prior 2005, 2007). 이러한 선택적 뉴스 

소비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우려와 기대를 받으며 연구되었다. 

프라이어(2007)가 말한 고(高) 선택의 시대로의 변화는 다양한 시각을 

겸비한 뉴스를 자유롭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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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선택적 소비의 강화를 통한 편향적 소비를 

이유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서의 시각화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다양한 편향 중에서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 아닌,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의 편향에 주목하여 실험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시각화는 사용자가 자신의 뉴스 소비를 다각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편향의 완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뉴스 소비의 편향이 완화하는지를 다각도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뉴스 소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세부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에서 편향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여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의 

편향과 추천 시스템의 한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로, 선택적 뉴스 

소비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편향 및 문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편향 

완화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 행위를 통한 편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연구들을 검토한 뒤 각 연구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축된 시각화 방식으로 개인의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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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편향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변화한 완화를 섹션 

단위로 확인하고 또 그 한계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완화 방식으로서의 

시각화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로 관련 

영역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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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및 연구문제 

2.1. 온라인 뉴스 읽기와 필터버블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편향을 논할 때면 흔히 

제기되는 편향 중 하나는 알고리즘을 통한 편향이다(Flaxman et al., 

2016; Munson et al., 2013). 본 절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소비의 편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에서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지목되는 

알고리즘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일컫는다. 추천 

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 범람 상황에서 사용자인 개인의 

인터넷 이용을 보조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현재는 검색, 교호 

네트워크, 음악 추천, 상품 추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정보 중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적합한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화 

알고리즘, 또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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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s-based 

filtering)의 두 갈래의 방식을 기초로 발전하였다(서봉원, 2016). 

추천 시스템의 목표는 내가 '좋아함 직한' 뉴스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데 있다(오세욱, 2015). 이를 위해서 추천 시스템은 특정한 

사용자만을 위한 개인화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평가 또는 

피드백을 수집한다. 이때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은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읽는 사용자가 여태껏 어떤 뉴스를 주로 읽었는지를 

기록하고 저장하며,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치 뉴스 중에서도 어떤 

이념적 성향의 뉴스를 먼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제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뉴스피드에 보이게 되는 콘텐츠의 순서를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와 

친구를 맺은 다른 사용자 또는 채널의 성격, 그리고 해당 콘텐츠에 

반응한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뉴스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사용자가 좋아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피드백을 보인 친구와 페이지의 게시물에 따라 뉴스피드의 순서를 

구성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 추천을 하는 서비스에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선택, 또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를 다른 사용자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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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지를 수치화하여 사용자가 좋아함 직한 콘텐츠 중 가장 

유사하다고 계산되는, 판단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한다(Garcia-Molina, Koutrika, 

Parameswaran, 2001). 알고리즘의 운용 원리는 추천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를 통한 프로필을 완성하기 위한 방식이 달라진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경우, 영화 추천 서비스라면, 사용자가 좋아한 

영화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영화의 어떤 면이 사용자의 선호와 

일치할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구분은 배우, 감독, 장르, 주제와 

같은 표면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요소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도덕적 

성향까지 포함하는 수백여 항목의 특성을 자세한 형태의 태그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한다. 이렇게 분석된 태그들은 사용자의 

콘텐츠 평가 정보와 함께 분석되어 사용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추천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뉴스가 증가하는 인터넷에서 추천 시스템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뉴스 및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러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뉴스를 포함한 정보를 

소비하는 것은 특정한 방향성, 필터버블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학계에서는 추천 시스템의 편향적 추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응웬 등(Nguyen et al., 2014)은 영화 추천 서비스인 

MovieLens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알고리즘이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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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다양성 측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단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의 결과로 추천 시스템이 추천하는 아이템, 

사용자들이 평가하는 아이템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하게 

좁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연구자들은 개인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Top Picks for You)을 사용하는 팔로잉 집단(Following 

Group)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인 무시 집단(Ignoring Group)으로 

나눠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개인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다양한 정보를 추천받지 못한 것은, 

개인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할수록 유사한 취향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관계가 높은 데이터를 추천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추천받게 되는 

콘텐츠의 점진적인 수적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오캘러건 등(O’Callaghan et al., 2013)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YouTube)에서 개인의 정보 소비가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때 유튜브 시스템은 개인이 소비한 정보에 따라, 검색을 끝낸 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며칠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소비한 동영상에 기초하여 영상을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검색 결과에서 편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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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검색 결과에 따른 동영상 추천 방식에서 

추천 시스템이 개인의 정보 소비를 편향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소비의 편향적 유도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검색엔진인 구글과 빙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딜라헌트, 브룩스, 굴라티(Dillahunt, Brooks, Gulati, 2015)는 개인의 

과거 검색 행위에 따라 향후 제공받는 검색 결과의 구성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특정 키워드에 대한 첫 페이지의 상위 8번째 검색 결과 

구성이 각기 다른 사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일부 사용자들이 실제로 다른 결과물을 제공받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듯, 과거 개인의 검색 이력에 대한 개인의 검색 기록을 

총체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개인이 선호할만한 결과물을 알고리즘이 

판단하여, 같은 키워드에 대한 검색일지라도 개인이 좋아할 것 같은 

게시물을 다른 순서로 제시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뉴스 소비에 대입시켜 본다면 개인이 어떠한 뉴스를 소비할 

것인지를 추천 알고리즘이 다르게 제공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보 범람에 따른 개인의 선택적 정보 

소비를 보조하고자 등장한 추천 시스템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따라 

편향되고 축소된 결과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항목을 

추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이전 사용 기록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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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개인마다 다른 결과를 제공하는 결과를 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추천 시스템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개인이 특정 정보를 어떠한 

의도에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이재현, 2013), 개인의 정보 

소비 기록은 온전히 알고리즘의 전제만을 규칙 삼아 평가받게 될 때 

야기될 수 있는 편향적 추천은 개인에게, 또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엡스타인과 로버트슨(Epstein & Robertson, 

2013)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밝힌 연구를 통해 알고리즘이 야기할 수 있는 편향적 소비를 통한 결과가 

강력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와 같은 

이념적 성향의 정보가 추천 시스템을 통해 뉴스로 소비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편향적 소비의 유도를 통한 다양한 시각을 견지할 수 

없음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Dewey, 1927; Harbermas, 1998). 

비판의 주요 대상은 구글만이 아니다.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의 

타임라인을 결정하는 추천 알고리즘 또한 편향된 방향성을 내재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Nagulendra & Vassileva, 

2013), 이 결과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의 편향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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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해당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페이스북에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인의 타임라인 배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알고리즘이 아닌 개인의 선택적 소비에 있다고 연구를 통해 

주장하였다(Bakshy et al., 2015). 이때 개인의 선택적 소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선택적 소비가 중요한 

지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알고리즘의 추천 논리에 

따라 개인의 소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정보 소비 방식이 현재와 같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환경에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때 이를 무작정 수용하기보다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개인의 뉴스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알고리즘의 추천 방식이 필요한 

뉴스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2. 선택적 뉴스 소비와 편향 

앞선 문헌의 검토에서 추천 시스템의 개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스 

소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적 추천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때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적인 뉴스 

소비가 편향으로 이뤄지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었다(Bakshy et al., 2015).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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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행위로 발생하는 편향이 어떠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편향 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전통적 매체인 TV, 

라디오, 종이 신문 등을 통해서만 뉴스를 소비하던 시기에도 존재하고 

우려되던 뉴스 이용 양상이다. 이때 전통적 매체는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이때 묶음으로 

제공됨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뉴스 등을 비롯한 연예, 스포츠 섹션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뉴스들을 하루 단위로 나눠 선별하여 

사용자가 모든 섹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매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함께 제공됨을 이유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여태껏 전통적 매체를 통해서만 전달받던 

제한적인 뉴스 소비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시각을 겸비한 뉴스를 

자유롭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전통적 매체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개인의 선호에 기초한 선택적 소비를 강화하여 필요한 뉴스를 소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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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프라이어(2007)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로의 변화를 저(低) 선택의 시대에서 

고(高) 선택의 시대로 변화한다고 표현하였다. 

다양한 뉴스를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게 된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기대와 우려 중 어떠한 방향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을까. 툭스베리(2003)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공적 사안의 뉴스를 거의 선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사가 협소하여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소비 양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선희(2004)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정치 뉴스 이용 패턴을 연구하였고 전체적으로 정치 

뉴스를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낙관적 기대와 달리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뉴스 소비는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공적 사안의 

뉴스를 기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공적 사안, 

또는 특정 섹션의 뉴스를 편식하여 소비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포괄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세부적으로 볼 때 정파적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 지식의 부족, 

이로 인한 사회적 참여의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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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정치 뉴스의 선택적 소비와 편향 

특정 정파적 진영의 정치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문제점에는 정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가 있다. 미국의 선거 기간 중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스트라우드(2010)는 자신과 동일한 이념적 성향의 뉴스만을 

소비한 사람들이 선거 유세 기간 중 더 극단적인 태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Knobloch-Westerwick & Meng, 2011).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뉴스만을 편향적으로 소비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향실 효과를 우려한 선스타인(2001)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 공공적 사안을 다루는 

섹션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떠한 영역보다 뉴스의 소비가 필요한 

지점이지만, 정치 뉴스의 소비에서도 특정 진영만의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편향적 면모가 나타났을 때는 되려 맹목적인 태도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정치 영역에서의 특정 진영 

언론의 선택적 뉴스 소비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선호와 일치하는 

뉴스와 이를 지지하는 정보의 뉴스만을 소비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만을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됨은 개인의 의식마저 편향적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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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정파적 태도의 극화 연구는 선택적 뉴스 소비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Stroud, 2007; Sunstein, 2009), 아니면 선택적 뉴스 

소비의 이유인지(Sears & Freedman, 1967) 결과가 상반되게 확인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뉴스의 선택적 소비의 원인과 결과로의 정파적 

태도의 극화의 효과 연구의 결과가 혼재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태도 극화가 원인 또는 

결과로 발생하더라도, 선택적인 뉴스의 소비로 인한 편향의 완화가 

가능해졌을 때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음은(Price, 

Cappella, and Nir, 2002),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 안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케 한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선택적 뉴스 소비에서의 편향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2.2. 정치 뉴스의 선택적 비(非)소비와 편향 

정치 뉴스의 선택적 소비가 야기할 수 있는 편향과는 반대로, 정치 

뉴스를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향적 뉴스 소비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정치 뉴스의 선택적 비소비로 인한 정치/사회적 

지식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뉴스 소비 역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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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뉴스를 개인의 흥미에 맞춰 소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Kenski & Stroud, 

2006). 툭스베리(2003)와 박선희(2004)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양상 중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 사안의 뉴스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흥미를 끌 수 있는 연예, 스포츠 등의 연성 뉴스로의 선택적인 뉴스 

소비는 개인을 사회에 대한 무지로 이끌 수 있다. 이는 인터넷과 같이 

선택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기 쉬운 공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Prior, 2007).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소비가 지속된다면, 공적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소수자의 의견 등이 이러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소비되지 못할 수 있음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윤영철, 2001). 

정치 영역의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공동체로서의 사회 내에서의 공론장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통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한 사회를 민주적 사회로 묶어줄 

수 있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수행한다(Sunstein, 2002). 

이러한 정치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지 않게 됨은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정치 

등의 뉴스를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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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적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순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게 한다(Schuefele, Nisbet, & Brossard, 2003). 그러므로 정치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지 않게 되는 편향은 사회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줄이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민주적인 의견의 

형성 과정과 공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Vīķe-Freiberga et 

al., 2013). 

그렇다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편향을 완화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까. 자신의 정치적 견해, 믿음과 상반되는 뉴스를 

소비하도록 하였을 때, 이를 정규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이유를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었으며, 개인의 견해와 

반대되는 진영이 왜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의 동기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Price, Cappella, and Nir, 

2002). 따라서 선택적으로 뉴스를 소비함에 있어 정치 영역에서의 

편향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정치 영역을 소비하지 않음으로 인한 

편향적 뉴스 소비는 완화되어야 할 지점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의 검토를 통해 선택적 뉴스 소비로 인한 편향의 문제 제기는 

크게 볼 때 정치, 경제 등의 공적 사안을 다루는 경성 뉴스의 소비를 

기준으로 삼고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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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볼 때 경성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선택적인 뉴스 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경성 뉴스 중에서도 정치 

섹션에서의 뉴스 소비 중 특정 진영의 뉴스만을 소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향적 뉴스 소비의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저해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문헌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선택적 뉴스 소비로 인한 편향의 완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었다. 

2.3.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와 편향 극복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뉴스 및 정보의 선택적 소비로 야기될 수 있는 

편향은 다양하게 발생하며, 편향적 뉴스 소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문헌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해당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목적으로 삼는 편향적 뉴스 소비의 완화 극복을 

위해 관련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터넷에서의 뉴스 및 정보 소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고자 진행된 연구 및 산업의 사례를 범주화해본다면 

알고리즘에서의 편향 극복 사례와 선택적 뉴스 소비의 편향 극복 사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극복을 위해 방법을 모색한 사례들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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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때 각 연구는 실험자 또는 

참여자의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와, 뉴스 또는 정보의 성격을 

통해서만 진행된 연구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의 극복 사례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온 반면(Nagulendra & Vassileva, 2013; Xing et al., 2014), 

선택적 뉴스 소비의 편향을 극복하는 연구의 사례는 많지 않으며, 먼슨 

등(Munson el al., 2013)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 balancer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3.1. 학계의 편향 극복 사례 : BALANCER 연구 

먼슨과 동료들(2013)은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로 인한 편향과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을 우려하여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인 balancer를 개발하였다. balancer는 

개인의 인터넷 뉴스 소비에서 정치 섹션의 편향적 소비에 집중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 관련 언론사 또는 블로그에 접속한 

기록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뉴스 소비의 편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개인의 편향적 소비는 외줄을 타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긴 막대의 양 끝에 빨강색과 파란색의 네모를 올려두고 편향적 

소비의 정도에 따라 네모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무거운 쪽, 더 많이 

소비한 쪽으로 막대를 들고 있는 사람이 기울어지는 형태의 그림을 통해 

개인의 뉴스의 편향을 시각화하였다. balancer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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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의 소비를 편향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실험 기간동안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통제 집단을 두었고, 이들은 실험 

기간동안 시각화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뉴스를 평소대로 

소비하도록 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평소 소비하던 이념적 

성향과 반대되는 뉴스를 소비함에 있어 작지만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 소비하던 비중은 평균 1주일에 1~2번이었으나, 

실험을 진행한 뒤 5~10번으로 늘어나서 편향적 소비를 줄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많은 중요한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시각화 방식을 통해 개인의 뉴스 소비가 제공되었을 

때 편향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시각화의 

효과를 확인시켜주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뉴스 소비의 편향 완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 기록을 언론사 단위의 

카토그램(cartogram) 방식으로 제공하는 scoopinion을 통해 살펴 본 

램피넨 등(Lampinen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사용자는 이러한 

개인의 뉴스 소비 기록 확인이 자신의 편향, 또는 목표한 지점과 다를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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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LANCER 

 

[그림 2] SCOOPINION 

balancer는 뉴스의 선택적 소비로 인한 편향의 균형을 목표로 한 

최초의 연구로 갖는 의의가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용자에게 제시된 

시각화와 시각화를 위한 기록의 수집 방식에서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집단은 balancer를 통해 이번 주의 기록과 전체 기록이라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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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으로만 자신의 편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언론사에서 뉴스를 

소비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정치 뉴스 소비의 편향 

정도를 그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 참여자는 자신의 

선택적 뉴스 소비가 정치 섹션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소비를 수집함에 있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를 기록에 추가하였다. 

어떠한 섹션에서 뉴스를 읽었는지 보다는 언론사의 편향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뉴스 소비 기록을 판단하였다. 이는 많은 한계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NN의 홈페이지에서 실험 참여자가 정치 

섹션이 아닌 다른 섹션의 기사를 읽었다고 하더라도 balancer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편향의 

완화를 확인한 것은 정확하게 개인의 편향을 확인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여 볼 때, 선택적 뉴스 소비의 편향 극복을 목표로 처음 진행된 

연구인 balancer의 검토를 통해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의 편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시각화를 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실험 참여자의 뉴스 소비 기록을 섹션에 

맞게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실험 참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신이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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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기록 중 언론사의 메인 홈페이지, 또는 기사의 리스트 등이 

소비한 언론사로 기록되기 보다는 기사 자체만을 순수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에야 적확한 뉴스 소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섹션 별로 소비한 언론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실험 

참여자는 어떠한 언론사에서만 뉴스를 소비하여 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것보다,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나, 검색 포털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언론사의 뉴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일주일, 또는 전체와 같은 기간 보다는 오늘, 또는 어제와 같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변화와 함께 제공될 때 실험 참여자가 자신의 뉴스 

소비 기록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누락 없이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뉴스 소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가 제공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3.2. 산업에서의 편향 극복 사례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의 선택적 소비로 인한 편향을 우려로 이를 

극복하고자 진행된 사례는 학계보다는 산업에서 주로 많이 모색되었다. 

이들의 경우,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 기록을 활용하여 진행되어온 

경우도 있으나, 산업에서 활용된 대부분의 경우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정파적 이념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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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영국의 진보 성향 언론지인 가디언(Guardian)은 주간 

리포트 형식으로 '당신의 버블을 터뜨리세요(burst your bubble)'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정치 등의 영역에서의 반대 

성향의 의견을 지닌 정보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를 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가디언의 극복 방안은 해당 언론사를 

방문하여 뉴스를 읽는 독자들이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할 때, 한 언론사가 독자의 다양한 성향의 뉴스를 확인하여 

정보를 균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가디언의 ‘BURST YOUR BUBBLE’ 

 

이와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는 각 언론사들의 뉴스를 정파적 성향에 

따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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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드 어크로스 디 아일(read across the aisle)'과 '올 

사이즈(all sides)'가 있다. '리드 어크로스 디 아일'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미국 내 특정 언론사들의 편향 정도를 

빨간색에서 파란색의 색깔로 정도를 구분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해당 앱을 

통해 뉴스를 읽게 되었을 때, 사용자는 앱의 하단에 위치한 계기판 

이미지를 통해 본인이 읽는 뉴스의 누적 편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한쪽 방향의 뉴스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고 메시지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 사이즈'는 뉴스 큐레이션 홈페이지로, 특정 이슈에 대한 

뉴스를 좌 편향, 중립, 우 편향의 구분을 두어 한 칼럼 안에 배치함으로써 

뉴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좌 편향과 우 편향의 

언론사는 2단계로 세부 구분을 두어 강경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림 4] 올 사이즈(ALL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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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리드 어크로스 디 아일(READ ACROSS THE AISLE) 

 

추가로, 허핑턴포스트는 '더 플립사이드(The Flipside)'를 통해 해당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플립사이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기간에 

이슈가 되었던 필터 버블 이슈로 인한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토론회 기간동안 중요한 이슈로 

꼽혔던 '이민 정책', '기후 변화', '러시아'의 세 이슈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의 정파적 성향을 그래프 위에 좌표로 배치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언론사간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서비스에서 

언론사를 클릭하게 되면, 트위터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트렌딩 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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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던, 읽어봄직한 최근 2시간 내 공유되었던 기사를 리스트로 

제공하였다. 

 

[그림 6] 허핑턴포스트의 더플립사이드(THE FLIPSIDE)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공하는 ‘블루피드, 레드피드(Blue 

Feed, Red Feed)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페이스북에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 프로필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좌 

편향, 우 편향으로 구분한 뒤, 각 정치적 이념을 가졌다고 밝힌 

사람들에게서 자주 공유되는 뉴스를 도널드 트럼프, 헬스케어, 총기, 

낙태, ISIS, 예산, 행정명령, 이민의 8개 주제로 한정하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올 사이즈’처럼 한 칼럼에서 하나의 이슈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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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이 없이 제공된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사의 선정 방식을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치 성향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7] 월스트리트저널의 블루피드 레드피드(BLUE FEED, RED FEED)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로 인한 편향을 극복하고자 한 연구 및 

산업의 사례를 검토하며 시각화를 통한 뉴스 소비의 편향 극복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산업에서의 사례들은 뉴스의 정파성만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드어크로스디아일’을 

제외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뉴스 소비에서 편향 완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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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먼슨 등(2013)의 연구가 선택적 뉴스 소비의 편향을 

극복하고자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은 추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효과가 확인될 때 그 주장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겠다. 또한 정치 영역의 

편향만큼이나 정치 뉴스를 소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헌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뉴스 소비의 시각적 확인은 섹션별 뉴스 소비의 편향을 

완화하는가? 

가설1-1. 시각화를 확인한 집단은 실험 전보다 뉴스 소비에서 편향의 

완화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문제2. 뉴스 소비의 시각적 확인이 편향 완화에 효과가 있다면, 

세부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가설2-1. 연성 뉴스를 경성 뉴스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실험 

참여자는 시각화 확인 후, 경성 뉴스를 실험 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 

가설2-2. 경성 뉴스를 연성 뉴스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실험 

참여자는 시각화 확인 후,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의 소비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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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모집하였다. 첫째는, 노트북/랩탑으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뉴스 읽기 

기록을 최대한 정확히 수집하기 위해서 였며, 추가로 실험 소개를 진행할 

시 노트북을 지참하도록 하여 실험 전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실험에 대한 절차를 원활히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므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다시 한정시켰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실험 집단 25명, 통제 집단 25명, 총 50명을 

모집하였지만 실험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제외된 인원들이 

존재하여 최종 분석에는 총 N=35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 조건에 따라 실험 집단은 21명, 통제 집단은 14명이었다. 

각 집단의 참여자는 등록 시 랜덤하게 부여하였다. 

3.2.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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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슨 등(2013)의 연구를 차용하여 진행하였다. 밸런서 

연구 또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 참여자의 과거 뉴스 읽기 기록을 수집한 뒤, 이를 기초로 실험 

전과 후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수집 방식은 자기보고식 기록보다 

정확히 뉴스 읽기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실험 집단은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기간동안 대기하며 뉴스 읽기 기록을 수집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하였던 이때 사용되었던 대기 메시지를 차용하여 

‘ㅇㅇㅇ님의 뉴스 읽기 기록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5일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 본 연구에서도 통제 집단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8] 통제집단 대상 전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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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실험 전 설문조사, 실험,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 사후 

설문조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제공된 URL 링크를 통해 랜덤하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은 동일하게 실험 시작 전과 실험 

기간인 15일 후 작성하도록 진행하였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할 ID 를 입력하게 되고, ID 가 입력되면 확장 

프로그램에서는 실험 참여자의 이전 2주간의 뉴스 읽기 기록을 수집함과 

동시에 사전 설문조사 링크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로는 참여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의 

기본정보와 사후 인터뷰 진행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 추가로, 

평소에 뉴스를 접하는 경로를 파악하였는데, 이는 설치 후 다음 날 

자정부터 시각화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개인이 자주 접하는 

뉴스의 언론사 정보를 미리 익스텐션에서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추가로, 실험 참여자들의 크롬 익스텐션 설치 

시간의 순서에 따른 실험 기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실험 집단의 경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날 자정부터 시각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하루에 여섯번, 네 시간 간격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3시, 7시, 11시에 업데이트 되어 실험 집단이 자신의 

뉴스 읽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시간에는 최종 업데이트 시간 기준의 사용자의 뉴스 읽기 기록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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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기간인 2주 후에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알림 

메시지를 준 뒤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실험 처치 

앞서 설명한 흐름대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뉴스 읽기 기록을 시각화하여 제공 받았다. 이때 뉴스 

읽기 시각화는 뉴스를 읽은 날짜, 그리고 해당 뉴스의 섹션, 이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를 바탕으로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상대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트리맵을 제공하였다. 심킨과 해스티(Simkin & Hastie, 

1987)는 연구를 통해 경향 파악에 용이한 선 그래프, 개별 데이터 구분에 

이점이 있는 막대 그래프, 비율 확인에 있어 용이한 파이 그래프 등의 

구분으로 개별 그래프의 장점을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일주일 간의 뉴스 이용량 추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였으며, 해당 날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떠한 섹션을 읽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을 두는 뉴스의 섹션은 총 9개로, 

이를 특정 언론사 정보와 함께 시각화 하여 제공할 때에는 파이 차트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파이 차트가 특정 섹션의 구분은 

비율을 통해 잘 제시할 수 있지만, 특정 섹션 내의 읽은 뉴스의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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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기사의 제목과 같은 세부적 정보를 다 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섹션에 따른 언론사의 구별, 언론사 별 읽은 

뉴스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마우스 클릭을 통해 단계를 나눠 정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는 트리맵(treemap)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그림 9] 사용자의 뉴스 읽기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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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트리맵 방식의 시각화 및 인터랙션 

 

3.4. 뉴스 소비의 편향 완화 측정 

3.4.1. 뉴스 소비의 측정 

뉴스 소비의 측정을 위한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본 연구에서 측정 

단위로서의 뉴스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험자가 읽은 뉴스의 섹션과 해당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 그리고 뉴스를 읽은 시간과 기간을 확인하였다. 

섹션의 구분은 언론사마다 각각 다양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섹션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주요 

신문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경제지인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기사의 섹션 구분을 참고하여 그 구분을 

총 아홉 가지 분류로 정리하였다. 해당 부문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문화, 스포츠, 연예, 사설/칼럼으로 나뉜다. 추가로, 시각화 

제공 이전의 뉴스 읽기 기록을 과거의 뉴스 읽기 습관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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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기록을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 제공 이후의 실험 

기간인 2주의 기록을 변화한 습관의 기준으로 상정하여 해당 기록을 

수집하였다. 

3.4.2. 편향 완화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의 편향 완화를 ‘특정 섹션의 뉴스만을 

소비하지 않는 뉴스 읽기’로 정의하여 편향의 완화를 측정하였다. 이는 

개인이 평소에 소비하지 않던 세션의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편향 완화의 측정은 경제학에서 주로 이용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니계수는 자원 배분의 불평등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로 전체 불평등한 경우를 

1, 완전 평등한 상태를 0으로 표기하여, 자원의 배분이 골고루 

이뤄질수록 계수가 낮은 형태로 표기되어진다. 지니계수를 만든 코라도 

지니는 지니계수를 통해 경제학적 자원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상대적 

불평등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Gini, 1921). 또한 힌드만(Hindman, 

2007)은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의 뉴스 소비와 전통적 매체인 

신문과 잡지의 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온라인 사용자의 

파편화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뉴스 읽기 

또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섹션 간 편중도의 개념으로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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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의 뉴스 읽기 기록을 기초로 지니계수를 확인한 뒤, 실험기간 

동안의 뉴스 읽기 기록에서 섹션의 변화를 지니계수를 통해 계산하여 그 

차이를 통해 뉴스 읽기의 편중도의 개선을 통한 편향 완화가 

발생하였는지 측정하였다. 

3.5. 시각화 방식의 구현 

3.5.1. 뉴스의 수집 및 분류 

피험자가 실험 기간 중 읽게 되는 뉴스의 종류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 정보를 누락 없이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웹사이트 DB 를 확보하였다. 2017년 4월 

10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총 2829개의 언론사의 이름과 URL 을 

전체 DB 로 사용하였다. 

추가로 수집한 정보는 포털 서비스의 뉴스 데이터이다. 포털 

서비스는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매개하여 사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뉴스는 특정 언론사의 뉴스라 

할지라도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각 뉴스 별 URL 을 

통해 연결되는 방식이 아닌, 포털 서비스내 URL 을 기초로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두어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국내 주요 

포털 네 곳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MSN 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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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뉴스 URL 이 포털의 URL 로 

변경되지 않고 언론사 URL 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중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 

페이지를 DB 에 추가하였다. 이때 대상은 유엑스코리아에서 개발한 

페이스북 분석툴인 빅풋이 2015년과 2016년에 분석한 각 언론사 별 

페이스북 페이지의 인기 순위를 참고하여 19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섹션별 구분은 URL 기반 분류(URL-

based classification)와 크롤링(crawling) 방식을 통해 수집/분류하여 

시각화를 통해 나타내었다. URL 기반 분류는 각 웹사이트의 주소에 

함축된 메타정보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가 담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다양한 뉴스를 읽는 실험 참여자의 뉴스 읽기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해내는데 편리하다. URL 정보가 메타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크롤링을 통해 주요 매체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뉴스의 섹션 구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URL 정보와 크롤링을 

통해서도 정확히 걸러내지 못한 뉴스에 대해서는, 실험 참여자가 

업데이트된 뉴스 기록의 시각화를 보기 전에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수동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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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시각화 방식 형태 

개인의 뉴스 소비의 시각화 방식의 형태는 웹 브라우저 중 하나인 

구글의 크롬(chrome)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실험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방식은 먼슨 등(2013)의 연구를 

통해서 진행된 ‘balancer’ 연구, 산업의 사례로 제시되었던 구글 

뉴스랩과 중앙일보가 개발한 프로젝트 O, 그리고 MIT 미디어랩의 

플립피드에서도 사용한 방법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편리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아홉 개의 부문에 

근거하여 분류한 뒤 변화하는 개인의 정보 소비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팝업 메시지를 

통해 참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지속적 

정보 소비 형태의 시각화 방식은 콘솔보 등(Consolvo et al., 2008)의 

건강 관련 정보와 프로릭 등(Froehlich et al., 2009)의 개인의 이동수단 

선택 연구를 통해서도 제공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얻은 

방식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된 시각화 방식([그림 9])은 디자인 

측면에서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계 되었다. 첫 번째 영역에서 

개인은 실험 당일의 최종 업데이트 시간과 그때까지 읽은 뉴스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역의 하단에서 개인은 오늘, 어제, 일주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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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간에 대해 어떤 섹션의 뉴스를 어떤 언론사에서 몇 개나 보았는지를 

트리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른쪽의 두 영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간 읽은 뉴스의 총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하단에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 1주일 동안 읽은 뉴스의 섹션을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막대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해당 섹션에 

대한 일주일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이 balancer 

연구를 차용하면서도 개인의 뉴스 소비의 좌우 편중을 사람의 기울기로 

표현하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한 실험자의 뉴스 읽기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뉴스 읽기를 도울 수 있는 추천 사이트 

기능을 본 실험에 활용하지 않은 까닭은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기능을 통한 추천이나 시각적 프레이밍이 아닌 

시각화 자체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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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데이터 클리닝 

실험으로 수집된 데이터 중 결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해내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했다. 본 

실험의 내용이 개인의 뉴스 읽기 기록을 수집함에 있어 뉴스의 제목, 

섹션, 언론사, 확인 시간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시각화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접속한 뉴스 URL 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이 중 적절하지 못한 결과물을 

찾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적절성 여부는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언론사 URL 로 기록된 리스트 중 뉴스가 아닌 섹션 및 언론사 메인 

페이지 리스트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누락시켰다. 또한 특정 포털에서 

뉴스를 읽을 경우, 해당 포털의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기사가 동시에 기록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때 동일한 기사를 접속한 

시간의 격차가 대부분 10초 이내로 기록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중복된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실험 참여자의 뉴스 읽기 기록 중 

실험 전과 실험 후 2주간 뉴스 읽기 기록이 10 미만인 경우도 실험에 

제대로 참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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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부 연구결과 

앞서 진행된 데이터 클리닝 절차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총 50명의 

데이터 중 35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14명, 

여자 21명으로 평균 나이는 26.91(표준편차 2.57)세였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졸업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 상태였다. 해당 참여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실험 집단은 21명, 통제 집단은 14명이었다. 각 참여자의 

집단은 등록 시 랜덤하게 부여하였다. 

4.2.1. 뉴스 기록 시각화의 뉴스 편중도 개선 효과 

각 집단별 뉴스 읽기량의 섹션별 기술통계량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표 1] 집단별 뉴스 읽기량의 섹션별 기술통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 과학 문화 스포츠 연예 사설 

실험 전 

실험군 

7.29 

(8.60) 

2.24 

(6.56) 

8.43 

(11.78) 

3 

(5.03) 

1.76 

(3.86) 

2.71 

(6.06) 

4.24 

(13.63) 

13.95 

(29.11) 

2.1 

(5.49) 

실험 전 

통제군 

3.07 

(4.62) 

2.07 

(3.69) 

5.71 

(9.38) 

6.21 

(17.15) 

2.79 

(5.54) 

1.71 

(2.55) 

1.29 

(2.67) 

5.21 

(8.12) 

0.43 

(0.65) 

실험 후 

실험군 

33.05 

(35.77) 

13.33 

(15.39) 

33.05 

(32.06) 

12.43 

(16.68) 

7 

(12.20) 

11.19 

(19.47) 

5.24 

(10.06) 

23.67 

(41.65) 

8.33 

(25.19) 

실험 후 

통제군 

5.43 

(4.57) 

5.93 

(14.09) 

6.86 

(7.92) 

6.29 

(14.35) 

3.43 

(4.88) 

2.79 

(3.07) 

1.93 

(6.09) 

5.86 

(10.38) 

0.7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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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서 실험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 후 모든 섹션의 평균 읽기량이 늘었다. 실험 

집단에서는 정치와 경제 섹션의 평균 소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모든 섹션에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섹션 중에서는 정치와 경제 섹션이 다른 섹션에 비해서 평균 

소비량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해당 실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앞서 제시했던 가설을 검증하고, 개인의 뉴스 읽기 기록 시각화를 

통한 섹션에서의 편향 완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및 통제 

집단과 실험 전과 후의 조건에 따라 참여자가 읽는 뉴스 섹션의 편중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섹션별 소비를 실험 전과 실험 후로 

구분하여 지니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시행한 결과를 표2에 나타내었다. 

 

[표 2]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 집단 X 시간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1 .032 .031 1.594 .216 

시간 1 .198 .198 15.665 .000 

집단 x 시간 1 .083 .0833 6.578 .015 

잔차 33 .4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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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 전과 후 집단간 지니계수 평균의 차이 

집단의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 참여자를 살펴보았을 때, 시간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의 뉴스 소비에서 특정 섹션을 

소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니계수의 평균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실험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뉴스 편중도가 낮아지며 하나의 섹션 뉴스만을 골라서 읽는 

행위의 정도가 개선되었다고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양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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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과 후에 편중도가 낮아졌으나, 두 집단 간의 줄어드는 편중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간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로, 통제 집단 내에서 실험 전과 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13)=.57, p =n.s.).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이자 가설1에 해당하는 실험 집단 내 시각화 제공 전과 

후의 지니계수의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20)=4.41, p <.001). 시각화를 제공한 집단은 더 

다양한 섹션의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각화를 제공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위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뉴스 읽기 기록을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을 때 특정 섹션의 뉴스만을 

골라서 읽지 않는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추가로, 뉴스 소비의 편향 완화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섹션 

내에서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뉴스 섹션이 

전체 뉴스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뒤 이를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t 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총 9개의 섹션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섹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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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로 나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를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경성 뉴스를 정치, 경제, 사회, 사설 섹션으로 두고 

1차 검정을 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섹션만을 두어 2차, 정치, 경제, 

사설을 구분하여 3차,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섹션만을 경성으로 

구분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성 뉴스의 경우, 1차를 문화, 스포츠, 연예 섹션으로, 2차를 

연예, 스포츠 섹션으로 설정하여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경성 뉴스와 

마찬가지로 실험 전과 후의 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1차로 

확인하였던 문화, 스포츠, 연예 섹션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유의확률이 .0662로 확인되었다. 

4.2.2. 시각적 확인의 편향 완화의 세부 변화 

연구 문제 2인 시각화를 확인한 집단에서 편향 완화가 발생하였을 때 

세부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의 구분을 나눴다. 

경성 뉴스는 앞선 문헌에서 경성 뉴스가 다루는 사회의 공적 사안을 

다루는 섹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섹션을 경성 뉴스로 

설정하였다. 연성 뉴스의 경우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엔터테인먼트적 속성과 흥미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 

스포츠, 연예 섹션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국제, IT/과학, 사설 섹션은 

연구를 위한 실험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해당 섹션의 기사를 제공할 때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두 가지 모두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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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 누락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 섹션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가십성 기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IT/과학 기사는 게임 기사를 

함께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설 섹션은 스포츠 및 다른 영역에서의 

사설도 함께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성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섹션, 연성 뉴스는 스포츠, 연예, 문화 섹션으로 

구분하였다.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시각화를 제공한 집단을 연성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집단과 경성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집단 구분의 기준은 전체 섹션 중 경성 뉴스의 비중과 

연성 뉴스의 비중을 비교하여 구분하였다. 총 21명의 실험 집단 중 경성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11명, 연성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10명이었다. 각 집단에 대하여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소비 비중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성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집단은 시각화 확인 후 경성 뉴스 

소비를 전보다 더 많이 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18)= -

5.27, p < .000). 추가로, 경성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실험 참여자의 

경성 뉴스 소비와 연성 뉴스 소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하게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가설 2-2는 변화의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20)=.46, p >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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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의 

본 연구는 개인이 스스로의 뉴스 읽기 기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을 때 이를 바탕으로 특정 섹션만의 뉴스를 소비하는 행위에서 

편향을 완화하는 뉴스 읽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의 세부적인 요소 확인을 위해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에서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로,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여 두 개의 연구문제 아래 가설들을 

상정하여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개인의 뉴스 

소비 습관의 편향 완화를 검증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뉴스 이용에서의 섹션 별 편중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 전과 

후의 뉴스 읽기 편중도를 통해 실험 집단에서 발생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개인의 뉴스 

소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시각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를 구성함에 있어 개인이 포괄적인 자신의 

뉴스 소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 추이, 섹션별 소비 비율, 그리고 

섹션별 소비에서 어떤 언론사에서 뉴스를 읽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각화 방식은 개인이 뉴스 소비를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그려볼 수 있는 뉴스 읽기의 지도의 역할(mapping)을 

수행하였다고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굴랜드라와 

바실레바(2013)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들이 자신의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의 뉴스피드에서 어떠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것이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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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방향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효과를 갖는 자기 정보에 

대한 인식(awareness)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스포츠, 연예, 문화 

섹션에서 시각화를 통한 변화가 발생함을 약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섹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실험 참여자들은 먼저 연성 

뉴스의 소비를 줄이고 다른 영역의 뉴스를 소비하려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로 인한 편향을 보는 먼슨 

등(2013)의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세부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섹션 내 변화 뿐 아니라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에서의 실험 참여자의 세부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뉴스 소비를 연성 뉴스 중심과, 경성 뉴스 중심으로 구분하여 

실험 전과 후의 구분을 확인하였고, 연성 뉴스 중심의 실험 참여자들이 

시각화를 확인 후 경성 뉴스의 소비 비중을 넓혀 나감을 확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경성 뉴스의 소비 비중이 높은 참여자는 변화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개인의 뉴스 소비 양상은 본 연구가 실험 

참여자들이 뉴스 소비상에서 경성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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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실험 

참여자들은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예상 

정도보다 다른 뉴스 소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여 놀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뉴스 소비를 확인하였을 때 경성 

뉴스의 소비를 넓혀 나갈 수 있게 됨은 개인이 갖고 있는 뉴스 소비의 

목표가 어느 지점을 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하여 볼 때, 개인의 뉴스 소비의 시각적 

확인은 편향적인 개인의 뉴스 소비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balancer 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유의미한 완화의 차이는 행동 변화 관점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많은 한계 또한 존재한다.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의 뉴스 읽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이 발표한 ‘2015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전년보다 5.8%p 증가한 

65.4%로 집계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바일 뉴스 읽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뉴스 읽기 기록을 정확히 수집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로 지적된다.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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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기 기록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는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적 정보 추천을 우려, 이를 

극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가장 큰 지점이 

되는 정파적 성향으로 갈릴 수 있는 정치, 경제 등 섹션에서의 뉴스 읽기 

편중도의 개선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국내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었고, 이를 참고할만한 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점이 연구에서 진행되지 못하였음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편향 및 편중의 문제를 적확한 지점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로의 역할에서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목적으로 삼는 뉴스의 편향적 소비 완화를 위해 개인의 

뉴스 소비를 시각화하여 실험을 통해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요구 

특성을 완벽히 해결한 상태에서 제공될 수 없었기에 한계로 작용한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눈가림 기법을 고려하여 실험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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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기하급수적으로 뉴스가 증가하는 온라인에서 수많은 뉴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되는 

뉴스로 인한 편향만큼이나 개인의 선택적 뉴스 소비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은 향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어떠한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시각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의 정보 소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적 

정도를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읽기 기록의 시각화를 통해 섹션 간 편중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의 차이로 살펴보며 뉴스 소비의 시각화 방식이 

유의미한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편중적인 뉴스 소비를 개선하는 데에 시각화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뉴스 소비 시각화 

효과 논의 연구가 희박하다는 점 또한 본 연구가 해당 영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는 정파적 성향의 뉴스 소비에의 

편중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뉴스 소비 기록의 수집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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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meliorating bias 

through visualization of 

consumption habit on online news  
 

Hwang, GuHyu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nline news consumption is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a 

daily life, news consumption biases are being observed in numerous 

situations. The bias that can arise from selective news consumption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understanding the bias as well as the bias 

from algorithmic recommend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visualization of consumption habit on the online news in ameliorating 

the bias of selective news consumption behavior. Chrome browser's 

extension program was developed to collect the news consumption 

recor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and to visualize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weekly status of news consumption including the 

press, section, and the title of the news. As a result, the study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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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amelioration of news consumption bias after the 

experiment in terms of the section. However, the trend of transition 

among the section of the news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visualization of the participant,  by dividing 

the group between hard news consumer group and soft news 

consumer group based on their past news consumption pattern. In 

the case of soft news consumer group, the consumption trend on 

hard new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group of hard news 

consumer group had no significant change in consumption trend on 

the soft news. 

 

Keywords: selective news consumption, bias amelioration,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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