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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 랩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한 사회에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며, 2008년 이래로 산업과 사업, 사회, 일상 생활

에서 기술이 주도하는 변화의 중요한 현상을 연구해왔다.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 랩의 커뮤니티는 연구 전담 핵심팀, 에릭슨 전문가 그룹과 더불어, 

대학교수진과 외부 오피니언 리더 등의 파트너로 구성된다.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 랩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며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아래와 같이 인터뷰에 응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오늘날 미디어의 위기, 
그 너머에 있는 것
많은 보고서에서 미디어의 위기를 
다룬다. 즉 인터넷으로 인해 미디어 
회사들의 설자리가 줄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정보가 
사회적 이슈화 된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오늘날 미디어의 위기를 넘어 밝은
미래를 조망한다.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자들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 했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 탐구한다. 미래에는 맞춤형 

콘텐츠와 더욱 스마트한  알고리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미디어 회사들이 기사를 

작성할 여력이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로봇 

기자가 대신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대신 저널리즘의 새롭고 혁신적인 

형태가 앞으로 다가올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

(Networked Society)가 제공하는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에서의 미디어

의 미래에 관련된 어떠한 예상도 저널리즘과 

비즈니스 측면 모두 쉽지 않은 문제들로 얽혀

있는 만큼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의 확산은 많은 미디어 

회사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감소하는 구독률 

추세로 인해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일례로 미국만 해도 1990년 이래로 

300개 이상의 신문사가 문을 닫았다.1 2000년

에서 2014년 사이에 미국의 보도국 직원은 

56,400명에서 32,900명으로 감소했다.2

이러한 추세가 항상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종이 신문의

배포 및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3 ), 더 빠르고

저렴하며 맞춤화하기 용이한 디지털이 결국

에는 모든 인쇄 매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된다.

거품

소수의 미디어 회사가 거대한 시장을 좌지우지

했던 당시, 편집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야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구글 검색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편항되기 쉬운 페이스북 피드를 통해 

우리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맞춤형 미디어를 

접하는 일이 훨씬 용이 해졌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부작용을 가져 오기도 한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거품이 어떤 결과(미국

대선과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향된 기사를 읽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짚어본다. 문제는 ‘적합한 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과연 그

툴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미래

지속 가능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형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적합한 

정보, 분석, 독점 뉴스)을 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광고 또는 구독)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기자)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유시장이 상황을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면

된다.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가 창출하는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술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는 없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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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ookings’ Center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The News Today, 7 trends in old and new media (November 2015)
2    journalism.org, Newspapers: fact Sheet (june 2016): www.journalism.org/2016/06/15/newspapers-fact-sheet/
3    wall Street journal, 5 reasons Indian newspapers have been unshaken by the internet storm (September 2015):  

blogs.wsj.com/briefly/2015/09/09/5-reasons-indian-newspapers-have-been-unshaken-by-the-internet-storm

인터넷이 미디어 

회사들에게 위협 요소로 등장

UN은 최초로 난민촌 

내부를 360도로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  

AP 통신은 분기 실적 관련 기사 

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  

소비자들은 데스크톱 PC 

보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전 세계 인구의 약 40%

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에 접근

TV와 온라인 

미디어의 미래는? 



맞춤형 뉴스

수년간 야후와 구글은 개인별로 맞춤화 된 뉴스 사이트를 제공했다. 

이 사이트에서 모든 사용자의 프론트 페이지 콘텐츠는 선호도와 검색 

이력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에 의해 맞춤화 된다. 뉴스 검색 또한 검색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온라인 신문(캐나다의 Winnipeg Free Press 등)은 맞춤화 된 

초기 페이지를 제공한다. 가령,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술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다른 프론트 페이지를 갖게 된다.4 그러나 

기사 자체가 맞춤화 될 수도 있다. 일례로 어느 신문이 한 도시에서 

수행될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게 된다면, 근처에 

살고 있는 독자는 기초적인 것을 너머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한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 시스템은 이전에 읽었던 기사들을 

바탕으로 기사의 어느 부분을, 누구에게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콘텐츠를 조정하는 이러한 

가능성은 미래에 저널리즘과 서비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것이다. 

교통 보고서를 예로 들어보자. 직장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노선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소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노선에 관심이 없다. 즉,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업데이트만을 골라 받을 수 있다.

더욱 스마트한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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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S wire, how personalized web experience saved a newspaper (march 2016):  
www.cmswire.com/digital-experience/how-personalized-web-experience-saved-a-newspaper

스마트 시스템은 기사의 어느 

부분을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지 추측할 수 있다.

기술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디지털 세상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 한다.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에서의 미디어 비즈니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를 

탐구했다.“기술이 어떻게 미디어 회사와 개별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저널리즘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이다.



USA Today는 기본적인 VR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화면에서도 재생 가능한 

VR 뉴스쇼를 통해 온라인 독자들에게 

스토리‘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뉴스 공간에서 VR은 텍스트와 

2D 이미지보다 독자와 시청자들이 

기사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체험형 스토리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했지만  

웹사이트 270towin.com은 사용자들이 인터랙티브 맵을 통해 그들만의

미 대선 예측 결과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스웨덴 신문 스벤스카 

더그블라뎃 (Svenska Dagbladet)은 독자들이 그들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를

결합해 해당 도시 전체의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랜티카르탄(Räntekartan)

(금리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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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a Today, Take flight: uSa Today network debuts VR show (October 2016):  
www.usatoday.com/story/tech/2016/10/20/usa-today-network-debuts-first-vr-news-show/92412428

6    Tech Crunch, uN launches powerful, first ever VR film following Syrian refugee girl (january 2015):  
www.techcrunch.com/2015/01/23/un-launches-powerful-oculus-virtual-reality-film-following-syrian-refugee-girl

7    digi-Capital, augmented/virtual reality to hit $150 billion disrupting mobile by 2020 (april 2015):  
www.digi-capital.com/news/2015/04/augmentedvirtual-reality-to-hit-150-billion-disrupting-mobile-by-2020/#.wSfyc2jyvIu

“동영상을 클릭해서 볼 때, 기사에서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다시 나오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미디어 회사는 영상과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틀(mittl)의 안나 카하눙(anna körnung) 수석 편집장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주류 미디어로 자리잡지는 못 했지만

최근 수년간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신문 

USA Today는 기본적인 VR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화면에서도 재생

가능한 VR 뉴스쇼를 통해 온라인 독자들에게 기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5 2015년에 UN은 가상 기술을 이용하여 난민촌의 생활을 

보여주는 최초의 VR 영상을 제작했다.6

한 가지 남아있는 커다란 걸림돌은 VR 안경이 여전히 다소 비싸거나 

그다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약 미화 1500억

달러가 VR구매에 소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VR 안경

업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7 뉴스 공간에서 VR은 

텍스트와 2D 이미지보다 독자와 시청자들이 기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웹 기반의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은 종이 신문의 디지털 버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사진, 영상, 오디오까지 제공한다. 

과연 이들 미디어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이미 모두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까? 스톡홀름 소재 신문사 그룹인 미틀 (Mittl)
의 안나 카하눙 (Anna Körnung) 수석 편집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영상을 클릭해보면 방금 기사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미디어 

회사는 영상과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고 민첩한 조직

그러나 인터넷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소비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스포츠 뉴스를 읽을지 어떤 해외 정책 전문가의 견해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신문 또는 TV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전 세계 방송국의 온라인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케이블 회사도 소비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것과 시청할 수 없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소지역에 집중(hyper-local), 틈새 관심사에 집중(hyper-niche)

전 세계적으로 지역 뉴스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전문 

저널리스트에 의해 운영되지만 대도시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큰 조직이 아닌, 훨씬 작은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리포터 그룹

(또는 1인 리포터)이 취재 활동을 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렴하게 

구매가능한 보급형 카메라 및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영상을 제작하여 거의 

무(無)에 가까운 투자금으로(창립에 걸리는 시간 외) 조직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작다는 것이 반드시 ‘로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1인 미디어 기업들은 규모가 큰 미디어가 규명하지 

못한 틈새 영역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사진 사이트 Luminous-

Landscape.com이 한 예이다. 이 분야의 대부분의 잡지사가 장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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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급형 카메라 및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간단한 영상 제작이 가능해 지며, 새로운 지역 

뉴스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8   편집자 Kevin Raber와의 인터뷰 (2016년 12월)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소비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스포츠 뉴스를 

읽을지 어떤 해외 정책 전문가의 견해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이 웹사이트는 예술과 테크닉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찾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사양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새 

장비 사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진작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닌 사진작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사이트에는 연간 수백만 명이 

접속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외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진 잡지인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1864년 초판 발행)에 비해 두 배가 많다. 

Luminous Landscape의 주 수입원은 한 달에 미화 1달러인 구독료이며 

광고 및 워크숍 수익과 합치면 정규직원 2명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8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기 위한 포부와 인력을 가진 거대한 조직 구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또는 지역의 신문 지면은 국제 뉴스부터 예술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섹션이 있고 이는 물류 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인쇄물과 일반 TV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원이었다. 소비자들은 매일 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신문을 선택해야 했고, TV 네트워크는 소수의 공중파 방송국에만 허락 되었다. 심지어 케이블 

TV 조차도 제한되었다. 



저널리즘은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니며 모두가 좋은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저널리스트를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특정 교육단체나 어떤 조직의 공식적 인증 절차에 

따라 저널리스트를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저널리즘

1440년 인쇄기의 발명 이래로 시민 저널리즘이 존재해왔지만, 본격화된 

것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인쇄 대신 웹과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한층 

저렴해진 비용 덕분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수십 년 간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외면 속에서도 시민 저널리즘에 의해 취재된 분야가 있다.

나이지리아 ICFJ Knight International Journalism School의 Babatunde 

Akpeji 연구원은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마치 기자처럼 취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보도에 사용할 소리와 영상을 익숙하게 녹음, 녹화 한다.9 또한 중동 지역의

아랍의 봄(Arab Spring)기간 동안 시민 저널리스트는 전문 기자들이 취재할

수 없었거나 취재하기를 두려워했던 사건들을 취재했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켰고 한 저명한 시민 기자는 취재로 인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0

물론 시민 저널리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자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다. 독자들은 보통 대형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은 신뢰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민이 

포스팅한 이야기는 쉽게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형 언론사조차도 

가짜 뉴스에 속는 경우가 많다. 2008년에 CNN의 사용자가 제작하는 

웹사이트 iReport는 스티브 잡스의 심장 문제에 대한 시청자 보도를 공유

했으나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 뉴스가 철회되기 전까지 

애플의 주가는 10% 하락했다.11 (자세한 사항은 “로봇 시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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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에는 수십 년 간 대형 

미디어 기업의 외면 속에서도 시민 

저널리즘에 의해 취재된 분야가 있다.

9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Nigeria: Increasing citizen engagement with health news:  
www.icfj.org/our-work/nigeria-increasing-citizen-engagement-health-news

10  The Guardian, Ruqia hassan killed for telling the truth about ISIS (january 2016):  
www.theguardian.com/world/2016/jan/13/ruqia-hassan-killed-for-telling-truth-about-isis-facebook.

11 CNN money, apple’s stock hit by web rumor (October 2008): www.money.cnn.com/2008/10/03/technology/apple

가장 어려운 점은 독자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 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다. 대형 언론사 조차도 가짜 
뉴스에 속는 경우가 있다.



뉴스와 미디어 소비는 점차 모바일화되고 오늘날 우리는 데스크톱보다 모바일 기기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12 

미디어 기업은 이러한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은 태블릿 및 스마트폰 용 앱을 보유하고 있다.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뉴스

미디어가 모바일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무궁무진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크린에 최적화된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는 이를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큰 화면을 통해 여러 개의 기사를 훑어보기가 편리하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는 헤드라인 단어 수가 적고 기사도 더 짧아 진다.

가까운 미래에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늘어날 것이다. 

가령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되어 55인치 TV에 맞는 편집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TV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TV 

방송국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맞는 샷을 기반으로 TV 프로그램과는 다른 

버전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국영 방송국 스베리예스 텔레비전

(Sveriges Television)의 얀 헬린(Jan Helin) 프로그래밍 감독은 “집에서 

TV로 뉴스를 시청하면 좀 더 느긋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경우에는 더욱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정보 검색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뉴스는 상호작용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뉴스의 스토리텔링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야기의 조각들로 

구성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를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하려면 

뉴스 캐스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이야기 조각들을 발췌하거나 의미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

NowThis는 이미 모바일용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뉴스피드가 포함된 

NowThisNews 앱을 제작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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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aN-IfRa world Press Trends 2016 Report (November 2016) 
13   NowThis, www.nowthisnews.com
14    digiday, how mobile is overtaking desktop for global media consumption, in 5 charts 

(june 2016): www.digiday.com/publishers/mobile-overtaking-desktops-around-world-5-charts

가까운 미래에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늘어날 것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검색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뉴스는 

상호작용에 매우 적합하다.

뉴스는 다양한 화면 유형에 맞춤화 

될 최초의 콘텐츠 유형이 될 것 이다.

출처: digiday14

그림 1:  전 세계 인터넷 소비: 데스크톱 vs. 모바일(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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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크린에 최적화된 콘텐츠 등을 

포함해 미디어가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아직 무궁무진하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40%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15 남미에서는 이 수치가 약 50%에 이른다.

이는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의미라기보다 독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독자들은

언론사의 웹사이트 또는 앱에 직접 접속하는 것 대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의 링크를 통해 뉴스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뉴스 편집자들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사람들은 가장 흥미롭고 적합한 뉴스 기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친구를 더 믿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지는 뉴스 사이트

이것은 비단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집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친 문제일 수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편집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신문이나 

뉴스에 독자,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한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뉴스 피드의 경우 그날 가장 적합하거나 가장 

중요한 뉴스 기사가 대서특필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

미디어 기업은 소셜미디어와 싸우기보다는 이들 플랫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례로 스웨덴의 대형 미디어 기업 보니에르

(Bonnier)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Kit.se는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주요 채널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Kit.se는 사실상 페이스북 상에 

존재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피드로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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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GlobalwebIndex 2016 
16   www.journalism.org/2016/05/26/news-use-across-social-media-platforms-2016/pj_2016-05-26_social-media-and-news_0-08/

전 세계 인구의 약 40%는 뉴스 

제공원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출처: journalism.org16

그림 2: 뉴스 제공원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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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저널리스트를 대체할 날이 올 것인가? 이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보기도 한다. 컴퓨터가 빠른 시일 내에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미디어 산업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미디어 기업과 

개인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한정된 자원으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로봇 시대

커버리지 향상

AP 통신사는 Automated Insigh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대략 3,700개

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 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다.17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저널리스트를 대체한다기 보다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데, AP 통신내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들 기업의 실적 보고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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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utomated Insights: www.automatedinsights.com/associated-press-leaps-forward
18     Tow Center, Guide to automated journalism (january 2016): www.towcenter.org/research/guide-to-automated-journalism

저널리스트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예가 숫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기사를 생성하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후 경기 결과, 

득점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후 경기 결과, 득점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더욱 유망한 

형태는, 미국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이 센서를 이용하여 

선수들과 선수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경기를 모니터하며 기사를 

생성하여 경기 직후에 온라인 상에 게재하는 것이다.18 

저널리스트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예가 숫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기사를 생성하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금융 기사와 

스포츠 기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그 기업은 얼마를 벌었나?,’ 

‘예측한 수익 이상인가, 이하인가?,’ ‘누가 경기에서 이겼나?,’ ‘누가 

언제 득점했나?’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면서 기사가 완성될 것이다.

Automated Insights에 따른 다음 단계는 쉽게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분기별 보고서를 확장하여 수치(결과)

가 포함된,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일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주주들의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로 

인해 행복한가? 왜 그렇게 느끼나? 등의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으로 언어를 분석하고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CEO가 지난 분기보다 

더 긍정적인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감정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지난해 CEO가

경쟁사보다 더 낙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초 내에 같은

기간 타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인풋이 언어일 필요는 없다. 기자가 참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를 상상해 보자. 그러나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경기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는 이러한 종류의 기사를 쓸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기사에 향미를 더할 수 있다. 한 팀이 경기 내내 

리드를 했지만 상대 팀이 경기 종료 직전에 역전을 했다면 이것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놀라운 반전’이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리’인 것이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치해 청중의 반응을 포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풋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IBM의 AI 로봇인 왓슨은 표정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는 청중의 반응 역시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날 저널리즘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미 쓰여진 

문구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로봇이 어떤 회사가 예상 대비 1% 상회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작성한다면, 인간은 “조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로봇이 일하는 방식이 언론사 기자가 일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규모 회사의 분기별 보고서는 일상적인 일로 

여겨지며, 종종 젊거나 연수 중인 기자들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기자들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통제를 받는데, 이는 그들의 텍스트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부주의한 언어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기자는 무언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영리하게 다음 질문을 던진다. 

Automated Insights의 애덤 롱(Adam Long)은 소프트웨어가 같은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소프트웨어가 금융 

보고서를 살펴볼 때 마진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왜’라는 다음 질문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오늘날의 단순한 소프트웨어조차도 ‘진짜’ 저널리즘과 구분하기 힘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스웨덴의 칼스타드 대학교(Karlstad University)

가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27명 중 17명의 학생만이 컴퓨터가 쓴 기사임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작성한 기사를 인간이

쓴 것으로 오인했다.19 인간을 속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를 잘 쓸 수 

있는 로봇도 존재한다.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에 다니는 한 

학생의 논문에는 그 학생이 쓴 것처럼 생각되는 시 한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것이었다.

또한 IBM의 왓슨은 공포 영화 모건(Morgan, 2016)의 트레일러를 

인간의 최종 편집 전 단계까지 제작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얼굴 표정, 

조명, 음향 등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장면 유형을 식별했고 

트레일러를 위한 장면을 선정했으며 실제로 영화사에서는 이 트레일러를

사용했다. 현재 왓슨은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장면들을 식별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지는 못한다.20 

IBM 스웨덴의 미카엘 하그룬드(Mikael Haglund)는 예견 가능한 미래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의 경계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뉴스 앱 옴니(Omni)의 창립자이자 CEO인

마커스 구스타프손(Markus Gustafsson)에 따르면 이것이 그들이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하기 위해 인간을 이용하는 이유이다. 소프트웨어는

관심 있는 주제를 식별할 수 있지만 그 주제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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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미래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의 

경계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다.

19     www.kau.diva-portal.org/smash/get/diva2:699641/fullTEXT01.pdf
20     wired, IBm watson creates the first aI-made film trailer – and it’s incredibly creepy (September 2016): www.wired.co.uk/article/ibm-watson-ai-film-trailer 



뉴스 선정 및 거품 탈출

12 ERICSSON REPORT ThE fuTuRE Of jOuRNalISm IN a NETwORkEd SOCIETy

여기서 중대한 질문이 생긴다. 

‘알고리즘은 어떻게 우리를 보다 잘 

이해하여 우리가 미처 원하는지도 

모르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 

21     adweek, facebook and Google are testing tools to fight fake news (april 2017):  
www.adweek.com/digital/facebook-and-google-are-testing-tools-to-fight-fake-news/

국가적 또는 지역적 유통경로를 확보한 

소수의 미디어 기업들이 대중이 읽어야할 

정보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먼저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그 외 기업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용자들이 이를 요청해야 한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 경로를 

가진 소수의 미디어 기업들이 대중이 읽어야 할 정보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들의 거품에서 큰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가령 페이스북이 그들에게 거품의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플랫폼이 그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이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구글 뉴스의 

창립자 크리쉬나 바하랫(Krishna Bharat)은 스웨덴 신문 다건스 

인더스트리(Dagens Industri)와의 인터뷰에서 공유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편향된 뉴스와 편향되지 않은 뉴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미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예로 들어보자.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간이라면 이 사람에게 적합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유사한 기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알고리즘 또한 이 같은 방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극우파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보수주의에 충실한 뉴스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학자가 작성한

기사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뉴스 스트림에서 발견하는 것 그 이상이 사실상

진실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구글과 페이스북, 그 외 기업들은 인터넷에

관한 모든 지식과 진실로부터 가짜를 추려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접했다. 페이스북은 ‘관련 기사’ 기능을 출시하여 사용자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했다. 구글은 저질의 허위 콘텐츠를

강등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에 변화를 줄 것을 발표했다.21 현재까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회의를 느껴왔고 가짜 뉴스에 대항하고

거품을 걸러 내기 위해 새롭고 정교한 솔루션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된다.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작성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해결 과제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남미의 경제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남미의 경제에 관한 

또 다른 기사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보적인 기사를 접한다면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보수적인 콘텐츠는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질문이 생긴다.‘알고리즘은 어떻게 우리를 보다 잘 이해하여 

우리가 미처 원하는 지도 모르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때로 컴퓨터는 사람보다 더 

영리할 수 있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파헤치는 능력은 확실히 컴퓨터가 사람보다 뛰어나다.

연구용 로봇

미국 정부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업률을 예로 들어보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복수의 데이터 수정을 발표하여 매해 총 12개의

보고서가 나온다. 기자는 미심쩍은 양상을 발견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색하여 비정상적 패턴이 경제에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연간 12개의 보고서에 더하여 명확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보고서까지, 총 60개의 보고서를 살펴봐야 한다.

인간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 하려면 수 시간 또는 수 일이 걸릴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단 몇 초 만에 가능하다.

목적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라면 수치를 식별함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며

인간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IBM의 왓슨은 심지어 숙련된 의사들도

하지 못했던 한 일본인 여성의 희귀암을 판정했다. 숙련된 의사는 제한된

수의 환자들 만을 기억할 수 있지만 왓슨은 문서화 된 2천만 암 환자의

사례를 모두 살펴보고 올바른 진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치료법까지

제시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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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파헤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2     dagens Nyheter (November 2011)



로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로봇이 기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와 미래의 알고리즘이 

자신들을 위한 기사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지 여부이다.

대한민국 응답자 중 83%는 알고리즘이 그들이 읽는 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나라는 72%로 

브라질이었고 스웨덴(49%)과 미국(46%)이 그 뒤를 이었다.

소프트웨어가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들 응답자 중 

81%가 그들이 읽는 일부 또는 대부분의 기사를 로봇이 작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브라질(63%), 스웨덴(53%), 미국(4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에 따른 결과는 지역별로 상이했다. 스웨덴, 미국, 브라질은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알고리즘이 자신의 뉴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약간 더 알고리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브라질과 미국에서는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저널리스트 로봇에 대해 훨씬 긍정적이었다. 

스웨덴과 한국에서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 응답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남성이 검색 엔진과 알고리즘이 그들이 읽는 뉴스의 대부분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남성 21%, 여성 

11%). 미국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남성: 18%, 여성 8%). 한국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훨씬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통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업 칸타 SIFO가 에릭슨 및 힐앤놀튼 

스트래티지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였다. 우리는 알고리즘과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두 가지 질문과 유료 콘텐츠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4,0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스웨덴 1,053명, 브라질 1,021

명, 미국과 대한민국 1,0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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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검색 엔진과 알고리즘이 자신을 위한 뉴스 기사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로봇 저널리스트 또는 로봇 편집자의 작업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 단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 보고서를 위해 에릭슨과 힐앤놀튼 스트래티지스(Hill+Knowlton Strategies)는

여론조사기관인 칸타(Kantar) SIFO에게 4개국(스웨덴, 미국, 브라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미디어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 결과,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응답자들은 미디어 분야에 로봇의 증가를 용인했다.

스웨던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허용한다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미국에서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뉴스를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출처: 에릭슨, 힐앤놀튼 스트래티지스, 칸타 Si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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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향후 로봇의 뉴스 기사 작성에 관한 견해

다음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개인 저널리스트 외에 

미디어 기업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이다.

>  일상 업무 - 확립된 규칙에 따라 다수의 짧은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일 등(예: 수익 보고서) 

>  다양한 지점에 존재 - 자원에 관계없이 언론사는 동시에 

매우 많은 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지역 신문은 한번에 여러 사건을 쉽게 다룰 수 있고 

경기가 끝난 직후 양질의 뉴스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  연구 - 가령 컴퓨터가 작성한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신뢰할 수 없더라도 컴퓨터는 적어도 관련 

데이터를 샅샅이 검토하여 추려내는 능력이 있다.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혜택 

스웨덴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아니다. 로봇은 절대로 기자를 대체할 수 없다

그렇다. 일부 기사는 가능하나 모든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다. 내가 읽을 기사 중 다수 또는 대다수가 가능하다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응답자의 81%는 

로봇이 그들이 읽는 뉴스 

기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작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에릭슨, 힐앤놀튼 스트래티지스, 칸타 Sifo



상당한 기회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는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있어서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기업들은 이들 기회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광고 수익이 인쇄물, TV, 라디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나 온라인 

미디어로 향하는 것 같지는 않게 보일 수 있다. 대신 페이스북과 구글

두 기업이 2015년 미국 온라인 광고 수익의 64%를 차지했다.23 

시장조사기업 eMarketer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같은 해 50% 이상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24페이스북과 구글은 모두 콘텐츠 생성 

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기업’이라고 칭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대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감소하는 비용 기반

한 두개의 대표 일간지가 대도시 또는 작은 국가 전체의 미디어를 점유

하고 소수의 TV 방송국이 수백만 시청자를 상대로 보도하던 황금기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신문은 광고와 구독으로부터 훨씬 적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종이 신문과 잡지의 경우 인쇄 및 배포 비용은 보통 총 비용 근거의

60-65%를 차지한다.25 신문이 지면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종이 

신문은 수익의 3분의 2를 잃게 된 반면 기자 인건비, 마케팅, 그 외 모든

비용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디오와 TV의 경우 비용 우위는 더 급격하다. 과거 선형 시대에 TV 

방송국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매우 높아서 새로운 기업이

성숙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소규모 방송국에 스튜디오,

제어실, 편집 장비, TV 카메라를 들여놓으려면 수백만 달러가 들기도

했다. 전문적인 장비가 아니더라도 직접 방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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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aN-IfRa 보고서 2016

그림 5: 전 세계 뉴스 미디어 수입원(미화 백만 달러)

23     Bloomberg, Google and facebook lead digital ad industry to revenue record (april 2016)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4-22/google-and-facebook-lead-digital-ad-industry-to-revenue-record 

24     Eweek, Google and facebook dominate digital ad revenue (july 2016): www.eweek.com/small-business/google-facebook-dominate-digital-ad-revenue.html
25     TCITP 2009

대부분이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1998년에 뉴스 관련 직원이 사용한 

세미프로 캐논 TV 카메라는 현재 가치로 미화 약 4,500-7,000 달러이다.26

여기에 PC와 편집 소프트웨어 가격이 추가된다. 세미프로급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장비는 미화 2만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다.

오늘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는 미화 1,000달러 정도에 프로급 HD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이를 미화 500 달러 노트북에 연결하면 방송을 시작할 

준비가 된다.

TV 송출 비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었던 구식 기술도 몇몇 방송국에 의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TV 신호를

위한 스펙트럼과 케이블 네트워크의 슬롯이 매우 부족했다. 게다가 

비싸기까지 했다. TV 방송국은 매해 TV 또는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얻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1998년에 저널리스트가 

간신히 값비싼 장비를 구입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시청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비용은 인터넷과 함께 제로에 가깝게 감소되었다. 물론 프로페셔널

한 스튜디오와 더 나아가 수백만 동시 시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넷플릭스)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큰 성공을 거둔 여러 미디어 기업가들은 저렴한 홈스튜디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유튜브 상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디지털 판매

디지털 광고

지면 광고

인쇄물 판매

2011 2012 2013 2014 2015

182,104
179,372 175,417 172,111 16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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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rbes

그림 6: 2016년 최고 수익을 올린 유튜브 스타

2016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스타는 28세의 스웨덴 게이머

필릭스 셸버그(Felix Kjellberg 혹은 PewDiePie)이다. 그는 제한된 

예산으로 게임에 관한 온라인 비디오쇼를 제작함으로써 미화 1,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2016년에 그가 사용했던

캠코더는 미화 1,300 달러의 Canon XA10이었다.27

또한, PewDiePie는 비전문가가 글로벌 미디어 하우스의 요구를 다루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Felix Kjellberg는 여러 게시물 

에서 인종차별적, 반유대인적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2017년 1월 조사를

받았다. 그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디즈니사가 소유한 Maker

Studios를 포함해 여러 방송에서 쫓겨났다.

26     Videomaker.com, Innovative camcorder is worth the high price (january 1998):  
www.videomaker.com/article/c5/3263-innovative-camcorder-is-worth-the-high-price

27    man of money, PewdiePie’s camera, desk, setup and gear behind all that money (august 2016):  
www.manofmany.com/featured/pewdiepies-camera-desk-setup-gear-money

연령 국가
순가치

(미화 백만 달러)

Felix Kjellberg (PewDiePie)

비디오 게이머
28 스웨덴 15

Roman Atwood 

비디오 블로거
33 미국 8

Lily Singh (Superwoman)

Rapper, 코미디언, 댄서
28  캐나다  7.5

Anthony Padilla and Ian Hecox (Smosh)

코미디언
29 미국 7

Tyler Oakley

LGBTQ 활동가
 28  미국 6

Rosanna Pansino (Nerdy Nummies)

 요리쇼 호스트
31 미국 6

Mark Fischbach (Markiplier) 

게이밍
27 미국 5.5

German Garmendia

코미디언, 뮤지션 
26/27 칠레 5.5

Rhett James McLaughlin and Charles Lincoln 

Neal (Rhett and Link) 코미디언
39/30 미국  5

Colleen Ballinger (Miranda Sings)

코미디언, 가수
28 미국 5

인터넷과 스마트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는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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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더욱 스마트하게  제작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적합한 여행 광고를 

포스팅하는 광고 플랫폼의 경우, 세부적인 계획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휴가를 위해 이미 호텔을 예약한 경우라면 다른 호텔 광고는

부적절하다. 대신 휴가 기간 동안 식사하기에 좋은 장소를 제안할 수 

있다. 적절한 광고를 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선호하는 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장소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에 닐슨(Nielsen)은 온라인 배너 광고를 매우 드물게 

클릭하거나 전혀 클릭하지 않는 미국 성인 거주자(18세-54세)

6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5일간 연구를 수행했다.28 연구 결과 

이들 광고는 광고주,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용지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정적인 모습까지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들 광고를 짜증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시간 낭비이며,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29

스마트한 광고는 검색 및 포스팅 패턴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검색은 차를 구입할 예정임을 암시하는 

좋은 신호이다. 따라서 Goodyear나 Continental 광고를 당분간

보여주는 것은 적합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새 타이어를 구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류의 불필요한 광고를 접하게 된다면,

소비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소모적인 일이다.

검색 패턴은 언제부터 타이어 광고를 볼 필요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아마도 관심사가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워크숍으로 옮겨 갔을 시점이다. 이는 

새로운 타이어를 구입했고 이제는 이 타이어를 끼워야 함을

의미한다. 워크숍 광고가 더 적합하다는 뜻이다.

>  61% 주의가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음

>  58% 부적절한 온라인 배너 광고

>  57% 바이러스, 스팸, 팝업 등에 대한 우려

>  43% 흥미없는 온라인 배너

>  31% 관심이 없음

>  31% 인터넷 사용 행태 노출에 대한 우려 

(출처: Nielsen, 2011)

응답자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 이유

28     market wired, Top reasons users don’t click banner ads (april 2011):  
www.marketwired.com/press-release/top-reason-users-dont-click-banner-ads-they-dont-want-be-diverted-from-their-current-1504178.htm

29     key media Solutions, Research shows consumers are annoyed by irrelevant online ads (may 2013)  
www.keymediasolutions.com/news/online-advertising-news/research-shows-consumers-are-annoyed-by-irrelevant-online-ads

온라인 미디어의 중요한 과제는 광고를 더욱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케이프타운으로 휴가를 계획하며 무엇을 할지 

검색한다면,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도 오랜 기간 화면에 남아프리카의 호텔 광고가 넘쳐날 것이다. 미디어는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지능형 광고

검색 및 포스팅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수준 이하의 광고를 보면 한심할 때가 

많죠.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을 내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 TV4 텔레비전 방송국의

얀 케헬만(Jan Scherman) 컨설턴트/전 방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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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에서는 개인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 맞춤화가 가능하다. 미국 

저널리즘 교수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그의 저서『Greeks Bearing 

Gifts: Imagining New Futures for News』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동쪽 

해안을 강타한 후 뉴저지의 기름이 바닥난 상황을 설명했다. 시민들은 

트위터와 해시태그 #NJGas를 사용해서 어떤 주유소가 문을 열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시스템이 매우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이것 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 방법은 주요했다. 사람들은 더욱 최신의 정보, 

더욱 정확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지불할 의향도 있을 것이다. 

거래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의 

주택 개조 회사 비그맥스(Byggmax)는 주택 소유주가 새 주방이나 

테라스를 계획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을 제공한다. 이제 이러한 툴과 주택 

소유주를 위한 온라인 잡지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 잡지와 TV 프로그램은 주방을 짓는 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독자 자신의 

집과는 다른 집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입력하기만 해도 그 이야기는 해당 개인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말미에서 사이트는 맞춤화 된 블루프린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두 업체에 구입 목록을 보낼 수도 있고 그중에 최종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개인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 맞춤화가 가능하다. 

서비스로서의 저널리즘

콘텐츠와 서비스의 연결이 광고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디지털은 아날로그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콘텐츠의 맞춤화 기회를 창출한다. 

사람들은 더욱 최신의 정보, 더욱 

정확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지불할 의향도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 미디어 기업 쉽스테드(Schibstedt)는 그러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년 간 이 기업은 미디어 기업의 경쟁사로 여겨졌던 

스웨덴과 노르웨이 소재의 광고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현재 

Blocket(미국의 Craigslist와 유사)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포스팅한 소규모 광고의 대다수를 구매해 다양한 신문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쉽스테드(Schibstedt) 신문의 역할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존의 신문 모델과는 

다른 모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같은 모델이다. 좋은 

콘텐츠는 사람들이 신문을 읽게 만들고, 따라서 신문사는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이 광고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콘텐츠 비용 지불 의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에 비용 

지불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포함시켰다. 종합적인 결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독 수입 기반으로 계획하는 업체들에겐 다소 맥 빠지는 

내용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콘텐츠 비용 지불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뉴스 기사에 대한 비용 지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모든 콘텐츠에 대해 

단연코 가장 낮은 지불 의향을 나타낸 곳은 미국이었다. 소비자의 57%

가 온라인 상의 어떤 것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 국가에서는 약 30%가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경우, 뉴스보다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용 지불 의향이 훨씬 높았다. 스웨덴에서는 소비자의 약 50%가 

음악과 영화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며 단지 10%만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

의향이 9%로 스웨덴보다 더 낮았다. 언론사의 상황은 대한민국과 

브라질에서 훨씬 좋게 나타났는데 각각 15%와 24%로 현재 뉴스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향후에 사람들이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인 응답자는 약 50% 가량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답했고 19%의 응답자는 더욱 신뢰성 있는 뉴스를 위해 

지불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스웨덴, 브라질, 대한민국에서는 각각 38%,

48%, 44%가 그와 같이 답했다.

스웨덴, 대한민국, 브라질에서는 연령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 기업들에 좋은 소식은, 미국의 젊은 세대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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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릭슨, 힐앤놀튼 스트래티지스, 칸타 Sifo

그림 6: 어떤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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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영화 뉴스 스포츠 직무관련 교육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않음

스웨덴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많은 미디어 기업들은 그들의 소비자가 뉴스와 그 외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험난한 투쟁을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미디어 기업은 구독 수익 창출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예이다. 

본 보고서는 구독 수입원이 미디어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지 여부에 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이고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만들기 쉬운 

콘텐츠라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소비자의 약 50%가 음악 

및/또는 영화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나, 

뉴스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단 10%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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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릭슨, 힐앤놀튼 스트래티지스, 칸타 Sifo

그림 7: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은)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생길 것인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며 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데 긍정적이다. 이는 다소 직관에 반하는데, 유료 콘텐츠와 함께 자란 

나이 든 세대가 비용 지불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그들이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이고, 

품질 결핍에 대한 질문은 가정법으로 진행한다. ‘미래에 양질의 무료 

뉴스 사이트의 다수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때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더 생길 것인가?’ 적어도 이 조사는 서유럽과 북미에서 뉴스 구독 및

가입이 대표 뉴스 미디어를 위한 주요 수입원이 아닐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19% 20%

34%
31%

10%

19%

28%

39%

48%

21%

25% 26%

38%

19%

44%

48%

12%

47%

14% 15%
19%

스웨덴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무료 콘텐츠의 
품질이 떨어진 경우 

미디어가 내 관심 
분야에 관한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고 
편향되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 

잘 모르겠음

‘향후에 사람들이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절반 가량의 미국인은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답했다.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머지않아 대형 뉴스 

미디어 업체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서비스 

구독료에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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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보다 작고 민첩한 미디어 기업

뉴욕타임즈의 페이퍼 에디션 구독자는 국제뉴스부터 스포츠와

비즈니스까지 모든 것을, 집 앞에 배달되는 하나의 패키지에서 

얻는다. 이러한 모델은 과거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독자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에 대한 

하나의 출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주제나 콘텐츠 유형에 특화된 소규모 미디어 

기업들의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면 뉴스의 종말

신문을 읽는 것은 즐거운 경험일 수 있으나  뉴스를 보여주기 

위해 죽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종이 

신문은 느리고(하루 정도 후에 나온다) 비싸며, 종이 신문 

기본 비용의 60-70%는 인쇄 및 유통 비용이고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종이책이나 독점 기사, 잡지 인쇄물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종이 신문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연구와 인터뷰, 미디어 기업 임원들과의 
회의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저널리즘이 
네트워크드 소사이어티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10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10가지 예측

2

4

저널리스트와 독자 간 모호한 경계

이제까지 ‘진정한 저널리스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과거,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재정적 장애물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미디어 기업이 독점을 했을 뿐

아니라 누구를 고용할 지에 대한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온라인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미디어 기업들은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설립되었다. 양질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온라인에 접속하여 충분한 독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누가 저널리스트이고 누가 아닌지는 대형 미디어 기업의

편집자보다는 그들을 팔로우 하기로 선택한 독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실시간 TV와 라디오를 대체하는 On-Demand 

이제 대중은 뉴스를 보기 위해 특정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9시 뉴스 컨셉을 선호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실시간 TV는 

필수품이었지만 시청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는 TV가 중요한 사건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는 온 디맨드(on-demand) 플랫폼으로 이전할 것임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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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의 모바일화 

이동 중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태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PC나 TV가 있는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항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는 작은 화면에 맞게 구성되야 한다. 이는 또한 

소비자들이 더 빠른 뉴스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사는 업데이트 시 속도와 정확성 간 균형을 유지

해야 할 것이다.

6
맞춤형 콘텐츠

검색 엔진과 어그리게이터(구글 뉴스 또는 옴니)는 각각의 

독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많은 웹 발행물의 랜딩 페이지(landing 

page) 또한 개인별 맞춤화되어 있다. 스웨덴의 스벤스카 

더그블라뎃 (Svenska Dagbladet)이 그 예이다.

다음 단계는 개별 독자에 맞춤화된 전체 기사가 될 것이다.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겠지만 

주제에 익숙한 사람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할 것이다.

7

9

미디어의 일부

디지털 미디어는 크게 보면, 여전히 인쇄 원본의 온라인 

버전이다. 인터랙티브 AR 및 V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디어 포맷을 

생성할 것이다.

미디어는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뉴스를 

시청 하기 보다는 뉴스를 체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서비스로서의 저널리즘

맞춤화는 스토리텔링이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은 개인의 니즈를 인식함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니즈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뜻한다.

온라인 여행 섹션은 도시 내 좋은 음식점을 추천하고 예약을 

도울 수 있으며 해당 음식점의 예약이 마감된 경우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해주기까지 한다. 디지털 주택 개량 잡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마룻장을 어떻게 시공할지 설명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개인의 집에 맞는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엄선한 

업체에 구매 목록까지 보내준다.

8

10

더욱 스마트해진  광고 포맷

미디어가 표적 광고 (targeted ads)를 이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신형 차를 검색하는 소비자는 차 브랜드에 관한 

광고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광고가 항상 스마트한 것은 

아니다. 브라질 여행을 예약한 소비자가 집에 돌아간 후에도 

상파울루 호텔 광고가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그 

예이다.

우리는 각종 사이트가 소비자들이 무엇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훨씬 더 영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령, 휴가로부터 돌아왔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은 호텔 광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저널리스트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될 일 중 

대다수가 컴퓨터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매 분기 수천 개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자원이 없고 대부분의 신문사에는 

소프트웨어로도 수행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맡기기 위해 굳이 

연구원을 고용할 필요도, 그러한 여력도 없다.

그러나 미디어 기업들이 직원 수를 줄이고 동시에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 지능은 저널리즘 전반을 

위해서 저널리스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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