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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혁신 저널리즘과 저널리즘 변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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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뉴스 시장



Clay Shirky!
"

“Revolution doesn’t happen when society 
adopts new technologies - it happens 
when society adopts new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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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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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이신문과 디지털 뉴스는 같은 성질의 상품인가?

종이신문 시장과 디지털 뉴스시장은 같은 시장인가?

상품과 시장이 다르다면 시장전략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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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종이신문 시장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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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거리에 기초한 판매수익

도달거리에 기초한 매체 영향력

도달거리에 기초한 광고수익

1990년대까지 높은 수익율



생산함수로서의 종이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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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정 비용 ➔ 시장 진입 장벽

Positive Returns to Scale ➔ 생산자 대형화

경쟁 활성화 = 생산자 수 증가 = (간접) 여론 다양성 증가



생산함수로서의 종이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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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생산량 유지 못할 경우 ➔ 생산함수 작동하지 못함

판매량 감소 ➔ 높은 고정비용으로 생산함수 문제 발생

판단 사항: 일시적 위기인가? 구조적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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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온라인 뉴스

제품

결합 상품(Bundling):"
뉴스/기사, 칼럼, 소비자 정보, 퀴즈, 
운세, 광고 등이 하나의 상품으로 결

합, 임의적 분할 불가능

탈결합 상품(Unbundling):"
개별 뉴스/기사는 독자적 주소(URL)

를 가진 독립된 상품임

접근성
패키지 가격(package price)에"

기초한 일괄접근:"
‘walled garden’

새롭고 개인적인 ‘조합 가능성’이 무
한대로 증가:"

각각의 조합/묶음(Bundle)에서"
개별 뉴스에 접근 가능

이동비용 및"
교체비용"

(Hotelling)

상대적으로 높음:"
정기구독 해지비용, "

가판 판매대 사이의 물리적 거리

매우 낮음:"
‘클릭’ 한 번 거리

생산비용 및"
물류비용 두 개 모두 매우 높음

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은 변동없으나,"
자본비용 크게 감소 +"
물료비용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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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vs. 디지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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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과 다른 생산함수

종이신문과 다른 비용 구조 및 다른 기술

종이신문과 다른 상품 특성

종이신문과 다른 시장경쟁



디지털 뉴스시장: 공급과잉 및 단일시장

공급과잉은 디지털 뉴스시장의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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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을 인정한 상태에서 시장전략 도출해야

“Content is King?” ▶︎ YES! BUT …

“There are hundreds, hundreds of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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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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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O. Hirschman(1970), “Exit, Voice and Loyalty”

“They(Twitter users) will be ferreting out and aggregating 
information on the issues that concern them long after the 
caravan of professional journalists has moved on” (by 

Alan Rusbridger 2010)

“If the news is important, it will find me!”

소극적 역할 ➔ 뉴스 발굴, 뉴스 재해석, 뉴스 확산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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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저널리즘과 저널리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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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Advertising

buzzword 2013

북미 및 유럽 광고업계, 언론계 관심

정확한 정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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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일까 기사일까?

Native Ad., sl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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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일까 기사일까?

Native Ad., forbes.com

!20



광고일까 기사일까?

Native Ad., buzzfe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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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일까 기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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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Ad.

기사



새로운 뉴스 사업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내이티브 광고

뉴스 유통 경로 및 디바이스: 소셜 & 모바일

새로운 뉴스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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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8월, 8500만 UV

13년 11월, 1억3000만 UV

가디언, 13년 6월 4050만 UV (최고치)

NYT, 13년 월 평균 3000만 UV

“Listicles"!
Native Ad.: “FEATURED PARTNER”!

매출 100% ← Native Ad.!
캠페인 평균 가격: 100,000 달러!

40명: Native Ad. 제작 가이드라인‘만’ 생산 (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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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저널리즘 확대

Greenwald 독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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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test Growing Media Site of 
All Time” by fastcompany.com

Emotional Data used

13년 10월, 4670만 UV!
13년 11월 8700만 UV

자체 제작 Content 없음!!
인터넷 동영상 ‘재가공/curation’!

제목 + Teaser 추가!
공유강도 평가위해 동일내용에 80여개 제목!

“left-liberal”, 창업자: Eli Pariser!
“sponsored section: glob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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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저널리즘!
creation + 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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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is News

Mobile + Social

6초 뉴스: Vine!
13초 뉴스: Instagram

새로운 뉴스 포멧, Narrative

전통 방송뉴스, PC 뉴스사이트: 지속가능?

PC 및 지상파 뉴스소비 방식이 모바일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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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nly for “Mobile”

속보로 시작, 뉴스 업데이트 모델!
Point, Follow, Notification

point: 문단, 링크, 동영상 등 최소 단위 뉴스
지하철, 버스를 기다리며 소비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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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nly for “Mobile”

속보로 시작, 뉴스 업데이트 모델!
Point, Follow, Notification

point: 문단, 링크, 동영상 등 최소 단위 뉴스
지하철, 버스를 기다리며 소비하는 뉴스



시장 의미 1: 뉴스 유입/유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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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wResearch Journalis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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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의미 2: 뉴스 소비 디바이스 변화

2013년 여름, CNN, BBC, ABC, NBC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 추월

영미 방송사: Mobile First 전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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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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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의미 3: Market Segmentation

매스 미디어 전통: 정치성향 Seg.

새로운 흐름: 세대별 Seg.

Millennial Generation: SNS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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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 Bye Traditional Media!

Hello Next Big Journalism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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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r Generation Touch

News for Networke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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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의미 1

뉴스 유입 및 유통 경로 변화

뉴스 제목 및 구성 변화?

검색, 포털 ▶︎ 자극적 ‘제목’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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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SNS ▶︎ 공유자의 가치 고려

모바일 ▶︎ reading: 7 min.?



리스티클 스토리텔링

List + Article 합성성

중간 이미지가 뉴스소비 호흡 조절

News Format for Generation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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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의미 2

클릭 저널리즘의 한계

새로운 뉴스 영향력 측정 방법

뉴욕타임즈, 가디언, 업월디, 미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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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Minutes by Upworthy

Attention Analytics by Guardian

Total Time Reading by Medium

PAR(Pageviews Above Replacement) by New York Times



저널리즘 의미 3

영향력, 시의성, 저명성 등 ’뉴스가치’ 변화?

소비자 중심의 ‘뉴스 가치’?

공유를 가능케하는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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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Jonah Berger, Katherine Milkman

Neetzen Zimmermann

머리를 흔들게 하기보단 감동을 주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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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분노, 비판, 비난을 일으키는 뉴스

긍정적 감정, 용기를 주는, 모방하고픈 내용

자본과 정치의 굴절, 인간의 이중성… 그러
나 소중한 인간의 선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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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의미 4

뉴스 길이가 중요한가?

Yes & No

Mobile Reportage Renaissance
!48



!49

6,000자

트래픽 50%:!
스마트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