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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읽기에 자연스러운 글을 생성

하는 자연어 생성 알고리즘(natural language gen-

eration algorithm)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 영

역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이 이루어지

고 있다[1,2]. 특히, 알고리즘이 인간이 작성한 글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양질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

게 되며[3-6],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저널리즘 산업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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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앤젤레스시 근교에서 벌어진 지진 소식을 담은 기

사를 발행한 LA 타임스를 시작으로 AP통신, 블룸버

그(Bloomberg), 포브스(Forbes), 프로퍼블리카(Pro-

Publica),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 

수많은 언론사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 혹은 기술 스타

트업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사 생산을 자동화하고 

있다[7].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많아진 데이터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모으고 저장하고 분류하는 등 

알고리즘은 그 역할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5,8-13].

이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뉴스 기사를 생성하고 

발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측

정하는 연구를 알고리즘 저널리즘, 혹은 로봇 저널리

즘 연구라 부른다[3,14]. 알고리즘 저널리즘 기술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에 

적합한 문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형태를 갖추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를 우선으로 적용됐다. 특히,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

생하는 사건을 다루는데 효율적으로 동작하며 프로

야구, 프로축구와 같은 스포츠 분야와 증시 시황, 기

업 실적보고와 같은 경제 분야의 기사를 생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적합

한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

실을 전달하는 정치, 사회 분야와 같은 뉴스 영역에

는 아직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사 생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스포츠와 경제 기사에 

머물러 있던 알고리즘 저널리즘 기술을 확장해 실시

간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카드 뉴스를 생성하는 

인터랙티브 뉴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

한 카드뉴스봇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

진 다양한 유형의 선거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관심 

지역과 후보, 정당 등을 직접 선택하면 시스템이 이

를 조합해 자동으로 관련 뉴스를 요약한 카드를 생성

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카

드뉴스봇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개인화 변인의 유형과 사용자 관점에서의 뉴스 

가치 평가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 후 실험을 통

해 정치 뉴스를 다루는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스템의 

의의와 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카드 뉴스가 갖는 

뉴스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알고리즘 저널리즘 연구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읽기에 자연스러운 글을 생

성한 첫 번째 연구 사례로 알려진 스탯츠몽키(Stats

Monkey) 프로젝트와 국내 프로야구 기사를 생성한 

프로야구 뉴스로봇1)은 경기에서 발생된 다양한 기

록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뉴스가 될만한 사건을 자

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15]. 또한, 알고리

즘을 활용해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 LA타임스의 퀘이크

봇(Quakebot)과 호미사이드 리포트(The Homicide

Report)는 각각 미국 지질 조사국과 로스앤젤레스 카

운티 검시관이 발행한 리포트를 분석해 미리 설정된 

규칙과 조건에 따라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만들

어졌다[16]. 이후 AP통신이 발행한 애플의 실적보고 

기사, 2016 리오 올림픽 소식을 실시간으로 작성한 

워싱턴 포스트의 헬리오그래프(Heliograph), 2018년

부터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경기 결과를 뉴스로 알리

는 케이봇(KBOT)에 이르기까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 보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개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맞는 문장을 생성하는 개인화된 뉴스

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6,17-19]. 미국의 탐사보도 언론인 프로퍼블리카는 

‘Opportunity Gap’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52,000여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학교가 저

소득 학생에게 대학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제공하

지 않고 있는지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퍼블리

카는 독자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진 고등학교를 검색

하는 기능을 지원했고, 알고리즘을 활용해 선택된 고

등학교가 주변 고등학교와 비교해 어떤 상황에 있는

지를 비교하는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했다. 5만 개가 

넘는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 및 주변 학교와의 비교는 

인간의 손으로 하기엔 버거운 작업이지만, 프로퍼블

리카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읽는 개인에게 맞춤

형 기사를 만들어 제공하며 개인화된 뉴스 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인화된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로 Kim &

1) www.facebook.com/kbaseball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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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14]는 사용자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개인

화된 기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

스템을 통해 생성된 기사가 가진 뉴스 가치를 평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개인화된 기

사의 특징은 재미있고 읽기에 즐거우며 풍부한 정보

량을 지닌 기사이지만, 개인이 가진 선호와 관심사가 

반영된 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사에 비해 

더 낮은 신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스포츠와 증시 기사가 아닌 정치, 선거 보도와 

같이 기사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뉴스 

분야에서 개인화된 기사를 만드는 알고리즘 저널리

즘 기술이 접목된 뉴스 기사의 생성 방식과 그 효과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개인화된 뉴스의 효과

개인화된 뉴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재까지 대부

분 기존에 제작된 뉴스를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찾고 필터링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20,21]. 먼저 

MIT에서 신입생들을 위해 제공하던 ‘Fishwrap’의 

경우 대학이 있는 지역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위

주로 뉴스를 필터링하여 제공하던 시스템이다[22].

간단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특히 외국이나 다른 지역

에서 온 사용자가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urman[23]은 주요 뉴스 편집자들을 인

터뷰하여 개인화된 뉴스 제공의 효과를 확인했는데,

특히 신뢰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편집

자들의 편집이 없으므로 개인화된 뉴스에 대한 신뢰

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개인화된 사용자

가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더 다양한 소스와 종

류의 뉴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풍

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결과도 확

인할 수 있다[24]. 개인화된 뉴스 제공 서비스는 아니

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는 SNS를 통한 뉴

스 획득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25]. 반면에, 개인화된 뉴스는 원하는 정보만 획득하

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향성이 증가하고, 소비하는 뉴

스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26,27].

한편, 야구 경기 결과를 사용자가 응원하는 팀의 

관점에 맞춰 자동으로 생산하고 뉴스 가치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뉴스는 그렇지 않은 뉴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정보적(informative), 재미(interest-

ing), 읽는 기쁨(pleasant to read), 중요도(impor-

tant)의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신뢰성 

항목은 개인화된 뉴스가 더 낮게 나타난 바 있다[14].

이는 뉴스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 작성된 기사는 신뢰하기 어렵

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개인화된 뉴스로 

인한 편향성을 우려하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어느 정

도 일치한다. 반면에 정보적이고, 흥미롭고, 사용자

가 뉴스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에서는 객관적으

로 서술된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진 관심사에 맞춘 기사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기사 내용 자체는 편향적

이지 않고, 기사의 주제나 소재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개인화된 뉴스를 제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지방선거 뉴스 생성을 위

한 개인화 변수로 지역, 선호 정당, 선거 종류, 후보 

네 가지로 선정하였다. 각 요소는 모두 기존의 정치 

영역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 역시 정치 뉴스를 접함에 있어 

해당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인화된 뉴스를 생성할 것

으로 보았다.

우선 지역에 의한 정치적 인식의 경우, 지역 연고

주의라는 심리적으로 범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간

의 기본 인식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내집단 편애나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8]. 한국에서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의가 강하며, 선거의 주요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29,30]. 지역주의가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으로 이어지며, 연고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발현된다.

정당 선호도의 경우 정당일체감이라고 표현되기

도 하며, 이는 현대 선거 민주주의 이해의 핵심축이

자 정당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현대 정치의 

중요한 요인이다[30]. 정당일체감은 다른 집단에 대

한 동일시와 비슷한 감정으로서, 스스로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심리적인 동일시 현상이다[31]. 국내에

서도 정당일체감, 즉 정당 선호도가 개별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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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종류는 개별 선거가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

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구청장 선거까지 이루어

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

히 선거 종류에 따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할 수 있으며[34], 선거 유형에 따라 투표 참여와 

같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35], 본 연구에서는 선거 종류 역시 중요한 개인화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 요소는 후보로, 한국 유권자들이 지지 후

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시하는 변수가 바로 후보로 

정당이나 선거 당시의 이슈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다[36]. 다만 조사 결과마다 후보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다[3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레

이어에서의 선거가 발생하고 후보자의 수가 천 명이 

넘어가는 지방선거를 다루고 있기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개인화 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진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 선호 정당, 선거 종

류, 후보를 포함한 개인화 변수를 사용자가 조작해 

기사를 생성할 수 있는 카드뉴스봇 시스템을 개발해 

선거 결과를 개인 맞춤형 카드 뉴스의 형태로 전달하

는 시스템과 이를 통해 생성된 기사의 뉴스 가치를 

Sundar[38]가 제시한 19가지의 기준을 사용해 평가

해 보고자 한다.

3. 카드뉴스봇

카드뉴스봇은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

여 PC 및 모바일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

이션으로 제작되었다.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개인화 

변수를 입력받아 카드 뉴스를 서비스하는 웹 앱 서

버, 개인화 변수 및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 내용을 생성하는 카드 뉴스 엔진, 선거 및 사용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었다.

사용자의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개인화 변수

를 설정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

에서 카드 뉴스 엔진을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카드 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용자의 개인화 변수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맞춤형 

카드 뉴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시스템의 목표로 

삼았다.

3.1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드뉴스봇 웹 페이지는 초기 화면, 개인화 변수 

설정 페이지, 생성된 뉴스 리스트 페이지, 카드 뉴스 

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1의 초기 화면에

는 좌상단에 가장 최근에 생성한 카드 뉴스의 표지,

우상단에 개인화 뉴스 설정 버튼, 그리고 하단에는 

도움말 역할을 하는 소개 영상을 배치하였다. 모바일

이나 데스크톱 형태에 맞게 반응형 웹 페이지의 형태

로 구성되어 접속 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카드뉴스봇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용자

에게 같은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 변수

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과 형태의 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접속하여 개인화 변수를 설정하

지 않은 시점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사용

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삼아 기본 기사를 서비스한다.

사용자 설정 화면에서 사용자 본인이 관심 있는 개인

화 변수들을 설정하면 해당 시간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카드 뉴스를 제공한다. 여러 장의 카

드들을 하나씩 넘기며 뉴스를 읽은 후에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다른 변수들을 설정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다.

3.2 개인화 변수 설정

시스템의 사용자는 Fig. 2와 같은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개인화 뉴스 설정 버튼을 클릭하

여, 관심 지역, 관심 선거의 유형, 관심 후보, 관심 

정당을 설정할 수 있다. 관심 지역은 드롭다운 메뉴

를 사용하여 시/도, 군/구 지역 순서로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관심 선거 유형은 국회의원, 시/도지

사, 구/시군 의장, 교육감 선거 가운데 체크박스를 통

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관심 정당은 원내 정당을 체

크박스로 선택하며, 관심 후보는 후보의 이름을 검색

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모든 개인화 변수는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화 변수의 선택은 

종류 구분 없이 1개 이상, 8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설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개인화 변수에 

맞는 카드 뉴스가 생성되며 초기 화면으로 복귀한다.

모든 선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시간대를 직접 

설정하여 이전 시간대의 실시간 뉴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였다.



Fig. 1. Main interface of CardNewsBot system.

Fig. 2. Personalization sett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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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드뉴스 뷰(view)

개인화 변수를 설정하고 나면, Fig. 3과 같이 생성

된 뉴스의 제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때 뉴스의 

제목은 개인화 변수 중의 하나가 반영되며 “당신이 

선택한 OOO 선거의 투표율 현황” 등으로 표시된다.

제목 아래에는 카드 뉴스 생성에 반영된 개인화 키워

드가 해시태그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화 변수 외에도 

선거 일정 중의 뉴스 생성 시간에 따라 투표 중, 투표 

종료 이후, 개표 중, 개표 종료 이후로 구분되어 생성

되는 뉴스의 종류가 달라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는 개인화 변수로 지정된 지역

의 투표율 등을 볼 수 있으며,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에는 선택한 후보의 득표율로 뉴스의 내용이 구성된

다. 선택한 개인화 변수와 관련된 뉴스를 생성하지 

못하는 시점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뉴스는 나타나지 

않으며, 관련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이후에는 개인

화된 맞춤 뉴스가 생성된다.

3.4 생성된 뉴스 리스트

새롭게 개인화 변수를 설정하면 사용자가 이전에 

생성한 모든 카드 뉴스는 Fig. 4에서와 같이 ‘내가 

만든 뉴스’ 리스트에 추가되며, 사용자는 변수의 종

류를 바꾸어가며 반복하여 뉴스를 생성할 수 있다.

각 뉴스에는 업데이트 버튼을 두어 이전에 설정한 

개인화 변수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생성할 수 있다. 뉴스 생성 시점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에 의해 뉴스의 내용이 변화하기 

Fig. 3. Personalized card news is generated after the 

settings are submitted.

Fig. 4. The page contains all user generated car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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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업데이트된 뉴스는 기존에 같은 개인화 변수

를 이용한 뉴스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개표 시작 이전에 생성한 뉴스는 지역별 투

표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개표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이 뉴스를 업데이트하면 설정한 후보의 득

표율을 반영하여 당선 여부나 최종 득표 숫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

3.5 카드뉴스 구성 요소

카드 뉴스는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 외에 시각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카드 뉴스에 널리 사용되는 시각화 요소를 삽입하였

다(Fig. 5). 활용된 요소는 관련 이미지 활용, 전국/지

역 매핑 시각화, 바 그래프 시각화 등을 포함한다.

지역별 수치를 비교하는 카드에서는 지도 위에 색상

의 명도를 이용하여 시각화한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

성하여 표시하였고, 정당 간 혹은 지역 간 비교에는 

바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수량적 정보를 빠르

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그래프의 장식적 

요소와 주요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표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시각화 요소가 별도로 존재하

지 않는 카드에는 관련 이미지를 배경에 사용하였다.

4. 연구방법

4.1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카드뉴스봇 시스템이 생성한 지방

선거 기사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평가와 비교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실

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일반적으로 선거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반 신문 기사 형태의 

기사와의 비교 평가 실험이다. 두 번째 실험은 뉴스 

형식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기자가 

작성한 카드 뉴스와 카드뉴스봇이 자동 생성한 카드 

뉴스와의 비교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4.1.1 실험 처치물

실험 처치물을 위해 언론에서 현업으로 일하고 있

는 전문가 2명을 섭외하여 지방선거에 관련된 기사 

작성을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은 카드뉴스봇 시스템

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각 13일 오후 1시, 오후 8시, 그리고 14일 오전 2시

대의 선거 기사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

에는 지방선거 당일(13일)과 다음날(14일)의 시간대

별 투표율, 개표율, 득표율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형식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실험 

1에 사용된 줄글 기사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실험 

2에 사용된 카드 뉴스 형식이었으며 두 기사의 내용

은 동일하다. 카드 뉴스 형식의 경우, 전문가들이 카

드에 들어갈 텍스트와 그래프의 내용을 작성하면 카

드뉴스봇 시스템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활용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카드뉴스봇 시스템을 활용

하여 개인이 관심이 있는 조건을 설정한 후 지방선거 

관련 카드 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 Sample card news pages.



30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3권 제2호(2020. 2)

4.1.2 실험절차

대학 웹 게시판을 이용해 실험 참여자들 총 66명

을 모집하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가진 그룹에 

무작위적으로 배정되었다: 1) 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신문 기사’ 형태의 기사를 읽고 평가하는 그룹, 2)

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카드 뉴스’ 형태의 기사를 

읽고 평가하는 그룹이 있다. 양 그룹의 참여자 모두

에게 기사를 읽을 시간으로 15분이 주어졌으며, 기사

를 읽은 후 첨부된 설문지 항목에 따라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전문가가 쓴 텍스트 기사와 카드뉴

스봇 시스템이 생성한 개인화된 카드 뉴스 형식에 

따라 사용자들이 기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자들은 우선 전문가의 

줄글 기사를 읽은 후 뉴스 기사에 대해 평가하는 설

문에 응하였다. 그 후 카드뉴스봇 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접 관심 있는 개인화 변수를 설정한 후에 자동으로 

생성된 카드 뉴스를 읽도록 하였다. 카드 뉴스를 읽

은 후에는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을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이 각 기사에 대한 설문

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카드뉴스봇 시스템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카드뉴스봇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과 평가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시스템 사용 소감과 카드 뉴스의 

질, 개인화된 기사의 유용함과 시스템의 적합성, 향후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전망과 개선점을 중점으로 응

답을 수집하였다. 각 인터뷰에서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후 내용을 문서로 만든 뒤 음성 자료는 삭제하였다.

실험 2는 기사 형식의 차이를 배제하고 기사 작성 

주체만 달라질 때 사용자들의 기사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1의 기사를 작성한 전문가

에게 실험 1에 쓰인 기사를 기반으로 카드 뉴스에 

들어갈 기사와 함께 카드에 들어갈 그래프의 형태와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이용해 카드뉴스봇 시

스템에서 사용한 양식에 맞춰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각 기사에 대한 설문

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실험 1에서처럼 카드뉴스봇 

시스템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참여자당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2 변인측정

종속 변인인 뉴스 기사 가치 평가를 측정하기 위

해 Sundar[38]와 Clerwall[4]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

목들을 재구성하여 19가지 속성으로 구성된 설문지

를 작성하였다. 설문 항목은 사용자로서 각각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카드 뉴스 시스템이 만든 기사의 가치

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5. 연구결과

5.1 뉴스 가치 평가 비교 분석

기자가 텍스트로 작성한 기사와 알고리즘이 작성

한 카드 뉴스를 비교한 실험 1에서는 대응표본 T 검

정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 알고리

즘이 작성한 카드 뉴스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

다. 신뢰성(credibility)의 경우 알고리즘 작성 기사가 

6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기자 작성 기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선호성(liking), 우수성(quality),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항목에서 모두 Table

2와 같이 알고리즘 작성 기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와 카드라는 양식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

하기 위해 기자와 시스템이 모두 카드 형식으로 작성

한 기사를 비교한 실험 2에서는 신뢰성은 여전히 알

고리즘 작성 기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호

성과 대표성의 경우 이전의 분석과 반대로 기자 작성 

기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수성은 상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선호성

와 우수성, 대표성의 평가에 있어서 기사의 양식이 

Table 1. Evaluation criteria on news values 

Value Questions

Credibility
This news article is biased. (rev)
This news article is fair.
This news article is objective.

Liking

This news article is boring. (rev)
This news article is enjoyable.
This news article is interesting.
This news article is lively.
This news article is pleasing.

Quality

This news article is clear.
This news article is coherent.
This news article is comprehensive.
This news article is concise.
This news article is well-written.

Representa-
tiveness

This news article is important.
This news article is relevant.
This news article is ti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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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전의 분석에서 알고리즘 작성 기사

가 기자 작성 기사보다 선호성, 우수성, 대표성의 영

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기자 작성 기사가 텍스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사의 선호성의 경

우 카드 뉴스라는 정보 제공 양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사의 우수성이나 대표성에까지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의 분석에서도 두 항목에서의 두 기사 형식의 차이

는 유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편으로, 응답

자 수가 증가할 경우 근사한 범위 내에서 다시 변화

할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자면,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의 경우 뉴스 

가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

와 증권 뉴스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알고리즘 

작성 기사가 신뢰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정치 뉴스,

특히 선거 뉴스에서도 사람이 작성한 기사에 비해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가 더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는 것은 알고리즘 작성 기사가 기존의 스포츠와 증권 

영역을 넘어 일반 뉴스 영역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호성의 경우 기사 양식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기사는 사용자에게 재미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기사 양식에 따른 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알고리즘 작성 기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기사

가 사용자에게 재미있다고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 개인화된 뉴스는 결국 뉴스 콘텐츠의 구성에 대

한 문제로, 뉴스를 습득하는 데 있어 재미란 실제 뉴

스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형식에 의존적이라는 추측

을 가능케 한다.

다만 개인화된 뉴스의 대표성 효과는 명확하게 나

타나지는 않았는데, 우선 개인화된 뉴스가 사용자에

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던 대표성 영역에서 기사 

양식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실제 개인

화된 뉴스의 효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화된 뉴

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자 개인에게 적합한 형태

의 뉴스로 제공되며, 따라서 대표성 항목이 측정하는 

중요하고, 적절하고, 관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분석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기사 양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

지만, 뉴스 가치의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실제 사용자

들이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수성 요소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뉴스가 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질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적용

되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화된 뉴스가 사용자 

개인이 직접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중요

하고 적절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정작 사용자는 이를 평가하면서 선거 전체에

서 중요한 정보를 기준으로 대표성을 평가했을 가능

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인터뷰 분석

에서 다룰 것이다.

5.2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카드뉴스봇의 함의

5.2.1 간결하고 빠르게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해 만드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Human- and CardNewsBot-generated news article

Factors N t p

Experiment 1.
Text News (Human) v.s.
Card News (Bot)

Credibility 31 -4.84039 .000

Liking 31 -4.18674 .000

Quality 31 -3.210725 .003

Representativeness 31 -2.078805 .046

Experiment 2.
Card news (Human) v.s.
Card News (Bot)

Credibility 35 -2.714 .010

Liking 35 2.124 .041

Quality 35 1.220 .230

Representativeness 35 2.444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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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뉴스의 유용성을 확인

실험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카드뉴스봇의 

특장점은 빠르고 간결하게 개인이 관심을 가진 정보

를 바탕으로 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내용이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아 바쁠 때 빠르

게 주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P21).”라는 의견과 같이 빠르고 정확한 기사를 생성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알려진 장점에 더해 

카드뉴스봇은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

해 기사를 생성한다는 장점이 더해진다. 기존의 지방

선거와 관련한 뉴스 보도는 다양한 지역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후보들의 각축전을 일일이 담

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 특정 지역구와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사람이 작성한 기사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에 대해서만 광범위하게 작성

된 느낌입니다.” (P2)

“언론에서는 주목받는 정당이나 1등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화 뉴스가 언론이 커버하지 못

하는 영역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24)

“시간 측면에서 많이 유용했습니다. TV를 한참 

보면서 우리 지역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인터넷 기사를 살펴서 관심 지역을 볼 수 있었는데

(간혹 나오지 않기도 했고), 자료를 검색하는 불필요

한 시간을 줄여주어 주었습니다.” (P42)

하지만, 카드뉴스봇은 지방선거에 있어 사용자가 

가진 관심 지역, 정당, 후보와 선거 유형을 한정해 

맞춤형 기사를 만들어주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뉴스를 보는 효율적(P10)”이고 “비슷비슷한 제

목의 기사를 선택하는 소모적인 방식이 아닌 선택의 

고민을 줄여주는 유용한(P61)” 방식으로 여겨진다는 

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특히, 기존 뉴스를 특정 

조건에 맞추어 필터링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

에게 필요한 글을 실시간으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향

후 널리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단순히 원하는 키워드 필터링을 넘어 원하는 취

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P8)

“앞으로 정보가 더 많아지면 개인이 모든 기사를 

다 읽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개인이 원

하는 정보의 기사가 높은 가독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다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P3)

5.2.2 정확한 숫자와 폭넓은 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높은 신뢰를 받음

“기자가 작성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느낌을 받

을 수 있었고, 역대 선거 자료와 비교하여 수치를 비

교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P3).”라는 인터뷰 내용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 기사

를 만들고 역대 선거 데이터를 활용해 비교한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객관적인 사실을 날 것으로 보

여주어 왜곡이나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줄일 수 있었

습니다(P10)”라는 의견과 “(기자의) 가치 판단이나 

뉘앙스가 들어가지 않은 점이 좋았습니다(P36)"라는 

의견과 같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으로 인해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뉴스를 전달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가치 평가 결과에서 카드뉴

스봇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신뢰성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불신에 비례해 상대적으

로 높았던 알고리즘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자의 기사가 편향적, 편파적이라는 불만의 목

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카드뉴스봇

이) 충족시켜줍니다.” (P6)

“기자가 쓴 기사에는 그래프들도 나와 있었으나 

딱히 비교되지 않는 그래프가 많았고 읽기에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도 등장하여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 ‘투표

율 꼴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P27)

카드뉴스봇에 있어 숫자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과 표현은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반대로 작은 

오류나 해석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의 표현에 있어 오류

가 발생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해

석되어 문장이 생성된 경우에 대한 지적이 인터뷰에

서 다수 언급되었다.

“대체로 잘 작성되었으나 투표율과 득표수에서 소

수점이 다 깎여나가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P62)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예, ‘17개의 투

표구 중 0곳에서 앞선다’라는 표현). 소수 정당은 관

련 통계를 봐도 의미 있는 결과가 없으니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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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 외에 어떤 정당인지 먼저 소개하는 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13)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만, 중간에 오

류가 있어 신뢰성을 해쳤습니다(한 카드에서 개표율

의 합산이 100%가 아닌 170%로 표시됨). 통계적인 

오류를 개선해서 더욱 정확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습

니다.” (P40)

Dietvorst, Simmons, & Massey[39]의 연구에서 

알고리즘이 실수한 경우 사람보다 더 큰 폭으로 시스

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카

드뉴스봇 실험에서도 개표율 합산 오류가 발견된 경

우 낮은 신뢰성 점수를 받았고, 인터뷰에서도 낮은 

신뢰성에 대한 이유로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데이터의 적극적인 사용과 알고리즘을 전면에 내

세운 뉴스 전달자가 가진 강점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아야 한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5.2.3 객관적이지만 읽는 재미가 부족하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뉴스라고 평가됨

기자가 작성한 카드 뉴스는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지만, 카드뉴스

봇은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구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

해 객관적이지만 경쟁적인 요소가 없어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더 구체

적이고 포괄적으로 선거를 다루었지만, 카드뉴스봇

은 “대략적이어서 정보가 더 적게 담겨있다는 느낌

(P57)”이라는 의견과 카드뉴스봇을 통해 “관심 지역

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좋았지

만 다른 지역에 대해 알면 좋을 정보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P58)’라는 의견과 같이 개인화 방식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이 인터뷰를 통해 발견되었다.

“기자가 만든 카드 뉴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을 보여주지만, 알고리즘이 만든 카드 뉴스는 대략적

인 정보를 주네요. 시스템이 나은 점은 덜 편향적이

고 공평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P43)

“관심 지역과 관련된 내용만 되어 있어서 격전을 

벌였던 경남/경북 지역과 같이 사전에 관심 지역으

로 설정되지 않은 뉴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

웠습니다.” (P58)

주목할 만한 의견은 개인화된 뉴스를 만드는 카드

뉴스봇이 편향적인 정보 습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참여자

는 인터뷰에서 개인화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편향

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우려와 함께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게 설정된 정보를 보여주되,

너무 편향되지 않은 정보도 함께 전달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16)”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는 

지방선거와 같이 내 지역의 소식뿐만 아니라 대표적

으로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지역구에 대한 소

식이 빠진다면, 기사가 선거 전체의 맥락을 담지 못

하고 개인의 편협한 관심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뉴

스로서 가져야 할 대표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를 종합하면 개인화된 기사를 만들 때 고

려할 점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궁금한 정보를 간결하

고 빠르게 만드는 방식 이외에도 사건 전체의 분위기

를 알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 기사를 생성

하는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강점을 살려 개인 맞춤형 

기사를 읽기 쉬운 카드 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

템을 개발해 기사의 뉴스 가치와 사용자의 반응을 

실험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결과 카드뉴스

봇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 결과를 담아내고 있

다는 점에서 기자보다 신뢰성에 있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이나 선

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부족해 선호성과 

대표성에서는 사람이 만든 기사와 비슷하거나 못 미

치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향후 알고리즘 저널리

즘이 스포츠와 증시 기사와 같은 뉴스 분야 이외에도 

정치와 사회 뉴스와 같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

이 필요한 영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카드뉴스봇이 향후 확장

된 뉴스 분야에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뉴스 서비스

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이벤트를 처리하

는 새로운 알고리즘 저널리즘 구조의 확립이다. 현재 

카드뉴스봇을 비롯해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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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저널리즘 기술은 주로 숫자 기반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사용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문장으

로 생성하는 방식이다[3]. 미리 규칙을 정하지 않거

나 문장의 구조를 미리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장

을 생성하는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생성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뉴스 기사에 요구되는 

높은 품질의 문장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기에

는 아직 알고리즘의 성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알고리즘 저널리즘 기술을 통해 효율적

으로 기사를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미디어 업체

들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두

고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이벤트에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카드뉴스봇은 다양한 지역구에서 동

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선거 유형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카드 뉴스의 순서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건을 미리 설정해두고 개인화 변수에 따

른 카드의 조합을 생성하는 구조를 만들어두었다. 이

로 인해 지역구 별로 쟁점이 된 사안들과 후보자 간 

각축의 양상이 다르지만 일관된 조건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설계되었고, 기자에 비해 무미건조하고 제

한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가치 평가 

점수와 인터뷰에서 지적받게 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카드의 순서와 구성이 비

슷해 쉽게 지루해질 수 있다는 점과 설정된 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담아내기에 어려웠던 점도 한

계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에버그린(evergreen) 뉴스 서비스로 활

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버

그린 뉴스는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뉴스 콘텐츠를 

말한다. 카드뉴스봇을 통해 생성된 기사를 단발적인 

기사로 생각하면 에버그린 콘텐츠라는 표현이 어울

리지 않지만, 카드뉴스봇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해당 

이벤트에 관한 기사를 생성해낼 수 있고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버그린 뉴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참가자의 인터뷰에서 “투표 결과 기사에

서 개표율이 100%인 것은 굳이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P54)”라는 의견이 있었다. 카드뉴스봇

이 실제로 오픈한 지방선거 당일에는 개표율이 후보

자 간 경쟁의 결과를 알리는 중요한 지표였다면 실험

이 진행된 선거 3개월 후의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모

든 지역구를 독식하거나 득표율 차이가 너무 벌어져 

후보 간 경쟁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하기에 상황이 

모호해질 수 있다. 한 번의 선거를 위해 개발된 카드 

뉴스 시스템이 다음 선거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재미

와 대표성까지 갖춘 뉴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선거가 진행 중이거나 한참의 시간

이 흐른 후와 같은 시간의 흐름과 선거의 쟁점과 관

전 포인트가 달라지는 조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시스

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뉴스 서비스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알고리즘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

으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관심사와 이슈

의 흐름을 반영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조건과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개인화 변수의 설정을 통한 기사 생성

이 가진 장단점을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카드뉴스봇의 장점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

라 맞춤형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지만, 중

요한 선거구나 화젯거리가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기

사를 생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P66)”라는 의견이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걸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32)”라는 의견과 같이 모든 개

인화 변인을 조작해서 기사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의 

구조가 모두에게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평가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개인화된 뉴스 콘텐츠와 현재

의 주요 이슈 위주의 콘텐츠간의 비교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과 관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개인화된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면

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선거 결과 역시 보기를 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는 정치라는 사회의 주요 영역의 뉴스에 대해 사용자

들이 개인적 관점과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한다는 양가적 특성을 보인다

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뉴스 생산에 있어

서 이런 모순적인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줄 수 있을

지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성(usability)과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을 다루는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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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에서는 일반적

으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사용자에게 모든 결

정을 넘기게 만들지 않는다. 인터페이스가 가진 옵션

의 수나 복잡함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40,41]. Thaler & Sunstein

[41]은 사용자에게 모든 결정을 넘기는 것보다 시스

템이 기본적인 설정을 미리 정해두고 사용자에게 이

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 사용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설계한 카드뉴스봇은 인간의 주

관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서비스

를 지향하며 사전에 개인화 변인을 설정해두지 않았

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의 사용 경험이 더

욱 신뢰할만한 뉴스라는 평가로 이어졌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기자와 비교하면 사건 전체를 짚어주는 맥

락과 관심 지역에 대한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은 뉴스 

생성 방식이라는 의견 또한 받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터랙티브 카드 뉴스 생성 

시스템을 활용한 선거 뉴스 생성은 빠르게 속보를 

전달하는 기존 알고리즘 저널리즘 기술의 적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뉴스 사용자가 가진 관심과 선호

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기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

발해 그 효과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

히, 지방선거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여러 정당과 후

보들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회의원, 교육감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복잡한 이벤트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후보자나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접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카드뉴스봇은 손쉽게 

관심 지역과 선거 유형,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 요약 

정리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알고리

즘 저널리즘 기술이 스포츠와 증시 분야를 넘어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카드뉴스봇

이 생성한 기사의 가치를 평가한 실험에서도 신뢰성

이 높고 선호성와 우수성, 대표성에서도 인간이 작성

한 기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거나 인간만큼 우수한 

기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카드뉴스봇

을 활용해 뉴스 개인화의 방식과 효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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