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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는 OECD 46개국 중 1위에 달한다. ① 

현대 기술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어떤 뉴스를 자주 

클릭하고, 어떤 뉴스에 정도의 시간을 쓰는지, 어떤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는지 

등이 모두 정보화되어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되고 있다. 어떤 뉴스와 사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동영상으로 주의를 끌 수 있는지 모두 파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소비자 정보는 모두 데이터로 상품화될 수 있다. 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소비자에게 광고, 상품, 정치적 견해, 세계관 등 무엇이든 

파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가 자신의 활동이 정보화 

되어 소비되고 있다는 뚜렷한 자각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는 언론정보학 ∙ 커뮤니케이션 ∙ 정치외교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졌다. 그렇지만 온라인 뉴스 소비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소비자 자신의 

개인 정보가 데이터로 쉽게 상품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상품화 문제가 다양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 주체인 개개인이 스스로 소비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뉴스가 온라인에서 소비됨에 따라 전통적인 뉴스와 소비자의 관계 또한 

변하고 있다. 과거 뉴스 공급자가 뉴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유통자가 나타났으며 소비자는 

댓글달기 ∙ 공유하기 등의 기능으로 과거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뉴스 소비 시장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인 역할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 속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는지에 대해 이용시간 및 만족도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①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파악하여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뉴스를 선택하는 방법과 이에 따르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내용의 연령대별 차이를 빅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2019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03일까지 ‘연령별 

많이 본 뉴스’섹션의 기사를 웹 크롤링으로 전수 수집했으며, 해당 기간의 총 

기사 수는 29,703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소비자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선행 인터뷰로 조사하였으며, 정량적으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 관련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90%가 포털사이트(60%), 유튜브(30%) 등 온라인 

매체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별로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에 차이를 보이는 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여 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비슷하나 이용 시간은 

남자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포털사이트를 

메인 뉴스 소비의 창구로 유지하면서도 유튜브 등 다른 매체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뉴스 이용 매체가 포털사이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뉴스 이용시간도 더 길어 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 그리고 기혼일수록 포털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고 이용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종이로 인쇄된 신문과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뉴스 가치를 비교하여 보았다.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 

심층성으로 대표되는 뉴스 가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가치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가치가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뉴스에 대해 금전적 지불을 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000명 중 880명이 지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금전적 지불 대신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조사한 결과 본인의 과거 

뉴스 사용 경력과 연관된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치 정보 제공, 

복잡한 이용 절차 수용 가능, 개인적인 성향 분석 및 예측 허용,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뉴스 이용동기 중에는 정보 습득에 해당하는 유용성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희생 비용이 클수록 뉴스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분 전환과 같은 환기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시간이 길수록 뉴스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과, 유용성과 희생비용 모두 뉴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뉴스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희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그들이 희생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같은 감정 이외에 비금전적 비용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행태를 탐색했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 시 뉴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선행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6개의 휴리스틱을 도출했다.6개의 휴리스틱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쓴 기사부터 확인한다.', '선택한 

뉴스에 함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편이다', '나와 속한 집단과 관련 있는 

주제를 클릭한다.', '가능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 하는 편이다.'이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관심이 가는 것에 선택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가능한 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한다’가 가장 낮게 나왔다. 휴리스틱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휴리스틱의 경우 30대가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반면 6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20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휴리스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는 온라인 뉴스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는 

정보과잉으로 뉴스소비를 위한 선택행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신 

특유의 휴리스틱을 사용해 선택한 온라인 뉴스에 대해 이용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뉴스주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확증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 연령 ∙ 교육 수준이 자기 

확증 편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령별 뉴스주제 소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차이의 존재여부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했다. 분석은 2019년 5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매 월 

동시기에 각 연령대가 네이버에서 선택한 뉴스 주제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시기별 연령별 주제 선택에 대해 알아보는 방식과 함께 수집한 전체 

기간을 한 개로 묶어 연령별 관심 뉴스 주제를 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령별 뉴스 

소비를 살펴보았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전체 주제 토픽을 분석한 

결과, 정치, 코로나, 사회, 외교, 사건, 부동산 등 6개가 가장 통일성 있는 

단어로 추출되었다. 6개 주제 토픽에 속하는 기사의 클릭 수를 파악하면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연령대별 상이한 뉴스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해당 시기별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으로는 2020년 연초에 코로나가 

시작되어 해당 뉴스에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였으나, 10대 ∙ 20대 ∙ 

30대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인 반면 40대 이상은 코로나 이외의 다른 

주제들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은 처음에는 낮았으나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보다 더 높은 관심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어들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응집도를 파악하기 위해 결집계수를 구한 결과, 

60대에서 응집도가 가장 낮았으며 50대와 10대가 응집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집도는 공통의 주제에 대한 응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집단에 소속여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들은 과거 전통적인 뉴스 소비 방식에서 현재의 

방식에 보다 더 나은 뉴스 가치를 느끼고 있으며,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본인들의 개인적 정보 혹은 시간을 제공할 의사가 존재한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온라인 뉴스 소비 시간이 길어지며, 이용동기가 정보의 

습득일 때, 희생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뉴스 이용 만족도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정보의 과부하로 휴리스틱을 사용하여 뉴스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휴리스틱 사용행태에는 연령별 차이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는 뉴스 가치와 유용성 측면에서 과거 기존 매체들을 



   

통한 뉴스 소비에 비해 높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 필터버블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큰 그림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확증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태도 등이 요구되는 등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제안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디지털 뉴스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자 스스로가 가짜 뉴스와 필터버블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번째로 무료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뉴스 생산자, 뉴스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사회공동체,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온라인 뉴스 소비는 이제 대체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행태에 주목하고 온라인 뉴스 소비자가 어떠한 이용동기를 갖고 

있는지, 뉴스 선택에 있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지, 연령별 뉴스 내용 선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의 실증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미흡하나마 온라인 뉴스 소비 행태에 대하여 소비자학적인 시각으로 시도한 

연구로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의 생산 ∙ 소비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조명되어 사회적 감시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주요어 : 온라인 뉴스 소비, 온라인 뉴스 소비자, 온라인 뉴스 소비 행태, 온라인 

뉴스 선택 휴리스틱, 자기 확증 편향성, 에코 체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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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뉴스를 읽는 것은 현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자리를 잡았다 

(Dayan과 Katz 1992). 뉴스란 최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한 소식들로 

정의될 수 있다②. 또한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주변 소식이란 이제 전 

세계의 소식들로 확장된 상태다. 뉴스를 접하는 방식도 전통적인 신문, 방송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다중매체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해 

뉴스 이용은 더욱 손쉬워졌다. 이와 함께 뉴스의 생산, 유통, 이용 모두 기존의 

방식에서 변하고 있다(임영호 외, 2008).   

이제 뉴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던 차원에서 뉴스라는 

상품을 소비하고 생산 및 유통하는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상품은 물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뉴스도 중요한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 가시적 재화로 

뉴스와 함께 최근 가장 주목되는 상품이 데이터다. 개인이 온라인에서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행동과 같은 작은 데이터도 정보화되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순식간에 팔린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크리스 팔머는 

"공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는 바로 당신에 대한 정보 제공이며,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를 바로 현금화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비슷한 맥락의 상품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Evans, 

2003).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클릭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화 되어 상품화가 되고, 

클릭 수가 많은 즉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② Webster’s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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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더 많은 광고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쉽고 많이 이용하는 뉴스는 특히 주요한 정보 소스이며, 온라인 

플랫폼 내 뉴스 소비는 전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ariser, 2011). 

2020년 개봉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제품을 이용하며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바로 제품입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한다. 첫번째는 이용자들의 성향과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해당 

콘텐츠-주로 뉴스-에 맞춤 광고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자주, 더 오래 이용하도록 유도한다③.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의 모든 뉴스는 

상단 혹은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이용자가 

어떠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화나요’를 누르는지, 혹은 어떤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는지 행동 패턴을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단순한 광고 제공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파급력이 강한 콘텐츠는 뉴스 콘텐츠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이용자들의 '주의력'을 더 붙잡아 두기 위해 

수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시간'과 같은 중독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모든 콘텐츠와 광고는 

 
③ 넷플릿스 <소셜 딜레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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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된 정보로서 돈으로 환산된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및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 또한 바로 뉴스다. 블룸버그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 

미국인 중 36퍼센트가 SNS에서 뉴스를 얻는다고 답한 바 있다. 뉴스는 

SNS에서만 맞춤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야후 뉴스나 <뉴욕 타임즈>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들도 사용자의 특별한 관심이나 욕구에 맞춰서 헤드라인을 맞춤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개개인에게 개별화된 뉴스를 제공하면, 실제로는 소비자가 

어떤 동영상을 볼지, 어떤 블로그를 볼 것인지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이렇게 선택된 뉴스는 다양한 인터넷 리테일러들에게 해당 소비자를 

어떤 제품에 노출시켜야 될지 알려주는 지표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같은 온라인 뉴스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뉴스 소비자가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향의 뉴스와 의견만을 

접함으로써 생겨나는 확증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11월에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은 영국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뉴스를 접할 때 포털과 같은 검색엔진, 뉴스 수집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72%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조사가 진행된 세계 

64개국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 나라의 검색엔진 및 뉴스수집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 72%는 46개국 평균치인 33%를 두 배 이상 웃돈다. 반면 

온라인 포털에서 정보와 뉴스를 얻으며 언론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5%로 조사한 46개국 중 가장 낮다. 

이 같은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 이용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뉴스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뉴스 소비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뉴스의 대표적인 매체였던 신문을 대표로 하는 생산자의 관점으로부터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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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정이다 (d’Haenens, 2004).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뉴스의 이용 

방식과 이러한 환경에서의 저널리즘적 가치 변화 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주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매체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는 생산자와 이용자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다. 언론인에게는 교환가치로, 

소비자에게는 사용가치, 즉 효용성으로 평가된다 (성동규 외, 2006).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는 이용자인 동시에 생산자다. 뉴스 소비자는 수동적인 독자, 

청취자, 시청자만이 아닌 뉴스 생산자, 유통의 주체도 되며,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뉴스를 클릭한 정보 자체가 상품화되어 데이터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뉴스 이용자의 뉴스에 대한 선호와 입장이 실시간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 독점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는 기존의 

뉴스 미디어가 가졌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뉴스 생산자의 등장과 뉴스 

소비자가 직접 뉴스 생산에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김위근, 2014).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저널리즘적 연구 영역과 정치적 담론의 장으로서의 뉴스 

연구를 넘어 뉴스 소비에 대한 소비자학적 시각에서의 연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재생산 및 

배포가 손쉽게 가능한 온라인 뉴스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보제공으로 정보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며 피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이형주 외, 2018).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정보를 직접 읽고 검토하지 않고 다양한 휴리스틱 단서를 활용한 

의사선택과정을 거치게 만든다(황용철, 2016; Knobloch-Westerwick et al., 

2005). 더불어 이러한 휴리스틱 사용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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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사고의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뉴스 소비에서는 본인들에게 제공된 

뉴스만 보게 된다는 현상으로 ‘에코 체임버 효과’(echo chamber effect)가 

언급되고 있다.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는 인공적으로 메아리를 만드는 

반향실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과 같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증폭되는 현상을 

일컫는다(Jamieson & Cappella, 2008).  

이러한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요소들과 더불어 이들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해 뉴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데에 있어 본인이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효용과 

온라인 뉴스 이용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는 온라인 뉴스 이용시간 혹은 온라인 뉴스 만족도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온라인 뉴스소비의 이용동기로는 

정보∙편의성, 여가∙습관성, 상호작용성 등 세 가지 동기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기는 이용과 충족 접근에서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의 효용으로 간주되며, 

소비자가 온라인 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낸다. 

온라인 뉴스에서의 소비 비용은 현재까지는 비금전적 가치로, 대부분의 

온라인 뉴스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은 뉴스에 첨부된 광고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관심’, ‘시간’, 

그리고 ‘이용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자체에 광고가 함께 

제공됨으로써 온라인 유통자와 뉴스 공급자에게 이윤이 전달되기도 하나, 관심과 

이용시간과 같은 이용데이터가 현재 온라인 양면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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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있다. 

기존 인쇄 매체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매체 변화에 따라 뉴스 소비자들은 

단순한 ‘열독자’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뉴스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댓글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 간의 연대를 증진하는 역할도 하며, 직접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추천과 공유를 통해 유통의 역할과 더불어 뉴스의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뉴스 생산에 다시금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 구조의 

변화는 온라인에서의 뉴스 사용량이 재화로 치환되는 양면시장의 성격을 지니게 

만들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이용은 취득과 사용 그리고 처분의 

의미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뉴스 소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의 정보를 알기 위한 뉴스 소비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사회의 특정 측면 만을 부각하는 편향적 정보, 특정 뉴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만적 정보, 맞춤 데이터로 인한 에코 체임버 현상을 통한 확증편향성 

강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뉴스소비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뉴스 소비’라는 과정에서 파악하기 위한 뉴스 

소비행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에 대해 소비자가 뉴스를 

선택하는 행위와 이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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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할 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할 경우 다른 점이 

있는지, 다르다면 어떤 점들이 다른지,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할 

때와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차이가 존재하는 지 등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들의 행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이용량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뉴스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빅데이터 상에서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뉴스의 내용, 즉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시기적, 세대별로 

집단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 온라인 뉴스 소비 행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뉴스 소비자들은 이제 정보의 일방적인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 이른바 

‘디지털 뉴스 프로슈머(소비자 및 생산자)’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뉴스의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 특히 소비자학적인 시각에서 주목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의 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과 함께 소비자가 온라인 뉴스를 보기 위해 희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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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기회비용이 소비자 뉴스 이용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요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의 

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의 

전반적 이용 행태와 소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과잉 상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휴리스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휴리스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내용의 연령대별 차이가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지 뉴스 제목을 이용한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주제 소비 차이와 응집도 차이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뉴스의 소비 행태를 

소비자학적의 시각에서 탐색해본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언론·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다뤄지던 저널리즘 맥락의 

‘뉴스’를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뉴스 소비의 특성을 도출하고 전통적인 뉴스 소비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매체의 소비로 변한 현재 뉴스 소비의 특성에 맞게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인구학적인 요소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 선택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탐색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지각하는 효용과 비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점이 

어떻게 온라인 소비에 만족을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뉴스 주제들이 무엇인지, 세대 

간의 차이가 어떠한 지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 소비자의 데이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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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뉴스 소비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별 관심사의 

차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뉴스 주제 유형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선택은 어떤 휴리스틱을 사용하는지, 뉴스 주제 선택에서 연령별 차이는 

존재하는 지와 같은 소비자의 행태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행태의 윤곽을 밝혀 미래 디지털 뉴스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이해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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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과거의 뉴스 연구는 저널리즘·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뉴스를 읽는 행위가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다면, 최근에는 뉴스를 

접하는 행위가 소비행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으로, 뉴스를 

읽음으로써 소비행동의 자극이 되는 광고나 소비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결과를 소비선택에 반영하게 되는 등(김경희, 2012) 

소비적인 의미로 개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여, 이론적 

배경에서는 과거 전통적 뉴스 소비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에 

이르기까지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뉴스 소비 자체와 이를 

비롯한 환경, 그리고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뉴스의 개념 

 

1. 뉴스의 개념과 발전과정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뉴스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뉴스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불변의 욕구에 

기인한다(Molotch et al, 1974).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퍼뜨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인쇄기나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에도 발견된다. 뉴스의 정보는 단순한 상황판단을 위함이나 오락 형태 

이상의 존재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나 뉴스의 교환이나 이를 

위한 수단이 사회의식과 관습에 반영되어왔다(스티븐스, 2010).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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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뉴스의 주재료인 사실(fact)은 “알려지는 대상과 알려지는 방법 사이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인증된 방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수집된 관련 정보” 이며 “매일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소모적인 소비자 상품”이라고 사회학자 게이 터그만은 

주장했다(Tuchman,1978). 즉 빵이나 소시지처럼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으로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런 제품과 다른 점은 뉴스는 공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이고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동의 이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틀 내에서 뉴스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문학적 제약 속에서 동시대의 삶이 지니는 다양한 특징들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하나의 사회적제도, 또는 표현체계다. 즉 하나의 제조된 

상품(manufactures good)으로서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행위와 

산물이다(서드슨, 2014). 

뉴스는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과 달리 대부분 말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침묵으로 포장된 뉴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또 뉴스는 너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 둘 수도 없다. 인간은 어떤 선택된 

뉴스의 소멸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난 뒤에 뉴스를 공유하거나 보안의 

목적으로 숨겨놓을 만큼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뉴스를 들으면 열정을 가지고 즉시 전달하게 된다. 인간 대부분은 열광적인 뉴스 

전달자들이다(스티븐스, 2010). 뉴스를 전하는 행위 자체가 자아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특성이 뉴스의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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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뉴스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은 아니다. 뉴스는 세상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지만, 그릴 때의 요소와 방법은 선택적이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뉴스 생산자인 저널리스트는 뉴스로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서드슨, 2014). 또 저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그 

뉴스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의 게이트키핑도 존재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 · 유통시키는 많은 일반인들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이런 행위에 참여한다. 따라서 점차 게이트키핑이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산, 유통, 소비되는 뉴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뉴스는 

사람들을 국가적인 목적에 동원시키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결집시킨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1930년대 독일 히틀러를 신의 경지로까지 

격상시킨 요제프 괴벨스의 사례다(정철운, 2018). 정반대로 체제를 전복할 

정도로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해체적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고, 한 때 동유럽 공산 

체제하에서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표현하는 유명한 문구인 

“행간읽기(reading between lines)”를 제공할 수 있다(서드슨, 2014).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 이외에 일반적으로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찾아 읽는 분야도 다양하고 이를 소화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오락으로 읽기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진지하게 읽기도 

한다. 즉 같은 목표로 생산된 뉴스라도 접하는 소비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폭이 넓은 상품인 셈이다. 이처럼 개별 뉴스는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공유하게 되면 사회를 보는 

집합적 시각과 여론이 형성된다. 다양한 관점과 여론의 형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인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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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18세기 신문의 출현을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명하면서 처음에는 신문이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출현한 ‘부르주아 

공론장’이 사적인 개인들이 정부의 후원이나 감시 없이 공적인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도록 허용, 독려되는 공중의 이성을 위한 것으로 진화되었던” 반면 19세기 

후반 신문은 “소비 대상으로서의 문화를 위한 매개체”로 변했다고 

비판했다(서드슨, 2014). 이처럼 하버마스는 뉴스의 상업화라는 이슈에 관심을 

끌게 했다.  

이제 뉴스와 관련한 소비와 상업화의 문제를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뉴스는 전 세계에서 

전문적으로 생산되면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었다. 미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에 인쇄업자들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사업가였다. 이들은 문구류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1831년 미국을 방문한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을 한데 뭉치게 

만든 힘은 바로 신문에 있었었으며 미국을 단결시키는 데는 여전히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크빌, 2002). 

이같이 중요한 뉴스를 말로 전달하기 시작해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달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어 뉴스 

 

구어 뉴스체계는 수만 또는 수십만 년 전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이미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뉴스 교환은 단순히 

암시적이거나 선언적인 표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스티븐스, 2010). 예를 

들어 호피족 인디언 어린이들은 백인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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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바하나를 소리치도록 교육받았다(Titieve, 1972). 구어뉴스 시대의 

전달매체는 인간과 말이었다. 말과 사람 메신저에 의해 뉴스가 운반된 가장 좋은 

사례는 B.C. 490년 그리스의 경우다. 당시 그리스 군인들은 대부분 아테네 

출신으로 마라톤 평원에서 병력이 훨씬 강한 페르시아 군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상황이 나쁜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이 소식을 전달하고자 

페이디피데스라고 알려진 사람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25마일이 넘는 거리를 

달려서 그리스 군대의 승전 소식을 전하고 기력이 다해 숨졌다고 한다. 오늘날의 

마라톤 경기는 페이디피데스의 업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말로 

전하던 시대에도 뉴스의 생명은 신속성이었다. 즉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뉴스 

미디어의 발달에 가장 절실했던 동기는 뉴스 전달에 걸리는 시간의 

단축이었다(이인희, 2013). 

시대가 흘러도 구어뉴스의 전달은 늘 지속됐다. 광장, 시장, 동네 우물가, 

모닥불 주변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뉴스 전달은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말을 통한 뉴스의 전달은 많은 경우 무작위성을 지녔다. 어떤 뉴스가 

퍼지느냐가 종종 전달자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권력계층이 생겨나면서 정확하고 빠른 뉴스 전달을 위해 

전문적인 전달자가 필요해졌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메신저 또는 크라이어 등이 등장했다. 이러한 전문적인 메신저의 등장으로 

상당한 규모의 권력구조 유지나 통치 등의 가능해지도 했다. 통치를 위한 뉴스 

관리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한 셈이다. 

구어 뉴스 시대에 메신저나 크라이어는 내용을 잊지 않고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말에 리듬, 음조, 높이를 넣어 표현했는데 이것이 음유시인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7세기에는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카페가 등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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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벨리스트라는 뉴스 전달자가 등장했다. 누벨리스트들은 카페뿐 아니라 

공원이나 저택의 정원에 사람들이 모일 때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과시했는데 루이 16세도 이들의 의견을 궁금히 여겼다고 

한다(이인희, 2013). 

그러나 사람의 기억에 의지해 전달되는 뉴스 체계는 왜곡되고,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어 뉴스가 가지는 취약점은 사람들이 유지하는 문화적 

전망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어 

뉴스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뉴스를 얻는데 의존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2) 문자뉴스 

 

문자의 발명은 인류의 진화과정을 우리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시대와 우리가 

타인의 마음속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로 나눈다(푸크너, 2017).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다. 문자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고 문명을 이루게 한 가장 기본 요소에 속한다. 문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까지는 진흙판, 석판, 목판, 양피지, 대나무 등과 같은 자연물에 기록되었다. 

상징과 기록 수단이 결합된 문자 뉴스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하는 언론 미디어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스티븐스, 2010). 

문자 뉴스의 시작은 수서(손으로 쓴) 뉴스다. 로마 제국과 중국 한나라 

무렵이 수서 뉴스가 왕성했던 시기였다. 왕과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들 사이에 

왕래되는 편지는 현지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뉴스 미디어 역할을 했다(이인희, 

2013). 특히 종이의 발명은 이런 수서 뉴스 전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수서 뉴스는 사람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 

뛰어났으며,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처럼 문자는 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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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안정성, 영구성의 특징으로 뉴스의 공신력을 높이게 됐다. 중세 이후 

필사 뉴스는 정치, 외교뿐 아니라 통상 분야에서도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필사를 하는 서기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국의 전쟁, 재난, 사고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지금의 기자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도 신속한 뉴스는 

경제적 힘이 되었기 때문에 상품이 어느 항구로 언제 도착하는지 등의 정보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 필수적이 되었다. 

 

3) 활자 뉴스 

 

활자 및 인쇄기술의 발명과 발전은 뉴스와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인류 발전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이 대표적 예다. 로마 가톨릭에 반박하는 95개 논제는 

브로드시트(대판형 신문 크기)로 인쇄됐다. 이 브로드시트는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면서 기독교의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인쇄를 통한 성경이 성직자와 귀족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보급되면서 성직자만을 통하던 종교의 지형이 바뀌었다. 더불어 루터에 의해 

성경이 일반인도 해독 가능한 독일어로 번역, 출판되면서 더 큰 변혁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물리, 천문, 생물, 의학, 화학 등 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과 지식 

등이 책으로 인쇄되면서 종교뿐 아니라 문명 발전 전반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노혜령, 2020). 한편 통치자들은 인쇄기의 유용함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조작하는 소위 프로파간다도 시작됐다.  

인쇄기를 통해 처음 찍어낸 뉴스는 브로드시트로 대형 판형으로 현재까지 

보편적 신문의 크기의 규격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15세기 이후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정도의 뉴스북이 출현하면서 한 권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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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16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뉴스북과 함께 

시의 형태를 띤 문체로 뉴스를 전하는 뉴스 발라드도 인쇄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뉴스 북과 뉴스 발라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뿐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가십이나 선정성이 짙은 내용들도 포함해 오늘날 소위 

인포테이션(정보와 연예)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 북과 뉴스 발라드는 대중 저널리즘의 시초로 볼 수 있다. 

 

4) 신문 

 

최초의 일간지는 165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아인콤멘데 

차이퉁>이다. 이후 수십 여년 만에 수백 개에 달하는 일간지가 유럽 전역에 

생겨났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식이 이른바 ‘장사의 수단’이 

되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새로운 소식’은 중대하게 여겨지면 높은 값에 

팔린다. 시간이 흐르고 매체가 다양해져도 뉴스에 관한 지배적인 전형은 변하지 

않고 있다(도벨리, 2019). 신문은 발행되던 당시부터 광고를 싣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뉴스 미디어로 신문의 역할이 커진 데는 당시 대도시가 

형성되던 환경적 요인도 있었다.1700년경 영국 런던의 인구는 67만명으로 

성장해 구어뉴스나 수기뉴스 같은 올드 미디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됐다(이인희, 2013). 많은 작가, 지식인들이 신문 발행에 앞장섰다. 영국 

식민지로서 신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메리카 대륙의 신문은 독립전쟁에 

이르기까지 영국을 비판하고 저항하면서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창출하고 

결속시켰다. 1825년 무렵 미국에서는 이미 유럽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신문이 

발행되었고 대륙 각지에 사는 국민들에게까지 배달되었다. 한편 타블로이드라고 

불리는 작은 판형의 신문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보기 쉬운 큰 타이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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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선정적인 기사와 유명인의 가십들로 채워진 타블로이드 신문은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서 신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5) 라디오  

 

라디오는 전자기파, 무선 전신, 무선 전화 등 몇 차례에 걸친 기술 발전의 

결과로 생겨났다.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 1920년 말 웨스팅하우스가 피츠버그에 세운 

상업방송국 KDKA에 의해서였다. 웨스팅하우스가 방송을 듣기 위한 라디오 

수신기를 판매하기 위해 세운 방송국이었다. 불과 2년 후인 1922년 미국에는 

576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라디오 수신기는 1925년 550만 대가 미국 

전역에 보급되었다(스티븐스, 2010). 라디오의 폭발적인 인기는 뉴스의 본질인 

신속성에서 빛의 속도와 같은 전파 이동으로 송수신이 이루어진 점과 신문과 달리 

구어뉴스 시대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다. 

라디오의 출현은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혁명이었다. 구어뉴스에서 인쇄된 

신문에 이르기까지 교통수단에 의존했던 뉴스의 이동이 교통수단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다. 라디오가 뉴스를 전하게 됨에 따라 뉴스의 문장도 

신문보다 간결하고, 짧은, 쉬운 단어 중심의 구어체로 바뀌었다. 또한 

1930년대에 독일에서 릴 테이프 방식 녹음기가 개발되면서 라디오 뉴스는 

생방송의 한계를 벗어나 녹음 방송의 길이 열렸다. 라디오도 신문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과 혼돈의 시기에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데 공헌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한담(fireside chats) 프로그램이다. 라디오 

방송은 주파수의 세분화가 가능해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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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이 생겨나는 기회도 제공했다.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라디오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으나 주파수에 따라 개성 있는 장르로 대중을 세분화하는 내로우 캐스팅 

전략으로 라디오는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6) 텔레비전 

 

1940년대 시작된 텔레비전 방송은 뉴스 전달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정보 이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이인희, 2013). 정보의 손실 없이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면대면 상황이다. 텔레비전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첫 등장은 1941년 미국 CBS가 소규모 시청자를 대상으로 뉴욕에서 

날마다 15분짜리 보도를 한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영향력으로 언론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1960년 텔레비전 

토론에서 리처드 닉슨을 이겼다. 젊은 용모와 목소리, 토론 태도가 더 유력하던 

공화당 후보를 이기게 만든 요인으로 꼽히는 사례다. 이와 함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의 체포와 괴한의 습격으로 체포 도중 살해되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것도 충격적인 영상의 대표사례로 인용된다. 영상이 뉴스 전달에 얼마나 

위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경우다. 

지금은 인공위성 덕분에 텔레비전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걸쳐 볼 수 

있다. CNN, BBC 등 뉴스만 24시간 세계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또 디지털 

지상파 방송, 디지털 케이블 TV,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수신 

기술의 혁신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재시청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됐다(이인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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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 이메일, 게시판,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다. 1991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처음으로 신문을 종이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종이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어떤 

형태든 인터넷- 그것이 컴퓨터든 스마트폰 앱이든-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뉴스 미디어로 등장한 인터넷은 역사상 15세기 유럽에 활자 

뉴스 인쇄기가 중세 사회를 변화시켰던 위력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 

놓고 있다. 뉴스는 기자가 쓰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로 

공급되는 체계였다. 뉴스는 공급자 중심이었고 대중은 수동적인 관계에 놓였다. 

독자 투고 등의 의사소통 공간이 일부 존재했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성, 유연성, 쌍방향성이다. 정보생산의 유연성은 개인의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확대됐다. 언론사가 뉴스를 독점하는 체계는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고, 대중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이인희, 2013).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독립 인터넷 신문도 출현하고 있다.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는 관문처럼 한 곳에서 검색엔진과 링크모음을 비롯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합형 웹사이트를 말한다. 야후,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이 대표적이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는 한 곳에서 여러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쉽게 읽을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근성이 쉽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는 뉴스로의 접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다. 각 언론사가 개별 

홈페이지, 스마트용 단독 앱의 공급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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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접근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다. 

 

8) 소셜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소셜 저널리즘이란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셜 미디어는 개방, 공유, 참여,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다. 트위터, 페이스 북, 링크드인, 

유튜브, 위키백과 등이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사진, 오디오 등 콘텐츠 형태의 제약 없이 유연하게 

생산·유통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셜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로 2011년에는 《뉴욕 타임스》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린 온라인 매체로 

부상했다. 이같은 소셜 저널리즘은 뉴스 생산과 유통을 언론사가 아니라 

독자들이 주도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 같은 소셜 저널리즘은 과거 

언론사의 게이트키핑 기능 등이 사라지고, 조회 수에 따라 뉴스의 가치가 

결정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뉴스 소비의 발전과정은 어떤 형태든 뉴스는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구어뉴스 전달, 이메일을 통한 수서뉴스,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신문, 방송 뉴스에 해당되는 소셜 저널리즘과 SNS를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은 하나의 뉴스 소비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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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매체에서의 뉴스 가치의 변화 

 

첨단화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디어 기술은 뉴스 생산과 이용 행태를 

크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제일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 인쇄매체가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뉴스의 쇠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이 

대신 전자 미디어에서 뉴스는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한 내용으로 변하고 있으며, 

역으로 뉴스 콘텐트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이인희, 

2013). 

한편 다매체 시대로 변하면서 뉴스와 관련된 주도권은 소비자로 넘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에서 매체가 뉴스를 생산하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에 그쳤다.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검색 중심의 뉴스 이용으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뉴스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균형감각 있게 보는 것에서 벗어나 각 

자의 관심 분야 뉴스만 소비하게 되면서 뉴스를 통해 사회 전체를 이해하던 것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 뉴스는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공유하게 되면 사회를 보는 집합적 시각과 여론이 형성된다. 다양한 

관점과 여론의 형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확한 뉴스 

없이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   

뉴스는 인간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신적 

자양분이기도 하다. 뉴스를 접함으로써 자신이 놓인 주위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뉴스를 통해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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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개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서로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앨스타인 외, 2017). 

이는 기술이 온라인에서 장을 만들어 오기 전에도 인류가 수천 년간 실행해 온 

개념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숱한 마을과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노천시장이 대표적 예다. 런던과 뉴욕 같은 도시에서 성장한 

최초의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이런 플랫폼과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주된 차이점은 물론 디지털 기술에 있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범위, 속도, 

편의성, 효율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읽는 이용자는 뉴스 읽기 행위를 통해 미디어의 

콘텐츠 생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뉴스 공유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상에 출현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 

영향을 주고 있다(김경희, 2012). 이러한 뉴스 소비의 변화는 저널리즘 연구에서 

오랫동안 정립되어온 중요 개념들은 물론, 뉴스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이론들을 

소비자학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정의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던 뉴스와 관련해 기존 구독자 가 느끼던 가치와 

신뢰도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뉴스를 읽는 새로운 구독자가 느끼는 가치와 

신뢰도와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뉴스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의 가치란 “어떤 사건이 뉴스로서 갖는 속성”을 의미한다(이종혁, 

2019). 뉴스라는 콘텐츠는 진실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숙련된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어떤 사건의 뉴스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고영신, 2007). 따라서 뉴스의 가치 평가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관점에서 언론학적인 측면에서 평가돼 왔다.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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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어느 정도로 기사화 할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뉴스의 가치가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더스(Eilders, 2006)의 연구에서는 뉴스가치 

평가기준이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보 선택 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페르도모(Garcia-Perdomo et al., 2018)의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는 정보 선택과정이 마치 기자가 사건을 평가하는 심리적 스키마와 

유사한 과정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두 선행연구 모두 뉴스가치 평가는 언론인의 

기준 외에 뉴스를 읽는 사람들의 정보처리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인간의 정보 선택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관련 교재에 언급되는 뉴스 가치 관련 대표적인 

요소들로는 영향성, 저명성, 갈등성, 희귀성, 부정성, 인간적 흥미성, 관련성, 

유행성, 시의성, 근접성 등이 있다(고영신, 2007). 전통적 저널리즘 뉴스 

가치에서 갈퉁과 루지(Galtung & Ruge, 1965)는 국제뉴스를 분석해 시의성, 

영향성, 명확성, 중요성 등으로 1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저널리즘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미주리 그룹(the Missouri group, 2005)의 뉴스 가치 평가 

개념은 영향성, 갈등, 새로움, 저명성, 근접성, 시의성 등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렇듯 다양한 뉴스 가치 요소들을 정하게 되는 것은 언론학적 

시각에서 해당 뉴스 가치 요소들이 강한 사건일수록 뉴스로 선택되며 중요하게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간스(Gans, 1979)는 

이러한 뉴스 가치가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뉴스에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뉴스 가치들 가운데 뉴스의 주제가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이고, 알 필요가 있는 가치여야 한다는 점은 가장 핵심 기준으로 오랜 기간 

뉴스가치의 평가 기준이 되어왔다. 하컵과 오닐(Harcup & O’Neill, 20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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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본인들의 뉴스가치 평가 기준에 ‘권력자, 연예, 드라마, 유명인’ 등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터넷과 SNS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 맞춰 

수정된 가치를 제시했다. <표 2-1>은 이종혁 (2019) 연구에서 뉴스 가치 관련 

선행연구와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기준을 종합한 표이다.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뉴스가치 평가 기준 (출처: 이종혁, 2019 수정) 

연구 뉴스가치 평가기준 

Galtung & Ruge (1965) 

시의성(frequency), 영향성(threshold), 

명확성(unambiguity), 중요성(meaningfulness), 

조화(consonance), 신기성(unexpectedness), 

연속성(continuity), 균형성(compositional 

balance), 선진국 관련성(reference to elite 

nations), 엘리트 관련성(reference to elite 

people), 개인화(personalization), 

부정성(negativity) 

Harcup & O’Neill 

(2001) 

권력자(power elite), 유명인(celebrity), 

연예(entertainment), 놀라움(surprise), 

부정성(bad news), 긍정성(good news), 

강도(magnitude), 관련성(relevance), 

후속기사(follow-up), 미디어 의제(media 

agenda) 

심재철 등 (2003) 
공정성, 전문성, 탐사성, 흥미성, 다양성, 진실성, 

갈등성, 관련성 

The Missouri group 

(2005) 

영향성(impact), 갈등(conflict), 

새로움(novelty), 저명성(prominence), 

근접성(proximity), 시의성(tim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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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배달되는 신문이나 보도되는 시점이 존재하는 

방송 뉴스를 소비하는 것과 달리 뉴스 매체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시각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는 뉴스 콘텐츠의 가치 

판단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공유와 

실시간 순위를 확인함으로써 신문이나 방송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뉴스들이 인기 

있는 뉴스로 부상하는 현상은 포털 등 인터넷 뉴스에서 또 다른 뉴스가치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화하는 매체에서 뉴스가 부각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읽기 행위-열독-자체에 의해 새로운 뉴스가치가 생겨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뉴스 가치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더불어 뉴스 이용자들이 

고영신 (2007) 
영향성, 저명성, 갈등성, 희귀성, 부정성, 인간적 

흥미성, 관련성, 유행성, 시의성, 근접성, 심층성 

이종혁 등 (2013) 

사회적 중요도(social significance), 

새로운 볼거리(visual novelty), 수용자 

관련성(audience relevance),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최상위 요인) 

영향성, 저명성, 심층성, 갈등성, 참신성, 

활동성, 유용성, 근접성, 오락성, 이야기 

Harcup & O’Neill 

(2017) 

차별성(exclusivity), 부정성(bad news), 

갈등(conflict), 놀람(surprise), 시청각(audio-

visuals), 공유가능성(shareability), 

연예(entertainment), 드라마(drama), 

후속기사(follow-up), 권력자(power elite), 

관련성(relevance), 강도(magnitude), 

유명인(celebrity), 긍정성(good news), 미디어 

의제(news organization’s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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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직접 생산한 뉴스를 통해 새로운 뉴스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존재한다. 뉴스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반영해 간접적으로 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뉴스 토픽’ 등은 소비자들이 인위적으로 

랭킹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다 네이버는 이런 서비스를 

종료했다.④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종합해 뉴스 가치 개념을 분류하는 시도도 있다. 

셔키(Shirky, 2008)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 등 인터넷에 새롭게 등장한 가치를 

기존 문헌과 사례와 비교해 ‘공감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자는 

본인들의 사소한 일상을 담아 인터넷의 다양한 공간에 게시하고 그런 글들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 사회적 의제가 되는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콘텐츠 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공감성-이 중요해지는 가치라고 본 것이다. 

공감성 외에도 새로운 뉴스 가치들의 등장 배경에는 인쇄 신문과 달리 포털 

등 인터넷 뉴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어느 기사를 많이 읽고 어느 기사를 읽지 

않았는지, 어떤 기사에 많은 댓글을 달았는지 등 개별 기사에 대한 반응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뉴스에서의 뉴스 가치 평가기준은 

뉴스 이용자의 뉴스 읽기 행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뉴스라는 소비재가 기존의 

언론인에 의해 작성된 전문화된 상품에서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그대로 담긴 

SNS로의 공유, 혹은 클릭 수 등에 따라 개별 소비자들이 생산하는 개인적인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적 흥미성’은 온라인 플랫폼 

뉴스의 확산과 함께 더욱 주목되고 있는 뉴스 가치라 할 수 있다.  

이종태(2019)의 연구에서 인간 흥미성의 상위 개념으로 ‘인간의 본능적 

관심’을 제시하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Harcup & O’Neill, 2017) 부정성, 

긍정성 등 비리, 범죄, 폭력 등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④ '네이버, 댓글·SNS 등 반응 보여주는 '실시간 검색'도 폐지' <한국경제>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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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인 자극을 일으켜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고영신(2007)은 뉴스가치가 사건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기사 선택의 

결과로만 해석되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기사가 뉴스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즘과 같은 다중미디어 이용 시대에 뉴스 소비자는 뉴스의 선택에 머물지 않는다. 

뉴스를 선택해 읽었으면, 댓글을 달고, 추천이나 ‘좋아요’를 표시하고,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공유하며, 이에 따라 많은 뉴스 소비자가 뉴스 미디어가 아닌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뉴스를 접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나 기자가 아닌 페이스북 친구가 추천한 뉴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때로는 본인들이 공감하고, 중요성을 느낀 뉴스를 공유하며 

소비자들이 연대해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뉴스에 등장한 사안에 대해 

국민청원에 서명하고, 관련 기관을 후원하거나,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뉴스 독자에게 가치 있는 뉴스는 선택은 물론 반응하고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즘 미디어에서 뉴스 주제, 즉 토픽이 선정되는 것은 ‘의제설정’ 

이라고 불린다. 결정된 토픽은 소비자들의 평가를 통해 인터넷의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확산하는 과정을 거쳐 미디어 생산자에게 피드백 되어 새로운 

토픽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토픽이 미디어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미디어 토픽이 되는 일도 있다. 이런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뉴스 소비에서 뉴스의 가치는 이전의 일방적인 

저널리즘적 뉴스 가치에서 상호작용적인 모델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뉴스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뉴스 가치를 판단하면 우선 뉴스 소비자와 해당 

뉴스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맥콤스(2005)는 의제설정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용자와 해당 이슈의 관련성을 지적했다. 즉, 사회적 



 

 29 

이슈가 뉴스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될 때 뉴스 이용자들은 해당 이슈를 

주목한다.  

뉴스 소비에서 ‘뉴스거리’에 대한 의제설정 과정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의제설정 방식과 간접적인 의제설정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직접적인 의제설정 방식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자 채택 뉴스’ 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포털 등 인터넷 뉴스에서 

‘실시간 뉴스 검색’, ‘실시간 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등의 주제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뉴스 검색어나 가장 많이 클릭한 기사들을 순위대로 

나열해 놓은 리스트에 나타나는 기사를 말한다. 

반면 간접 의제설정은 먼저 뉴스 이용자들이 뉴스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클릭해서 읽는 행위들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포털 등 인터넷 

뉴스의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인터넷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실시간 뉴스 검색’, ‘실시간 이슈’, ‘핫 토픽’, ‘가장 많이 본 기사’ 등 

기사들의 순위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것이 바로 뉴스 

이용자들이 뉴스 중요도를 평가해 놓은 것이고, 이를 통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대상의 속성이 강조되면 미디어 의제가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의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뉴스 의제는 곧 뉴스 주제를 의미하며, 뉴스의 소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뉴스 주제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국제· 스포츠· 

교육 등 뉴스의 토픽(topic)을 뜻한다(이장근·김재원, 2020). 

결론적으로, 과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던 뉴스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주체로 

부상하면서 뉴스 가치 평가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뉴스가치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쇄된 신문이나 방송 뉴스와 달리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어느 기사를 읽었는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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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지 않았는지, 어떤 기사에 많은 댓글을 달았는지 등 개별 기사에 대한 

반응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의 뉴스가치 평가기준은 뉴스 

이용자의 뉴스 읽기 행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경희, 

2012).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뉴스 주제를 논의할 때 이러한 뉴스 

가치의 변화를 먼저 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3.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구조 변화 

 

온라인에서의 뉴스 소비는 뉴스소비 관련 주체들의 관계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를 읽는 행위는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종이에 인쇄되는 신문과는 다른 매체 특성이 있다. 읽는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공급자 사이의 변화와 생산 방식 자체에도 급진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는 종이에 인쇄하여 배달하던 

신문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한다는 단순한 전달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는 저장· 공유가 간단하게 이뤄진다.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인 신속성과 편리성을 갖춘 검색기능을 

갖추고 인쇄신문의 편집에 의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지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급이 가능해졌다.  

인쇄신문과 다르게 온라인 뉴스 플랫폼은 같은 날에도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신속성을 바탕으로 뉴스 전달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도 

극복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신문의 주요 특성의 하나는 상호작용성이다. 이는 

이용자가 일방적인 정보의 단순한 이용자에서 정보의 제공자 혹은 생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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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자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신문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기술적인 특성과 

융합을 통해 전통적인 매체들과는 다른 차원의 특징들을 내포하는 것이다. 

 

1) 과거 뉴스 소비와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 주체들의 관계 변화 

 

인터넷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켰다. 전통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은 특정 지역에 대한 유통 독점을 기반으로 광고와 콘텐츠의 묶음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인터넷은 콘텐츠에 대한 배포 비용을 

무료에 가깝게 만들면서 전통 미디어 사업자가 보유하던 지역 독점 유통권을 

약화시켰다. 광고주들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광고주들은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눈을 돌렸다. 이와 같은 인터넷 환경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대규모의 이용자 기반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상황으로 변해갔다. 

뉴스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플랫폼에 뉴스를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자의 역할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가능케 한 다중 매체 이용이란 텔레비전과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등에서 팟캐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새로운 매체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춰 각 매체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매체를 골라서 이용한다(이준웅, 2006). 심미선(2008)에 따르면, 다매체 

시대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매체를 선택하고 동시에 편리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매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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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뉴스 미디어와 경제적 특성 변화 (출처: 김위근, 2019 수정) 

김위근(2019)은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의 관점에 진행한 연구에서 현재의 다매체· 다채널 시대 이전 뉴스는 

네 단계의 큰 변화를 거쳤다고 보았다. 제1단계인 전통 뉴스 미디어 - 신문, 

라디오, 방송 - 시대에서는 뉴스의 생산 주체가 곧 유통 주체였다. 즉, 모든 뉴스 

기사 및 개별 신문의 인쇄 부수는 해당 신문사에 의해 결정됐다. 

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의 등장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단계에서는 뉴스 생산자의 계획과 통제에 아래 뉴스 콘텐츠가 생성되었으며 뉴스 

생산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다양한 유통매체까지 컨트롤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뉴스 소비자의 뉴스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김위근(2019)이 나누는 뉴스 미디어의 제2단계는 지상파에서 케이블TV 등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도입되고 뉴스 시장 진입에 규제가 완화되던 시기다. 

이때 신문, 방송 등 뉴스 미디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조된 시기라고 표현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소비자의 선택적 지각, 선택적 

노출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이다. 그는 이러한 뉴스 매체로 무가뉴스를 

예시로 들며 이로 인해 뉴스 소비가 생산과 유통에서 분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 미디어가 대부분의 뉴스 유통을 담당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 미디어 시대에 비하면 뉴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좁은 뉴스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뉴스 미디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당시 ‘공짜경제(freeconomics)’가 도입됐다.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시대
전통 뉴스미디어

시대
다매체 다채널

시대
초기 인터넷

뉴스미디어 시대
현재 인터넷

뉴스미디어 시대

경제적 특성 독점경제
시장경제, 공짜

경제
공짜경제, 관심경제

관심경제,
구독경제

대표 뉴스미디어
종이신문,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무

료신문
언론사닷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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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경제’를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로 통근자를 위한 ‘메트로’신문 등 

무료신문이 있었다. 이들은 구독을 통한 콘텐츠 수익은 포기한 채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뉴스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뉴스 미디어는 

제3단계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의 등장 이야말로 뉴스 

미디어에서 뉴스 생산과 유통이 진정한 의미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뉴스 생산자는 뉴스 회사가, 이를 유통하는 것은 인터넷 회사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선 뉴스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각기 개별 영역으로 

독립했다. 인터넷 뉴스 미디어의 본격적인 이용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관심경제가 본격화됐고, 

공짜경제가 활성화됐다. 뉴스 생산자는 뉴스 생산, 소비, 유통구조의 본질적인 

변화 추구 보다는 생산한 뉴스를 우선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전달해 이를 통해 

뉴스 소비자에게 주목받는 것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뉴스 미디어가 뉴스 유료 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은 포기한 채, 노출에 의한 광고 

수익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힘을 쏟았다. 인터넷 뉴스 유통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 단계다. 

마지막으로 김위근(2019) 연구에서의 뉴스 미디어 변화의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는 현재의 뉴스 미디어 환경인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 시대다. 이제 

뉴스 소비자는 어떤 특정 한 매체만에 의지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들 속 

본인에게 맞는 매체를 찾아 정보를 얻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뉴스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분화된다. 신문 구독, 방송뉴스 시청, 인터넷 뉴스 이용이 모두 높은 이른바 

'다중매체 뉴스 이용자'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은 더는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과 신문 두 매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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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는 유투브나 SNS 만으로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 뉴스는 기존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게이트키핑 과정처럼 편집자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많이 본 

뉴스나 실시간 뉴스 검색 등을 통해 나타난 ‘이용자 채택뉴스’ 검색 수의 영향에 

따라 선정된다. 따라서 포털 등 인터넷 뉴스에서의 미디어 의제는 이용자들의 

뉴스 읽기 행위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들이 미디어 

의제의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뉴스 시장의 발전과 미디어 발전에 의한 뉴스 소비 생산 주체와 유통 관계자,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를 종합해 아래의 <그림 1-1>으로 정리해보았다. 

김위근(2019)에서 언급한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통적인 뉴스 

소비에서 다매체 시대로의 변화 시기, 그리고 초창기 인터넷 뉴스 시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 뉴스 시기로 나누고 소비의 측면에서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의 관계의 변화에 주목했다. 

전통적 뉴스 시대에서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다른 매체가 생기면서 생산자와 유통자가 생겨났지만 둘은 

함께 공존하는 사이라서 소비자의 힘이 약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으로 

드디어 뉴스 생산자와 유통자(distributer)간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졌으며 이는 

소비자의 의견을 뉴스 제공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 시대는 포털 뉴스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뉴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더불어 재확산을 

넘어 재생산까지 가능한 소비자의 힘이 더 강해진 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의 관계의 변화를 <그림 2-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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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뉴스 소비 시장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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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는 이러한 뉴스 시장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를 한 

공간에 모두 모아둔 통합 웹 사이트로 정의할 수 있다(김위근, 2007).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웹 브라우징을 하기 위한 시작지점이다. 초기 포털사이트는 

검색기능을 중점으로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을 도와주는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기 뉴스 서비스를 도입하며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기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검색을 핵심 서비스로 내세웠으나 

뉴스는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진봉·이미선, 

2017).   

2000년 5월 네이버는 본격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2003년 3월 

다음(Daum)도 미디어다음을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지식검색서비스와 함께 뉴스 

서비스가 포털의 대표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민재, 2005). 

2003년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 이용자는 네이버의 경우 1월 697만 명에서 11월 

1,09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다음의 경우 동일 기간 689만 명 수준에서 1,758만 

명으로 급증했다 (임해창, 2005). 이후 포털 사이트는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을 

주도하며 언론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인식에서도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의 집중이 드러난다. 

인터넷 뉴스 이용방법에 대한 조사에서(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가장 많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가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 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클릭해서’(71.5%)를 선택했다. 이는 

인터넷 뉴스 이용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유통의 쏠림 현상을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과거 뉴스 이용자들과 비교하면 온라인 플랫폼 내의 뉴스 소비자는 미디어의 

의제설정에 끊임없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직접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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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설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제설정이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 의제와 이용자 의제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 의제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며 진화해 간다는 사실이다.  

뉴스를 소셜미디어 맥락에서 분석하는 많은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브런스와 버게스 (Bruns & Burgess, 2012)는 소셜미디어가 

일상적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정보 공유를 넘어 뉴스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유사저널리즘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라딕 (2017)은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이 언론이 정보원과 뉴스 소비자 사이에서 수행해온 독점적 

게이트키퍼 역할을 무너뜨렸다고도 평가했다. 소비자들 사이의 뉴스 공유가 뉴스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상이다. 

온라인 플랫폼만이 가능케 한 뉴스 소비자의 댓글 달기, 추천, 공유 등 소비자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뉴스 관여 현상(Thurman, 2008)은 뉴스 소비 권력의 

변화를 일으킨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는 매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뉴스 이용자를 

‘뉴스를 읽는 이용자’에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시켰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뉴스란 생산이 곧 유통이고 소비이던 일방적인 소비 관계에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모습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변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시장의 양면시장적 성격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는 뉴스를 읽는 이용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뉴스 이용자들은 수동적인 독자, 청취자, 시청자만이 아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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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자 생산자, 유통의 주체도 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는 매체 자체가 양면 시장의 개념과 공존한다 

(김진영·김민용, 2013).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양면시장의 이론에서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이용자 또는 고객집단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통칭한다(이상규, 2014). 만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또는 고객집단 간에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cross 

network externality)이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다면, 해당 플랫폼은 

양면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2> 양면시장의 성격 

 

경영학에서 양면시장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즉,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지칭한다(이상규, 2014). 하지만 양면시장을 조성했다고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다고 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Rochet & Tirole,2003). 또 

양면시장을 구축하고도 실패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실제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면시장보다는 생태계 구성이 중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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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사실 온라인 생태계와 오프라인 생태계는 전달 매체가 다를 뿐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 종이 뉴스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익숙한 지하철 승강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지하철을 타는 것은 뉴스를 읽는 것이고 지하철 역 안은 플랫폼인 것이다. 플랫폼 

안에서는 티켓 판매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에 다양한 가게를 갖춰 놓듯이 

포괄적 생태계를 구축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도 동일하다. 유튜브 역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와의 양면시장 

모델에서 광고, 전문스튜디오, PD, 홍보· 마케팅, 통역, 이외 유튜브 API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기업들까지 여러 참여자들로 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플랫폼의 독특한 특성인 양면시장은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뉴스 

제공자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플랫폼 참여자들과 협력을 통해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양면시장은 두 개 이상의 

이용자와 고객군이 한 측면의 이용자 또는 고객군에 영향을 받아 더 높은 효용을 

걷게 되는 외부성을 동반하게 된다(Rochet & Tirole,2003). 카츠와 

샤피로(1994)는 한 측면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 그룹의 규모가 커져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직접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존재하며,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동일한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에 존재하는 외부성이 아니라, 한 측면의 

고객집단이 얻는 효용이 다른 측면의 고객집단의 수, 소비량에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정의했다(Evans, 2003).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플랫폼은 전통적인 신용카드, 미디어 시장, 인터넷 포탈, 쇼핑몰 등의 

중개플랫폼이 대표적이다(Caillaud & Julli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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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양면시장의 유형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활용은 이러한 중개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매체에서의 광고와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우연히 혹은 계산된 노출에 의해 접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를 

회피할지 아니면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본인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광고효과모형에서의 효용요인과 비용요인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 시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모바일 광고에서 비용으로 

제기되는 개인정보침해와 성가심, 부당광고 노출의 위험성(남기화·여정성, 

2011)을 비용의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활용을 측정한다면 더 심도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 특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Side 1 Side 2 경쟁플랫폼 사업자

PC 운영체재
이용자

(consumer)
앱 개발자 Window, Mac

온라인 구직 플랫폼
구직자 (Job

Seekers)
구인자 잡코리아, 사람인

이용자 (searcher)

이용자 (reader)

비디오 게임 게임 유저
게임 개발자/

게임 유통사

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

웹 검색 /온라인 구

직 플랫폼
광고주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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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로 바라본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 

 

온라인에서의 뉴스의 양과 텍스트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텍스트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인간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내용분석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스데이터를 수집하여 코더에게 코딩가이드에 따라 훈련시키고 

코더의 판단에 따라 분석하도록 하는 방식은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코더 간 불일치의 문제가 있어왔다.  

백영민(2017a)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분류하는 것은 

객관성과 재현가능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과 같은 컴퓨터연산적 접근(computational 

approach)이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과학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윤호영, 2018b).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은 웹문서, 소셜미디어, 영상 등의 

비정형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 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 

기반하여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토픽 

분석이나 감성 분석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 커뮤니티 

미즈넷의 게시판의 글을 수집해 직장여성의 이직 원인을 탐색한 송현정 

외(2017)과 백영민 외(2014)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 1,08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7개 토픽을 도출하고 시기별 토픽과 이에 

대한 감정적 표현 변화를 살펴봤다.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을 분석한 연구들로는 정원준(2018)의 사드 이슈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뉴스 6,032건의 

전문을 대상으로 토픽을 추출하고 한중 간 외교 보도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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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외(2017)도 동일한 이슈에 대해 7,018건의 기사 전문을 대상으로 각 

언론사가 어떤 담론전략을 사용했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최진호 

외(2019)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된 4차산업혁명에 관한 뉴스 

빅데이터에 대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해 언론사 유형(보수지, 진보지, 경제지)과 

주요시기에 따른 토픽의 차이를 탐색했다. 이외에도 이수연, 김현정, 그리고 

이수연 외(2016)는 뉴스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아프리카TV를 대상으로 

특정기간의 댓글을 수집하여 토픽 분석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성차별성이 여러 

방식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온라인 뉴스 내에서의 사용자의 관심의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연구로 

송해엽∙양재훈(2017)의 연구가 있다. 송해엽∙양재훈(2017)는 빅데이터로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2000년의 온라인 뉴스는 

4월을 기준으로 17,197건이었으나 5월부터 51,955건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2000년 5월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밝혔다. 2001년 10월까지 월 5만 건 내외를 

유지하던 기사 수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7월은 처음으로 기사 수가 월 

30만 건을 넘어서게 되며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은 빅데이터로 분야별 

기사의 수도 분석했다. 포털이 구분한 방식을 따른 뉴스 기사의 분야는 2000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던 분야는 사회 기사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고 경제 분야 

기사가 20.9%를 차지했다. 시기별로 기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초기 

포털은 경제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도 8월 사회 분야 

기사가 경제 기사 수를 넘어서기 전까지 포털에서 경제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 기사의 경우 2004년 초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3년 

이후 다양한 연예 기사 공급자들이 늘어나며 2013년 12월은 한 달 14,074건의 

연예기사가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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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뉴스 기사 수 추이 (송해엽∙양재훈, 2017 인용) 

 

    빅데이터로 분석되는 뉴스 소비는 정치적인 담론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뉴스에 대해 가장 긴 기간 

메타분석을 한 송해엽∙양재훈(2017)의 연구도 온라인 뉴스의 양과 분야별 기사의 

증감을 밝혀주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 소비자에 대한 분석은 비중이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야별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세대별 

선택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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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이용 

 

 

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 

 

온라인 플랫폼의 일상화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털’이라는 용어로도 부르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 통과하는 관문이라는 뜻에서의 ‘포털’은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혹은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산업 전반에서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콘텐츠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lavais, 2017).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검색기능과 더불어 포털이 제공하는 자사 서비스, 즉 일종의 

콘텐츠 패키지를 통해 사용자를 해당 포털 내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김위근,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의 뉴스 제공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서비스 상품이자 콘텐츠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최홍규 

외, 2018).  

뉴스의 공급 주체는 다매체가 되었고 포탈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는 갈수록 더욱 활발히 이용되며 소비자들은 이를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고 획득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나종연, 2010). 이러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생산과 획득 외에도 후앙(2009)은 현대인에게 뉴스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주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즉, 뉴스를 통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실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소속감을 얻고, 대화와 영감을 얻는 상품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김경모 (2011)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45 

같은 사회적 관계 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재매개하며 

뉴스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통 

창구가 다변화되고 있다. 댓글 공간,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공유하기와 같은 다양한 의견교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뉴스 정보의 공유와 

제작을 통해 새로운 뉴스 소비자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뉴스에의 접근과 공유 및 생성이 자유로워진 만큼 이들이 ‘소비자’의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뉴스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개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는 뉴스를 열독하는 행위로 단순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뉴스 

소비자가 스스로를 생산자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생산∙유통에 참여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들이 사회 전체의 중요 의제 설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다른 뉴스의 속성으로는 정보 수집의 역할이 있다. 뉴스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수단 외에는 뉴스 속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보 탐색으로서의 뉴스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조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인가 혹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둘째, 값은 얼마인가, 셋째, 쓸 만한 제품 혹은 서비스인가를 평가하는 

위주의 사고를 수행한다. 이처럼 뉴스 이용자는 '정보 이용 행위 패턴'을 중심으로 

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포털 이용 의식에서도 뉴스 유통의 집중이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 이용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가장 많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가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 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클릭해서’(71.5%)를 선택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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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이용에 있어서 포털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강한 정보 요구와 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는 

다중매체 뉴스 이용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준웅·문태준 (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소득수준 등이 높은 편에 속하는 뉴스 소비자들의 출현이 

인터넷 담론 형성에서 여론 지도력을 갖추고 사이버 여론지도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발한 정보추구 행위와 담론 주도 행위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뉴스 소비자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의제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Zhang (2006)은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 비저널리스트의 정치 블로그를 이용하는 뉴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블로거의 의견을 보기 위해서 뿐 아니라 블로거가 선택한 

뉴스를 보기 위해 블로그를 방문하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등장은 온라인 플랫폼 뉴스를 하나의 소비 상품으로 보고 이러한 소비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뉴스 미디어 이용의 패턴이 소비자의 정치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총 뉴스 이용량’(Ksiazeket al., 2010),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Yuan, 2011), ‘정보 레퍼토리’(Moody, 2011), ‘미디어 식단’ 

(Moody, 2011), ‘콘텐트(혹은 정보/오락) 선호’ (조성동·김규찬·강남준, 2010)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뉴스 소비자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양정애·이현우(2013)는‘총 뉴스 이용량’과 ‘콘텐트 선호’를 분석해 이용자들을 

각각 뉴스추구자(seeker)와 회피자(avoider), 뉴스 중독자(junkie)와 

이탈자(switcher)로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박광순⋅안종묵 (2006)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가 치열해질수록 

스포츠⋅ 연예 뉴스와 사회 뉴스 같은 주로 선정적인 뉴스가 더욱 증가할 



 

 47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위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뉴스 미디어별로 게재된 뉴스 주제를 분석한 결과 ‘사회’(30.0%), 

‘정치’(21.6%), ‘스포츠⋅연예’(15.7%) 등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뉴스 

소비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뉴스의 토픽 선정 보다 정보의 취득에서 

사용까지 전반에 걸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자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언론재단(2016)의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TV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2011년 95.2%에서 2016년 83.2%로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 비중은 57%에서 73.7%로 늘어났다. 신문을 

통한 뉴스 이용률 역시 2011년 44.6%에서 2016년 20.9%로 급감하였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5)에 따르면 인터넷 중에서도 네이버를 이용한 뉴스 

이용이 55.4%, 다음을 통한 뉴스 이용이 22.4%, 네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이 

7.4%로 나타나는 등 전체의 85.2%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뉴스 소비자들이 최근 뉴스 이용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를 조사해 본 결과 

포털뉴스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김경희, 

2012). 이 조사 이외에도 한국언론재단(2008) 자료에 따르면 포털 뉴스를 통해 

뉴스를 많이 얻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2000년 중반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뉴스 콘텐츠 제공자 유형별, 혹은 소비자의 진보 

혹은 우파 같은 정치적 성향이 뉴스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온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임영호 외,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의 소비자의 뉴스 주제 소비 행동에 대한 정량적∙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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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시도하려 한다. 

 

 

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동기 

 

다중매체가 일반적이 된 현재 미디어 연구에서 나타난 이용과 충족 이론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읽는 이용동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치르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 인지하는 효용(benefit)과 비용(cost)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온라인 

뉴스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불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비용은 

‘소비자가 무료로 인식하는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나’에 관한 

관점으로 구명진(2017)의 소비자 모바일 광고 리터러시의 개념화와 측정 연구를 

수정해서 사용했다. 

다중매체 소비자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매체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와 동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체를 이용하는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용과 충족 연구다 

(Lin, 1999; Papacharissi ＆Rubin, 2000; 김경희, 2012).  

일반적으로, 이용과 충족 연구는 ‘미디어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하는가’하는 

기존의 연구 전통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의 미디어 경험을 이해하려는 연구다 (Katz, 1959).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적극적 소비행태를 갖추어 감에 따라(김정기, 

2016) 이용과 충족모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발전과 맞물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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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다는 다양해지는 뉴스 매체에 초점을 두며 뉴스 매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소비자의 능동성을 주목하며 사람들이 왜 특정 미디어를 

이용하는지를 정서적 욕구나 인지적 욕구처럼 동기의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Ruggiero, 2000).  

이용과 충족 모형은 미디어 채널과 내용의 선택을 소비자가 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 뒤에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 의한 동기가 부여 돼있다고 가정한다. 

(김채환·안수근, 2004) 이용과 충족 접근의 기본 요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의 욕구와 동기, 심리적· 사회적 환경, 대중매체,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기능적 

대안들,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결과들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획득하는 욕구의 충족은 차후의 미디어 이용을 포함한 미디어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cQuail, 1983).  

인터넷에 대한 이용과 충족 접근 방법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미디어와 소비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접하고 이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나 상황에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려 것이다. 둘째는 기존 매체와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매체가 이용자의 어떤 속성에 기인하는가를 파악하고 이 속성이 기존 

매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와 기존 매체 간의 

경쟁상황을 예측하거나 기존 매체와의 유사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등장이후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나타났다. 

팜그린(Palmgreen, 1984)은 미디어 이용 동기에 관해 크게 사람들이 

사회적 동기, 심리적 동기, 이 두 요인을 통합한 복합적 동기에 관한 것으로 

나눴다. 그린버그(Greenberg, 1974)는 사회적 동기로는 대인관계, 현실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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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보내기, 휴식 등의 요인들을 제시했다. 맥과이어(McGuire, 1974)는 

심리적 동기로는 정보추구, 호기심, 흥미 등의 동기를 발견했다. 루빈과 

루빈(Rubin & Rubin, 1982)은 미디어 이용동기에 사회적· 심리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맥퀘일(McQuail, 

1974)의 연구는 회피, 대인관계, 정체성 확인, 환경감시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로 나타났으며 블루머(Blumler, 1979)의 연구에서는 환경감시, 회피, 

정체성 확인, 호기심이 이용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미디어 이용동기는 앞서 팜그린(1984)가 언급한 대로 크게 

보아 정보성과 나머지는 감정적/심리적 동기로 나뉨을 확인할 수 있다. 

린(Lin,1999)은 새로운 미디어로써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동기를 도피, 동반, 

정체성, 환경감시, 오락 등으로 분류하였고, 밀러(Miller, 1997)는 도피, 오락, 

상호작용, 감시 등의 충족을 추구하기 위해 동기화된다고 했다. 아이미(Eighmey, 

1998)는 인터넷 이용이 커뮤니케이션 욕구로 예측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해 

요인으로 오락 가치와 개인적 정체성이 상업 웹 사이트 이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웹의 이용 동기를 오락, 도피,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미의 연구는 개인의 정체성이 이용과 만족에 상관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웰스와 챈(Wells & Chen, 1999)은 인터넷 이용 동기로 쇼핑을 

꼽았으며 로저스와 셸던(Rodgers & Sheldon, 1999)은 인터넷 이용 동기 중 

가장 큰 동기로 정보추구와 검색,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도피(오락, 휴식)와 

쇼핑을 포함하는 4개의 주요 항목이라고 했다. 

파파차리시와 루빈(Papacharissi & Rubin, 2000)은 이용과 충족 접근 

입장에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접하고 

소비하는지, 이 새로운 매체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인터넷 이용의 예측요인을 연구했다. 인터넷 이용 동기를 대인간 유용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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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정보추구, 편의성, 오락의 동기로 도출하고 인터넷 이용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상황연령, 커뮤니케이션을 꺼리는 마음, 사교적 

존재감, 인터넷 동기 등으로 구성한 인터넷 이용의 5가지 주요 동기 조사에서, 

인터넷 동기가 이용자 반응의 가장 중요한 예측지표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용 

동기와 사전조건이 이용자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인터넷 

이용 동기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적 태도와 함께 이용 동기가 온라인 이용량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은미(2003)는 온라인 신문의 이용 동기는 정보성(과거기사 검색, 

부가정보 이용, 기사의 다양성, 그래픽과 영상)，편의성(다른 신문 내용확인, 

속보성, 관심있는 기사 선별), 경제성(무료)으로 나누고 있다. 김유정(2001)은 

온라인 신문을 이용하는 이유를 기사의 신속성, 기사의 특보성, 이용편리성, 

콘텐츠의 다양성, 참여공간-커뮤니티의 이용순으로 파악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신문 이용이 상대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온라인 신문을 

이용하며 이용요인들은 바로 온라인 신문이 제공하는 상대적 이점과 관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는 소비자의 이용동기에서 정보성과 함께 별도로 온라인 

미디어에서 뉴스 이용이 무료 이용인 점이 소비자의 이용 동기이자 온라인 뉴스 

이용에서의 큰 배경이유로 사용됨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플랫폼 이용동기를 보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밍(1998)은 

이용동기로 휴식과 시간 보내기, 도피성 욕구, 지식탐구,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보았다. 이정권과 최영(20015)은 인터넷의 전반적인 이용 동기를 정보검색, 

오락, 시간 보내기 등 기존 매체의 이용 동기들이 중요한 요소이며, 매체의 

기술적 특성으로 가능해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효용성 등을 인터넷 매체의 이용 동기로 추가하며 감성적 요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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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용과 충족 모형의 이용동기  

(출처: 이종혁, 2019 수정) 

이용 동기 연구 주요 요인 

미디어 이용동기 

팜그린(Palmgreen, 

1984) 

사회적 동기, 심리적 

동기, 복합적 동기 

그린버그(Greenberg, 

1974) 

사회적 동기: 대인관계, 

현실도피, 시간 보내기, 

휴식 

맥과이어(McGuire, 

1974) 

심리적 동기: 정보추구, 

호기심, 흥미 

루빈과 루빈(Rubin & 

Rubin, 1982) 

오락, 시간 보내기, 

정보추구 

맥퀘일(McQuail, 1974) 
회피, 대인관계, 정체성 

확인, 환경감시 

블루머(Blumler, 1979) 
환경감시, 회피, 정체성 

확인, 호기심 

인터넷 이용동기 

린(Lin,1999) 
도피, 동반, 정체성, 

환경감시, 오락  

밀러(Miller, 1997) 
도피, 오락, 상호작용, 

감시 

아이미(Eighmey, 1998) 

커뮤니케이션 욕구, 

오락, 개인적 정체성 

(오락, 도피,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 

웰스와 챈(Wells & 

Chen, 1999)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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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와 셸던(Rodgers 

& Sheldon, 1999) 

정보추구, 검색,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도피 (오락, 휴식), 쇼핑 

파파차리시와 

루빈(Papacharissi & 

Rubin, 2000) 

대인간 유용성, 

시간보내기, 정보추구, 

편의성, 오락 

인터넷 뉴스 이용 동기 

이은미 (2003) 정보성，편의성, 경제성 

김유정 (2001) 

신속성, 특보성, 

이용편리성, 컨텐츠의 

다양성, 

참여공간(커뮤니티) 이용 

밍 (Mings, 1998) 
휴식과 시간 보내기, 

지식탐구, 커뮤니케이션 

강미은 (2000) 
업무관련, 오락, 사회적 

관계 형성 

이정권, 최 영 (2015) 

정보추구, 오락, 

이데올로기추구, 

상호작용, 정체성 표현,  

다양성, 재미 

 

종합하면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 동기는 지식 혹은 정보탐색, 오락(휴식, 시간 

보내기), 커뮤니티/사회적 상호작용, 효용성 등이다.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 이용 

동기 및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는 기존 이용과 충족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의 능동적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이용과 충족 

이론이 유용한 틀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 접근은 사람들이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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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기도 한다. 안수근(200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신문의 이용 동기로 

‘정보/편의성’, ‘상호작용성', ‘여가/습관성’의 3가지 동기요인을 추출했다. 

‘정보/편의성 ’은 온라인 신문에서 정보· 다양한 신문· 기사검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의성’은 이용시간· 빠른 뉴스· 무료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작용성’은 기자와의 의견교환· 본인의 의견 표출 등으로, ‘여가/습관성’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오락· 휴식의 여가성과 생각 없이 보는 습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과 충족 모형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인터넷 이용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코스테라 메이어(2007)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 

대한 이용과 충족 모형은 다양한 연령, 교육, 직업, 소셜 네트워킹, 취미 등을 

제한된 시간 내에 결합하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미디어의 이용동기는 이용량이나 이용의도와 같은 이용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화행·이정기, 2011a). 

이용과 충족 모형에서 소비자의 충족이라 함은 욕구의 만족으로써 

이용으로부터 유도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박수철 외, 2015).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용으로부터 자신의 만족을 기대한다((Perse, 1990).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이용동기에 의해 뉴스에서 원하는 효용과 그들이 

인지하는 희생과 온라인 뉴스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온라인 뉴스 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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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의 연령대별 선호 내용   

 

만하임(1952)은 세대란 학술적으로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여 

유사한 사회적 의식을 형성한 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따라서 세대는 생물

학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일 뿐 아니라 유사한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산

물(social creation)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지닌 세대의 

‘코호트’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만하임의 세대와 유사한 세대 개념으로, ‘생애주

기의 단계’ 로서의 ‘세대’ 는 ‘청년세대’, ‘중장년층’, ‘은퇴기’ 등 생애주기에

서 동일한 과업을 마주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도 사용하는 개념이다 (권정윤·김난

도, 2019). 생애 주기적 세대는 연령이 세대 범주를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연령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을 지나면 구성원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시

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코호트적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세대에 따라 생애 형성 단계에서 익숙한 미디어가 있으며, 평소에

는 그 매체를 이용하는 습관이 잘 변하지 않는다. 거제티와 베스트런트(Ghersetti 

& Westlund, 2018)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압

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년 세대는 여전히 대부분 아날로그적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어펠트와 반 데 구츠 (Voorveld & van der 

Goot, 2013)의 연구는 네덜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3~16세의 그룹은 

소셜 미디어로 온라인 활동을 하며 음악과 영상을 이용하는 반면 50~65세 그룹

은 다른 세대에 비해 신문을 많이 읽고 라디오를 더 많이 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이들의 연구는 젊은 층과 장년층의 미디어 선호도뿐만 아니라 이용행태도 다

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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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디지털 뉴스보고서(2017)를 보면 세계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

라인에서 뉴스 소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랭캐스터와 스틸만

(Lancaster & Stillman,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연령 중 1982년부터 2000

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중 약 80% 이상이 이전 세대들보다 인터넷 플랫

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혁·최윤정(2017)은 우리나라에서 세대에 따른 뉴스 이용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연령· 시기· 세대 교차분류 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검증을 실

시했다.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추적하는 모델링으로 분석을 시도한 결

과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뉴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치 효능

감과 정치 신뢰가 낮으며, 이런 속성이 낮은 정치 관심도와 낮은 정치 뉴스 이용

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퍼트넘(2001)은 세대교체에 따라 공공 사안에 관한 관

심 수준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퍼트넘의 연구 결과는 1964년 이후 출생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성인이 된 베이비붐 이후 세대부터 어느 당이 여당인지 아

는 경우가 앞 세대에 비교하면 3분의 2에 그쳤다고 한다. 이어서 퍼트넘은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사회 사안에 관

해서도 관심이 적다고 보고했다.  

이영민(2010)은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대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제시

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관심도

가 높다며 연령과 사회 이슈 관심도는 대체로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연령

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페이지(1971)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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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정치 참여 정도는 정치 효능감과 정치 신뢰에 따라 변하며, 정치 효능

감은 개인이 정치 과정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일종의 자신

감이며, 정치 신뢰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효능

감과 정치 신뢰가 모두 높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정치 뉴스

를 열독하며,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반면, 정치 효능감과 정치 신뢰가 

모두 낮은 사람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대에 따른 신문 이용의 감소가 관찰된다. 이강형과 남재일

(2017)은 2002년에서 2014년까지의 신문 열독 데이터를 추적해, 1970년대 출생 

세대가 1990년대 초반 출생 세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열독률을 보임을 밝혀

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진행한 젊은 세대의 미디어 이용률과도 연관이 있으며. 

낮은 정치 효능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뉴스 이용에서 세대 효과와 관련해 흥미로운 결과는 문화 뉴스 이용에서는 세

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이종혁·최윤정, 2018). 젊은 연령이나 중년 

연령층이나 문화 뉴스 이용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화 이슈에 대해서 높

은 다양성에 특정 시기를 대표할 만큼 하나의 강력한 문화 이슈가 존재하기 어렵

다고 보았다. 상반되는 결과를 가진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

기술적 설문형태에서는 뉴스를 열독하는 사람들의 답변에 진실성에 오차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소비되는 

뉴스 주제를 탐색하는 것은 더욱 정확한 소비 경향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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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선택 

 

1. 온라인 플랫폼에서 휴리스틱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일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뉴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 

과부하를 불러일으킨다. 과도한 소비는 역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자가 휴리스틱을 사용해 선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의 소비자 선택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1)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 과부하 

 

인터넷은 다양한 매체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매체와 함께 인터넷에서의 콘텐츠는 점점 더 

다양한 출처와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어려움은 

증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를 

초래한다(Schmitt et al, 2018).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정보 잉여, 즉 정보 과부하가 뉴스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이 

뉴스 피로도를 높인다고 보도하는 뉴스 매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과 채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뉴스를 찾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한다. 

그들에게 뉴스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들은 뉴스 소비를 정보 

수집의 기회가 아니라 업무 또는 잡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Holton과 Chyi(2012)의 연구에서 과잉 뉴스의 보급은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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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낭비하거나, 본인의 필터링 습관을 더 자주 활용하고,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모두 무시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Xiang과 Sarvary(2007)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은 뉴스 선택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 과부하와 휴리스틱의 개념 

 

늘어나는 정보의 양, 증가하는 제품의 수와 관련된 제한된 합리성은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인 '휴리스틱' 개념의 등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Simon(1959)는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bounded)이고,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 제약(constrained)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배순영(2008)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휴리스틱에 대해 이용가능성, 대표성, 

정박과 조정(닻내림)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적인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지적, 정서적 편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은 어떤 집합에 속하는 한 가지 특성이 

그 집합 전체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쉽게 간주해버리는 것으로 표본크기 및 

사전확률이 무시된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보 (SNS의 

기사공유, 기사에 대한 평가, 기사 댓글과 같은 온라인 기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간결하고 유용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 

(Bazerman and Moore, 2012) 소비자들은 정보를 평가할 때 전형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독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 총합의 수를 온라인 뉴스에 

게시하거나,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좋아요” 수를 표시하거나, 

또는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을 작성하는 댓글의 양을 숫자로 나타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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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은 모두 일정부분 다른 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용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혹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불리는 방법 또한 실제의 사례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해당 사례에 대한 인출 용이성, 즉 쉽게 떠오르거나 주된 관심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에 접근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지식 또는 

경험(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명성 등의 기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으로 생성된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좋은 경험이나 배경지식은 앞으로 추천된 서비스에 대하여 

반복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와 반대로 좋지 않은 경험이나 

배경지식은 추천된 온라인 뉴스를 선택할 확률을 줄게 하는 영향을 준다 

(Constantiou, Hoebel et al., 2010; Bazerman and Moore, 2012) 

정박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은 의사결정자가 알 수 있는 단서에 

심리적으로 닻을 내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은 서비스 선택을 결정할 때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헤도닉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진 이미지로 유발된 각성이나 욕망 같은 감정은 

독자의 정서적 측면을 강화시킨다(노연숙∙하동환, 2012). 

인지 휴리스틱(Cognitive heuristic)은 사람들이 상호작용 비용의 함수로 

얻은 정보의 효용성을 최적화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인터넷 정보 추구자들은 

인지 휴리스틱의 사용을 통해 인지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정보 검색 과부하의 인식 비용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인지 휴리스틱은 정보 처리와 의사 결정 중에 인지 부하를 줄이는 유용한 정신적 

지름길, 규칙 또는 지침으로 구성된 정보 처리 전략을 구성한다(Metzger et al, 

2010).  

정보 과부하와 함께 다양한 휴리스틱의 연구들이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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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일회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어서 반복된 상황에서의 피드백 효과를 알아낼 

수 있는 연구들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박지우, 2016). 뉴스와 같이 매일 

접하는 상황에서의 휴리스틱 사용은 제품 구매와는 다른 기존의 배경 지식 혹은 

신념이 들어간 독특한 특성의 휴리스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뉴스에서의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편향성(문광수 외, 2013) 등과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다. 

 

 

3)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선택과 휴리스틱 

 

인터넷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대형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양의 뉴스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NS)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개인이 직접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재생산 및 

배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뉴스 콘텐츠 생산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최지향, 2018). 이에 비해 하루에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의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 부하(Information Overload)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Lang, 2000), 뉴스 소비자들은 모든 정보를 직접 읽고 검토하는 

대신, 다양한 휴리스틱 단서들을 활용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선별하게 

되었다(황용철, 2016; Knobloch-Westerwick et al., 2005). 

이러한 다양한 정보 속 소비자의 휴리스틱 정보처리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정보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파악하기 

위한 단서들이 활용되며, 이러한 단서들을 앞서 언급한 휴리스틱과 같은 맥락의 

‘정보의 휴리스틱 속성’ (Heuristic Attribute)이라고 한다. 

김위근(2014)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첫 메인 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뉴스를 이용한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 소비자들이 기사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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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48.5%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라고 

대답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포털사이트 뉴스 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주제의 

뉴스를 찾아서’(33.5%),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29.5%), ‘보고 싶은 

뉴스를 검색창에 입력해 찾아서’ (23.1%), ‘포털사이트 뉴스 홈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9.1%)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 소비자들은 제일 먼저 제공되는 뉴스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용이성을 가장 

핵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기사의 댓글 수, 공유 수, 기사 길이,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사진 및 

인포그래픽) 양, 기사 인기도 순위, 기자 정보 등 기사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 혹은 정보원(기자) 등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휴리스틱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형주 외, 2017). 반면,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생산 및 소비되는 뉴스 콘텐츠의 특성상,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얻게 되는 체계적 단서는 정보의 가치 판단에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다(유명순·주영기, 2017). 

이형주 외(201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뉴스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국내 전통적인 오프라인 뉴스 제공업체(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들도 발맞춰 형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사의 온라인 채널 및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을 통한 뉴스 콘텐츠 제공 

노력과 함께, 모바일에 최적화된 카드 형태의 뉴스 콘텐츠인 ‘카드형 뉴스’를 

재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탈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만을 활용하여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예: 오마이뉴스, 옥천일보, 허프포스트 등)들이 

변화하는 뉴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뉴스 콘텐츠의 텍스트를 줄이는 대신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정 독자들을 잡아 두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즉,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뉴스도 여타 상품과 같이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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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끌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속성이 강화됐으며, 동시에 상품과는 

다른 정보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뉴스 선택에 있어 독특한 휴리스틱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자기 확증 편향성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과부하는 소비자의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가중시키고, 사용자들은 과거의 경험 혹은 본인의 기존 인식에 의해 

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동기와 방어 동기,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을 

통념적으로 채택하는 인상 동기를 사용하게 된다(이형주 외, 2018). 이러한 

현상은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해 편향(bias)된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카네만이 정의한 휴리스틱 속성 안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적 사고가 아닌 경험에서 발생한 

편향(bias)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1)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자기 확증 편향성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의 휴리스틱은 자기 확증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휴리스틱이란 특별한 사안의 선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선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hafir et al., 1993).  

선스타인(Sunstein, 2007)은 현재의 매체환경이 제공하는 무한한 정보의 

양과 콘텐츠의 다양성이 곧 수용자들의 분화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선택의 여지와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뉴스나 정보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콘텐츠 선택에 있어 뚜렷한 구분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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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뉴스에 대한 선호가 높은 집단은 여러 매체와 플랫폼을 아우르며 뉴스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선호가 낮은 집단은 뉴스에 대한 회피가 

일상화되기 쉽다.  

온라인 뉴스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는 수용자들이 공유 버튼을 이용하여 

뉴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뉴스 수용자들은 온라인 뉴스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읽은 뉴스를 직접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님에도 2차적인 의미의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이미나·양승찬·서희정, 2017; Singer, 2014). 소셜 미디어에서 기존 

게시물이나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리트윗 등)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이자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박노일·정지연, 2011). 또한, 뉴스 

공유자는 뉴스를 확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를 공유하면서 뉴스에 대해 

스스로 견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이용자의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이상봉, 2020). 

고문정(2018)은 온라인 댓글 작성자와 뉴스 공유자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뉴스를 공유하고,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댓글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봉, 2020). 

Mullainathan 및 Shleifer(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상의 

상호작용은 주로 뉴스에서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려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주도된다고 했다. 나아가, Xiang과 Sarvary(2007)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자기 확증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자기 확증성이 극단적이게 될 때 미디어 이용에서의 편향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음을 도출했다. 

자기 확증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집단 안에서 ‘확증 

편향’은 진실이 의문시되는 가설이나 신념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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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Nickerson, 1998).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적 성향이 있다.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양정애(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전ㆍ현직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보 성향(38.7%)과 보수 성향(37.7%) 응답자들이 중도 성향(25.7%) 

응답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이념성향이 뚜렷한 전ㆍ현직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이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노출시킨 확증 편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ㆍ현직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은 진보와 

보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보다는 각 진영의 결속만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확증편향은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염정윤, 2018; Stroud, 

2011).  

현대의 사람들은 ‘흥미롭지 않은’ 뉴스를 피한다 (Tewksbury & Althaus, 

2000). 뉴스 선택이 손끝에서 간단하게 일어나는 현대에서 이러한 온라인 뉴스 

소비 패턴은 지식 격차를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Schoenbach et al., 2005). 

이러한 온라인 뉴스 소비 패턴의 심화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외면하여 공공 

영역을 마비시키거나 비활성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튜크스베리는 이러한 

온라인 소비자들을 가리켜 ‘단편적인 청중들’이라 지칭했다 (Tewksbury, 2005).  

뉴스 유통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 확증 편향성은 이전과는 

다른 뉴스 소비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신문과 같이 생산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뉴스를 소비하던 과거에 비해, 포털에서는 스포츠·연예 기사와 같은 

선정적인 주제의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고, 유통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광순·안종묵, 2006). 이들의 연구는 이용자 트래픽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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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은 트래픽 확보를 위해 선정적인 헤드라인, 연관 

검색어 기사작성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면 이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품질하락과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종수·유승현 (2007)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 중 소비자들이 연예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던 정치나 경제 분야 뉴스는 적게 접한다는 

사실을 문제시했다.  

송해엽·양재훈(2017)은 포털 뉴스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들로의 편향과 원치 않는 뉴스의 노출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및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위근·김춘식, 2010; 

김위근 외, 2013; 이동훈, 2007). 이러한 연구들은 포털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은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도 이용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환, 2013). 이러한 확증편향 관련 문제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뉴스의 상업적인 본질로 인해 뉴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일부 기사를 분석함에 따라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일부 노출된 기사만을 수집했기에 기사의 생산, 선택, 편집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결과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경환, 2013). 한혜경과 

박선희(2007)는 뉴스 소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뉴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가 본질적으로 주제나 내용의 

선택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뉴스의 정의가 확대, 적용된 온라인 

플랫폼 뉴스 환경에서는 뉴스 주제별 소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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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선택과 더불어 소비되는 뉴스의 주제들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의 자기 확증성이 초래하는 문제점 

 

과도한 정보의 양에 의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이 단순화되고, 개인의 확증 

편향성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문제로 

등장하는 첫 번째는 정확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뉴스 

소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 는 

뉴스가 페이스북에 등장했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았던 이 가짜 뉴스는 무려 

96만건이나 공유되었다. 힐러리 클린턴이 IS와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도 70만건 

이상 공유되었다. 미국 IT전문매체 『버즈피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일 (2016년 11월 8일) 이전 3개월 인터넷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는 

870만 건이었으며, 이는 진짜뉴스 공유 횟수인 736만 건 보다 많았다고 

밝혔다(정철운, 2018). 이 같은 가짜뉴스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회를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가짜뉴스의 등장은 비단 현재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현상이다. 즉 새로운 네트워크의 등장과 구제도의 붕괴가 만날 때 공론장의 

패턴이 변하면서 두드러지곤 했다. 15~16세기 활자와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쇄 

책과 브로드시트 등이 등장하면서 도시 네트워크가 생기고 로마 교황청의 지배 

체제가 무너질 때, 17~18세기 미국에서 우편 네트워크 확장과 민주공화국으로의 

이행이 맞물릴 때 등 수시로 가짜뉴스 전쟁이 벌어졌다(노혜령, 20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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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도 20세기형 대량생산 체제의 붕괴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로 뉴스를 

본 경우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 안다는 응답이 26퍼센트에 불과했다. 한편 

20~30대의 경우 72퍼센트는 포탈 사이트를 통해 주로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했다(노혜령, 2020). 각 언론사가 주제별로 통합·편집해 적절한 강도로 

작성한 기사를 각각 따로 떼어내 전체적인 맥락과 떨어져 별개로 소비하는 뉴스 

소비자는 기사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소비한 뉴스를 잘못 이해하기 

쉽고, 뉴스가 본래 지녔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누구나 블로그,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를 짜깁기하고 스스로를 언론인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짜깁기한 내용은 각각 취재된 

내용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진출입이 자유롭고 누구나 언론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경합 

시장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뉴스를 퍼뜨리고 문제가 되면 언제라도 사라지는 

히트앤런(hit-and-run)식 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노혜령, 2020).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뉴스 소비자가 그만큼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뉴스가 팩트인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 문제의 두 번째는 뉴스를 통해 ‘균형이 깨진 

감정적 세상’을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프레이저, 2011).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와튼 스쿨의 조사에 따르면, 강한 감정-

불안·공포·분노·행복-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가장 잘 공유된다고 한다. 이렇게 

공유된 뉴스들은 필터 버블을 거쳐 감정적 세상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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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중요한 

공공적 이슈들이 잊혀 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직업적 뉴스 편집인들에 의해 

이러한 이슈들의 강약들이 조정되었지만, 이제는 공유된 횟수, ‘좋아요’를 받은 

횟수 및 스스로 언론인으로 칭하며 개별 뉴스를 조합하는 사이트들에 의해 중요한 

뉴스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선정적이고 감각적인 뉴스만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정적 뉴스 소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뉴스 소비도 

마찬가지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뉴스를 접할 때는 자신이 어떤 성향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지 대략은 짐작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들 통해 

공유된 정치·사회 뉴스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이 뉴스 검색 결과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에서 필터버블이 크게 우려되는 이유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세 번째 문제는 소비자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뉴스만 접하게 되는 확증편향 현상이 증폭되기 쉽다는 점이다. 뉴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이 평소에 보던 성향, 분야의 

뉴스 위주로 자동 제공받게 되는 일이 늘어난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고, 세상을 전부를 구성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런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앞서 예를 든 괴벨스다. 괴벨스는 독일에 라디오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영화 제작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위대한 독일 건설, 

유대인에 의한 사회혼란 등을 보도, 상영하면서 독일 국민 전체를 확증편향에 

심취되도록 노력했으며, 그 성공으로 독일 전체를 세계 제2차 대전에 

몰아넣었다(정철운, 2018). 온라인 플랫폼이 없던 시절에도 뉴스와 방송을 통해 

확증편향의 심화가 가능했다면, 현재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개별 맞춤화된 뉴스만을 소비할 경우 얼마나 왜곡된 상황인식이 뒤따를 수 있는지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뉴스 소비를 주변 환경을 파악해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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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파악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 

주변 환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닌 부분적 또는 왜곡된 모습을 접하기 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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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뉴스 소비가 전통적 매체 소비 방식으로부터 온라인 소비 방식으로 

변함에 따른 온라인 뉴스 소비 행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이용동기가 온라인 뉴스 이용시간 그리고 온라인 뉴스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가 뉴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어떠한 휴리스틱을 사용하지를 알아보며, 이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연령별 뉴스 주제 선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려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 대한 세대별 토픽 분석을 통해 뉴스 소비에서 세대별로 뉴스 주제 선택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요소와 함께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한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가 온라인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온라인 뉴스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선택 시 소비자가 어떠한 선택 휴리스틱을 

갖고 뉴스를 선택하는 지를 살펴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휴리스틱의 이유와 각 휴리스틱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도출된 휴리스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온라인 뉴스 선택에서 연령별 선호하는 주제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세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내용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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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가 선택하는 뉴스 

토픽을 시기별∙ 연령별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뉴스 이용시간 및 만족도는 어떠하며,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1-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전반적 뉴스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1-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뉴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3.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뉴스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휴리스틱은 어떠한가? 

2-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는 어떤 휴리스틱을 사용하는가? 

2-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뉴스 휴리스틱별 특성은 무엇인가? 

2-3.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휴리스틱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연구문제 3]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내용의 연령대별 차이는 빅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3-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 있어서 연령대별 주제의 차이는 어떠한가? 

3-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 있어서 연령대별 응집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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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에 대한 소비자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혼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 2]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에서 뉴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 방법과 연령별 뉴스 

주제 선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들이 연령별로 뉴스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데이터를 수집 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령별 뉴스주제 소비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소비자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자는 총 1,000명으로 연령과 성비를 기준으로 한 인구 비례 

할당 표집으로 모색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뉴스 하루 한 번 이상 읽어본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진행 후 설문을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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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2022년 1월 

13일까지에 걸쳐 대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⑤ 

 

 

2.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인터넷에서 뉴스 크롤링을 선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자와 뉴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네이버에서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네이버의 뉴스 중 ‘연령별 많이 본 뉴스’를 수집했다. 뉴스 기사 

수집은 2019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03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해당 기간의 총 기사 수는 29,703개다. 네이버의 ‘연령별 많이 본 

뉴스’에서 10대∙20대∙30대∙40대∙50대∙60 대 이상 섹션의 데이터를 매일 동 시간 

섹션별 1위에서 10위까지의 기사 약 29,703개를 python을 활용한 웹크롤링 

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본 연구의 원 자료수집 기간은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IRB No. 2108/003-014) 후 이루어졌으며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추후 한 문항 추가로 인해 1월에 재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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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집된 네이버의 ‘연령별 많이 본 뉴스’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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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자료의 일반적 특성 

 

1. 온라인 설문조사 

 

1) 예비 인터뷰와 문항개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시 사용하는 휴리스틱의 

개괄적 파악을 위해 예비조사의 목적으로써 총 60분에 걸쳐 14명의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을 인터뷰했다(IRB No. 2108/003-014). 각 연령별 남녀 모두 한 

명씩을 면접하려고 시도하였으며, 20대의 경우 여성 1명, 남성 1명, 30대의 경우 

여성 2명과 남성 1명, 40대 여성 1명, 남성 1명, 50대에서 여성1명, 남성1명, 

60대에서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면접하였다. 면접 대상자들 모두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량은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의 

온라인 포털 내 뉴스 사용자들로 모집하였다. 

 

예비조사 인터뷰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3-1> 뉴스 선택 인터뷰 예비조사 참여자 특성 

순번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포털사이트 

사용량 
이용 뉴스 매체 

1 여성 19살 학생 미혼 중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2 여성 19살 학생 미혼 중 
네이버,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TV 

3 여성 20대 학생 기혼 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4 남성 20대 직장인 기혼 고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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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의 인터뷰이를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녹취, 전사 후 

MAXQDA 2020을 통해 257개의 코드로 생성했으며 이 중 이용 휴리스틱을 

주제분석 방법으로 26개의 범주로 검토의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진행했다. 면접 진행 방법으로는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핸드폰으로 포털사이트 

앱에 접속하여 본인이 관심있는 뉴스를 선택해보라고 질문한 후 그들의 응답과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5 여성 30대 직장인 기혼 중 
네이버, 인스타그램, 

라디오, 유튜브 

6 남성 30대 학생 미혼 중 
네이버, 다음, 

인스타그램, 유튜브 

7 여성 30대 주부 기혼 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8 남성 40대 직장인 기혼 중 네이버 

9 여성 40대 학생 기혼 고 

네이버, 다음,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 유튜브, TV 

10 여성 50대 직장인 기혼 고 네이버 

11 남성 50대 직장인 미혼 중 
네이버, 신문, TV, 

라디오 

12 여성 60대 주부 기혼 고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TV, 

유튜브, 인스타그램 

13 여성 60대 주부 기혼 고 네이버, 신문, 유튜브 

14 남성 60대 직장인 기혼 중 
네이버, 신문, 라디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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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답변을 녹취하여 앞서 언급한 26개의 범주로 나눈 뒤 

가장 자주 나오는 큰 6가지의 범주로 나누었다.   

 

2)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설문 대상자는 하루 한번 이상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뉴스를 읽은 사람으로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319명, 광역시에서 252명, 그 외 

지역에서 42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남성과 여성이 500명과 500명으로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는 

모두 200명으로 할당하여 설문을 진행했다. 

 

<표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항목 빈도 (%)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 500 (5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71 (27.1%) 

여 500 (50%) 200만~300만원 232 (23.2%) 

연령 

20대 200 (20%) 300만~400만원 180 (18.0%) 

30대 200 (20%) 400만원 이상 317 (31.7%) 

40대 200 (20%) 

직업 

전문직 82 (8.2%) 

50대 200 (20%) 사무/관리직 425(42.5%) 

60대 200 (20%) 서비스/판매직 89(8.9%) 

결혼 

여부 

미혼 385 (38.5%) 생산관련직 44(4.4%) 

기혼 587 (58.7%) 학생 81(8.1%) 

기타 28 (2.8%) 주부 121 (12.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57(15.7%) 기타 15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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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76(7.6%)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319 (31.9%) 

대졸 67.2(67.2%) 6대 광역시 252 (24.2%) 

대학원 

이상 

81(8.1%) 제주 및 도 단위 429 (42.9%) 

 

3) 온라인 플랫폼 뉴스의 구매행동과의 관련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읽은 사람에 대한 1,000명 중 본인에게 맞춤 

광고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677명으로 67.7%를 넘는 응답자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러한 맞춤 광고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소비자는 

416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84명이 온라인 뉴스 상 게시된 맞춤 광고에서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가 단순한 뉴스 열람이 아니라 구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동으로서 현대의 

소비,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소비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온라인 뉴스 내 광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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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도구의 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로써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를 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소비자가 온라인 뉴스 선택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살펴보고 설문의 

변수화를 하고자 하였다. 예비 사전조사로써의 소비자 인터뷰는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IRB No. 2108/003-014)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 조사의 각 변수별 조작적 정의를 다음의 <표 3-3>과 같이 

하였으며,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 제시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본 연구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질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표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구성 

 뉴스 이용동기 인지된 효용 

소비자가 일상 생활이나 

업무 등 실무적∙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Kim et al.(2007),  

이진명 & 나종연 

(2015),  

안수근 (2004)을 

참고하여 수정 

 

비용 

 

인지된 희생 

소비자가 지불한다고 

인식하는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비용 

구명진(2017)을 

참고하여 수정 
 

뉴스 선택방법 
뉴스 소비자 

휴리스틱 

정보과부하 상황에서 

소비자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 

박지우(2016)를 토대로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 개발 

 

뉴스 선택에서의 

성향 

자기확증 

편향성  

개인이 지니는 사전 지식과 

성향을 통해 활성화된 

편향성  

Prior(2009), 

한호∙김정범(2016)을 

참고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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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만족도 

온라인플랫폼 

뉴스이용시간 

뉴스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시간 

김혜빈∙박영일(2015)을 

참고하여 수정 
 

온라인플랫폼 

뉴스 

이용만족도 

이용과 충족이론에서 

이용행위를 통해 욕구의 

충족되는 감정 

이시훈(2001)을 

참고하여 수정 
 

사용의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려는 

의도 

Davis(1989).정경수, 

이원빈,노미진(2010)을 

참고하여 수정 
 

  

①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의 인지된 효용(benefit) 요인분석 

앞서 선행연구에서 뉴스 이용동기 문항들을 통해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9개의 문항을 이용충족이론에서 효용으로 인지된 혜택, 즉 

효용 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선정하여 설문하였다.  

<표 3-4> 온라인 이용동기 중 효용 문항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로 나타난 9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이 4.1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뉴스 소비에서 가장 이용할 때 중요시하는 것이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신속성, 그리고 쉽게 정보를 얻는 과정 자체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변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빠르고 쉽게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생활에

유용하다고 생

각한다.

즐길 수 있고,

재미있는 정보

를 얻을 수 있

다.

다양한 콘텐츠

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내가 알지 못

했던 정보를

알려 줄 것이

다.

나도 모르게 일

상생활에서 도

피할 수 있다.

멍 때리며 휴

식할 수 있

다.

평균 3.92 4.14 3.77 3.83 3.78 3.95 4 2.97 3.03

1) 매우 그렇
지 않다

0.3% (3) 0% (0) 0% (0) 0.1% (1) 0.4% (4) 0.2% (2) 0.1% (1) 6.5% (65) 5.1% (51)

2) 그렇지 않
다

1.0% (10) 0.5% (5) 3.8% (38) 3.1% (31) 2.5% (25) 1.6% (15) 0.8% (8) 26.5% (265) 23.7% (237)

3) 보통이다 20.4% (204) 10.9% (109) 28.5% (285) 27.2% (272) 28% (280) 14.8% (137) 14.8% (148) 40% (400) 38.3% (383)

4) 그렇다 66.9% (669) 62.5% (625) 56.4% (564) 56.6% (566) 65.8% (658) 69.5% (645) 65.4% (654) 22.2% (222)28.4% (28.4)

5) 매우 그렇
다

11.4% (114) 26.1% (261) 11.3% (113) 13.1% (131) 16.7% (167) 13.9% (129) 18.9% (189) 4.8% (48) 4.5% (45)

유용성 환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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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표본적합도(MSA)는 0.852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4039.618, p=0.000으로 유의수준 0.001를 기준으로 뉴스 이용동기의 

‘효용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효용’의 요인1은 ‘유용성’, 

요인2는 ‘환기성’으로 명명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효용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4039.618 

자유도(df) 36 

p 0.000*** 

*p<.05, **p<.01, ***p<.001 

※Extraction Method: CFA(common factor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항목 공통성 
요인 

1 2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637 .796 .064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578 .780 .025 

나의 생활에 유용하다고 0.637 .76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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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의 희생(sacrifice) 신뢰도 검토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읽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금전적 

희생의 정도를 7개의 문항을 구명진(2017)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했다. 기존 

선행연구의 문항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지불할 수 문항들로 

비용의 개념을 소비자가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willingness to sacrifice)로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의 일부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므로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갖는지 

생각한다.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려 줄 

것이다. 
0.549 .780 .067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553 .736 -.108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533 .740 .211 

즐길 수 있고, 재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522 .685 .304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도피할 

수 있다. 
0.793 .121 .898 

멍 때리며 휴식할 수 있다. 0.767 .052 .896 

요인명 유용성 환기성 

고유값 4.272 1.598 

분산비율 47.461 17.755 

누적분산비 47.461 65.217 

※Extraction Method: CFA(common factor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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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836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3-6>  희생 측정문항 신뢰도 (n=1,000) 

변수 항목 
평균 

(SD)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ɑ 
 

희생 

광고를 허용할 수 있다 
3.34 

(0.948) 
0.473 0.832  

나의 과거 뉴스 사용 경력과 

연관된 뉴스들 위주로 제공될 수 

있다. 

3.11 

(0.954) 
0.566 0.817  

내가 설정한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정보가 다른 기업에 

제공될 수 있다. 

2.44 

(1.059) 
0.647 0.804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50 

(1.062) 
0.630 0.815  

성가신 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2.26 

(1.000) 
0.581 0.816  

내 개인적인 성향이 분석 및 

예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4 

(1.039) 
0.636 0.806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2.84 

(0.936) 
0.610 0.808  

Cronbach’s alpha = 0.836 

 

 

③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의 자기 확증 편향성 신뢰도 검토    

 

소비자 갖고 있는 태도는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정보와 내재적 성향에 

의하여 활성화되며 소비자의 휴리스틱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한호∙김정범, 

2016). Prior(2009)의 연구는 소비자가 뉴스에 대한 직접적 자기 보고식(self-

report) 설문 방식이 간접적으로 설문하는 방식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해서 설문 문항을 직접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제시했다. 

한호∙김정범(2016)의 휴리스틱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개인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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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 자기 자신에 대한 취향을 잘 알고 있는지, 사회∙문화적 사전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성향으로 본인의 가치관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문했다. 선행 연구의 문항들을 변형하여 사용했음으로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722로 수용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 

 

<표 3-7>  자기 확증 편향성 측정문항 신뢰도 (n=1,000) 

변수 항목 
평균 

(SD)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ɑ 

자기 확증 

편향성 

본인은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편이십니까? 

3.66 

(0.738) 
0.512 0.669 

본인은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고 계신 편입니까? 

3.69 

(0.65) 
0.586 0.575 

본인은 본인의 콘텐츠 취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십니까? 

0.388 

(0.66) 
0.524 0.647 

Cronbach’s alpha = 0.722 

 

 

5) 자료분석방법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SPSS Ver. 26과 Amo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고 각 변수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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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의 신뢰도와 적합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 분할표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1]에서 온라인 플랫폼 뉴스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이용동기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소비자의 뉴스 선택에서의 휴리스틱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MAXQDA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인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휴리스틱의 특성을 알아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뉴스에서의 선택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으로 현상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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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마이닝 

  

[연구문제 3]인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소비에 대한 실증적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데이터 수집 기간에 어떠한 뉴스 주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연령∙시기별 어떠한 변화양상을 띄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즉, 연령별 뉴스를 

선택하는 내용이 다른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2019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03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수집한 

29,703건의 기사는 네이버가 신문 기사를 분류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네이버의 기사 분류는 총 9개의 분야로 구분되며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이다. 기사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분류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1) 자료 분석 방법: 토픽 모델링 

 

[연구문제 3]은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토픽모델링이란 여러 문서들로 이루어진 텍스트 집합에서 특정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묶어 토픽으로 추출해 주는 확률적 알고리즘이다 (Grimmer 

& Stewart, 2013). 연구자들은 단어묶음으로 이루어진 토픽을 통해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은 인공지능 기계학습 원리로 

이루어진다. 토픽모델링은 다양한 문서에서 텍스트 마이닝과 정보추출을 하면서 

공통된 주제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잠재적 확률모델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2)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해 웹 스크레이핑으로 데이터를 모았다. 웹 스크레이핑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보는 웹사이트 서버와 데스크톱 사이 주고받은 요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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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결과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웹 

브라우저로 전송받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한 언어에 존재한다. 최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언어는 파이썬(Python)이다.  

파이썬에는 뷰티풀수프 (BeautifulSoup)라고 부르는 웹 스크레이핑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뷰티풀수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기사를 

수집했다. 

네이버 뉴스 메인화면 상단을 확인하면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오피니언, 포토, TV, 랭킹뉴스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뉴 중 뉴스란 하위 맨 끝에 ‘연령별 많이 본 뉴스’에 올라오는 기사 

목록과 내용을 수집하였다. 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한 기사명과 함께 기사 내용, 

언론사명, 지면정보, 날짜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데이터 처리방법 

 

각 세대별 뉴스 소비유형에 관한 탐색으로 자연어 처리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인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표준적인 절차를 동원했다. 

토픽모델링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했다. 자연어 처리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이산 자료들에 대한 확률적 생성 모형으로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대한 확률적 토픽 모델 기법 중 

하나다 (Jacobi & Welbers, 2016).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 수 분포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 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 문자 기반의 자료들에 대해 

쓰일 수 있으며 사진 등의 다른 이산 자료들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  

LDA는 단어의 교환성을 가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단어 주머니(ba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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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교환성은 단어들의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단어들의 유무만이 중요하다는 가정이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의 종류는 

KoNLP, 꼬꼬마, 트위터 등의 형태소 분석기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주제의 중요도를 파악하기위해 단어 공출현 네트워크를 

구축해 분석을 시도했다. 단어 공출현 매트릭스 구축을 위해 기존 문서들로부터 

문서 단어 행렬 (Document-Term Matrix)을 만들고, 이를 단어 공출현 

매트릭스로 변환하였다. 단어 공출현 매트릭스로부터 단어 공출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각화를 통해 연령별 주제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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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텍스트 마이닝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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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 
 

 

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뉴스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이용하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전반적 행태 파악을 위해 진행된 1,000명의 온라인 설문 조사대상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온라인 뉴스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조사대상자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관련 응답은 아래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의 90%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부분에서 포털사이트(60%), 

유튜브(30%) 등 온라인 매체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일상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 

  1) 포털사이트   2) 유튜브   3) 페이스북   4) 인스타그램   5) 트위터   7) 기타 전체

  1) 남성 303 (50.3%) 165 (54.3%) 11 (61.1%) 16 (27.1%) 3 (21.4%) 0 (0%) 2 (100%) 500 (50%)

  2) 여성 299 (49.7%) 139 (45.7%) 7 (38.9%) 43 (72.9%) 11 (78.6%) 1 (100%) 0 (0%) 500 (50%)

602 (100%) 304 (100%) 18 (100%) 59 (100%) 14 (100%) 1 (100%) 2 (100%) 1000 (100%)

  1) 만20-29세 67 (11.1%) 93 (30.6%) 7 (38.9%) 25 (42.4%) 7 (50%) 0 (0%) 1 (50%) 200 (20%)

  2) 만30-39세 106 (17.6%) 63 (20.7%) 5 (27.8%) 23 (39%) 3 (21.4%) 0 (0%) 0 (0%) 200 (20%)

  3) 만40-49세 137 (22.8%) 52 (17.1%) 1 (5.6%) 8 (13.6%) 2 (14.3%) 0 (0%) 0 (0%) 200 (20%)

  4) 만50-59세 152 (25.2%) 44 (14.5%) 1 (5.6%) 1 (1.7%) 1 (7.1%) 1 (100%) 0 (0%) 200 (20%)

  5) 만60-69세 140 (23.3%) 52 (17.1%) 4 (22.2%) 2 (3.4%) 1 (7.1%) 0 (0%) 1 (50%) 200 (20%)

602 (100%) 304 (100%) 18 (100%) 59 (100%) 14 (100%) 1 (100%) 2 (100%) 1000 (100%)

고졸이하 95 (15.8%) 52 (17.1%) 5 (27.8%) 3 (5.1%) 1 (7.1%) 0 (0%) 1 (50%) 157 (15.7%)

대졸 442 (73.4%) 231 (76%) 11 (61.1%) 49 (83.1%) 13 (92.9%) 1 (100%) 1 (50%) 748 (74.8%)

대학원이상 65 (10.8%) 21 (6.9%) 2 (11.1%) 7 (11.9%) 0 (0%) 0 (0%) 0 (0%) 95 (9.5%)

602 (100%) 304 (100%) 18 (100%) 59 (100%) 14 (100%) 1 (100%) 2 (100%) 1000 (100%)

미혼 186 (30.9%) 172 (56.6%) 8 (44.4%) 35 (59.3%) 11 (78.6%) 0 (0%) 1 (50%) 413 (41.3%)

기혼 416 (69.1%) 132 (43.4%) 10 (55.6%) 24 (40.7%) 3 (21.4%) 1 (100%) 1 (50%) 587 (58.7%)

602 (100%) 304 (100%) 18 (100%) 59 (100%) 14 (100%) 1 (100%) 2 (100%) 1000 (100%)

결혼유무

전체

6)틱톡

전체

전체

전체

일상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성별

연령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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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일상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 이용의 사회인구학적 차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녀 모두 포털사이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라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더 이용하며, 여성의 경우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에서 특이점이 나타난다. 20대의 경우 유튜브 

이용률이 포털사이트 이용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표 4-

N 평균 표준편차 F P

  1) 포털사이트 602 1.5 0.5

  2) 유튜브 304 1.46 0.499

  3) 페이스북 18 1.39 0.502

  4) 인스타그램 59 1.73 0.448

  5) 트위터 14 1.79 0.426

  6) 틱톡 1 2 0

  7) 기타 2 1 0

전체 1000 1.5 0.5

  1) 포털사이트 602 3.32 1.306

  2) 유튜브 304 2.67 1.469

  3) 페이스북 18 2.44 1.617

  4) 인스타그램 59 1.85 0.962

  5) 트위터 14 2 1.301

  6) 틱톡 1 4 0

  7) 기타 2 3 2.828

전체 1000 3 1.415

  1) 포털사이트 602 3.85 1.011

  2) 유튜브 304 3.64 0.988

  3) 페이스북 18 3.5 1.249

  4) 인스타그램 59 4.03 0.89

  5) 트위터 14 3.64 0.633

  6) 틱톡 1 4 0

  7) 기타 2 3 1.414

전체 1000 3.78 1.003

  1) 포털사이트 602 1.691 0.462

  2) 유튜브 304 1.434 0.496

  3) 페이스북 18 1.556 0.511

  4) 인스타그램 59 1.407 0.495

  5) 트위터 14 1.214 0.426

  6) 틱톡 1 2 0

  7) 기타 2 1.5 0.707

전체 1000 1.587 0.493

3.908 <.001

17.75 <.001

13.016 <.001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2.53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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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결혼의 유무가 온라인 

매체 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이 미혼보다 포털 사이트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유튜브 이용은 반대로 미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위의 표에서 나타났듯이 결혼유무가 온라인 매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이유는 기혼의 경우 미혼보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의 전반적인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가 일상에서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 

분석했다. 일상 중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질문은 <표 4-1>인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와 다른 응답률을 

나타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뉴스를 얻기 위한 채널로 남녀 모두 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꼽았으며,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집단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와 뉴스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 일상 중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 

  1) 포털사이트   2) 유튜브   3) 페이스북   4) 인스타그램   5) 트위터   7) 기타 전체

  1) 남성 426 (49.7%) 61 (55%) 5 (45.5%) 3 (37.5%) 2 (25%) 3 (60%) 500 (50%)

  2) 여성 431 (50.3%) 50 (45%) 6 (54.5%) 5 (62.5%) 6 (75%) 2 (40%) 500 (50%)

857 (100%) 111 (100%) 11 (100%) 8 (100%) 8 (100%) 5 (100%) 1000 (100%)

  1) 만20-29세 163 (19%) 22 (19.8%) 8 (72.7%) 3 (37.5%) 3 (37.5%) 1 (20%) 200 (20%)

  2) 만30-39세 172 (20.1%) 19 (17.1%) 2 (18.2%) 3 (37.5%) 2 (25%) 2 (40%) 200 (20%)

  3) 만40-49세 175 (20.4%) 23 (20.7%) 0 (0%) 0 (0%) 2 (25%) 0 (0%) 200 (20%)

  4) 만50-59세 182 (21.2%) 17 (15.3%) 1 (9.1%) 0 (0%) 0 (0%) 0 (0%) 200 (20%)

  5) 만60-69세 165 (19.3%) 30 (27%) 0 (0%) 2 (25%) 1 (12.5%) 2 (40%) 200 (20%)

857 (100%) 111 (100%) 11 (100%) 8 (100%) 8 (100%) 5 (100%) 1000 (100%)

고졸이하 128 (14.9%) 22 (19.8%) 4 (36.4%) 1 (12.5%) 1 (12.5%) 1 (20%) 157 (15.7%)

대졸 643 (75%) 81 (73%) 7 (63.6%) 7 (87.5%) 7 (87.5%) 3 (60%) 748 (74.8%)

대학원이상 86 (10%) 8 (7.2%) 0 (0%) 0 (0%) 0 (0%) 1 (20%) 95 (9.5%)

857 (100%) 111 (100%) 11 (100%) 8 (100%) 8 (100%) 5 (100%) 1000 (100%)

미혼 344 (40.1%) 48 (43.2%) 7 (63.6%) 5 (62.5%) 5 (62.5%) 4 (80%) 413 (41.3%)

기혼 513 (59.9%) 63 (56.8%) 4 (36.4%) 3 (37.5%) 3 (37.5%) 1 (20%) 587 (58.7%)

857 (100%) 111 (100%) 11 (100%) 8 (100%) 8 (100%) 5 (100%) 1000 (100%)총합

 일상 중 뉴스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유무

총합

총합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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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일상 중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 이용의 사회인구학적 차이 

     반면 연령의 경우 50대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뉴스를 유튜브에서 얻는 세대로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세대로는 40대였으며, 20대와 30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매체에서도 뉴스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던 교육수준이 뉴스 

이용관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 대학교 졸업의 경우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본다고 응답하였으나, 대학원 이상의 경우, 

N 평균 표준편차 F P

  1) 포털사이트 857 1.5 0.5

  2) 유튜브 111 1.45 0.5

  3) 페이스북 11 1.55 0.522

  4) 인스타그램 8 1.63 0.518

  5) 트위터 8 1.75 0.463

  6) 기타 5 1.4 0.548

전체 1000 1.5 0.5

  1) 포털사이트 857 1.5 0.5

  2) 유튜브 111 1.45 0.5

  3) 페이스북 11 1.55 0.522

  4) 인스타그램 8 1.63 0.518

  5) 트위터 8 1.75 0.463

  6) 기타 5 1.4 0.548

전체 1000 3 1.415

  1) 포털사이트 857 3.81 0.999

  2) 유튜브 111 3.66 1.031

  3) 페이스북 11 2.91 0.831

  4) 인스타그램 8 3.63 0.744

  5) 트위터 8 3.63 0.744

  6) 기타 5 4 1.414

전체 1000 3.78 1.003

  1) 포털사이트 857 1.5986 0.490

  2) 유튜브 111 1.568 0.498

  3) 페이스북 11 1.364 0.505

  4) 인스타그램 8 1.375 0.518

  5) 트위터 8 1.375 0.518

  6) 기타 5 1.2 0.447

전체 1000 1.587 0.493

교육정도

결혼여부

3.633

성별

연령 0.003*

2.314 0.042*

7.93

0.78 0.56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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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얻는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그들이 조사에 제시했던 

대체가 아닌 직접적인 언론사 사이트 혹은 뉴스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의 여부에서도 기혼이 미혼보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에서조차 미혼 집단보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 더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뉴스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고영신(2007)의 연구에서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뉴스 가치 5가지를 

바탕으로 조사응답자에게 희망하는 뉴스 가치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뉴스 가치는 정확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뢰성, 공정성이 나타났다.  

 

<표 4-5> 온라인 뉴스 소비자가 희망하는 뉴스 가치    

 

이에 이어, 다중매체에서의 뉴스 가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전통적 

뉴스와 기존 온라인 뉴스에서의 가치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 4-6>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신뢰성∙공정성∙정확성∙신속성∙심층성에 대해 온라인 뉴스가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높은 평균으로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있으며, 

5가지 가치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뉴스가 공급자 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하거나 신뢰가 더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희망 뉴스 가치 (n=1,000)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 심층성 

평균 4.38 4.35 4.51 4.08 3.95 

표준편차 0.726 0.747 0.693 0.74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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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전통적 뉴스 미디어와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뉴스 가치의 차이 

    이렇듯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 대해 전통적 뉴스보다 좋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뉴스에 돈을 지불할 의사는 1000명 중 880명이 없었으며,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0명에 그쳤다. 전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유무에 걸쳐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요소는 없었으며, 온라인 

뉴스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온라인 뉴스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온라인 뉴스 금전 지불 의사 

전체 X2

  1) 남성 66 55.00% 434 49.30% 500

  2) 여성 54 45.00% 446 50.70% 500

120 100.00% 880 100.00% 1000

  1) 만20-29세 24 20.00% 176 20.00% 200

  2) 만30-39세 23 19.20% 177 20.10% 200

  3) 만40-49세 29 24.20% 171 19.40% 200

  4) 만50-59세 16 13.30% 184 20.90% 200

  5) 만60-69세 28 23.30% 172 19.50% 200

120 100.00% 880 100.00% 1000

고졸이하 17 14.20% 140 15.90% 157

대졸 90 75.00% 658 74.80% 748

대학원이상 13 10.80% 82 9.30% 95

120 100.00% 880 100.00% 1000

미혼 42 35.00% 371 42.20% 413

기혼 78 65.00% 509 57.80% 587

120 100.00% 880 100.00% 1000

1) 20분 미만 22 18.30% 260 29.50% 282

2) 20-40분 미만 34 28.30% 310 35.20% 344

3) 40분 이상 64 53.30% 310 35.20% 374

120 100.00% 880 100.00% 1000

<0.001***

온라인 뉴스

이용시간

합계

0.243

0.285

0.794

0.135

교육수준

결혼여부

  1) 있다   2) 없다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성별

연령

온라인 뉴스에 돈을 지불할 의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뢰성 3.18 0.849 3.35 0.617 -6.622 <.001

공정성 2.87 0.824 3.23 0.658 -13.744 <.001

정확성 3.16 0.8 3.34 0.636 -7.155 <.001

신속성 3.21 0.872 3.69 0.63 -15.471 <.001

심층성 3.12 0.813 3.21 0.627 -3.337 <.001

전통적 뉴스

(ex.신문지/TV

등)

온라인 뉴스

(ex.포털사이트/SNS

등)
t값 p값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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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온라인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희생 비용 

평균 N 표준편차 F 유의확률

  1) 전혀 그렇지 않다 1.94 52 0.23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8 130 0.321

  3) 보통이다 1.89 290 0.318

  4) 그런 편이다 1.87 478 0.334

  5) 매우 그렇다 1.84 50 0.37

전체 1.88 1000 0.325

  1) 전혀 그렇지 않다 1.96 67 0.20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4 174 0.244

  3) 보통이다 1.9 373 0.299

  4) 그런 편이다 1.83 355 0.375

  5) 매우 그렇다 1.71 31 0.461

전체 1.88 1000 0.325

  1) 전혀 그렇지 않다 1.93 224 0.258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2 309 0.273

  3) 보통이다 1.88 294 0.324

  4) 그런 편이다 1.76 153 0.426

  5) 매우 그렇다 1.6 20 0.503

전체 1.88 1000 0.325

  1) 전혀 그렇지 않다 1.91 210 0.281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293 0.299

  3) 보통이다 1.88 309 0.329

  4) 그런 편이다 1.82 168 0.384

  5) 매우 그렇다 1.75 20 0.444

전체 1.88 1000 0.325

  1) 전혀 그렇지 않다 1.9 246 0.29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386 0.302

  3) 보통이다 1.88 243 0.33

  4) 그런 편이다 1.8 109 0.403

  5) 매우 그렇다 1.69 16 0.479

전체 1.88 1000 0.325

  1) 전혀 그렇지 않다 1.96 113 0.20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1 194 0.283

  3) 보통이다 1.9 377 0.305

  4) 그런 편이다 1.82 276 0.383

  5) 매우 그렇다 1.75 40 0.439

전체 1.88 1000 0.325

  1) 전혀 그렇지 않다 1.97 96 0.175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3 241 0.257

  3) 보통이다 1.88 416 0.328

  4) 그런 편이다 1.81 236 0.397

  5) 매우 그렇다 1.73 11 0.467

전체 1.88 1000 0.325

추가적인 시간 할애 가능

7.098 <.001***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 허용

과거 뉴스 사용 경력과 연관된 정보제공

개인정보 정보의 제3자 제공

위치 정보 제공 

이용 절차의 복잡성 수용 가능

3.085 0.015*

3.799 0.005**

6.142 <.001***

개인적인 성향 분석 및 예측 허용

0.764 0.548

6.909 <.001***

11.33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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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소들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이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소비 시간을 

늘리는 지를 확인해보았다.  

 

<표 4-9>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이용 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소 

구분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 시간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성 500 43.01 40.618 

1.64 <0.011* 
여성 500 36.66 37.808 

연령 

만 20-29 세 200 24.23 26.674 

4.399 <0.001*** 

만 30-39 세 200 32.9 31.979 

만 40-49 세 200 44.7 41.974 

만 50-59 세 200 47.56 45.507 

만 60 세 이상 200 49.8 41.574 

교육 

고졸이하 157 37.5 39.682 

1.02 <0.015* 대졸 748 40.32 40.268 

대학원 이상 95 39.92 30.71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19 40.78 38.152 

0.861 0.801 6 대 광역시 252 38.57 39.406 

제주도 및 군 

단위 
429 39.88 40.248 

결혼여부 
미혼 413 29.22 29.799 

3.633 <0.001*** 
기혼 587 47.31 43.356 

분석 결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인구학적 요소로 

성별에서는 남성이 유의미하게 여성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가 평균적으로 이용시간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있어서는 대졸의 이용시간 평균이 가장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전국을 통틀어 비슷한 사용시간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매우 유의미하게 

이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동산 

청약, 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가 늘어나 높은 결과를 띄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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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뉴스 효용과 희생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n=1,000)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아홉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뉴스이용만족도와 뉴스 사용의도 간의 상관관계가 r=0.636, p=0.01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뉴스 사용의도와 유용성이 r=0.515, p=0.01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연령과 뉴스 이용시간 또한 r=0.237, 

p=0.01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장 부(-)적 관계로는 성별과 희생비용이 r=-0.137, p=0.0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희생 

비용에 더 예민하다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뉴스 이용시간이 높아짐을 추측할 수 있다.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성별 1.5 0.5 1

(2) 연령 3 1.415 0 1

(3) 교육수준 1.938 0.498 -0.048 -.064* 1

(4) 유용성 3.906 0.503 .091** -0.059 -0.001 1

(5) 환기성 2.942 0.902 0.029 0.009 -0.034 .238** 1

(6) 희생비용 2.764 0.722 -.137** .082** -0.033 .188** .184** 1

(7) 뉴스이용시간 39.84 39.347 -.081* .237** 0.019 .080* 0.046 .073* 1

(8) 뉴스이용만족도 69.66 16.737 0.013 -0.043 -0.059 .455** .172** .237** -0.004 1

(9) 사용의도 76.15 14.587 0.031 0.005 -0.003 .515** .116** .203** .094** .636**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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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과 충족이론에서 이용동기는 소비자의 이용량과 궁극적으로는 충족, 즉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Li, 2011). 해당 이론을 배경으로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와 온라인 뉴스 이용시간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4-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분석 데이터는 설문 데이터(n=1,000)를 사용했으며 

온라인 이용동기 문항에서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하위 요인인 유용성과 환기성, 

그리고 희생 비용에 대해 경로방정식을 통해 소비자의 이러한 이용동기가 온라인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는 AMOS 17.0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에는 SPSS 26.0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인 유용성과 환기성과 

함께 뉴스를 무료로 보기 위해 희생하는 비용이 뉴스 소비자의 이용시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위해 경로분석을 실행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림 4-1> 본 연구의 경로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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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경로분석 결과 

 

먼저, 모델적합도(Model Fit)를 평가하기 위해서 Amos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카이스퀘어(Chi-square), p-value, 상대적 

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등을 검정기준으로 사용하였다. 

X²=735.775 (df=99, p=.000), CFI=0.906, IFI=0.907, RMSEA=0.080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RMSEA에 대해 MacCallum, Browne, and 

Sugawara(1996)은 0.08 이하이면 좋은 적합(good fit), 0.08에서 0.1 사이이면 

보통 적합(mediocre fit), 0.1이상이면 안 좋은 적합(poor fit)이라 정의한 

결과에 따라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켰음이 확인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표 4-11>과 <표 4-12>와 같다.  

 

<표 4-11> 뉴스 이용시간 경로모델 적합도 지수 

 Chi-square d.f. CFI IFI RMSEA 

연구모형 735.775 99 (p>.001) 0.906 0.907 0.080 

수용기준 p>0.000  0.9 이상 0.9 이상 .0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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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도에서 환기성과 

뉴스이용시간을 제외한 요인들의 경로계수의 유의확률 p가 0.05보다 작으므로 

전반적인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유용성→뉴스이용시간의 경로계수는 0.186, 희생→ 뉴스이용시간의 경로계수는 

0.929로 둘 다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뉴스의 

이용동기의 유용성과 희생은 뉴스이용시간에 영향을 나타내지만 환기성은 

뉴스이용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이용자에게 

환기하려고 하는 온라인 뉴스를 보는 시간은 주어진 시간에 하는 일시적 

행위임으로 온라인 뉴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뉴스 이용시간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Be1 <-- 1

Be2 <-- 0.903 0.044 20.739 ***

Be3 <-- 1.132 0.05 22.546 ***

Be4 <-- 1.189 0.05 23.807 ***

Be5 <-- 1.08 0.052 20.947 ***

Be6 <-- 0.991 0.044 22.464 ***

Be7 <-- 0.98 0.045 21.987 ***

Be8 <-- 1

Be9 <-- 1.185 0.12 9.879 ***

Cost1 <-- 1

Cost2 <-- 0.872 0.054 16.288 ***

Cost3 <-- 1.056 0.058 18.129 ***

Cost4 <-- 1.151 0.06 19.294 ***

Cost5 <-- 0.837 0.051 16.377 ***

Cost6 <-- 0.658 0.049 13.32 ***

뉴스이용시간 <-- 유용성 5.736 3.084 1.86 *

뉴스이용시간 <-- 환기성 3.1 2.055 1.509 0.131

뉴스이용시간 <-- 희생 0.119 0.062 1.929 *

S.E. C.R. PEstimate

유용성

환기성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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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유용성과 환기성, 그리고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희생하려는 

소비자의 동기가 뉴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유용성과 희생 요인은 온라인 뉴스 이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이용동기는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하게 됨으로, 

본 연구에서 유용성과 환기성, 즉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와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희생 요인은 뉴스 이용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의 뉴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이용시간 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구조방정식에서는 앞서 실행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이용동기, 

희생비용 요인과 뉴스 이용시간이 뉴스 이용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림 4-3>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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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구조방정식 연구 결과 

 

 

가설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4-13>과 <표 4-14>와 같다. 

 

<표 4-13> 뉴스 만족도 구조 방정식 모델 적합도 지수 

 Chi-square d.f. CFI IFI RMSEA 

연구모형 840.247 116 (p>.001) 0.905 0.905 0.075 

수용기준 p>0.000  0.9 이상 0.9 이상 .08이하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 모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구조방정식의 모델적합도는 X²=840.247 

(df=126, p=.000), CFI=0.905, IFI=0.905, RMSEA=0.0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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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뉴스 이용 만족도 구조방정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뉴스 

이용동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용성과 환기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희생비용 역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희생들이 뉴스 이용에 대한 

만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희생이 소비자에게는 

보람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뉴스 

이용의도 중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만족도에 영향(β=17.462, p<.001)을 주는 

뉴스이용시간 <-- 유용성 5.697 3.065 1.859 0.063

뉴스이용시간 <-- 환기성 1.788 1.961 0.912 0.362

뉴스이용시간 <-- 희생비용 1.788 1.961 0.912 0.362

만족도 (SAT) <-- 뉴스이용시간 0 0.01 0.025 0.98

만족도 (SAT) <-- 유용성 17.462 1.203 14.516 ***

만족도 (SAT) <-- 환기성 -0.167 0.604 -0.276 0.782

만족도 (SAT) <-- 희생비용 3.096 0.652 4.75 ***

Be1 <-- 유용성 1

Be2 <-- 유용성 0.89 0.043 20.767 ***

Be3 <-- 유용성 1.121 0.049 22.724 ***

Be4 <-- 유용성 1.189 0.049 24.302 ***

Be5 <-- 유용성 1.078 0.051 21.26 ***

Be6 <-- 유용성 0.982 0.043 22.67 ***

Be7 <-- 유용성 0.971 0.044 22.172 ***

Be9 <-- 1

Be8 <-- 1.196 0.121 9.862 ***

Co6 <-- 1

Co5 <-- 0.87 0.054 16.219 ***

Co4 <-- 1.061 0.058 18.161 ***

Co3 <-- 1.156 0.06 19.305 ***

Co2 <-- 0.84 0.051 16.394 ***

Co1 <-- 0.659 0.05 13.316 ***

뉴스이용만족

도
<--

만족도

(SAT)
1

사용의도 <--
만족도

(SAT)
0.941 0.05 18.693 ***

환기성

희생비용

Estimate S.E. C.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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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희생비용 또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β=3.096, 

p<.001)을 미치고 있다. 만족도의 경우,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용의도가 

정(+)(β=0.941, p<.001)의 방향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 선택 

 

1.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선택 휴리스틱 도출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총 14명의 인터뷰이를 온라인에서 뉴스 선택 

휴리스틱 도출을 위해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이용 휴리스틱을 

MAXQDA 2020을 통해 주제분석 방법으로 코딩을 하여 나타난 24개의 이용 

휴리스틱 관련 답변 중 해당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커버리지 퍼센트(%)를 포함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하위 개념인 26개의 개별주제로 세분화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합쳐 큰 여섯 가지의 범주로 나누었다.  

아래의 <표 4-15>는 인터뷰 내용과 개별주제, 그리고 해당 내용이 개별 

인터뷰 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를 나타낸 표다. 

 

<표 4-15> 온라인 뉴스 선택 휴리스틱 사용방법 

 

No 
인터뷰

이 
내용 개별주제  % 

1 
10 대 

여성 

여기 뉴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볼 게 없으면 

이제 연예란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선택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다가 이제 이런 데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댓글을 보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없으면 이런 랭킹 뉴스 통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실시간 뉴스 

막 이런 거 나올 때는 그것도 많이 봤어요. 

스크롤링(A) 

링크타고 

들어가기(B)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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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대 

여성 

좀 이걸 되게 그냥 매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냥 

핸드폰에서 제일 먼저 뜬 거에 제일 먼저 

눈이가요. 생각외로 그냥 일단 한 번은 클릭하는 

것 같아요. 

맨 위 (C) 2.34 

3 
10 대 

여성 

언론사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네 저보다는 

1 면에 있는 것들이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관심(D) 

신뢰하는 

언론(E) 

1.84 

4 
10 대 

여성 

음, 지금 고르자면 이 기사요. 애플 워치는 

관심이 있어서요. 

스포츠나 놓친 연예 영상도 클릭해요. 이렇게.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딱 이 페이지만 

보고.  

여기 제일 처음이랑 제목이나 사진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고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스포츠는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응원하기’ 

이런 거를 눌러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그래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내용만 찾아서 보는 

편이예요.  그리고 추천 연관 기사도 봐요. 

D+연관기사(

F)+관계맺기

(G) 

12.34 

5 
10 대 

여성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거나 유명한 

이름, 그런게 제일 중요하죠. 
C+제목의 

저명성(I) 
2.39 

6 
10 대 

여성 

그냥 제목이 그냥 재밌냐 이런 제목이 제일 

눈길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딱 

제목보고 들어갈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일단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만 훑어봐요. 여기 

제일 처음이랑 제목이나 사진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고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스포츠는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그래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내용만 

찾아서 보는 거죠. 

I+C+D, 

검색(J) 
8.56 

7 
20 대 

남성 

그냥 처음 듣는 소식이라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댓글을 확인합니다. 저는 그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랭킹뉴스도 보고  밑에 여기 ‘함께 볼 

만한 뉴스’ 있잖아요. 여기 많이 봐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니까. 많이 

봤다니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건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볼 만한 뉴스라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를 

굳이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가 돼 있는데 

위에는 이런 데서는 어떤 여기에 들어가면은 

특정 분야의 뉴스만 보게 되잖아요. 함께 볼 

만한 뉴스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게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핫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것 

같아서 여기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냥 여기서 

딱 제목 보고선 바로 댓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렇지만 뉴스 선택에서는 당연히 저한테 

중요한 주제인가가 중요하죠. 제가 관심 없는 건 

한 번도 클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함(K), 

타인생각궁금(

L)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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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 대 

남성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뉴스들 위주로 봅니다 

음 선택의 기준이 관심, 선호.. 어.. 

선호라기보다는 관심이죠. 

저가 선호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도 

관심이 있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관심은 뭐 스포츠 뉴스면 스포츠도 해외 

축구도 있고. 그리고 북한 관련 문제들도 있고 

정치적 정치 뉴스도 있고 그러네요. 

D 4.63 

9 
20 대 

남성 

그냥 되게 짧은 시간이면 그냥 메인에 메인에 

있는 뉴스 중 하나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위에 있는거. 

C 2.21 

10 
20 대 

여성  

홈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지금 그냥 이 

시점에서 관심 있는 기사 하나를 한 번. 저는 

이제 댓글도 꼭 봐요. ‘화나요’ 이런 반응도 꼭 

보고요.  그 중간에 그 관련 기사는 아예 안봐요. 

댓글은 절대 달지 않는데, 댓글은 봐요. 

 

보다가 그냥. 중간에. 저는 거의 이것만 읽어요. 

그 부분. 그 부분을 읽고 쑥 내려가서 그냥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반응 어땠는지. 근데 

뭐. 사실 정치 기사는 거의 다 댓글이 안 

좋으니까. 네 그냥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사실 

저는 최근에 삼성 이거 많이 봤거든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바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 댓글이 없는 연예면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봐요. 안 들어가요. 그냥 궁금한 것만 들어가도. 

근데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면에 나와 있는 거야 보는 편이구요. 1 면이 

되게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1 면에 안 나온 

뉴스는 저는 아무런 의미 생명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많은 기자분들이 

그 기사를 쓸 텐데 그 기사를 이제 그 기사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는 1 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인 것 같아요. 

D+사람들의 

반응(댓글) 

살핌(M)+ I 

+C 

10.59 

11 
20 대 

여성  

저는 이런 속보는. 네 무조건 클릭해서. 이거는 

다 보는 편이고. 그리고 랭킹. 그럼 막 실시간 

이런 게 있었을 땐 그런 거 같지. 그런 걸 

봤겠죠. 근데 실시간 검색어처럼 실시간 뉴스가 

있었다면. 그리고 관심 있는 걸 봐요. 사실 여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안 보고 

여기 넘어가면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라든지 

관심이 있었던 거 -머지 포인트 사건, 톰브라운 

에디션 이런 거 볼 거 같아요. 

 

시간이 없으면 속보만 볼 것 같긴 하고. 속보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진짜 헤드라인만 봐요. 

속보확인(N)

, 

랭킹뉴스(O)

, 실시간 

검색어(P)+

D+I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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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0 대 

여성  

저는 뉴스를 끝까지 다 보는 편이예요. 끝에 

랭킹 뉴스도 좀 보는데, 이 연계된 뉴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가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연계된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위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랭킹 뉴스도 있고 근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여기 

아이에 함께 함께 볼 만한 뉴스가 아예 추천을 

해주는 보면 관심 기사들은 추천해주는 뭐 이 

이것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걸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O+F+추천

뉴스(Q) 
4.67 

13 
30 대 

여성  

저는 뉴스를 메인 들어가서 타고 타고 들어가는 

편이라서 어떤 주제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메인만을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중간 

사이 다른 행태인 것 같아요 

C+B 1.44 

14 
30 대 

여성 

일단 뉴스를 이렇게 스크롤하고 그러면 대충 

읽은 다음에 댓글 봤다가, 최신순 보고, 

순공감순에서 나랑 반하는 글을 발견하면 이제 

대댓글을 보죠. 난 심지어 나랑 의견이 반대되는 

애한테 나와 같은 의견을 말한 애한테 이렇게 

좋아요를 한 번씩 누르죠. 그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이렇게 그 

싫어요를 열심히 눌러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한테 되게 맹렬한 비난을 받기 전까지 

댓글을 자주 썼어요. 

A+ 상호작용 

(R) 
3.31 

15 
30 대 

여성 

거의 모든 기사 다 여기서 읽을 때는 그냥 약간 

헤드라인 보고  

근데 뭐 제가 원하는 기사들을 선택하는 데, 

댓글이라던가, 올린 신문이라던가, 이런거 보면 

딱 감이 오죠. 그런 거 위주로 봐요. 제 마음 

편하게.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기자나 블로거 찾으면 그 사람 거 구독한 

다음에 봐요. 이제 이 근데 베스트 인기 

콘텐츠는 보통 나랑 별로 잘 안 맞고요. 

I+ 선호기자 

및 블로거(S) 
1.96 

16 
30 대 

남성 

뉴스를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다음이 카카오 

이렇게 탭 넘겨서 보이는 뉴스가 더 

직관적이라고요.  

저는 약간 접근이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앱은 이제 앞에는 이제 완전 

클린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유저인터페이

스 (T)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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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0 대 

남성 

기사 검색을 내가 좀 원하는 기사를 검색하고 

싶어요. 

이럴 때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편이에요 그게 좀 더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어느 좀 약간 익숙한 거는 

네이버 홈페이지나 네이버 앱에서 찾는 게 

익숙한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카카오에 좀 익숙해서 

그쪽을 쓰기도 하고요. 

선호하는 기사 

(U) + P 
0.94 

18 
30 대 

남성 

저는 사실 원래는 댓글을 많이 눌러봤어요.  

근데 데 사실 저는 댓글이. 별로 없는 기사는 

넘어가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댓글이 좀 많은 기사들은 좀 보는 편인데 

고르는 기준이 됐고. 댓글 수가 많으면. 일단은. 

사실 기사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많이 안 보게 돼요.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가 

더 궁금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최신순도 

눌러보고 순 공감수도 눌러보고.  

왜냐하면은 순 공감수는 약간 이미 뭐랄까. 

사람들이 그게 순공감순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약간 그거에 약간 뭐랄까.  

픽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오히려 최신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댓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 

최신순도 한번 눌러보고 그러는 편이겠죠. 

M+L+R 1.93 

19 
40 대 

남성 

뉴스에서 국제 정치 이런 거는 댓글 별로 안 

봐요. 근데 국내 정치는 좀 보죠. 음 이런 거 

이준석의 진짜 리스크. 이런 거는 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자체는 논조가 어쨌거나 대강 

예상이 되니까 그닥 큰 관심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궁금하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을 봐요. 가끔 마음에 들면 

좋아요도 누르고요.  

이게 제가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댓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연관 기사같은것들은 그냥 

광고같이 느껴져서 안눌러봐요.  

 

많이 본 뉴스 이런 연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다가 딱 눈에 아이 캐칭하는 그 헤드라인이 

있으면 보지요. 특히, 내 업과 관련된 거랑 

과학이랑은 많이 보지요. 그래서 갑자기 갤럭시 

워치로 심남형을 잡아냈다,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본다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기술이잖아요? 그럼 

댓글을 보지 않아요. 

M+L+I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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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대 

여성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니까, 이 

기사를 보고 싶으면 바로 검색창에 치죠. 

이렇게 해서 요새 뭐 뭔가 많이 들리던데 

자세히는 모르겠던 것들을 찾아봐요.  

검색을 해서 제목을 좀 봐요 그리고 그냥 이제 

고를 때는 제목만 봐요. 어느 신문사냐 뭐 그런 

건 안 보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 댓글도 좀 읽고. 랭킹 뉴스. 

그다음에 랭킹 뉴스. 오, 이렇게 결혼한다는 

소식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저 그렇게 그렇게 보더가 이렇게 해서 

우리 밑에 같이 볼 만한 뉴스 있으면 또 

들어가고요..   

 

왜 검색만으로 뉴스를 사용하냐면 제가 메인을 

검색 기능으로만 띄워두거든요. 무조건 뭔가 

하나라도 검색을 했다가 여기서 타고 들어가는 

스타일. 그냥 이제 뭐 막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검색(V), 

커뮤니티 

이용(W) 

8.65 

21 
50 대 

남성  

 이거를 이렇게 재끼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리시면 여러 개가 나오잖아,그렇게 

들어가는거지요. 

관심이 가는 기사면 끝까지 보지요. 

댓글은 안 봐요.  

A+ 상호작용 

(R) 
8.98 

22 
50 대 

여성  

이렇게 키고, 저는 지금 손주 때문에 백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설마 유치원 아이까지 백신 

맞히라고 그러나 이 기사를 클릭할께요. 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려고 해요. 하고 댓글도 봐요. 

지금은.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금이다 뭐다 난리라서 좀 알아보려고 이거를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 재난 

사고 이런 것들도 좀 보는 편이고요. 

관심있는 기사 

(T) +A 
7.66 

23 
50 대 

여성  

제목을 읽고서 제목 중에서 내가 뭐가 

재미있겠다 그러면 그걸 일단은 누르는 거죠.  

내가 눌렀잖아요. 유재석이 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렇게.그런 식으로 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한 번 씩 쭉 쭉 다 훑어서 

제목들을 보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가. 근데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검색을 하고요. 

흥미로운 제목 

(I2)+A+D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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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0 대 

여성 

나는 뉴스를 끝까지 다 봐요. 댓글도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것들도 다 봐요.  

뉴스안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지는 않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뭐 떠 있나 또 봐요.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이라.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난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것 같아요. 맨 

위에 뜨는 거. 위에서부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봐요. 

A+D+L+M

+C2 

(메인기사) 

16.20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된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1) 본인의 신념 확인 

 

뉴스를 선택할 때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기사를 선택을 하는 경우다, 이는 

주로 제목,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경향성을 따지고 선택하며,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기사 제목이라도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댓글을 

보기도 한다. 

 

뉴스에서 국제 정치 이런 거는 댓글 별로 안 봐요. 근데 국내 

정치는 좀 보죠. 음, 이런 거 이준석의 진짜 리스크. 이런 거는 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자체는 논조가 어쨌거나 대강 예상이 되니까 

그닥 큰 관심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궁금하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을 봐요. 가끔 마음에 들면 좋아요도 누르고요.  

이게 제가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댓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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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안에 연관 기사같은것들은 그냥 광고같이 느껴져서 

안눌러봐요. (8) 

 

거의 모든 기사 다 여기서 읽을 때는 그냥 약간 헤드라인 보고 

근데 뭐 제가 원하는 기사들을 선택하는 데, 댓글이라던가, 올린 

신문이라던가, 이런거 보면 딱 감이 오죠. 그런 거 위주로 봐요. 제 

마음 편하게.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기자나 

블로거 찾으면 그 사람 거 구독한 다음에 봐요. 이제 이 근데 베스트 

인기 콘텐츠는 보통 나랑 별로 잘 안 맞고요. (5) 

 

 

 

(2) 확고한 본인의 관심 충족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에만 충실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 

유형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며, 더불어 그와 관련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해하는 유형이다. 

 

관심있는 기사를 찾아서 봐요. 보통 짧은 기사는 끝까지 

보는데 이렇게 긴 거는 그냥 여기까지 보고 말아요(헤드라인). 

그리고 스포츠나 놓친 연예 영상도 클릭해요. 이렇게.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딱 이 페이지만 보고 넘어가요. 

여기 제일 처음이랑 제목이나 사진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고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스포츠는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응원하기’ 이런 거를 눌러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그래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내용만 찾아서 보는 편이예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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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중요한 주제인가가 중요하죠. 제가 관심 없는 건 한 

번도 클릭해 본 적이 없습니다.(4) 

 

 

 

(3) 타인의 생각에 대한 관심 (댓글 및 상호작용) 

 

기사 주제 선택에 대해 본인의 관심과 더불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주는 형태로, 주로 ‘좋아요’나 ‘싫어요’를 함께 누르는 

형식이며 나아가 댓글을 직접 쓰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댓글이 많은 뉴스를 확인합니다. 저는 그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에. 랭킹뉴스도 보고 밑에 여기 

‘함께 볼 만한 뉴스’ 있잖아요. 여기 많이 봐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니까 봅니다. (4) 

 

이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관심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관한 기사가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그러면 대충 읽은 다음에 댓글 봤다가 최신순 

보고 순공감 순에서 나랑 반하는 글을 발견하면 이제 대댓글을 

보지요. 난 심지어 나랑 의견이 반대되는 애한테 나와 같은 의견을 

말한 애한테 이렇게 ‘좋아요’를 한 번씩 누르죠. 그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이렇게 그 ‘싫어요’를 

눌러줘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되게 맹렬한 비난을 받기 

전까지 댓글도 자주 썼어요. (7) 

 

국내 정치는 좀 보지. 음, 이런 거 이준석의 진짜 리스크. 이런 

거는 좀 보지. 왜냐하면 기사 자체는 논조가 어쨌거나 대강 예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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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지. 나랑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그래서 댓글을 봐 가끔 마음에 

들면 좋아요도 눌러요 그렇지. 이게 내가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야. 댓글에 좀 신경을 많이 써.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8) 

저는 사실 원래는 댓글을 많이 눌러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댓글이 별로 없는 기사는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댓글이 좀 

많은 기사들은 좀 보는 편인데 고르는 기준이 됐고 댓글 수가 

많으면 일단은 보게되네요. 사실 기사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많이 안 보게 돼요.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신순도 

눌러보고 순 공감수도 눌러보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순 공감수는 

약간 이미 뭐랄까. 사람들이 그게 순공감순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약간 그거에 픽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오히려 최신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댓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 최신순도 한번 눌러보고 그러는 편이겠죠. (6) 

 

 

 

(4) 파도타기 선택 (연간 링크 타고 들어가기, 추천 선호) 

 

처음에는 메인에 나온 뉴스를 선택하고 그 아래에 있는 관련 주제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랭킹 뉴스, 과거 실시간 검색을 애용하고 한 기사에서 

시작해서 타고 들어가는 형식의 기사 선택을 많이 하는 소비자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응답은 10대에서 30대까지 전반적으로 연령이 어린 소비자 위주에서 

나타났다. 

 

여기 뉴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볼 게 없으면 이제 연예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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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훑어봐요.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보다가 이제 이런 

데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그냥 이렇게 댓글을 보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없으면 이런 

랭킹 뉴스 통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실시간 뉴스 막 이런 거 나올 때는 그것도 

많이 봤어요. (3) 

 

 

(5) 소속 집단 관련 뉴스 선택 

 

본인의 소속집단이 확실한 편이며, 이에 관한 이해상충 뉴스에 대해 예민한 

편이다. 이를 위해 주제 장르를 막론하고 본인의 업과 관련된 뉴스 주제를 

선택한다. 응답자들에 의하면 이는 선호나 관심과는 다른,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관심있는 주제만 보지요. 그리고 또 내 업(의료)과 관련된 

거랑 과학이랑은 많이 보지요. 그래서 갑자기 갤럭시 워치로 

심남형을 잡아냈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 이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봅니다. (8) 

 

이렇게 키고, 저는 지금 손주 때문에 백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설마 유치원 아이까지 백신 맞히라고 그러나 이 기사를 클릭할께요. 

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려고 해요. 하고 

댓글도 봐요. 

지금은.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금이다 뭐다 

난리라서 좀 알아보려고 이거를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 재난 사고 이런 것들도 좀 보는 편이고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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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맨 앞에 것을 선택 / 자극적 네이밍 선택 

 

소비자들은 정보의 과부하 상태에서 흔하게 무조건 눈 앞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뉴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선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 그 안에는 구독하는 언론사 

매체와 언론사의 역할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냥 핸드폰에서 제일 먼저 뜬 거에 제일 먼저 눈이 가요. 생각 

외로 그냥 1면에 있는 것들은 일단 한 번은 클릭하는 것 같아요. (2) 

 

뉴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거나 유명한 이름, 그런게 제일 중요하죠. (4) 

 

처음에 네이버 포털에 띄워 놓은 것들은 그 신문들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문들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과거에 네이버에 

올려놓는 거는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신문사들과 

계약해서 그 신문사가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신문이 뭐를 위에 

띄우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뭘 제일 위에 올리고 

싶었나 조선일보가 이 뭐를 제일 위에 올리고 싶었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봅니다. (14) 

 

1면에 나와 있는 거를 봅니다. 1면에 나와 있는데 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일면이 되게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일면에 안 나온 뉴스는 저는 아무런 의미 생명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많은 기자분들이 그 기사를 쓸 텐데 

그 기사를 이제 그 기사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는 일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인 것 같아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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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휴리스틱 특성 

 

소비자들의 대답을 기준으로 이러한 선택의 성향이 유효한지를 설문 측정 

문항으로 알아보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휴리스틱에 대한 6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세대별 어떤 휴리스틱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파악해보고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온라인 뉴스 선택 시 사용하는 휴리스틱 방법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6> 온라인 뉴스 선택 이유 

 

위의 여섯 가지의 휴리스틱에 대한 기본적 기초 통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나는 온라인 뉴스를 선택할 때 __________ 

내가 갖고 있는 생각/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쓴 기사부터 확인한다. 

선택한 뉴스에 함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편이다 

나와 속한 집단과 관련 있는 주제를 클릭한다. 

가능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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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휴리스틱 기초 통계량 

 

질적 방법인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여섯 가지의 휴리스틱에 대해 1,000명의 

설문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가장 높게 평균적으로 

응답한 문항은 ‘관심이 가는 것에 선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과 대비되는 가장 낮은 평균을 가진 응답으로 ‘가능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는 편이다’가 꼽혔다. 이는 실제 인터뷰 당시, 녹취와 

녹화가 동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 (IRB No. 2108/003-014)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제일 먼저 클릭한다’라는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시된 6가지의 휴리스틱 방법이 ‘실제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량적인 조사방법으로 각 휴리스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요소에 가까운, 성별, 연령, 

결혼, 교육수준, 그리고 온라인 사용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각각에 대해 

특성을 알아보았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휴리스틱을 

선택한 1,000명의 응답자의 특성으로, 해당 휴리스틱 관련 가장 유효하게 나온 

특성은 연령에서 30대가 해당 방식을 유의미하게 적게 쓴다는 응답과, 휴리스틱 

내가 갖고 있

는 생각/신념

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이 댓

글을 많이 쓴

기사부터 확

인한다.

선택한 뉴스에 함

께 있는 링크를 타

고 들어가는 편이

다

나와 속한 집단

과 관련 있는 주

제를 클릭한다.

가능한 맨 위

에 있는 기사

를 선택하려

하는 편이다.

평균 3.58 4.12 2.6 3.02 3.52 2.92

1) 매우 그렇지

않다
0.8% (5) 0 13.8% (138) 5.2% (52) 0.6% (6) 5.7% (57)

2) 그렇지 않다 7.6% (76) 1.5% (15) 33.7% (337) 24.4% (244) 8.8% (88) 26.4% (264)

3) 보통이다 31.9% (319) 10.0% (100) 35.1% (351) 38.0% (380) 35.1% (351) 41.2% (412)

4) 그렇다 53.4% (534) 63.2% (632) 13.4% (134) 28.2% (282) 49.1% (49.1) 23.3% (233)

5) 매우 그렇다 6.6% (66) 25.3% (253) 4.0% (40) 4.2% (42) 6.4% (6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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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온라인 뉴스 이용시간’,’온라인 뉴스 만족도’가 정(+)에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4-18> 휴리스틱 특성 1 

 

<표 4-19> 휴리스틱 특성 2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B 공차 VIF

성별 성별(남자0) -0.03 0.047 -0.02 -0.639 0.523 0.99 1.01

20대

30대 -0.175 0.079 -0.094 -2.217 0.027 0.55 1.819

40대 -0.136 0.087 -0.073 -1.572 0.116 0.453 2.205

50대 -0.125 0.09 -0.067 -1.392 0.164 0.422 2.371

60대 -0.096 0.094 -0.052 -1.018 0.309 0.382 2.615

결혼 결혼여부(미혼0) -0.003 0.063 -0.002 -0.054 0.957 0.575 1.738

대졸이하 -0.081 0.067 -0.047 -1.208 0.227 0.649 1.54

대학원이상 0.099 0.097 0.039 1.022 0.307 0.673 1.486

0.002 0.001 0.1 3.068 0.002 0.92 1.088

0.005 0.001 0.106 3.339 <.001 0.975 1.025

3.35 0.134

Adjusted R2 0.022

Durbin-Watson 2.015

상수

F 3.214***

R .177a

공선성 통계량

연령

교육

온라인뉴스이용량

온라인뉴스만족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특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

t p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B 공차 VIF

성별 성별(남자0) -0.012 0.064 -0.006 -0.184 0.854 0.99 1.01

20대

30대 -0.208 0.107 -0.082 -1.934 0.053 0.55 1.819

40대 -0.114 0.118 -0.045 -0.968 0.334 0.453 2.205

50대 -0.129 0.123 -0.051 -1.05 0.294 0.422 2.371

60대 -0.118 0.129 -0.047 -0.92 0.358 0.382 2.615

결혼 결혼여부(미혼0) 0.011 0.085 0.005 0.131 0.896 0.575 1.738

대졸이하 -0.022 0.091 -0.01 -0.244 0.808 0.649 1.54

대학원이상 -0.11 0.132 -0.032 -0.828 0.408 0.673 1.486

-0.0001 0.001 -0.001 -0.03 0.976 0.92 1.088

0.007 0.002 0.117 3.679 <.001 0.975 1.025

2.248 0.182

Adjusted R2 0.01

Durbin-Watson 2.053

상수

F 2.028*

R .142a

공선성 통계량

연령

교육

온라인뉴스이용량

온라인뉴스만족도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쓴 기사부터 확인한다

특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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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휴리스틱 특성 3 

 

<표 4-21> 휴리스틱 특성 4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쓴 기사부터 확인한다’와 ‘선택한 뉴스에 함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선택’,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는 편이다’의 

경우는 모두 온라인 뉴스 만족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해당 휴리스틱을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B 공차 VIF

성별 성별(남자0) -0.047 0.06 -0.025 -0.79 0.43 0.99 1.01

20대

30대 -0.011 0.1 -0.005 -0.112 0.911 0.55 1.819

40대 -0.054 0.111 -0.023 -0.488 0.626 0.453 2.205

50대 -0.095 0.115 -0.04 -0.825 0.41 0.422 2.371

60대 -0.14 0.12 -0.059 -1.16 0.246 0.382 2.615

결혼 결혼여부(미혼0) 0.138 0.08 0.072 1.732 0.084 0.575 1.738

대졸이하 0.103 0.085 0.047 1.206 0.228 0.649 1.54

대학원이상 0.135 0.124 0.042 1.091 0.276 0.673 1.486

0.001 0.001 0.051 1.559 0.119 0.92 1.088

0.007 0.002 0.129 4.053 <.001 0.975 1.025

2.373 0.17

0.017

2.024

선택한 뉴스에 함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편이다

Durbin-Watson

구분특성
공선성 통계량비표준화 계수

t p

2.736**

.164a

온라인뉴스이용량

온라인뉴스만족도

상수

F

R

Adjusted R2

연령

교육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B 공차 VIF

성별 성별(남자0) 0.01 0.058 0.005 0.171 0.865 0.99 1.01

20대

30대 -0.013 0.098 -0.006 -0.132 0.895 0.55 1.819

40대 -0.094 0.107 -0.041 -0.876 0.381 0.453 2.205

50대 -0.037 0.111 -0.016 -0.332 0.74 0.422 2.371

60대 -0.177 0.117 -0.076 -1.511 0.131 0.382 2.615

결혼 결혼여부(미혼0) 0.099 0.077 0.053 1.274 0.203 0.575 1.738

대졸이하 0.055 0.083 0.026 0.663 0.508 0.649 1.54

대학원이상 -0.036 0.12 -0.011 -0.3 0.765 0.673 1.486

-0.001 0.001 -0.043 -1.321 0.187 0.92 1.088

0.008 0.002 0.152 4.808 <.001 0.975 1.025

2.34 0.165

Adjusted R2 0.022

Durbin-Watson 1.942

상수

F 3.243***

R .178a

공선성 통계량

연령

교육

온라인뉴스이용량

온라인뉴스만족도

가능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 하는 편이다

특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

t p



 

 122 

사용할수록 온라인 뉴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휴리스틱 

중 ‘가능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 하는 편이다’의 경우가 β=0.152 

(p<.001)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2> 휴리스틱 특성 5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선택’하는 휴리스틱의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성별이 남성일 때 -0.119(p <0.001)만큼 해당 휴리스틱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0대와 50대가 20대에 비해 해당 휴리스틱 

사용을 하지 않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만족도는 위와 마찬가지로 

휴리스틱을 사용할수록 0.071(p <0.05)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B 공차 VIF

성별 성별(남자0) -0.15 0.04 -0.119 -3.79 <.001 0.99 1.01

20대

30대 -0.123 0.066 -0.078 -1.852 0.064 0.55 1.819

40대 -0.209 0.073 -0.133 -2.863 0.004 0.453 2.205

50대 -0.189 0.076 -0.12 -2.492 0.013 0.422 2.371

60대 -0.125 0.08 -0.079 -1.565 0.118 0.382 2.615

결혼 결혼여부(미혼0) -0.009 0.053 -0.007 -0.18 0.857 0.575 1.738

대졸이하 -0.021 0.056 -0.014 -0.367 0.714 0.649 1.54

대학원이상 0.092 0.082 0.043 1.12 0.263 0.673 1.486

0 0.001 0.022 0.683 0.495 0.92 1.088

0.003 0.001 0.071 2.258 0.024 0.975 1.025

4.138 0.113

Adjusted R2 0.025

Durbin-Watson 1.946

상수

F 3.546***

R .186a

공선성 통계량

연령

교육

온라인뉴스이용량

온라인뉴스만족도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선택한다

특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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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휴리스틱 특성 6 

   

‘내가 속한 집단과 관련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휴리스틱에서는 연령과 

온라인 뉴스만족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의 경우, 40대와 60대에서 

20대에 비해 -0.106(p <0.05), -0.115(p <0.05)만큼 해당 휴리스틱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만족도는 해당 휴리스틱을 사용할수록 

0.084(p<0.0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연령의 경우 40대가 20대에 비해 관심이 가는 선택이나 

집단과 관련있는 주제를 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의 휴리스틱 모두 

사용할수록 온라인 뉴스 만족도가 정(+)의 방향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는 선택의 경우만이 온라인 뉴스 이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인과 같은 생각을 

대변해주는 기사를 찾아 더 돌아다니는 행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B 공차 VIF

성별 성별(남자0) -0.085 0.048 -0.056 -1.766 0.078 0.99 1.01

20대

30대 0.003 0.081 0.002 0.039 0.969 0.55 1.819

40대 -0.204 0.089 -0.106 -2.277 0.023 0.453 2.205

50대 -0.166 0.093 -0.086 -1.787 0.074 0.422 2.371

60대 -0.221 0.097 -0.115 -2.265 0.024 0.382 2.615

결혼 결혼여부(미혼0) 0.072 0.064 0.046 1.109 0.268 0.575 1.738

대졸이하 0.103 0.069 0.058 1.491 0.136 0.649 1.54

대학원이상 0.075 0.1 0.029 0.749 0.454 0.673 1.486

0.0001 0.001 0.002 0.059 0.953 0.92 1.088

0.004 0.001 0.084 2.657 0.008 0.975 1.025

3.282 0.138

Adjusted R2 0.018

Durbin-Watson 1.918

상수

F 2.791**

R .166a

공선성 통계량

연령

교육

온라인뉴스이용량

온라인뉴스만족도

나와 속한 집단과 관련 있는 주제를 클릭한다

특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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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휴리스틱 영향요인 

 

앞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휴리스틱을 도출하고 

해당 휴리스틱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보았다. 나아가 개인적 요소인 자기 확증 

편향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자기 

편향 확증성의 고/저를 따져 이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앞서 휴리스틱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령 요인에 대해 연령별 뉴스 

토픽 선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1)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휴리스틱과 자기 확증 편향성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증 편향성은 사람의 선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나타난 바 있다(Prior, 2009; Eveland Jr & Shah 2003). 이러한 자기 

확증 편향성이 미디어 정치성과 매체 선택 외에 온라인 뉴스 내용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앞서 진행한 휴리스틱과 더불어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확증 편향성이 높아지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기 확증 편향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확증편향성이 높은 경우를 1로 가정하고 분석하였을 때,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846으로 모형이 적합하였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총 20.3%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자기 확증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대해 관측치와 예측치의 차이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7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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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자기 확증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에서 나타나는 자기 확증 편향성에 대해, 온라인 

뉴스 이용량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기 확증 

편향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뉴스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자기 확증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보다 자기 확증 편향성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연령에서는 30대, 40대, 50대 모두 자기 확증 편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자기 확증 편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확증 편향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기 확증 편향성이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사전 지식의 유무, 본인 스스로 취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B Exp(B)

성별(남자0) -0.535* 0.244

20대 -0.796 0.49

30대 -1.491*** 0.434

40대 -0.889* 0.401

50대 -0.873* 0.388

결혼여부(미혼) 0.201 0.328

대졸이하 1.049*** 0.31

대학원이상 2.206*** 0.557

온라인 뉴스 이용량 (저=0) 1.021*** 0.276

상수 0.04 0.48

ㅡ2로그우도

Model x2

Nagelkerke R2

*p<.05, **p<.01, ***p<.001

411.283a

4.121***

0.203

자기 확증 편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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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별 선호 주제 차이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휴리스틱 사용은 온라인 뉴스 만족도와 특정 

연령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휴리스틱 전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연령 요인과 온라인 뉴스 소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주제 선택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18개의 토픽들과 연령의 교차분석을 시행했다.  

 

<표 4-25> 토픽 주제 분류 

분류 뉴스주제 분류 뉴스주제 분류 뉴스주제 

토픽 1 정치뉴스 토픽 7 기술과학 토픽 13 종교뉴스 

토픽 2 국제뉴스 토픽 8 환경공해 토픽 14 가십젠더 

토픽 3 국방북한 토픽 9 교육뉴스 토픽 15 쇼핑생활 

토픽 4 법률판결 토픽 10 문화예술 토픽 16 교통기상 

토픽 5 경제산업 토픽 11 스포츠예술 토픽 17 범죄뉴스 

토픽 6 농림수산 토픽 12 관광취미 토픽 18 재난사고 

 

토픽 1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60대의 선호도가 20, 30, 40대 선호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정치 뉴스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이 74.7%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정치에 관한 선호는 전 연령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나, 40대가 전체 연령 대비 

가장 높은 비선호 기호를 나타냈다. 

토픽 2인 국제뉴스는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비선호율이 높았던 연령은 20대로 나타났다. 토픽 3인 

국방, 북한 관련 뉴스 또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가장 비선호율이 

높았던 것은 40대로 72.8%가 국방, 북한 뉴스를 비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토픽 4, 토픽 10, 토픽 12, 토픽 14, 토픽 16은 연령별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토픽 5인 경제산업은 50대가 87%의 응답율로 가장 선호하는 주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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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5인 쇼핑, 생활관련 주제도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뉴스 주제로 나타났다. 

 

<표 4-26> 연령별 뉴스 토픽 선호도 

변수 연령 
20 대  

(n=173) 

30 대  

(n=181) 

40 대  

(n=188) 

50 대  

(n=192) 

60 대 이상 

(n=194) 카이 

제곱 
뉴스토픽 호/불호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토픽 1 

선호 
104 

(60.1%) 

110 

(60.8%) 

104 

(55.3%) 

138 

(71.9%) 

145 

(74.7%) 
22.969*** 

비선호 
69 

(39.9%) 

71 

(39.2%) 

84  

(44.7%) 

54  

(28.1%) 

49 

(25.3%) 

토픽 2 

선호 
84 

(48.6%) 

101  

(55.8%) 

105  

(55.9%) 

120 

(69.6%) 

135 

(69.6%) 
19.235*** 

비선호 
89 

(51.4%) 

80 

(44.2%) 

83 

(44.1%) 

72 

(37.5%) 

59  

(30.4%) 

토픽 3 

선호 
69 

(39.90%) 

65 

(35.90%) 

53 

(28.29%) 

66 

(34.40%) 

106  

(54.6) 
31.741*** 

 

비선호 
104 

(60.10%) 

116  

(64.1%) 

135  

(72.8%) 

126  

(65.6%) 

88 

(45.4%) 
 

토픽 4 

선호 
72 

(41.60%) 

70 

(38.70%) 

80 

(42.60%) 

82 

(42.70%) 

87 

(44.80%) 
1.532 

 

비선호 
101 

(58.40%) 

111 

(61.30%) 

108 

(57.40%) 

110 

(57.30%) 

107 

(55.20%) 
 

토픽 5 

선호 
118 

(68.20%) 

125 

(69.10%) 

142 

(75.50%) 

167 

(87.00%) 

158 

(81.4%) 
26.658*** 

 

비선호 
55 

(31.80%) 

56 

(30.90%) 

46 

(24.50%) 

25 

(13.00%) 

36 

(18.60%) 
 

토픽 6 

선호 
27 

(15.60%) 

33 

(18.20%) 

41 

(21.80%) 

57 

(29.70%) 

62 

(32.00%) 
20.750*** 

 

비선호 
146 

(84.40%) 

148 

(81.80%) 

147 

(78.20) 

135 

(70.30%) 

132 

(68.00%) 
 

토픽 7 

선호 
75 

(43.40%) 

81 

(44.80%) 

103 

(54.80%) 

108 

(56.30%) 

88 

(45.40%) 
11.101* 

 

비선호 
98 

(56.60%) 

100 

(55.20%) 

85 

(45.20%) 

84 

(43.80) 

106 

(54.60%) 
 

토픽 8 

선호 
92 

(53.20%) 

85 

(47.00%) 

92 

(48.90%) 

112 

(58.30%) 

128 

(66.00%) 
18.042** 

 

비선호 
81 

(46.80%) 

96 

(53.00%) 

96 

(51.10%) 

80 

(41.70%) 

66 

(34.00%) 
 

토픽 9 

선호 
53 

(30.60%) 

72 

(39.80%) 

103 

(54.80%) 

96 

(50.00%) 

78 

(43.30%) 
26.584*** 

 

비선호 
120 

(69.40%) 

109 

(60.20%) 

85 

(45.20%) 

96 

(50.00%) 

116 

(56.70%) 
 

토픽 10 선호 
100 

(57.80%) 

104 

(57.50%) 

94 

(49.50%) 

95 

(49.50%) 

91 

(46.90%) 
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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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 
73 

(42.20%) 

77 

(42.50%) 

94 

(50.00%) 

97 

(50.50%) 

103 

(53.10%) 
 

토픽 11 

선호 
119 

(68.80%) 

129 

(71.30%) 

118 

(62.80%) 

109 

(56.80%) 

111 

(57.20%) 
13.795** 

 

비선호 
54 

(31.20%) 

52 

(28.70%) 

70 

(37.20%) 

83 

(43.20%) 

83 

(42.80%) 
 

토픽 12 

선호 
86 

(49.70%) 

108 

(59.70%) 

103 

(54.80%) 

123 

(64.10%) 

116 

(59.80%) 
9 

 

비선호 
87 

(50.30%) 

73 

(40.30%) 

85 

(45.20%) 

69 

(35.90%) 

78 

(40.20%) 
 

토픽 13 

선호 
17 

(9.80%) 

18 

(9.90%) 

29 

(15.40%) 

40 

(20.80%) 

42 

(21.60%) 
18.029*** 

 

비선호 
156 

(90.20%) 

163 

(90.10%) 

159 

(84.60%) 

152 

(79.20%) 

152 

(78.40%) 
 

토픽 14 

선호 
78 

(45.10%) 

67 

(37.00%) 

64 

(34.00%) 

84 

(43.80%) 

82 

(42.30%) 
6.77 

 

비선호 
95 

(54.9%) 

114 

(63.00%) 

124 

(66.00%) 

108 

(56.30%) 

112 

(57.70%) 
 

토픽 15 

선호 
79 

(45.70%) 

103 

(56.90%) 

112 

(59.60%) 

120 

(62.50%) 

96 

(49.50%) 
14.692** 

 

비선호 
94 

(54.30%) 

78 

(43.10%) 

76 

(40.40%) 

72 

(37.50%) 

98 

(50.50%) 
 

토픽 16 

선호 
113 

(65.30%) 

112 

(61.90%) 

129 

(68.60%) 

134 

(69.80%) 

135 

(69.60%) 
3.856 

 

비선호 
60 

(34.70%) 

69 

(38.10%) 

59 

(31.40%) 

58 

(30.20%) 

59 

(30.40%) 
 

토픽 17 

선호 
116 

(67.10%) 

128 

(70.70%) 

119 

(63.30%) 

114 

(59.40%) 

103 

(53.10%) 
14.921** 

 

비선호 
57 

(32.90%) 

53 

(29.30%) 

69 

(36.70%) 

78 

(40.60%) 

91 

(46.90%) 
 

토픽 18 

선호 
125 

(72.30%) 

135 

(74.60%) 

132 

(70.20%) 

142 

(74.00%) 

140 

(72.20%) 
1.105 

 

비선호 
48 

(27.70%) 

46 

25.40%) 

56 

(29.80%) 

50 

(26.00%) 

54 

(27.80%) 
 

 

전반적으로 뉴스 주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연령은 60대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선호 주제를 갖고 있는 연령은 20대로 나타났다. 30대는 문화, 

예술에 대한 뉴스(71.30%)와 범죄뉴스(70.70%)에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20대 다음으로 비선호 주제가 많았다. 40대는 전 연령 중 선호도와 

비선호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이 적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령별 

선호 주제에는 각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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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내용의 연령별 차이 

 

본 절은 빅데이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뉴스 내용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서 

연령대별 주제 소비에 대해 두 가지 시각으로 분석을 한다. 첫번째는 세대별 뉴스 

내용 소비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 동기간별 세대간 선택한 주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해당 기간을 통틀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러한 주제들의 네트워크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 있어서 연령별 선택 내용의 차이 분포가 네트워크 분포상의 응집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온라인 뉴스 이용시간, 온라인 선택 휴리스틱과 그리고 주제 선택 

모두에서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서 연령별 뉴스 소비자의 뉴스 내용, 즉 주제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첫번째 방법으로는 동기간 내 세대별 뉴스 

주제 선택의 차이- 즉 기간별 세대 내 내용의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두번째로는 분석 기간을 통틀어 각 세대별 뉴스 토픽이 자세하게 

무엇인지와 토픽 간에 네트워크 분포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기별 각 연령대의 뉴스 주제 선택 차이 

 

2019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03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네이버의 

섹션 별 1위에서 10위까지의 기사 29,703건을 매일 동 시간 크롤링하여 수집한 

빈도 수가 가장 많은 최상위 30개의 단어 추출한 결과는 131 페이지의 <표 4-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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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기사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주던 뉴스 기사 제공 서비스는 네이버가 2020년 10월 중순 부로 종료하여 

2020년 10월 03일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시기상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주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뉴스의 주제어로 나타나리라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시기별 29,703건의 전문에 대해 

불용어를 제거하고 konply 라이브러리를 통해 명사를 추출했다. 일정 개수 

이하로 등장하거나 50%이상으로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제거했다.    

네이버에서는 온라인 뉴스의 카테고리를 9개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뉴스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빅카인즈에서는 뉴스의 주된 주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 과학 등 주로 8개의 주제로 뉴스 주제를 나누었다. 

다양한 분류방법이 존재하여 처음의 분석은 넓게 잡아 10개에서부터 토픽분석을 

진행한 결과, 6개의 토픽의 주제가 가장 통일성 있는 단어로 추출이 되어 6개의 

토픽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6개의 토픽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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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6개의 주제는 

정치, 코로나, 사회, 외교, 사건, 부동산 관련이었다. 토픽모델링으로 묶인 가장 

높은 빈도의 20개의 단어는 토픽 0에서부터 토픽 5까지 나열 되어있다. 

다음 페이지의 해당 6개의 토픽이 시간에 따라 사람들이 클릭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토픽 2, 즉 사회 범죄관련 기사는 2019년 5월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다 2019년 12월에 급증하였으며, 그 이후는 계속 상위권의 클릭 

의원 코로나 경찰 일본 검찰 주택

대표 진자 사람 한국 장관 대출

민주당 감염 사진 미국 수사 아파트

한국 환자 여성 대통령 법무부 시장

국회 마스크 지난 정부 검사 사업

대통령 지역 사건 중국 교수 정부

통합 서울 뉴스 북한 의혹 부동산

국민 병원 영상 대해 사건 서울

자유 발생 방송 지난 조국 거래

후보 방역 혐의 대한 관련 경우

정치 신종 생각 인사 재판 가격

서울 의료 피해자 국가 후보자 투자

총선 검사 사고 총리 대해 기준

위원장 치료 당시 수출 대한 때문

미래 확산 조사 경제 인사 지난해

대해 지난 사실 문제 혐의 판매

위원장 오후 대해 관련 사실 올해

문재인 학생 남편 회의 총장 지급

원내대표 연합뉴스 발견 청와대 청와대 업체

비판 교회 모습 부장 부장 국내

사회 외교 사건 부동산

토픽

정치 코로나

Topic 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표 4-27> 2019/5월 ~ 2020/10월 전체 주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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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록하며 뉴스 전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1위 토픽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기간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클릭 수를 보여줬을 것 같은 토픽 1-코로나 

관련 뉴스는 코로나가 가장 심해지기 시작한 2020년 2월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여름휴가 기간인 2020년 8월에 한 번 더 치솟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토픽0)토픽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3위 정도의 관심을 보였으며 특정 

사건(토픽4)는 2020년 1월에 치솟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5위정도를 

기록했다. 

부동산(토픽5)은, 2019년 05월 4위로 시작해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보다 더 

높은 관심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반면, 정치 관련기사(토픽0)는 데이터 수집 

기간 내내 일정한 뉴스 클릭을 기록하며 그래프의 고저차이가 가장 낮은 일정한 

관심을 받는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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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정치 코로나 사회 외교 사건 부동산

<그림 4-5> 네이버에서 기간별 토픽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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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2019년 5월~2020년 10월) 중 각 연령대의 뉴스 주제 선택은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준 ‘전체 토픽 트렌드’ 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0대의 기간별 토픽 트렌드에서 

가장 관심있었던 뉴스 주제는 

코로나로 인학 학교 등교 및 수업에 

관한 토픽들이 나타났다. 이어서 

코로나에 대학 관심도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전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버닝썬과 

같은 연예계, 유튜브 등의 사건과 

범죄에 0.7이라는 수준의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말기인 

2020년 10월경에 가장 높은 관심으로는 외교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대선에 관한 높은 관심일 것으로 추정되며, 외교 토픽관련 

북한관련 뉴스와 더불어 10대, 20대, 40대에서 나타난 노재팬 운동에도 관심이 

반영되는 토픽 선택으로 보인다. 

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코로나 입시 학교 외교 생활 범죄

코로나 수능 등교 대통령 아이폰 경찰

진자 대학 학교 미국 태풍 사건

환자 시험 수업 한국 애플 방송

발생 뉴스 학생 북한 프로 영상

확진 퀴즈 개학 정부 출시 혐의

검사 수험생 교육부 일본 자사고 대해

연합뉴스 문제 코로나 서울 예상 지난

서울 출제 교육청 국민 투표 사진

감염 정답 학년 중국 지정 논란

확인 수학 서울 세계 오후 사실

병원 평가 연기 경제 기상청 통해

신종 학년 방역 지난 모델 사람

판정 엑스포츠 온라인 연합뉴스 사진 서울

지역 네이버 상황 트럼프 갤럭시 공개

본부 학생 교육 위해 듀스 수사

격리 영역 사회 문재인 공개 유튜브

오후 서울 지역 대표 전망 당시

방역 이벤트 거리 대한 오전 해당

당국 홈페이지 고등학교 통해 제공 관련

지난 전형 감염 청와대 서울 내용

10대 토픽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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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유튜브 생활 범죄 외교 코로나 사고

방송 시험 경찰 대통령 코로나 사고

영상 문제 사건 정부 진자 오후

사진 뉴스 혐의 한국 감염 연합뉴스

논란 지급 수사 미국 방역 경찰

대해 신청 조사 북한 환자 발견

통해 서울 검찰 일본 서울 오전

사과 가구 서울 서울 검사 발생

유튜브 퀴즈 피해자 지난 확진 서울

광고 삼성 여성 대한 발생 조사

해당 판매 처벌 장관 신종 현장

사람 아이폰 공개 중국 격리 확인

사실 지원 재판 경제 판정 뉴스

여성 출시 범죄 대표 지역 차량

카카오 채용 지난 대해 병원 소방

생각 경우 대해 상황 연합뉴스 당국

지난 제공 당시 청와대 바이러스 병원

라며 토스 대한 회의 지난 사진

내용 네이버 청원 국민 확산 신고

캡처 갤럭시 관련 관련 방문 인근

채널 온라인 선고 기업 감염증 사망

20대 토픽

<그림 4-7>  

 

 

 

20대는 10대, 30대와 

더불어 코로나에 대한 검색이 

극단적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보다 가장 

외교 관련 토픽에 관심을 

보였으며,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논란에 대해 그때 

그때 관심을 보이며 다른 

연령과는 특이하게 전 

서울시장에 관심이 Top 6 

토픽에 포함 되어있다. 

젠더 관련 주제와 범죄에 

대한 관심이 6가지 토픽 중 

평균적으로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일반적인 생활 관련 채용과 신제품이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는 6가지 토픽 중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나타나지만 일정하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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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코로나 금융 범죄 산업 사건 폭로

코로나 대출 경찰 판매 재판 방송

환자 정부 사고 제품 혐의 사진

진자 주택 혐의 그룹 검찰 사람

감염 서울 사건 국내 선고 영상

서울 금융 조사 미국 남편 뉴스

신종 카카오 오후 시장 아들 논란

오후 신청 지난 사업 대해 생각

발생 지원 발견 한국 사실 대해

방역 기준 수사 업체 대한 지난

지역 대상 서울 삼성 피해자 유튜브

마스크 금리 여성 대표 주장 캡처

병원 은행 신고 업계 징역 사실

지난 아파트 차량 소비자 판결 여성

확진 경우 당시 지난 부모 채널

검사 시장 확인 사용 경우 공개

중국 지역 오전 지난해 기소 사과

바이러스 지급 폭행 회장 어린이집 통해

조치 규제 발생 사진 사건 해당

확인 사업 사망 매장 유치원 내용

판정 부동산 범행 공장 이혼 라며

30대 토픽

 

 

 

30대 또한 코로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 가장 관심을 보이는 

토픽은 범죄로, 특히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예민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범죄와 

더불어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폭로되는 영상 및 

공개 사과, 논란과 같은 뉴스 

주제를 선택했다. 현대 

자동차, 삼성 등 기업의 

동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세대로, 2020년 10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 

뉴스에도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픽 중 가장 

낮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는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내 범죄 뉴스 토픽을 소비했다.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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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주택 가족 사건 건강 소비 코로나

주택 뉴스 경찰 치료 일본 코로나

대출 사람 사건 피부 금리 감염

부동산 생각 혐의 간식 판매 중국

아파트 한국 피해자 경우 마스크 환자

거래 방송 주장 운동 한국 진자

남편 사진 조사 효과 시장 신종

서울 아들 지난 사람 출시 방역

정부 엄마 당시 때문 제품 검사

경우 모습 사고 음식 매장 증상

정책 동영상 재판 사용 지난 발생

기준 지금 수사 다이어트 코로나 확산

가격 아내 사망 결과 고객 병원

때문 상황 피해 사진 최근 바이러스

은행 마음 폭행 지방 사진 지역

이혼 오늘 검찰 시작 국내 확진

대상 대해 살해 제품 업체 지난

적용 때문 영상 건강 지원 미국

지역 영상 처벌 위해 정부 대구

분양 촬영 신고 주름 그룹 판정

법인 통해 선고 마리 구매 사람

40대 토픽

 

40대의 토픽 트렌드 

그래프는 전 연령을 통틀어 

평행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독특한 주제를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가족에 관한 주제로, 가정 

폭력, 아동 학대와 같은 

뉴스를 가장 많이 읽었으며 

당시 토픽 2로 나타난 

고유정 관련 사건에 다른 

연령대비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타 연령 대비 

절반정도의 뉴스에 관심을 보였다. 타 연령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비와 건강관련 

주제가 낮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읽는 뉴스 토픽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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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정의연 총선 코로나 외교 정치 부동산

사람 의원 코로나 대통령 검찰 주택

경찰 민주당 미국 정부 장관 부동산

지난 대표 중국 한국 수사 아파트

교회 한국 한국 일본 법무부 거래

뉴스 국회 일본 장관 검사 서울

서울 통합 정부 청와대 교수 투자

목사 후보 기업 국민 의혹 정부

노총 자유 진자 문재인 후보자 대출

생각 총선 생산 경제 조국 가격

정의 미래 삼성 정책 사건 시장

여성 원내대표 국내 북한 관련 소득

단체 위원장 지난 대해 인사 경우

한국 정치 감염 문제 대해 지급

피해자 위원 상황 대표 총장 기준

가족 대해 병원 총리 대한 지역

할머니 선거 마스크 집회 재판 사업

사진 서울 개발 대한 사실 지난해

위해 국민 공장 회의 혐의 때문

민주 출마 환자 정치 부장 자금

오후 정당 관련 지난 청와대 계약

50대 토픽 50대는 정치∙사회적 

사건에 가장 빠르게 뉴스를 

읽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프를 보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가파른 

관심들이 해당 시기마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총선 관련 토픽, 

그리고 위안부 관련 윤미향에 

관한 뉴스에 관심이 많았으며, 

60대와 비슷하게 코로나에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낮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외교 

관련 뉴스가 있었다.  

 

 

 

  

<그림 4-10>  



 

 139 

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코로나 총선 외교 사건 수사 검찰 정치

정부 의원 대통령 재판 검찰 장관

코로나 민주당 북한 서울 수사 교수

주택 대표 일본 판사 검사 조국

부동산 통합 한국 집회 장관 후보자

아파트 한국 정부 의원 법무부 검찰

서울 후보 미국 혐의 사건 의혹

때문 국회 청와대 지난 청와대 법무부

사업 총선 대해 사건 인사 대해

정책 미래 중국 대법원 총장 관련

지역 위원장 문제 대통령 대한 아들

경우 정치 장관 주장 의혹 사실

기업 자유 대한 지사 부장 동양대

가격 선거 김정은 정의 시장 조씨

경제 원내대표 외교 경찰 중앙 문제

상황 출마 문재인 피해자 대통령 서울대

지난 위원 관련 대해 관련 내용

분양 정당 트럼프 대한 검찰총장 의원

기준 서울 경제 법원 개혁 논문

지난해 공천 회의 오후 울산 당시

이후 대해 국민 관련 윤석열 정경

60대 토픽

<그림 4-11>  

 

 

   60대는 다른 모든 연령 

중 코로나에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극단적인 관심은 총선에 

관한 뉴스였다. 0.7 

수준의 관심을 보인 뉴스 

토픽은 10대에서의 코로나 

관련 등교 유무에 대한 

뉴스 클릭을 제외하곤 총선 

관련 뉴스 토픽이 유일하다. 

두번째로 가장 많이 읽은 

뉴스 토픽으로는 50대와 

마찬가지로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외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토픽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은 코로나에 대해 10대, 20대, 30대가 

뉴스를 가장 많이 클릭했으며 역설적으로 50대, 6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인 점이 있다. 또한 40대의 뉴스 관심사가 타 연령대비 가장 고유한 속성의 

뉴스 토픽을 선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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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기간 내 연령별 뉴스 주제 선택 차이 

 

앞서 연구기간에 따른 토픽주제 선택의 변화와 함께 세대별 요인을 함께 

보았다면, 수집한 데이터의 원형인 네이버의 ‘연령별 많이 본 뉴스’에서의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의 섹션 별 1위에서 10위까지의 기사 

29,703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토픽모델링 기법 중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통해 토픽을 뽑고, 이를 Python pyldavis를 이용해 인덱스 된 

단어가 몇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지와 실제 빈도수 대비 중요한 단어의 비중을 

시각화 했다.  

또한, 연령별 주제의 중요도를 파악하기위해 공출현 네트워크를 

사용해분석을 시도했다. 공출현 매트릭스 구축을 위해 sklearn의 

CountVectorizer를 활용해 document term matrix를 구축하고 document term 

matrix(dtm)를 co-occurence matrix로 변환하였다. 가장 co-occurence가 높은 

200개의 관계를 추출하고 networkx 라이브러리 통해 공출현 네트워크 구축했다. 

최종적으로는 pygraphviz 라이브러리 통해 시각화를 하였다. 

각 세대별 클릭한 뉴스 주제는 앞서 토픽 트렌드와 비슷한 맥락도 있지만 

세대만이 갖는 독특한 동질성을 단어들로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한 전 

기간에 걸쳐 각 세대별 가장 많은 빈도의 뉴스 주제 30개를 정리한 표는 다음 

장과 같다. 

전체 기사 중 연령별 단어의 빈도수가 제일 높은 30개의 단어를 추출했다. 

단순 빈도로 매겨진 순위이며 1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에 나오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통 10대와 20대, 40대와 50대 등 이전 세대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우를 보인다. 그러나 ‘대출’과 같이 30대, 40대, 

50대 3세대에 걸쳐 나온 단어는 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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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세대별 네이버 섹션 최다 출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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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대 토픽모델링 결과  

 

 

세대별 뉴스 소비 유형으로 10대는 ‘아이폰’, ‘대통령’, ‘수능’, ‘중국’, 

‘태풍’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등장함. ‘자사고’, ‘할인’, ‘아이폰’, 

‘방탄소년단’, ‘조두순’과 같은 사회 섹션, 연예 섹션의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가장 큰 토픽 집단은 ‘거리두기’, ‘초등학교’, ‘학원’, ‘교실’, ‘개교’, 

‘마스크’와 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다음 클러스터 역시 ‘수능’, ‘시험’, 

‘대입’, ‘고교’, ‘정시’ 등의 단어들로 모여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학교 관련 

토픽 외의 주제로는 ‘청원’, ‘폭행’, ‘여성’, ‘남성’과 같은 사회 토픽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세대임이 토픽모델링 결과로 나타났다.  

<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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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은 ‘교육’에 관련된 주제들로, ‘거리두기’, ‘초등학교’, ‘학원‘, 

‘유치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픽 2는 ‘입시’ 관련 주제들로, ‘수능’, ‘시험', 

‘대입’, ‘고교’, ‘개교’ 등이 주를 이룬다. 토픽 3은 ‘안전’ 관련 토픽, 토픽 4는 

‘코로나’, 토픽 5는 ‘연예’의 단어들로 ‘유튜브’, ‘사과’, ‘멤버’, ‘소속사’, 

‘아이돌’ 등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12> 10대 토픽모델 최빈 단어 및 주제 분포도 

 

   10대에서의 공출현 단어는 크게는 학생 한 개로 수렴된다. 그러나 학생, 수업, 

등교 단어가 중심성이 높은 단어였으며 이와 별개로 공출현한 단어로는 아이폰 

관련 세대, 모델, 사이즈, 가격, 경험 등 다양한 단어가 함께 출현했다. 연예계 

관련해서 퀴즈 단어도 공출현한 것으로 보아 TV 프로그램 중 ‘유퀴즈’ 관련 

뉴스를 많이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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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10대 공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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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대 토픽모델링 결과  

<표 4-30> 20대 토픽모델링 결과 

 

 전반적으로 20대는 북한, 중국, 삼성, 태풍, 사과, 청원, 집회 등 국방과 국제 

뉴스 관련 토픽 등장하였고, 토픽들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그래프 4분면의 중앙 

하위 토픽에 쏠려 있는 것을 보아 집단 내 공통의 주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국회의원, 육군, 국방부, 북한과 홍콩 집회와 같은 정치 및 글로벌 이슈에 관심이 

가장 큰 세대이며 삼성전자, 영화와 같은 토픽들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6 

    <그림 4-14> 20대 토픽모델 최빈 단어 및 주제 분포 

정치 및 글로벌 이슈에서부터 ‘삼성전자’, ‘영화’와 경제, 사회 토픽들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지닌 20대 남성들의 

영향으로 보이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토픽 1은 취업 및 

고용에 대한 불안과 대학교 관련 단어들이 나타난다. 시험’, ‘대학’, ‘학교’, 

‘응시’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픽 2는 ‘연예’관련 주제들로, ‘의혹’, ‘폭행’, ‘출연’, ‘소속사’, 

‘엔터테인먼트’등이 주를 이룬다. 토픽 3은 ‘공정경쟁’관련 토픽으로 ‘일본’, 

‘수출’, ‘생산’, ‘고용’, ‘성장’, ‘공급’ 등이 있으며, 토픽 4는 ‘경제’관련 

토픽으로 ‘등록금’, ‘기업’, ‘시장’, ‘금융’, ‘정책’, ‘부동산’ 등이 있다. 토픽 

5는 ‘코로나’관련 ‘접촉’, ‘증상’, ‘마스크’, ‘양성’등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출현 단어로 중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사건, 혐의, 청원 등이 있으며 

여성관련 단어와 10대에 이어 아이폰이라는 제품단어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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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20대 공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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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0대 토픽모델링 결과 

 

<표 4-31> 30대 토픽모델링 결과 

 

     30대부터 경제 토픽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30대의 가장 큰 토픽은 ‘대출’, 

‘주택’, ‘공장’, ‘마스크’, ‘카카오’, ‘금리’ 순으로 금융 등 생활 경제형 토픽 

등장했다. 전체적인 빈도로 보았을 때는 대출, 주택, 공장, 마스크 와 같은 

생계와 코로나 관련 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했다. 사회 안전에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30대의 토픽 1은 ‘콘텐츠’에 관련된 주제들로, ‘배우’, ‘영화’, 

‘댓글’,‘감독’, ‘사랑’, ‘여자’, ‘남자’, ‘제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픽 

2는 ‘사회 안전’관련 주제들로, ‘징역’, ‘부모’, ‘어린이집’,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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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등이 주를 이룬다. 토픽 3은 ‘코로나’ 관련 토픽으로 ‘확진’, ‘판정’, 

‘격리’, ‘바이러스’, ‘증상’, ‘접촉’ 등이 있으며, 토픽 4는 ‘경제’관련 

토픽으로 ‘계약’, ‘매출’, ‘영업’, ‘거래’, ‘실적’, ‘부동산’ 등이 있다. 토픽 

5는 ‘복지’관련 ‘지급’, ‘의원’, ‘재난’, ‘고용’, ‘제도’등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16> 30대 토픽모델 최빈 단어 및 주제 분포도  

 

30대의 공출현 단어는 전 세대 중 가장 퍼져있는 형태를 띄며 그 중 중심 

단어들로는 코로나, 정부, 서울, 주택, 혐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 관련 

뱅크, 주주, 사업이나 자산, 투자와 같은 단어들이 공출현하는 분야들이 

존재하여 경제적인 뉴스 토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앞서 시기별 

트렌드 토픽에서와 같이 정치와 혐의와 관련된 이슈에 가장 많은 뉴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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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30대 공출현 네트워크 



 

 151 

④  40대 토픽모델링 결과 

 
<표 4-32> 40대 토픽모델링 결과 

    40대의 토픽들로는 ‘주택’, ‘대출’, ‘의원’, ‘영화’, ‘금리’, ‘대통령’, 

‘살해’, ‘부동산’ 등의 경제, 생활/문화, 사회 관련 토픽에 집중포화 된 양상을 

보인다. 경제와 정치에 높은 관심과 함께 ‘아동’ 관련 사회 섹션 토픽에도 높은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40대의 토픽1은 ‘가족’에 관련된 주제들로, ‘엄마’, ‘결혼’, ‘사랑’, ‘아내’, 

‘패션’, ‘아버지’, ‘어머니’, ‘인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픽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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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련 주제들로, ‘폭행’, ‘청원’, ‘성폭행’, ‘징역’, ‘아동’, ‘학대’ 등이 

주를 이룬다. 토픽 3은 ‘소비’관련 토픽으로 ‘모델’, ‘출시’, 

‘생산’,‘공장’,‘기술’,‘업계’ 등이 있으며, 토픽 4는 ‘부동산’관련 토픽으로 

‘주택’, ‘부동산’, ‘거래’,‘분양’, ‘전세’, ‘임대’ 등이 있다. 토픽 5는 

‘코로나’관련 ‘방역’, ‘확진’, ‘판정’, ‘격리’, ‘접촉’ 등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 대출, 의원, 영화, 금리, 대통령, 살해, 부동산 등의 경제, 

생활/문화, 사회 문제 관련 토픽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소비에 가장 관심이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며, 경제와 정치에 높은 관심과 함께 ‘아동’ 관련 사회섹션 

토픽에도 높은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늦춰진 출산시기에 의한 개인의 

생애주기(출산육아)로 인한 뉴스 소비로 보인다. 

 

<그림 4-18> 40대 토픽모델 최빈 단어 및 주제 분포도 

 

 

 

  공출현 네트워크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사람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세대 중 가장 사람, 가족과 주택 뉴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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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40대 공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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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0대 토픽 모델링 결과 
 

<표 4-33> 50대 토픽모델링 결과 

 

 50대는 ‘주택’, ‘집회’, ‘총리’, ‘공천’, ‘수출’, ‘마스크’, ‘서울대’ 등 

한 집단 내 다양한 토픽이 존재한다. 한 세대 내 큰 두 갈래의 토픽이 존재하는데, 

경제 토픽을 주로 이루는 1번 클러스터 –‘소득’, ‘지급’, ‘금리’, ‘원금’, ‘연금’, 

‘대출’-과 정치 토픽으로 이루어진 2번 클러스터- ‘대검’, ‘감찰’, ‘비서’, 

‘지휘’, ‘판사’, ‘개입’ 등의 토픽-으로 양분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작은 클러스터 등으로 사회 토픽- ‘세월호’, ‘집회’, ‘촛불’ 등의 주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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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세대에서도 주택은 높은 빈도로 선정된 주제이지만, 50대 내에서 

주택은 집단 내 타 주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주제 간의 분포도 가장 퍼져있는 집단으로 역으로 집단 내 뉴스 주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이질적인 세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0> 50대 토픽모델 최빈 단어 및 주제 분포도 

 

 

 

    50대의 공출현 단어의 핵심이 되는 중간으로 크게 한국, 장관, 의원이라는 

단어 위주로 큰 다발 모양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도, 성과 등 다양한 공출현 단어들이 함께 나타난 다는 점이 

차별점이었으며, 주택이라는 단어에는 소유와 보유만이 공출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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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50대 공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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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0대 토픽모델링 결과 

 
<표 4-34> 60대 토픽모델링 결과 

 

    60대의 세대별 토픽모델링 결과, 30대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주택’ 

키워드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타 집단 대비 일관적으로 정치 토픽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준다. 토픽 1에서부터 토픽 4까지 정치적인 주제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단어에 따라 결을 달리한다.  

 

    주제가 국정, 질의, 연설, 경험, 소통과 같은 1번 클러스터에서부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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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공소장 등의 2번 클러스터, 비례대표, 당선, 투표, 지지율과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3번 클러스터까지, 클러스터들의 분포는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클러스터들의 모든 주제가 동질적으로 존재하며 집단 내의 

작은 클러스터들까지 주제가 비슷한 성격을 띄어 집단 내의 주제의 일관성을 

보여주며 한 집단 내의 동질성이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2> 60대 토픽모델 최빈 단어 및 주제 분포도 

 

 

  60대의 공출현 네트워크에서 집중되는 단어로는 장관, 대검찰청, 수사, 피고인, 

의원 등이 있다. 정치 관련 단어들로 촘촘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관련 

공출현 네트워크 외에 앞서 60대의 시기별 토픽 트렌드에서 높았던 수치를 

반영했던 코로나와 감염증 토픽도 공출현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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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60대 공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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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주제 연령별 응집도 차이 
 

 
공출현 네트워크로부터 관심주제의 응집도 비교해보기 위해 각 세대별 

공출현 네트워크의 결집 계수 (clustering coefficient)를 구한 뒤 

비교하였다(Watts & Strogatz, 1998). 결집 계수란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 뭉치는 경향을 알 수 있는 한 척도이다. 결집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출현 네트워크의 단어들이 뭉쳐서 등장한다는 뜻이므로 확증 편향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집 계수는 파이썬 networkx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average_clustering 함수를 통해 계산하였다. 네트워크 

각 노드의 결집 계수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되며, 전체 네트워크의 결집 

계수는 각 노드의 결집 계수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𝑐𝑐𝑢𝑢 =
1

deg(u)(deg(u)− 1)
�(𝑤𝑤𝑢𝑢𝑢𝑢𝑤𝑤𝑢𝑢𝑢𝑢𝑤𝑤𝑢𝑢𝑢𝑢)1/3

𝑢𝑢𝑢𝑢

 

 

수식에서 𝑐𝑐𝑢𝑢 는 특정 노드 u의 결집 계수를 의미한다. 𝑑𝑑𝑑𝑑𝑑𝑑(𝑢𝑢) 는 노드 u의 

차수 (degree)를 의미한다. v, w는 u와 네트워크 상에서 삼각형을 이루는 

노드들이며 𝑤𝑤𝑢𝑢𝑢𝑢  는 노드 u와 v가 연결된 간선 (edge)의 가중치 (weight)를 

의미한다. 수식을 살펴보면 노드의 차수가 높을수록 결집 계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어가 여러 단어와 동시에 여러 곳에 출현하면 결집 계수가 

낮아진다. 반면에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된 간선의 가중치가 높을수록 결집 

계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단어가 다른 한 단어와 동시에 많이 등장할수록 

결집 계수가 높아진다. 

 

 



 

 161 

<표4-35> 연령별 네트워크 결집계수 

연령 결집 계수 

10대 0.037 

20대 0.036 

30대 0.031 

40대 0.034 

50대 0.038 

60대 0.026 

 

연령별 네트워크 결집계수는 <표 4-23>과 같이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결집

계수와 가장 낮은 결집 계수 값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10대, 20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해당 연령대에서 주제에 

대한 응집력, 즉 밀도가 더 높고 30대, 60대에서는 비교적 응집력의 정도가 낮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노드별 결집력이 높다는 것은 공통의 주제에 대한 응집력이 높다는 것으로 

소속 집단, 즉 직장이나 학교에 관한 소식이 중요한 50대와 10대에 비해 소속 집

단이 직장 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60대에서 응집력이 가장 작아졌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즉, 주제 네트워크의 응집력은 각 집단 내에서의 공통의 주제의 울림

이 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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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다매체 시대의 온라인 뉴스 소비가 어떠한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뉴스 소비를 위해 어떤 전략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가 어떤 

뉴스 이용동기를 갖고 있는지와 함께 이러한 이용동기가 뉴스 이용시간과 

뉴스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에 

사용되는 휴리스틱을 파악하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내용 선택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소비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뉴스를 전통적으로 소비하던 과거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하는 현 시점에서 뉴스 소비 행태에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해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된 이용동기들을 효용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진행했다. 효용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로 온라인 뉴스 소비자의 효용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성,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환기성, 총 두 가지로 묶어졌다. 온라인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비금전적 비용으로 추가적 시간 할애,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제공 관련 6개의 문항이 한 개의 문항으로 묶여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온라인 뉴스 이용 시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시간을 사용하며, 결혼 유무에서 기혼이 뉴스 



 

 163 

이용시간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점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뉴스 

이용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 등을 유추했을 때 온라인 뉴스 소비는 사회활동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이용과 충족이론을 위해 유용성과 환기성으로 묶인 이용동기와 

희생비용이 뉴스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결과, 

유용성과 희생 모두 뉴스 이용시간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환기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 2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휴리스틱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선행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처음 선택한 

뉴스에서 같이 떠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방식과, 무조건적으로 맨 앞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기, 본인이 관심있는 뉴스만 클릭하는 확고한 신념형 선택,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를 선택하는 타인에 대한 관심에 의해 선택을 하는 유형, 소속된 

집단과 관련된 뉴스를 선택하는 유형, 내가 가진 신념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선택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6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연령별로 어떠한 뉴스 선택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지 정량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분석 결과, 20대와 50대는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에 예민하게 선택하는 기준을 보였고, 50대는 한 번 클릭한 

뉴스 기사에서 다른 링크로 타고 들어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와 40대는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만 선택하고 나가는 방식을 선호했다. 

50대와 60대가 온라인 플랫폼 상의 맨 위에 나타나는 뉴스를 제일 많이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소속 집단과 관련된 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20대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후 3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연관성이 감소한다. 본인의 신념을 확인하는 요소는 6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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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높은 선택 방식을 나타내며, 20대 또한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의 뉴스 주제 선택을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했다. 2019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03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뉴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뉴스 토픽은 무엇인지, 연령에 따라 뉴스 소비 토픽 

트렌드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 있어서 연령대별 

뉴스 주제의 차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번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기간내에 연령별 선호주제가 다른 지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해당 기간을 통틀어 각 연령별 선호 주제가 어떤 것들이었는 

지와 주제 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동시대의 뉴스 주제분석은 세대 

간의 관심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20년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세대 간의 관심차이다. 통념적 사고와는 반대로, 10대, 

20대, 30대가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굉장히 급격한 관심을 보였으며, 오히려 

40대, 50대, 60대는 코로나에 대해 급격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동기간 내 토픽 트렌드가 아닌 전체 기간의 연령별 최대 관심 주제로 10대는 

학교, 연예계, 아이폰 관련 뉴스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20대는 코로나와 함께 

취업 관련 단어와 투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단어들이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30때부터는 대출, 주택, 사회 안전에 관한 토픽들이 나타났으며, 

40대는 가족, 사람에 관한 뉴스를 특히 많이 읽는 것을 나타났다.50대는 

가계경제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으면서 ‘한국’이라는 키워드의 뉴스를 가장 많이 

읽는 세대로 나타났다. 60대는 정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피고인, 수사, 장관, 

의원과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 뉴스를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 있어서 연령대별 응집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 50대와 10대 순으로 응집도가 제일 높았다. 반면 60대가 제일 응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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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네트워크 상의 노드들의 응집도는 해당 집단 내의 뉴스 주제가 중요할 때, 

즉 촘촘히 공유될 때 응집도가 커지는 것으로서 이는 소속된 집단이 단일 할 때, 

즉 같은 직장이거나 학교일 때 커진다. 따라서 은퇴에 가까워지는 60대는 가장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주제들을 공유하는 응집도가 제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의 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편리성과 

유용성을 꼽았다.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는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각종 개인정보 제공 등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만족을 얻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용동기 중 여가습관성, 

상호작용성 등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성과 유용성이라는 이용동기를 살펴볼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는 뉴스를 신문, TV등 전통적인 뉴스미디어가 아니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하는 단순한 소비채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온라인 뉴스의 소비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가진 뉴스제공 이외의 다양한 

기능들과 쉽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문화뉴스를 

읽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화기사를 클릭해 영화기사를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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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화관을 클릭해 표를 예매하고, 온라인 플랫폼 

지도를 클릭해 영화관의 위치를 찾은 뒤, 다시 같은 플랫폼에서 주위 맛집을 

검색하는 식이다. 이런 편의성을 바탕으로 유저가 온라인 플랫폼에 모이면 

다양한 기업이나 심지어는 자영업자도 유저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고, 

광고를 올리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하게 되면 경쟁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플랫폼 인프라를 자신이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성격과 온라인 소비자의 이용동기가 

결합되어 언론사들이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고 개별 

언론사 단독 온라인 서비스 공급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한편 온라인 뉴스 소비자는 뉴스의 효용인 유용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본인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희생비용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이용시 희생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감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온라인 

뉴스 이용 시 자신들이 접하는 무수한 광고, 개인정보제공 등을 비용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이 뉴스 

하나를 클릭함으로써 자신의 성향, 소비 취향 등의 개인정보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된 수많은 기업, 단체 더 나아가 국가에까지 전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방식으로서, 정보과잉 

상태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휴리스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휴리스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뉴스선택의 방법으로는 처음 

선택한 뉴스에서 같이 떠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유형과, 무조건적으로 맨 

앞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는 유형, 본인이 관심있는 뉴스만 클릭하는 확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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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형 선택유형,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 즉 타인에 대한 관심에 의해 뉴스를 

선택하는 유형, 소속된 집단과 관련된 뉴스를 선택하는 유형, 내가 가진 신념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유형 등이 많이 

제기되었다. 눈에 쉽게 보이는 뉴스의 위치, 본인의 관심, 댓글(타인의 관심), 

본인의 신념 등이 이러한 휴리스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휴리스틱의 사용성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선택에서의 의사결정 차이를 발생하는 연령별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다만 본인의 신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선택하는 것이 60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사회생활의 

경험축적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일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뉴스 선택의 휴리스틱으로서 댓글을 참고하거나,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 및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관한 뉴스 주제를 선택하려는 

행태 등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뉴스 소비가 소비자 본인이 지닌 자기 확증 편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소비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언론과 그 언론이 

제공하는 기사들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언론사에서 제공되는 뉴스는 게이트키핑이 핵심이었으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자는 언론사가 게이트키핑한 뉴스 패키지를 

개별 기사로 분해해 소비하면서 기존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게이트키핑의 역량은 뉴스 기업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였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더 많은 비중의 응답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은 뉴스 유통채널이자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매체에 신뢰도를 높이 주는 응답자들도 실제로 자신이 온라인 플랫폼 포털을 

통해 어느 언론 또는 방송의 기사를 접했는지 기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팩트 체크를 통한 가짜뉴스 걸러 내기도 어려워지면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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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뉴스 소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뉴스 선택 내용의 연령대별 

차이가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지, 뉴스제목을 이용한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주제 소비의 차이와 응집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온라인 

플랫폼 뉴스 내용 선택에 있어 연령별로 선호하는 뉴스 주제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별 뉴스 선택과 뉴스 주제 응집도의 차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연령별 선택하는 뉴스 주제 단어들을 통해 

소비하는 뉴스의 종류가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연령에 따른 뉴스 소비의 

차별화는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런 차별화된 

뉴스 소비는 다른 연령층이 소비하는 뉴스를 전혀 접하지 않고 세대별 확증편향을 

심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문, 방송을 통한 뉴스 소비는 

싫더라도 다른 세대가 보는 뉴스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비록 기존 언론들이 제공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클릭을 통해 

선택된 기사제목을 통해 관심있는 내용만 골라보는 경향이 높다. 이런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선별된 뉴스의 소비방식은 확증편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역사상 언제나 세대간 격차가 있기 마련이었지만, 현재 

심각하게 문제시되는 세대간 격차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휴리스틱 사용과 자기 

확증 편향성을 이용한 뉴스 소비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는 뉴스 가치와 

유용성 측면에서 과거 기존 매체들을 통한 뉴스 소비에 비해 높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 필터버블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큰 그림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 

확증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태도 등이 요구되는 

등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 소비자, 사회, 국가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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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제 2 절   제 언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 소비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전통적인 뉴스 소비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넓게 확산되면서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와 강도를 지니게 됐다. 앞으로 개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산한 가짜뉴스는 제대로 된 뉴스보다 더 논리적이고 유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오기 쉽다. 비슷한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인간 본연에 내재된 자기 

확증 편향성으로 인해 확증편향에 의한 에코 체임버에 갇혀 살고 있는 존재가 

되기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정보가 데이터화 되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짐작조차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 소비자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문제들이다. 소비자 

개인이 그리고 사회 전체가 더 나아가 국가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디지털 뉴스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뉴스는 해당 플랫폼의 유저를 늘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미끼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뉴스는 공짜로 보는 콘텐츠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용이 따르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소비자 스스로 따져 보아야 할 때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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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뉴스 소비의 무료 이용이나 편리성을 우위에 두고 신뢰성, 

심층성을 낮게 평가할 경우 초래되는 부실한 콘텐츠의 소비와 그에 따라 소비자의 

뉴스를 통한 주변 상황 판단이 흐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시간에 눈을 끌고 확산되는 콘텐츠를 선호하도록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기사의 질이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뉴스가 다량으로 소비되는 것을 

부추긴다. 갈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판별이 어려워지고, 질 나쁜 기사의 소비를 

통해 뉴스 소비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수반되는 희생 즉 광고나 각종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별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인정보의 제공이 유상으로 간주된다면 

소비자로서의 지위는 의식적으로나 법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향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2022년초부터 발효된 독일 민법에서는 소비자가 

디지털 제품을 얻기 위하여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처리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마치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인정하고 있다. 일종의 데이터에 

의한 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우, 2021). 

우리나라도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의 처리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독일 민법의 규정을 원용한다면 

이는 마치 일정액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법제도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등 기본 개념부터 논의해야 

하므로 쉽게 추진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 이용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적 효용을 창출한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행위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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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매일 주기적으로 

소비하므로 관련 개인정보가 많이 누적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 가치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뉴스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들은 편리성, 신속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72%가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정보의 과부하로 뉴스의 

선택을 휴리스틱한 방식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 가치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뉴스 가치의 평가는 기사 생산자뿐만 아니라 

뉴스의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인간의 정보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바 있다. 즉 뉴스 가치의 핵심은 뉴스의 

주제가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고, 알아야 할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PISA 

2018’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평균 점수는 514점으로 OECD 

평균(487.0점)보다 높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25.6%로 OECD 평균(47.4%)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 청소년의 읽기 능력과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 

사이에 큰 갭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요즘 고등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에는 학생들에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등을 유의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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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대 위에서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는 

‘뉴스 팩트체크’에 머물기 일쑤라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계다. 

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존재하는 

편향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퍼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뢰도나 전문성, 정확성이 낮은 뉴스의 무분별한 소비는 소비자의 

장기적인 편익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분열이나 파편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와 관련하여 확증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뉴스가 가진 특성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점이 

뉴스의 소비자가 뉴스의 생산자도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이를 통해 

실제로는 소수의 의견이 크게 확대되면서 확증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뉴스는 SNS를 통해 쉽게 공유가 가능하고 댓글을 달아 반향을 

일으키는 일이 가능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정보의 중요도를 왜곡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에서 파악된 것처럼 뉴스 선택이 

‘마음에 드는 댓글’을 보고 들어가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받은 뉴스에 링크 

된 것을 따라 들어간다는 등의 결과는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온라인을 통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다. 확증편향은 전통적인 뉴스 소비에서도 좋아하는 

매체 등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했으나 뉴스의 매체가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증폭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댓글이나 뉴스 퍼나르기가 상업적인 동기로 조정되는 경우 기업이나 

또는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일까지 유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뉴스 생산, 소비자가 고민해야 할 점들을 다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뉴스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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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사회공동체,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리나 칸이 앞장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 강화는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각기 다른 

이유에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화당은 

플랫폼기업들이 보수주의 성향의 목소리를 누르고 있다는 이유에서 찬성하고 

있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의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인 

셈이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 같은 플랫폼들은 모두 뉴스, 정보,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와 정보 등을 접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자신의 취향이 노출되고, 에코 체임버에 갇힌 채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이다. 그러나 

뉴스 소비자의 장기적인 편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뉴스를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소비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한 종합적 고찰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제 데이터로 실증하여 온라인 플랫폼 뉴스 소비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뉴스 소비자의 확증 

편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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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자의 뉴스 소비 주제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현황만을 보여주는데 

그쳤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 등 

온라인에서의 뉴스 소비자에 대한 더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온라인 전반에서의 뉴스 소비 

문제에 집중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뉴스 소비자와 뉴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내에 선순환적인 정보 공유를 통한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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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온라인 소비자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를 이용하는 인식과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향후 온라인 뉴스 소비 역량 증진 방안 마련에 있어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정성 어린 답변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 분석 및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문항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니,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응답하시는 내용에 따라 귀하께 어떠한 손해나 위험도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되며, 귀하께서는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설문 도중 응답을 중단하고 

참여의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우측 하단의 ‘응답 중단’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서유현입니다. 

연구자 본인은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점검 요원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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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단의 동의서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됩니다. 

 

 

만약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 도중 문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서유현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       )년 = 만 ________세  

 

SQ2_1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래 지도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SQ4. 귀하께서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정보를 확인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SQ5. 다음 중 사용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체크해주십시오.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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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2) 다음    

3) 유튜브     4) 페이스북 

5) 인스타그램     6) 트위터 

7) 틱톡      8) 기타(____________) 

8)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지 않음 

 

 

SQ6. 다음 중 뉴스 정보를 위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체크해주십시오. [복수응답] 

1) 네이버       2) 다음    

3) 유튜브     4) 페이스북 

5) 인스타그램     6) 트위터 

7) 틱톡      8) 기타(____________) 

8) 뉴스 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지 않음 

 

<이상 스크리닝 질문>  

 

Q.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에 동의 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OUT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사용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Q1-1. 일상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1) 포털사이트 (ex. 네이버/다음) 2) 유튜브  

3) 페이스북   4) 인스타그램    

5) 트위터   6) 틱톡    

7) 기타 (      ) 

 

Q1-2. 일상 중 뉴스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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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사이트 (ex. 네이버/다음) 2) 유튜브  

3) 페이스북     4) 인스타그램    

5) 트위터    6) 틱톡    

7) 기타 (      )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Q2-1. 본인은 뉴스나 소식을 접하는데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느리다 느린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빠른 편이다 매우 빠르다 

1 2 3 4 5 

 

Q2-2. 본인은 뉴스나 소식에 예민하다고 느끼는 편인가요?  

매우 느리다 느린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빠른 편이다 매우 빠르다 

1 2 3 4 5 

 

Q2-3.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하루에 몇 번 보나요? [주관식] 

하루에 총 (____0~99____)회 

 

[PROG: Q2-3=0회 입력한 경우, 0분으로 오토코딩] 

Q2-4.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하루에 몇 분 보나요? [주관식] 

하루에 총 (____1~999____)분 

Q2-5. 뉴스에서 기대하는 가치를 선택해주십시오.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1 2 3 4 5 

공정성 1 2 3 4 5 

정확성 1 2 3 4 5 

신속성 1 2 3 4 5 

심층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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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네이버 모바일 앱 사용 시 ‘언론사 구독 설정’을 하시나요?  

1) 예  2) 아니오 

Q2-7. [Q2-6=1 응답자들만] 위에 제시된 예시 및 그 외의 전문지를 포함해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총 구독하고 있는 언론사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주관식]  

약 (__1~100__)개 

 

[일반적인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매체 이미지] 

 

 

Q2-8. 일반적인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전반적인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믿을 만하지 하다 믿을 만하지못하다 보통이다 믿을 만하다 매우 믿을 

만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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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일반적인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2 3 4 5 

 

Q2-10.  일반적인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정확하지 못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정확하다   매우 정확하다 

1 2 3 4 5 

 

Q2-11.  일반적인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전반적인 신속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느리다       느리다       보통이다 빠르다 매우 빠르다 

1 2 3 4 5 

Q2-12. 일반적인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전반적인 뉴스의 심층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얄팍하다 얇다 보통이다 심층적이다     매우 심층적이다 

1 2 3 4 5 

 

Q2-13. 본인은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편이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2-14. 본인은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고 계신 편입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2-15. 본인은 본인의 콘텐츠 취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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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6. 본인은 본인과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되도록 보려고 하는 편이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Q2-17.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입니까?  

매우 믿을 만하지 못하다    믿을 만하지못하다     보통이다    믿을 만하다    매우 믿을 만하다 

1 2 3 4 5 

Q2-18.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2 3 4 5 

 

Q2-19.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정확하지 못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정확하다      매우 정확하다 

1 2 3 4 5 

 

Q2-20.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전반적인 신속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느리다 느리다 보통이다  빠르다  매우 빠르다 

1 2 3 4 5 

 

Q2-21.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전반적인 뉴스의 심층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얄팍하다 얇다 보통이다   심층적이다   매우 심층적이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Q3-1. 귀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뉴스에 만족합니까?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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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만족에 100점 만점을 준다면 몇 점 입니까? [주관식] 

(__0~100___)점 

 

Q3-3. 인터넷 혹은 모바일에서 구독하고 있는 언론사들에게서 기대하는 가치를 선택해주십시오.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1 2 3 4 5 

공정성 1 2 3 4 5 

정확성 1 2 3 4 5 

신속성 1 2 3 4 5 

심층성 1 2 3 4 5 

 

Q3-4. 이 중 가장 만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 신뢰성 2) 공정성 3) 정확성 4) 신속성 5) 심층성 

 

Q3-5. 이 중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 신뢰성 2) 공정성 3) 정확성 4) 신속성 5) 심층성 

 

다음은 귀하의 정보선택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Q4. 귀하는 뉴스를 선택할 때 아래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나는 온라인 뉴스를 선택할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1 2 3 4 5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크롤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선택한다.  

1 2 3 4 5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선택한다. 1 2 3 4 5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쓴 기사부터 확인한다.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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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뉴스에 함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편이다  

1 2 3 4 5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와 속한 집단과 관련 있는 주제를 클릭한다.1 2 3 4 5 

가능한 맨 위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려 하는 편이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토픽에 관한 질문입니다. 

 

Q5. 귀하가 제일 자주 보는 뉴스 주제를 1위부터 6위까지 선정해주십시오.  

1) 정치    2) 외교/국제정치   

3) 군사/국방/북한문제   4) 법률/판결    

5)경제/산업   6) 농림/수산/광업  

7) 기술/과학    8) 환경/공해   

9) 교육    10) 문화(학술/예술) 

11) 스포츠/연예   12) 관광/취미   

13) 종교    14) 미담/성공/가십/젠더이슈 (인간적 흥미) 

15) 생활정보/쇼핑   16) 교통/기상  

17) 범죄/경찰  18) 재난/사고 

 

Q6-1.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토픽 선호에 대한 문항입니다.  

 전혀보지 않는 편이다  별로보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보는 

편이다 많이보는 편이다 

나에게 정치적인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국제·외교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국방·북한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법률·판결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경제·산업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농림·수산·광업 뉴스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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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기술·과학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환경·공해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교육 관련 뉴스는 1 2 3 4 5 

 

Q6-2.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토픽 선호에 대한 문항입니다.  

 전혀보지 않는 편이다 별로보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보는 

편이다 많이보는 편이다 

나에게 문화·예술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스포츠·연예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관광·취미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종교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가십·젠더 이슈·미담·성공 등 인간적 흥미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쇼핑·생활정보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교통·기상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범죄·경찰 관련 뉴스는 1 2 3 4 5 

나에게 재난·사고 뉴스는 1 2 3 4 5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Q7-1.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나는 온라인 뉴스를 통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나의 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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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고, 재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1 2 3 4 5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 1 2 3 4 5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1 2 3 4 5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1 2 3 4 5 

 

Q7-2.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나는 온라인 뉴스를 통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려 줄 것이다. 1 2 3 4 5 

나에게 알맞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일상생활 속 빈 시간을 채울 수 있다. 1 2 3 4 5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도피할 수 있다. 1 2 3 4 5 

멍 때리며 휴식할 수 있다.                1            2        3             4            5 

남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남들이 관심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위험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Q8-1. 나는 온라인 뉴스를 이용할 때 나의 개인정보가 잘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전혀 안 지켜진다  조금 안 지켜진다   보통이다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잘 지켜지고 있다 

1 2 3 4 5 

 

Q8-2. 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보안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조금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한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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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3. 나는 온라인 뉴스 앱/ 웹사이트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1 2 3 4 5 

 

Q8-4. 나는 내가 보는 온라인 뉴스를 신뢰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1 2 3 4 5 

 

Q9.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가치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귀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가치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봄으로써  (__________________)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투자하는 비용대비 얻는 값어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5 

노력 대비, 얻는 혜택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1 2 3 4 5 

시간 대비, 얻는 보람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1 2 3 4 5 

나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높고 바람직한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의 온라인 플랫폼 뉴스 이용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Q10-1. 나는 내 생활의 보다 높은 만족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이용할 의도가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Q10-2. 나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를 계속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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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Q10-3.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의도를 100점 만점으로 치면 몇 점이신가요? [주관식] 

사용의도 (__0~100___) 점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지불 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Q11-1. 나는 온라인 뉴스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1) 있다   2) 없다 

 

Q11-2. [Q11-1=1 응답자들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매달 구독 시) 

[주관식] 

 (__1~999,999__)원 

 

Q11-3. 귀하는 온라인 뉴스 무료 이용을 위해 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온라인 뉴스 무료 이용을 위해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광고를 허용할 수 있다  1 2 3 4 5 

나의 과거 뉴스 사용 경력과 연관된 뉴스들 위주로 제공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설정한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정보가 다른 기업에 제공될 수 있다.  

1 2 3 4 5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2 3 4 5 

성가신 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내 개인적인 성향이 분석 및 예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1 2 3 4 5 

 



 

 208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내 구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Q12-1. 나는 포털사이트 뉴스를 보다가 나에게 맞춤 광고를 본 적이 있다.  

1) 있다  2) 없다 

 

Q12-2. 나는 포털사이트 뉴스를 보다가 나에게 맞춤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간 적이 있다.  

1) 있다 (__1~999__)회    2) 없다 

 

Q12-3. 나는 포털사이트 뉴스를 보다가 제시된 광고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1) 있다 (__1~999__)회 정도 구매 해 본 적이 있다.  2) 없다  

 

Q13. 다음은 귀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뉴스 공유에 관한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보는 뉴스를 지인과 공유하는 편이다1 2 3 4 5 

뉴스를 공유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1 2 3 4 5 

뉴스는 주로 또래 친구와 공유한다 1 2 3 4 5 

뉴스는 주로 가족과 공유한다 1 2 3 4 5 

 

Q14. 다음은 포탈 사이트 뉴스 내 존재했던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그렇다 

댓글을 보는 것은 재미있다 1 2 3 4 5 

댓글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실시간 뉴스’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 1 2 3 4 5 

‘실시간 뉴스’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많이 본 뉴스’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 1 2 3 4 5 

‘많이 본 뉴스’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다음은 포털사이트 외 뉴스 구독과 커뮤니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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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나는 포털 사이트 뉴스 외의 (SNS 제외 ex.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DQ1.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학 재학  4) 대졸   

5) 대학원 재학  6) 대학원졸 이상 

 

DQ2.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는 월평균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식] 

1) 100만원 미만 (_1~99__만원)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__100~199__만원)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__200~299__만원)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__300~399__만원)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__400~499__만원) 

6)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__500~599__만원) 

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__600~699__만원) 

8)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__700~799__만원) 

9) 800만원 이상 (__800~99,999__만원)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전문직  2) 사무/관리직  

3) 서비스/판매직  4) 생산관련직 

5) 학생   6)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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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DQ4.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습니까?  

1) 미혼  

2) 기혼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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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ption on Korean online platforms ranks first among 46 

OECD countries. In a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s money. What news is frequently clicked on, how 

much time is spent on what news, and which advertisements are 

clicked on are all at increased risk of being informatized. They know 

which news and photos are most sensitive to, and which videos can 

draw attention. All consumer information identified in this way is 

commercialized as data. By using this data, it will become possible to 

sell anything to individual consumers, be it advertisements, products, 

political views, or worldviews. Therefore, online platform news 

consumers need a clear awareness that they are being consumed as 

information. However, news consumption on online platforms has 

been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s of journalism,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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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diplomacy. One of the problems with online news 

consumption is that it can be commercialized as data. As these 

problems are diversified and rapidly spreading, the need for 

consumers who are the subject of news consumption on online 

platforms to quickly face up to themselves as consumers is increasing. 

As news is consumed on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news and consumers is also changing. In the past, news providers 

unilaterally delivered news to news consumers, but now distributors 

such as portal sites have appeared, and consumers do not remain 

passive consumers in the past with functions such as commenting 

and sharing.  

This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ors in the news 

consumption market requires the consumer to play a more active 

role and the ability to identify fake news in the exponentially 

expanded and reproduced news. 

For this purpose, from May 25, 2019, to October 03, 2020, all 

articles in the 'Most Viewed News by Age' section were collected by 

web crawling on the portal site, and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in 

that period was 29,703. In addition, the process of actual consumers 

choosing news was investigated through prior interviews, and 

quantitatively, a survey was conducted on online platform news 

consumption among 1,000 peop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 of consuming news on online platforms 

reflec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gender, it 

appears that news is used on portal sites regardless of gender, but in 

the case of age, the older the age, the higher the time spent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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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as found. As people get younger, they tend to use other media 

such as YouTube while maintaining the portal site as their main 

source of news consumpt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print newspapers in the past, the news 

value perceived by consumers in online platform news has also 

chang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ifference in news value 

represented by reliability, fairness, accuracy, promptness, and depth- 

the average news value in the online platform was higher in all 

value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when asked if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online news, 880 out of 1,000 

recipients said they would not pay any money. Instead of paying 

money, they chose their online data to be sacrificed for free use 

instead of monetary payment. These data included -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one's past news use history,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providing location information, 

accepting complex use procedures, allowing personal preferences to 

be analyzed to future prediction.  

The online platform news usage tim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onger by males than females, and it was found that the older the age, 

the higher the final education level, the longer the use time was, and 

the more married, the longer the usage time. Among the motivations 

for using news, the greater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acquisition 

and the greater the cost of free use, the more significant the impact 

on news use time. appeared not to be reach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structural equations on the hypothesis that the longer 

the usage time, the higher the news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result of higher satisfaction as the sacrifice increases sugges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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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are not aware of the non-monetary cost, they sacrifice by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efforts to use online news for 

free. 

 

Secondly, six heuristics were derived through a prior interview on 

how to select when using such online platform news. Six heuristics 

were 'I choose a topic that can confirm my thoughts/beliefs', 'I am 

interested in I choose to go.', 'Check the articles that people 

commented on first.', 'I tend to go through links that are included in 

the selected news', 'Click on topics related to the group I belong to', ' I 

tend to select the topmost article possible.', indicating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by heuristic, but satisfaction with 

online news was found to be a factor significantly affected by all 

heuristics. In a similar context to the cost of sacrifice abov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ore consumers make their own choices using 

heuristics,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online news use. 

Furthermore, in terms of topic selection in news, consumers in their 

30s were most interested in culture, art-related news, and crime-

related news, while those in their 60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erest in all news topics overall. 

 

Thirdly, we verified the age-specific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these online platform news with big data. The analysis looked at 

news consumption by age in two ways: viewing the selection of news 

topics for each age group at the same time every month for a period 

of one and a half years, viewing news topics of interest by age by 

grouping the total period collected into one. 5, 2019 From M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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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the total topic topic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five such as politics, corona, society, diplomacy, events, and real 

estate, but if you go more specifically, they show different news 

preferences by age group. The most striking singularity of each 

period is that the corona started at the beginning of 2020, and it 

seemed that everyone would be very interested in the news. There 

was a phenomenon of interest in them. Looking at the topics of 

interest by generation in more detail,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preference and news choice between generations. Finall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aggregation coefficient to determine the degree of 

cohesion of the corresponding words through network analysis, the 

cohesion was lowest in the 60s, and the highest in the 50s and teens. 

This suggests that it is related to belonging to a social group, and 

these social factors also influence news selection.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Online platform news consumers are found to be more satisfied in 

the news value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news. As for the 

satisfaction, the older and married, the longer the online news 

consumption time, the higher the news usage satisfaction is observed. 

Also, it can be found that when the motive for use is acquisition of 

information, satisfaction with news use also increases despite the 

increase in the cost of non-monetary sacrifice. This points out the 

difference of consumer behavior must be acknowledged. News 

consumption through online platforms is highly recognized 

compared to news consumption through existing media in the past 



 

 216 

in terms of news value and usefulness. However, at the same time, 

consumers themselves need to try to identify fake news, the ability to 

see the world in the big picture without being trapped in a filter 

bubble, and an open attitude to listen to multiple voices without 

being biased towards self-confirmation bias.  

In conclusion, the first proposal of this study is to educate 

consumers of digital news to move them away from the perception 

that consuming news through online platforms is free. It is a time 

when digital literacy educ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so that 

consumers themselves can have the personal capabilities to avoid 

being trapped in fake news and filter bubbles. 

Secon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prefers free online 

new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utline of a legal system that can 

recognize the act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consume 

news as a paid transac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in-depth research on how the government, 

news producers, and news consumers should respond to the impact 

of online platforms on news, and how these issues affect social 

communities and individuals. 

Online news consumption has become an irreplaceable daily routin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behavior of online news consumers, 

and empirically analyzes related data to determine what kind of 

motives online news consumers have, what methods they use to 

select news, an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news content 

selection by age.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a meaningful first step as a study 

attempted from a consumer perspective on on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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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behavior. It is also hoped that this study will illuminat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 of online platform news 

more transparently and advance in the direction that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can be enhanced through social monitoring. 

 

 

keywords : Online News Consumer, Online News Consumer Behavior, 

Online News Consumer Heuristics, Online News Consumption, 

Online News Self-biased, Online News Echo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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