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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는지 보다는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이한 국
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통해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가 수용의도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며,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가설1에서는 한국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중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뉴스추구, 편리성이 만족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
의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 편리성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2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은 모두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이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3에서는 온라인뉴스 만족도가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중 대학생 간의 PLS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국가의 뉴스매체의 특성 및 문화로 인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려는 동기 및 목적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와 수용의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양국의 미디어 매체 또는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 중심어 :∣온라인뉴스∣이용 동기∣만족도∣수용의도∣
Abstract

Recently, it is more important to study the reasons for using media than which media is selected. 
This paper investigates different countries as objects to conduct the survey.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results, in hypothesis 1, there is a positive “(+)” influence of its 
interestingness, informality, restlessness, news pursuit and convenience on satisfaction when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use net news. Taking Chinese college students as an example, there is a  
positive “(+)” influence of the using motivation of net news on news pursuit, habituation, interactivity,  
convenience and the satisfaction with net news. 

In hypothesis 2, the interestingness, informality, habituation and convenience of the using motivation  
of online news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re reflected i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online  
news, while for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informality, habituation and convenience are reflected  
i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online news. 

Finally, in hypothesis 3, there is a positive “(+)”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online news on the  
acceptance level of online news.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considers that the PLS path coefficient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nd China is different, and the motivations and purposes for using  
net news by two countries are differ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cultures of news media in  
different countries, so the satisfaction is also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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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고 다
양한 매체들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뉴스 이용자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매체에 대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초고속통신망
의 성장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
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생
활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정보의 전달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고 
방송과 신문이 제공하던 정보를 이제는 인터넷이 그 역
할을 대신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저널리즘의 미래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Katz[2]는 온라인 뉴스가 주요 저널리즘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제로도 인터넷 저널리즘의 발전
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의 이용
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신문이 가지고 있
던 특징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매체로 극대화시
켜 급격한 속도로 영역을 확보하여 종이신문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다[3]. 이에 따라 온라
인 뉴스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온라인 뉴스 제공업체
들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만큼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매체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어떤 매체를 이용하
는 시간이 더 많은지, 혹은 어떠한 매체가 다른 매체를 
대신할 수 있는지, 어떠한 매체를 통해 효과가 발생하
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4-6]. 하지만 어떠한 매
체를 이용하는지 보다는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뉴스가 시장에서 
널리 수용되기 위해서는 온라인뉴스를 실제로 이용하
는 이용자들의 동기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
용자들의 만족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자의 만족
도를 끌어올려 수용의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용 동기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문제는 중요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매체 시대에 이용자들이 어

떠한 동기를 가지고 온라인 뉴스를 선택하며 어떤 요인
으로 인해 뉴스에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용 
동기와 만족도 변인이 향후 이용자들의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앞으로 온라인 뉴스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비교 대상국인 한국과 중국
은 동일한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사
회 체제 속에서 언론의 이념과 가치가 서로 상이하다. 
한국은 자유주의 언론가치를 지향하고, 중국은 사회주
의 언론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은 언론에 대한 관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뉴스가 뉴스 이용자들에
게 새로운 미디어로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이용자들의 
시각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CCTV와 
같이 정부 관리 하의 매체에 대해 신뢰도가 강할 것으
로 예상되고, 한국인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매
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과의 비교에서는 낮
을 것으로 예상된다[7].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신문,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상이한 
국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통해 만족도
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뉴스 이
용 동기를 파악하고, 실제로 온라인 뉴스를 왜 이용하
며 이러한 이용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와 이용 동기가 
수용의도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온라인 뉴스 
뉴스의 정의는 인간의 삶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 또

는 관심을 끌만한 정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는 하나 저
널리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나 장소 그리고 행위의 
주체들에 의하여 아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상대적
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실
이라는 것은 특정적인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의미이면
서 개별 사건과 객관적 현상의 발견 이외에는 동시대의 
사람들의 상호작용한 결과로써 나타나는 사실의 재해
석한 의미의 재발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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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체생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신
문이 등장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서 대형인쇄와 전보
뉴스가 가능해짐에 따라‘신문’은 뉴스의 주 미디어로 인
식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사용 환경이 보편화되
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미디어가 전통 미
디어보다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뉴
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9]. 온라인 미디어는 인터
넷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한 종류로 여러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로 네트워크 되어 있어 데이터 흐름
이 쌍방향으로 흐르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10]. 즉, 
온라인 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자와 수용자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개념으로써 새
로운 뉴스의 전달매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1]. 온
라인 뉴스의 초기 도입 시에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학자들에 의해 제기하
면서[12] 일반화 되지 못하였지만 2005년“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통과로 온라
인 뉴스는 전통미디어의 뉴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
게 되면서 온라인 뉴스가 전통 미디어 뉴스의 주도적인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13]. 현재는 많은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온라인 뉴
스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 미
디어 뉴스와 같은 영향력을 지니고 언론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인터넷의 이용 역사, 사용자의 특징, 
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온라인 뉴
스의 이용 동기와 수용의도,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까지 
이어지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한
국과 중국은 단일한 유교문화권에 있지만, 동일한 국가
의 구성원이라도 문화적 성향과 특성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 게다가 이용과 의존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수용
자로 하여금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용 동기가 달라지
고, 만족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 특성이 다른 이용자들은 특정 미디어를 사
용한다고 해도 이용 동기와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
이라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양국에서 온라인뉴스에 관한 관
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사용자도 차츰 늘어
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온라인 뉴스를 비교하는 선
행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 연
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 온라인뉴스의 이용과 만족도를 
파악 및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沈星旭[14]는 인터넷 이용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동기적
인 요인과 이용자 성격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이용형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생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기분전환이나 오락 및 자기표현, 도피주의 등 레저, 오
락적인 동기로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중국
의 대학생 이용자들은 주로 자기발전과 다양한 정보 추
구 및 정보 공유 등 도구적인 동기로 인터넷을 활용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블로그
를 이용하는 형태를 연구, 비교한 이중희[15]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 하는 블로거의 
비중이 중국의 경우 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1.8%
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의 블로거가 중국의 블로거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블로거 임을 나타내고 중국
의 블로거가 향후 블로그를 더욱 업로드할 비율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雷韵[16]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이용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중국 대학생 이용
자들의 정보추구적인 동기, 자아추구적인 동기, 휴식적
인 동기,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한국 대학생들의 이용
자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 상호작용적인 동기는 중
국과 한국 양국 대학생 모두 이용자들이 비슷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그 문화와 개인의 특성차이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행태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용 동기와 만족도 간의 관계  
Zeithaml and Bitner[17]에 의하면 어떠한 기업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혜택과 신뢰와 상호혜택(mutualbenefits)이 존재해야
만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기
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
한 마케팅과 전략에 지출해야 할 비용보다 더 낮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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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 보
다는 기존의 고객에게 만족도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
객의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과 연
구들에서 고객의 만족도에 결정변수를 찾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만족도라는 개념은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
다임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 단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다른 제품과 서
비스들과 비교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신의 
이용 동기에 대한 속성을 기반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
스를 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18]. 

뉴스 역시 이용자들이 뉴스를 활용하면서 느낀 만족
감이나 불만족은 사전에 기대했던 사전 기대와 실제 해
당 뉴스를 이용한 이후에 지각된 성과 간의 차이에 따
라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뉴스의 활용이 사
전에 해당 뉴스를 이용하고자 한 기대와 부합한다면 고
객은 만족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고객들은 불만족을 
하게 될 것이다.

김정기[19]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만족은 미
디어의 내용과 수용자의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상호작
용 결과인 동시에 다른 미디어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만족도는 미디
어의 내용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평가 과정에
서 수용자의 기대가 충족되거나 평가가 긍정적일 때 형
성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화행·이정기[20]의 연
구에 의하면 미디어의 이용 동기는 이용량이나 이용의
도와 같은 이용행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도움과 흥미·즐거움 
차원의 이용 동기는 신문의 정기구독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문의 이용 
동기는 신문만족도는 물론 비판적 사고나 미디어의 비
판적 이해 능력과 같은 신문이용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윤정[21]의 연구에 의하면 포털뉴스의 이용 동기는 
현저성, 편리성, 습관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용 동기는 편리성, 습관성, 
정보성, 현저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형 외[22]는 수준
에 따른 SNS의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용 동
기의 수준이 높은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용 
빈도와 이용량이 많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소셜미디
어의 이용 동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마케팅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이용 동기의 수준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이나 마케팅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
공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이용 동기 따라 
고객의 온라인 뉴스의 만족도 정도가 상이해질 수 있으
므로 온라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시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용 동기와 만족
도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지각을 이해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대
학생의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며, 문화와 개인의 특성차이로 인해 온
라인 뉴스를 활용하는 이용 동기와 만족도에 한국과 중
국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1 한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는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는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중 양국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이용 동기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 
수용의도의 기술수용모델은 Davis[23]가 제시한 2가

지의 주요 개념인 유용성과 용이성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적인 정보의 기술을 사용함으
로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작업에 대한 수행성과의 향상
과 관련된 믿음의 정도로 설명되고, 지각된 용이성은 
특정적인 정보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이를 얼마나 쉽
게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믿음의 정도로 정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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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기술수용모델은 인간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수용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력한 이론적 틀로 제시
되어 왔다[24]. 그러나 기술수용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변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등의 변인에는 인간의 
미디어 이용 욕구나 개인차를 반영하는 변인들이 포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제시되어 왔다[25]. 기술
수용모델은 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왜 특정한 정보통신 기술을 채
택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술수용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Uses & Gratification 
Theory)을 기반으로 기술수용모델을 접목시켜 인간의 
기술 및 서비스 채택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명하고자 하
고 있다[26-28].

이를 살펴보면, 조성호[29]는 신문 이용자의 이용 동
기는 ‘습관적 소일’, ‘대인관계’, ‘지역 및 실생활 정보’, 
‘환경 정보’ 등 4가지 요인이며, 각 이용 동기는 만족도
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8]
은 VoIP폰 서비스의 이용 동기와 기술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VoIP폰 이용 동
기 중 오락 동기와 커뮤니케이션 동기가 인지된 용이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커뮤니케이션 동기와 오락
적 동기, 도구적 동기 등 세 가지 이용동기 변인 모두 
직, 간접적으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신과 이민영[30]의 연구에서는 IPTV 에 
대한 내재적 이용 동기가 인지된 용이성에, 외재적 이
용 동기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용이성은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유용성은 IPTV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IPTV에 대한 내·외
재적 이용 동기가 IPTV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통해서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주란 외[31]의 연구에서도 스
마트폰어플리케이션 이용 동기가 기술수용모델의 변인
들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에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정기 외[32]의 연
구에 의하면 신문 이용 동기 중 일상생활 도움 동기와 
여가/즐거움 동기가 유료 모바일 뉴스 콘텐츠 수용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종합일간지가 일상생활과 여가/즐거움에 도움이 된다
고 인식하는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의 유료 뉴스 콘텐츠 
수용행위 역시 높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구
의 결과는 종합일간지 유료 모바일 뉴스 콘텐츠가 질 
높은 정보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함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이 가진 오락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때 수용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뉴스의 이용동기가 만족도
와 같은 심리적인 차원의 이용 결과와 수용의도와 같은 
행동적 차원의 이용결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수용의도에 있어 이용과 충족이론
과 기술수용모델의 융합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와 개인의 특성 차이
로 인해 온라인 뉴스를 활용하는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한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는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는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중 양국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만족도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
모바일 수용의도(acceptance intention)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기술수용모델 이론을 기반으로 진
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제
시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변수 대신에 수용
의도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으로 구분하여 만
족도(satisfaction), 이용의도(intention to use)등의 
변수들 과의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
로써, 정보기술 수용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
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만족은 어떠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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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경험을 통하여 누적된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
자는 해당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용의도가 높아지
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Devaraj et al[33]는 B2C 채널
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이후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
을 통해 밝혔고, Liao[34]의 연구에서는 재학 중인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웹사이트의 정보검색 및 작동
성 등에서 나타나는 지각된 용이성이 고객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욱 ․김
상훈[35]은 모바일상거래의 특성을 서비스(유용성, 이
동성, 개인적합성, 서비스비용), 시스템(신뢰성, 보안성, 
사용용이성, 연결성), 개인(사용자 경험, 혁신성향, 친숙
성), 환경(구조적 보상. 사회적 영향) 등으로 구분하였
고, 이러한 모바일 상거래의 특성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의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 충성도를 높
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철호[36]는 인터넷뱅
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대한 지속 사용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이고 장기적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에서 사용자의 만
족을 성공의 대리 변수로로 사용한 관점과 합치되는 결
과이다. 이경진 외[37]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상거래 사
이트의 품질특성을 시스템, 정보, 서비스로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이 사용자 만족, 신뢰, 지속적 이용의도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 서비스품질을 제외한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이 사
용자 만족과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
시 사용자 만족은 모바일 상거래사이트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바일쇼핑 이용자들의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쇼핑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관
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상 전술한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온라인 뉴스를 이

용하면서 온라인뉴스에 만족감을 갖게 되면, 이러한 만
족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이라 할 수 있는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수용행동을 파악함에 있어 수용
의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만족수준이 어떠한 역할을 미
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3.1 한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의 만족도는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중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의 만족도는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만족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중 양국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설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의 설계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가. 이용 동기 
이용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 중에서 

이용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 동기는 온라인뉴스를 이용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경향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온라인 이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외 연
구자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정현과 반현[38]의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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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동기는 총 일곱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흥미
성동기, 정보성동기, 휴식성동기, 뉴스추구동기, 습관성
동기, 상호작용성 동기, 편리성 동기를 7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온라인뉴스 이용에 따른 이

용 경험의 만족상태로 정의하고 온라인 뉴스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현식·박진우[39]와 구관서
[40]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
도록 수정하여 7개 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다. 수용의도
본 연구에서 수용의도는 향후 신기술 및 제품을 수용

하게 될 계획이나 의도가 있고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하고[41], 측정 문항은 기존의 미
디어 기술수용 연구[30][42][43]에서 차용하였고, 이를 
온라인뉴스 상황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다. 수용의도 정
도에 대해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요인별 조작적 정의와 설문항목

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온라인뉴스이용자들의 이용 동기와 수용의도, 그리고 

만족도 등과 같은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
하여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
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간 
중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내가
영[44]의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대학생이 온라인의 이
용률이 가장 높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층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될 테스트는 Likert 7점 
척도로 자기 기입식(self-report) 설문테스트를 이용하
였다. 배포된 설문은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위해 기존 
문헌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규명된 지표
들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중국과 한국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적 분산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내용·일
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여 설문대상자
에게 1부씩 배포하였으며, 온라인뉴스를 이용해 본적 
있는 대상자에게 응답을 요청하였다. 표본선정절차에 
따라 회수한 설문지는 한국대학생 379부, 중국대학생 
390부였으며, 이 중 결측치가 존재하거나 일관성이 결
여되거나 응답대상이 중복된 설문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적
으로 한국대학생, 중국대학생 각각 350부의 설문자료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후 SPSS 22.0을 이용하여 요
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제시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PLS(Partial Least Square)를 사용하
였다. PLS는 LISREL, EQS, AMOS 등의 구조방정식 
통계 패키지에 비해 정규분포 등에 대한 가정이 완화되
어 있고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한 가설검증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이론에 대

요
인 조작적 정의 측정 문항

흥
미
성

흥미나 재미를 
느끼기 위해

1.사진 기사나 뉴스 제목이 흥미를 자극해서
2.제목을 보니 기사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3.흥미를 끄는 뉴스가 많기 때문에
4.검색이나 메일확인을 하다 뉴스의 제목이 눈에 
띄어서

정
보
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얻기 
위해

5.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6.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7.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때문
8.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확인 위해
9.다른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다시 확인 위해

휴
식
성

시간을 보내거
나 휴식을 위해

10.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을 때 시간을 보내려고
11.놀거나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해 
12.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뉴
스
추
구

다양한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13.기사의 내용이 충실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
14.뉴스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하기 때문
15.뉴스를 각 언론사별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

습
관
성

이용의 기대되
는 성과와 별도
로 습관적으로 

16.습관적으로 둘러보기 위해서 
17.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
18.인터넷 시작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온라인 뉴스
이기 때문

상
호
작
용

참여활동과 자
기표현과 자기
실현을 위해

19.뉴스의 리플로 네티즌의 생각을 알 수 있음
20.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성

편
리
성

쉽고 효율적이
고 편 리 하 게 
이용하기 위해  

21.신문뉴스보다 온라인 뉴스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22. 타 매체를 볼 필요 없이 온라인 뉴스만 봐도 
되기 때문에 

만
족
도

뉴스이용에 따
른 경험 만족

온라인 뉴스 서비스 만족정도, 즐거움과 유익함 제
공 정도, 추천의향 정도, 뉴스 서비스의 가치 정도, 
최신 정보 습득 용이 정도, 서비스 개선 필요성 정
도, 편재적인 이용정도

수
용
의
도

향후 지속적 사
용의도 정도

향후 내 주변 사람들과 또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온라인 뉴스를 이용할 것.
향후 사회 전체적으로 뉴스구독 중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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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증보다는 인과관계 예측에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으므로[45] 본 연구와 같이 제한된 표본수를 바탕으
로 관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에 PLS는 적합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판단된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먼저, 실증분석에 앞서 본 논문의 설문 조사 대상자

의 특성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한국대학생의 설문응
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82명(60.7%), 여성이 118명
(39.3%)이었으며, 중국대학생의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36명(45.3%), 여성이 164명(54.7%)이였다. 
연령별 통계결과를 보면 한국의 20세 미만은 21명
(7%),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275명(91.7%), 30세 이
상은 4명(1.3%)이었다. 중국에도 비슷한 통계 결과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은 88명(29%),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208명(69.3%), 30세 이상은 4명(1.3%)으로 나
타났다. 한국대학생의 온라인 뉴스 이용빈도는 가끔 이
용한다(54.7%), 자주 이용한다(23%), 거의 이용하지 않
는다(13%), 매우 자주 이용한다(6.7%),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2.7%)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중국 대학생은 가
끔 이용한다(50.3%), 자주 이용한다(33.3%), 매우 자주 
이용한다(10.7%),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5%), 전혀 이
용하지 않는다(0.7%)의 순서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 이용기간은 한국 대학생이 3년 이상
(47.2%), 1년 이상 2년 미만(12.7%), 2년 이상 3년 미
만(11.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7.7%), 1개월 미만
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7%), 9개월 이상 1년 미만(4%)의 순서를 보인다. 중
국 대학생은 3년 이상(48%), 1개월 미만(13.7%), 2년 
이상 3년 미만(11.7%), 1년 이상 2년 미만(11%), 1개
월 이상 3개월 미만과 9개월 이상 1년 미만(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3.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2.3%)
의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대학생의 온라
인 뉴스이용기간은 대체로 3년을 경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온라인 뉴스 이용장소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이동중

인 교통수단(42.7%), 집(39.7%), 학교(10.3%), 커피숍
과 식당 등 상업시설(3.3%), 학교 외 기타 교육시설
(1.7%), 길거리와 광장 등 실외장소와 화장실(1%), 관
공서와 공항 및 공원 등 공공시설(0.3%)의 순서를 나타
내어 이 결과는 선행연구 서정화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이용이‘이동 중’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써 IT강국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대학생은 집
(37.7%), 학교(24.7%), 이동중인 교통수단(21%), 학교 
외 기타 교육시설(8.3%), 길거리와 광장 등 실외장소
(5.7%), 커피숍과 식당 등 상업시설(1.3%), 관공서와 공
항 및 공원 등 공공시설과 화장실(0.7%)의 순서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비율로 나타나 한국대학생과는 다르
게 이동중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중국의 온라인  환경이 한국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 중, 대중교통에서 온라인 뉴스를 안정적으
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82 60.7 136 45.3
여 118 39.3 164 54.7

합계 300 100% 300 100%

연령 

20세 
미만 21 7 88 29.0

20세 
이상 

–30세 
미만 

275 91.7 208 69.3

30세 
이상 4 1.3 4 1.3

합계 300 100 300 100

구분 한국 대학생 중국대학생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온라인 
뉴스 

이용빈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8 2.7 2 0.7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39 13.0 15 5.0

가꿈 이용한다 164 54.7 151 50.3
자주 이용한다 69 23.0 100 33.3

매우 자주 이용한다 20 6.7 32 10.7
합계 100 0 300 100

온라인 
뉴스 

이용기간 

1개월 미만 18 6.0 41 13.7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3 7.7 15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6.0 10 3.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4 4.7 7 2.3

9개월 이상-1년 12 4.0 15 5.0

표 2. 조사대상자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 이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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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2.1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변수의 측정을 위해 복수의 

설문 항목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연구변수의 구성개념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요인들 간에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공통성
이 0.5 이상이 되면 해당 측정변수의 설명력이 50%라
는 것을 나타내며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요인 
유지 결정 기준은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이고 
요인적재값이 0.5 미만인 항목은 제거해야 한다
[46][47]. 마지막으로 총 분산은 60%이상이어야 변수
의 설명력이 적정성을 확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8].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최
소 공통성은 0.550이고, 또한 요인 추출은 적재값
(factor loading)이 0.5 이상이고 고유값(eigenvalue)
이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변수는 
정보성의 ⑧, ⑨번 문항, 습관성의 ⑱번 문항이 제거되
었으며, 중국 대학생 온라인 뉴스 이용동기는 흥미성의 
④번 문항, 정보성의 ⑥번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이후 
남은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공통요인
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유치가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 온라인뉴스 
수용의도 및 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의 
③, ⑥번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중국 대학생 온라인뉴스 

수용의도 및 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의 ③
번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공통요인에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유치가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
인뉴스 수용의도와 만족도에 대한 변수의 구성개념 타
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측정항목들
에 대한 집중타당성, 내적일관성, 그리고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PLS 측정모형의 로딩값과 크로스로딩 
값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집
중타당성은 측정도구가 구성개념에 잘 수렴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항목의 신뢰성을 통해서 파악한
다. 일반적으로 적재 값이 0.707 이상이면 개별항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49]. [표 3]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요인 적재값이 0.707 이
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측정항목이 집중타당성을 지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38 12.7 33 11.0
2년 이상- 3년미만 35 11.7 35 11.7

3년 이상 142 47.2 144 48.0
합계 274 58.1 300 100

온라인 
뉴스 

이용장소 

집 119 39.7 113 37.7
학교 31 10.3 74 24.7

이동중인 교통수단 128 42.7 63 21.0
길거리, 광장 등 

실외장소 3 1.0 17 5.7

학교외 기타 
교육시설 5 1.7 25 8.3

관공서, 공항, 공원등 
공공시설 1 .3 2 0.7

커피숍,식당 등 
상업시설 10 3.3 4 1.3

화장실 3 1.0 2 0.7
합계 300 100 300 100

구분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뉴스
추구 습관성 상호

작용성 편리성 수용
의도 만족도

이용  
동기1 0.8713 0.3344 0.2809 0.0937 0.2204 0.1797 0.3865 0.4161 0.3122

이용 
동기2 0.8683 0.3312 0.3192 0.0843 0.2401 0.1838 0.3003 0.4285 0.2864

이용 
동기3 0.8461 0.475 0.3526 0.2029 0.3896 0.2473 0.3858 0.4386 0.401

이용 
동기4 0.6719 0.3334 0.3367 0.186 0.207 0.2619 0.3483 0.332 0.2551

이용 
동기5 0.3641 0.7617 0.2059 0.1747 0.2737 0.2337 0.3832 0.3773 0.2846

이용 
동기6 0.3145 0.8309 0.1901 0.2104 0.2617 0.1889 0.2883 0.334 0.3234

이용 
동기7 0.4257 0.8342 0.2669 0.2205 0.2739 0.2616 0.3274 0.3746 0.2621

이용 
동기
10

0.343 0.2633 0.7978 0.1941 0.3162 0.2493 0.2927 0.2691 0.2738

이용 
동기
11

0.3566 0.2434 0.8939 0.162 0.3327 0.2891 0.2371 0.2745 0.3969

이용 
동기
12

0.2709 0.1705 0.7793 0.3978 0.3911 0.3572 0.2502 0.2662 0.3079

이용 
동기
13

0.1185 0.1555 0.3416 0.7804 0.2589 0.2622 0.1582 0.0914 0.2263

이용 
동기
14

0.1508 0.1789 0.219 0.8859 0.2414 0.2633 0.2103 0.1506 0.3122

이용 
동기
15

0.1495 0.2801 0.1902 0.7681 0.3769 0.3933 0.232 0.2185 0.1807

표 3. PLS 측정모형의 로딩값과 크로스로딩값(한국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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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5]와 [표 6]에 보고된 결과와 같이 본 연
구의 주요 관심 변수의 AVE값, 복합신뢰도, 그리고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각각의 기준치인 0.5, 
0.7, 그리고 0.6을 상회함에 따라 내적 일관성이 확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별타당성은 각각의 측정항목들
이 이론적으로 관계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 적재량
이 이론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의 적재
량보다 커야 하며, 각 측정항목의 AVE 제곱근 값이 다
른 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클 때 충족된다고 본다[50]. 
[표 7]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각선에 기재된 
AVE 제곱근 값은 타 변수들과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 측정변수의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됨을 알 수 있다.

이용 
동기
16

0.2933 0.2869 0.3469 0.3523 0.9238 0.426 0.3461 0.301 0.3482

이용 
동기
17

0.3235 0.3344 0.4295 0.314 0.9503 0.4843 0.3476 0.4197 0.3782

이용 
동기
19

0.2948 0.2898 0.3291 0.3412 0.485 0.9537 0.3848 0.3434 0.3008

이용 
동기
20

0.1857 0.2312 0.3513 0.3575 0.4226 0.9179 0.3141 0.237 0.2528

이용 
동기
21

0.4048 0.4055 0.2206 0.1427 0.2871 0.2693 0.8781 0.4944 0.3496

이용 
동기
22

0.3477 0.3082 0.3245 0.292 0.3579 0.3913 0.8599 0.4387 0.3602

수용의
도1 0.4433 0.4015 0.296 0.159 0.3337 0.2429 0.4861 0.9304 0.4175

수용의
도2 0.4797 0.3934 0.2927 0.185 0.3284 0.261 0.4962 0.9376 0.4252

수용의
도3 0.4395 0.4312 0.3054 0.1756 0.4054 0.3604 0.4917 0.8761 0.4747

만족도
1 0.3299 0.3006 0.3165 0.2866 0.2919 0.1885 0.3474 0.4166 0.8633

만족도
2 0.3897 0.3574 0.36 0.2241 0.456 0.3213 0.3896 0.4551 0.8643

만족도
4 0.3179 0.3014 0.3225 0.1981 0.2451 0.223 0.3685 0.4282 0.8403

만족도
5 0.0745 0.066 0.2539 0.3049 0.155 0.2026 0.0468 0.0668 0.6778

구분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뉴스
추구 습관성 상호

작용성 편리성 수용
의도

만족
도

이용
동기1 0.8806 0.6748 0.5377 0.5029 0.5172 0.4426 0.5210 0.5528 0.4469

이용
동기2 0.8964 0.6240 0.5515 0.5717 0.5116 0.5061 0.4633 0.4630 0.4986

이용
동기3 0.9018 0.6573 0.5799 0.6505 0.6062 0.5290 0.5180 0.5503 0.5805

이용
동기5 0.7039 0.8632 0.5814 0.5888 0.4927 0.4969 0.5665 0.5280 0.4976

이용 
동기7 0.6724 0.9225 0.6336 0.6671 0.5961 0.6258 0.6586 0.6471 0.5872

이용 
동기8 0.5959 0.9124 0.6251 0.6242 0.5563 0.5899 0.6514 0.6401 0.5543

이용 
동기9 0.6131 0.8713 0.7026 0.6414 0.6581 0.6202 0.6485 0.6260 0.6323

이용 
동기10 0.5994 0.7034 0.9355 0.5606 0.7013 0.5638 0.5982 0.6229 0.5738

이용 
동기11 0.5916 0.6900 0.9578 0.5981 0.7234 0.6238 0.6049 0.6250 0.6061

이용 
동기12 0.5715 0.6243 0.9306 0.6017 0.7230 0.5780 0.5517 0.5790 0.6111

이용 
동기13 0.5910 0.6145 0.5789 0.9257 0.6356 0.6582 0.5752 0.5634 0.7371

이용 
동기14 0.5663 0.6049 0.5176 0.9228 0.6312 0.5977 0.5446 0.5197 0.7086

이용 
동기15 0.6258 0.7287 0.6187 0.9096 0.7094 0.6561 0.6794 0.6305 0.7032

표 4. PLS 측정모형의 로딩값과 크로스로딩값(중국대학생)

이용 
동기16 0.5957 0.6684 0.7249 0.6911 0.9081 0.6934 0.6392 0.7021 0.6743

이용 
동기17 0.6163 0.6263 0.7380 0.6741 0.9463 0.7150 0.6818 0.7088 0.7228

이용 
동기18 0.4697 0.4858 0.6261 0.6080 0.8990 0.6449 0.5637 0.6094 0.6750

이용 
동기19 0.5378 0.6012 0.6160 0.6805 0.6395 0.9623 0.6996 0.6750 0.7105

이용 
동기20 0.5270 0.6639 0.5886 0.6563 0.6982 0.9632 0.7376 0.6864 0.7146

이용 
동기21 0.5210 0.6842 0.5542 0.5911 0.6130 0.7015 0.9466 0.6409 0.6278

이용 
동기22 0.5452 0.6635 0.6240 0.6489 0.6882 0.7152 0.9516 0.6294 0.7115

수용의
도1 0.5764 0.6534 0.6412 0.5834 0.7076 0.6800 0.6384 0.9477 0.6602

수용의
도2 0.5654 0.6421 0.6025 0.5894 0.6866 0.6429 0.6188 0.9462 0.6623

수용의
도3 0.5156 0.6451 0.5840 0.5863 0.7040 0.6739 0.7030 0.9309 0.6841

만족도
1 0.5611 0.6065 0.6220 0.7402 0.6284 0.7391 0.6737 0.6853 0.9212

만족도
2 0.5994 0.6682 0.6192 0.7096 0.7333 0.7178 0.6859 0.6773 0.9231

만족도
4 0.5375 0.6381 0.5413 0.7122 0.6582 0.6691 0.6941 0.6790 0.9053

만족도
5 0.3160 0.3001 0.4532 0.5429 0.5630 0.4672 0.3715 0.4035 0.7670

만족도
6 0.4297 0.5058 0.5034 0.5820 0.5720 0.5867 0.5980 0.6033 0.8281

구분 AVE 복합
신뢰도 R2

Cronbach's 
  

공통성

흥미성 0.6701 0.8894 0 0.8324 0.6701
정보성 0.6555 0.8507 0 0.7359 0.6555
휴식성 0.6809 0.8645 0 0.7642 0.6809

뉴스추구 0.6612 0.8536 0 0.7442 0.6612
습관성 0.8782 0.9351 0 0.8628 0.8782

상호작용성 0.8761 0.9339 0 0.8611 0.8761

표 5. PLS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한국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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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흥미성 0.892

정보성 0.730 0.892

휴식성 0.624 0.714 0.941

뉴스추구 0.647 0.707 0.623 0.919

습관성 0.613 0.649 0.760 0.717 0.918

상호작용성 0.553 0.657 0.625 0.694 0.746 0.962

편리성 0.562 0.709 0.621 0.654 0.686 0.746 0.949

만족도 0.586 0.687 0.647 0.622 0.742 0.707 0.774 0.941

수용의도 0.573 0.639 0.634 0.779 0.752 0.740 0.706 0.710 0.871

표 8. PLS내 변수간 상관관계 및 AVE 제곱근(중국대학생)

2.2 PLS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온라인 뉴스의 이용 

동기와 수용의도, 그리고 만족도 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LS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
다. 유의성 검증을 위한 t값은 표본 자료로부터 복원추
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부트
스트랩(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기법은 
원 자료(original sample)를 재표본으로 대체함으로써 
경로계수의 추정치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51]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52].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재표집 표본(re-sampling)의 
수는 500개로 설정하였다[51]. 이와 함께 경로의 유의
수준은 t-value(two-tailed)와 유의수준으로 판단한다
[53]. 

일반적으로 공분산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모형 
자체의 적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적합도 지
수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PLS의 경우 내생
변수의 설명 분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
에 이와 관련된 적합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최근에
는 PLS의 특성을 반영한 전반적 적합도 지수가 제안되
고 있다. 이 지표는 모든 내생변수의 R2값의 평균과 공
통성의 평균값을 곱한 뒤에 이를 다시 제곱값으로 계산
하여 산출되어 진다[54]. 이 적합도의 크기는 최소 0.1 
이상이어야 하며, 값의 범위에 따라서 0.36이상일 경우 
매우 높음, 0.25이상∼0.36미만일 경우 보통, 0.1이상
∼0.25미만으로 구분될 경우 적합도가 낮음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PLS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각각 0.2509와 0.3673
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어 PLS를 이용하여 가설로 설정한 변수간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에 대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1 2 3 4 5 6 7 8 9

흥미성 0.818

정보성 0.454 0.809

휴식성 0.392 0.272 0.825

뉴스추구 0.172 0.249 0.298 0.813

습관성 0.330 0.333 0.418 0.352 0.937

상호작용성 0.264 0.281 0.360 0.371 0.488 0.936

편리성 0.433 0.412 0.311 0.247 0.369 0.377 0.869

만족도 0.388 0.358 0.400 0.301 0.388 0.298 0.408 0.915

수용의도 0.496 0.447 0.326 0.189 0.390 0.317 0.537 0.481 0.778

표 7. PLS내 변수간 상관관계 및 AVE 제곱근(한국대학생) 

구분 AVE 복합신
뢰도 R2

Cronbach'
s   

공통성

흥미성 0.7974 0.9219 0.8732 0.7974

정보성 0.797 0.9401 0.915 0.797

휴식성 0.8862 0.9589 0.9357 0.8862

뉴스추구 0.8453 0.9425 0.9085 0.8453

습관성 0.8428 0.9414 0.9065 0.8428

상호작용성 0.9268 0.962 0.9211 0.9268

편리성 0.9008 0.9478 0.8899 0.9008

수용의도 0.8866 0.9591 0.7007 0.936 0.8866

만족도 0.7589 0.94 0.7297 0.9197 0.7589

모형전체적
합도 0.3673

표 6. PLS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중국대학생)

편리성 0.7553 0.8606 0 0.6763 0.7553

수용의도 0.8374 0.9392 0.41
86 0.9025 0.8374

만족도 0.6067 0.855 0.35
17 0.7762 0.6067

모형전체적합도 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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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설 1은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먼
저 가설 1.1에서 설정한 한국 대학생의 결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
성, 휴식성, 뉴스추구, 편리성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확
하고 깊이 있는 분석기사의 제공과 편리성을 통한 이용
자 만족도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단순히 흥미를 끄는 
뉴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경향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흥미위주 연성뉴스의 증가 현상과 함께 모바
일 기기의 급격한 보급 확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대학
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이 연예나 스포츠와 같은 흥미위

주의 연성뉴스 이용에 몰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온라인 뉴스를 이용자의 흥미를 끄는 기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용
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뉴스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다각적 관리 노력을 기울
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온
라인 뉴스의 특징이 상호작용성임을 감안할 때 증대된 
편의성이나 흥미성확보 차원의 뉴스제공의 경향으로 
인해 더 이상 상호작용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하므로 추후의 온라인 뉴스에서는 상호작용성을 증
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가설 
1.2에서 설정한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 편리성은 온라인
뉴스 만족도에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중국 대학생의 경우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로 경로계수 t 값

이용동기와 만족도
(한국) H1.1

흥미성 -> 만족도 0.1322 2.3383 **
정보성 -> 만족도 0.1069 2.2009 **
휴식성 -> 만족도 0.1767 3.8627 ***

뉴스추구 -> 만족도 0.1092 1.9616 **
습관성 -> 만족도 0.1329 2.6031 **

상호작용성 -> 만족도 -0.0023 0.0526
편리성 -> 만족도 0.1763 3.5025 ***

이용동기와 만족도
(중국) H1.2

흥미성 -> 만족도 -0.0019 0.0355
정보성 -> 만족도 -0.0524 0.7651
휴식성 -> 만족도 0.0347 0.6009

뉴스추구 -> 만족도 0.3955 6.2176 ***
습관성 -> 만족도 0.2194 3.5121 ***

상호작용성 -> 만족도 0.1833 3.2697 ***
편리성 -> 만족도 0.1772 2.5256 ***

이용동기와 수용의도
(한국) H2.1

흥미성 -> 수용의도 0.2282 4.8162 ***
정보성 -> 수용의도 0.1631 3.9054 ***
휴식성 -> 수용의도 0.0428 0.9466

뉴스추구 -> 수용의도 -0.0353 0.8734
습관성 -> 수용의도 0.1265 2.5718 ***

상호작용성 -> 수용의도 0.0302 0.6784
편리성 -> 수용의도 0.3087 6.2539 ***

이용동기와 수용의도
(중국) H2.2

흥미성 -> 수용의도 0.0521 0.9941
정보성 -> 수용의도 0.1435 1.7338 *
휴식성 -> 수용의도 0.0074 0.1020

뉴스추구 -> 수용의도 -0.0717 1.0179
습관성 -> 수용의도 0.3234 4.2439 ***

상호작용성 -> 수용의도 0.0940 1.4703
편리성 -> 수용의도 0.3935 4.6960 ***

수용의도와 만족도
(한국) H3.1 수용의도 -> 만족도 0.2469 3.9822 ***

수용의도와 만족도
(중국) H3.2 수용의도 -> 만족도 0.1638 1.7108 *

*p<0.1, ** p < 0.05, ***p<0.01 

표 9. PLS 분석 결과 및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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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에 흥미위주 뉴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습관적으로 이용자들이 온라인 뉴스를 
이용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는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가 온라인뉴스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가설 
2.1에서 설정한 한국 대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
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은 
모두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휴식성, 뉴스
추구,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mes[55]의 연구에서 사
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기가 정보추구라는 결과
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며, 조사대상자들이 인터넷에 익
숙한 사용자이므로 온라인뉴스를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선 가설 1
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결과
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의도를 높이기위
해서는 온라인 뉴스가 타 뉴스매체와 가지는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증가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반면 가설 2.2에서 설정한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
인뉴스 이용 동기의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은 온라인뉴
스 수용의도에 각각 10%,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성, 휴식성, 
뉴스추구,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동기의 주 목적은 휴식성, 뉴
스추구, 상호작용성 보다는 흥미성, 정보성, 습관성, 편
리성의 목적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주 목적은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수용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라인 뉴스가 가
지는 특성이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으로 온라인 뉴
스를 사용하므로 온라인 뉴스의 이용 동기를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용 동기를 관리해야함을 시사하
고 있다. 

가설 3은 온라인뉴스 수용의도가 온라인뉴스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그 결과
를 살펴보면, 가설 3.1로 설정한 한국 대학생의 온라인

뉴스 만족도는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1% 수준에서 유
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로 설정한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만족도는 수
용의도에 10%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선행연
구들에서 TAM이론과 TAM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었듯이 이용자의 만족도는 행동적 의도로써 온
라인 뉴스 이용자의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의 온라인뉴스 
이용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뉴스 이용자
의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
사해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 
간의 PLS 경로계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Sanchez-Franco[56]이 사용한 다음과 같은 식
을 이용하여 t값을 분석을 하였으며, t값에 의한 차이분
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









한국  중국




×한국 


×중국

 
 단, m(한국인대학생, 350), n(중국인대학생 표본수, 

350), SE(표준오차)

이 표에 의하면 우선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가 만도
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이용동기
는 만족도에 한·중 대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흥미성과 정보성, 휴식성의 
경우 한국 대학생이 경로계수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은 중국 대학생
의 경로계수 절대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국 대학생 이용자가 중국 대학생 이용자들에 비해 흥미
성과 정보성, 휴식성 동기 보다 강한 이유는  중국의 경
우 시장화 개혁보다는 분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
다. 그 결과 지방정부 주도하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방주의가 강화되었고, 지방내 국가간섭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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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57].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학생들의 경우 자국
과 지방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반면, 한국 대학
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덜 받는 뉴스체제로 
인해 대외적 다양한 문제와 정보에 관심을 쉽게 갖고, 
부담감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하
게 되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학업, 업무 등에 필요
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뉴스추구
성과 함께 습관성, 상호작용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가 수용의도에 이르
는 경로의 경우 모두 한·중 대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흥미성, 정보성, 휴
식성 모두 중국 대학생의 경로계수의 값보다 한국대학
생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보도를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국이 가지는 특별한 
정치 환경 때문에 다양한 매체 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추구하고, 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중국 이용자들은 한국이용자들 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
한 추구가 더 강하므로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과 신문의 
이용량은 급격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모바일과 인터
넷 같은 뉴미디어에 의한 온라인 뉴스 이용량들은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는 전통적인 뉴스매
체를 통해서는 주어진 뉴스 정보를 소비해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의 대중화로 인

해 기존의 뉴스 이용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뉴스매체를 
본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흥미와 휴식위주의 동기는 한국
대학생이 더 높은 반면, 뉴스추구와 편리성, 상호작용성 
등의 온라인 뉴스만의 특징을 지니는 동기는 중국대학
생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뉴
스에 대한 만족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한국 
대학생이 높은 이유도 전술한 중국 언론의 특성으로 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중 
대학생들에 따라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동기 및 목적
에 따라 만족도와 수용의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양국의 
미디어 매체 또는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온라인뉴스는 전달 매체가 종이신문이나 TV와 상이
하긴 하지만 언론매체로서 이용자에게 인식이 되고 있
다. 그것이 독자적인 형태의 인터넷 고유 매체가 아니
라 전통적 매체의 부가서비스 정도의 위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매체와 다를 것이 없는 정보를 전달
하고자 하는 뉴스와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편리성으로 인해 온라인뉴스의 이용정도는 증가

경로
표준오차

SP
경로계수(B)

t값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H1.3 흥미성 -> 만족도 0.0565 0.0549 0.039 0.1322 -0.0019 45.70***
H1.3 정보성 -> 만족도 0.0486 0.0685 0.048 0.1069 -0.0524 43.51***
H1.3 휴식성 -> 만족도 0.0458 0.0577 0.041 0.1767 0.0347 46.04***
H1.3 뉴스추구 -> 만족도 0.0557 0.0636 0.045 0.1092 0.3955 -84.22***
H1.3 습관성 -> 만족도 0.0510 0.0625 0.044 0.1329 0.2194 -25.89***
H1.3 상호작용성 -> 만족도 0.0434 0.0561 0.040 -0.0023 0.1833 -61.89***
H1.3 편리성 -> 만족도 0.0503 0.0702 0.050 0.1763 0.1772 -0.24
H2.3 흥미성 -> 수용의도 0.0474 0.0524 0.037 0.2282 0.0521 62.87***
H2.3 정보성 -> 수용의도 0.0418 0.0828 0.059 0.1631 0.1435 4.43***
H2.3 휴식성 -> 수용의도 0.0452 0.0722 0.051 0.0428 0.0074 9.17***
H2.3 뉴스추구 -> 수용의도 0.0404 0.0704 0.050 -0.0353 -0.0717 9.67***
H2.3 습관성 -> 수용의도 0.0492 0.0762 0.054 0.1265 0.3234 -48.34***
H2.3 상호작용성 -> 수용의도 0.0445 0.0639 0.045 0.0302 0.0940 -18.68***
H2.3 편리성 -> 수용의도 0.0494 0.0838 0.059 0.3087 0.3935 -18.93***
H3.3 만족도 -> 수용의도 0.0620 0.0958 0.068 0.2469 0.1638 16.23***

*p<0.1, ** p < 0.05, ***p<0.01 

표 10.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PLS경로계수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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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뉴스 소비 방식의 선택권이 언론사가 아니
라 그 이용자들에게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의 뉴스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소비하는 패턴이었다면, 최근의 온라인 뉴스의 환경에
서는 수많은 뉴스정보들 중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여러 언론
사들의 경쟁은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끌고 있다. 결국 온라인 
뉴스는 이용자의 방문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 할 수 있
으므로 이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온라인 뉴스
의 이용자와 더불어 전체 온라인 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 대한 이용 동
기 요인이 이용자의 수용의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뉴스의 
발전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설 1은 한·중 대학생의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
의가 이용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기 위해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한국대학생의 경우 온라
인뉴스 이용 동기 중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뉴스추구, 
편리성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대학
생의 경우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기사를 제공하여 흥
미성과, 정보성을 높이고 이와함께 휴식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면, 온라인뉴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임을 감안할 때 한국 대학생
의 경우 상호작용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증대된 편의성이
나 흥미성확보 차원의 뉴스제공의 경향으로 인해 더 이
상 상호작용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추후의 온라인 뉴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가설 1.2에서 설정한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
뉴스 이용 동기의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 편리
성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뉴스에 
흥미위주 뉴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성을 증가시킴으로
써 습관적으로 중국대학생 이용자들이 온라인 뉴스를 

이용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종합적
으로 온라인 뉴스의 이용 동기란 다양한 경쟁사의 뉴스
를 비교·분석하여 그 중에서 특정 온라인 뉴스 사용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요인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곧 이용자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는 한·중 대학생의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가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
정되었다. 연구결과 먼저, 가설 2.1에서 설정한  한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은 모두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1% 수
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James[55]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인
터넷을 이용하는 동기가 정보추구라는 결과와 일맥상
통한 결과이며, 조사대상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한 사용
자이므로 온라인뉴스를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받
아들이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반면 가설 2.2에서 설정한 중
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정보성, 습
관성, 편리성은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각각 10%,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중국 대학생들의 주 목적은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
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라인 뉴스가 가지는 특성이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으로 온라인 뉴스를 사용하므
로 온라인 뉴스의 이용 동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러한 이용 동기를 관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설 3에서는 온라인뉴스 만족도가 온라인뉴스 수용
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Bailey et al[58]의 연구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호감은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것과 합치되는 결과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행동
적 의도로써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지속이용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
의 온라인뉴스 이용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
인뉴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뉴
스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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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할 것이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가설1에서는 한국대학생
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중 흥미성, 정보성, 휴식
성, 뉴스추구, 편리성이 만족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 
편리성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한국 대학
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성, 습
관성, 편리성은 모두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중국 대학
생의 경우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이 온라인뉴스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가설 3에서는 온라인뉴스 만족도가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 
간의 PLS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한·중 대학생들에 
따라 각 국가의 뉴스매체의 특성 및 문화로 인해 온라
인 뉴스를 이용하려는 동기 및 목적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와 수용의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양국의 미
디어 매체 또는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는데, 앞으
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설문을 통하여 측정변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수를 측정하고 실증분석에 사용하였기 때
문에 그 자체로 고유한 한계가 존재한다. 실무 인터뷰
와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과 보완을 실시하였으나, 설문
조사의 응답에 있어 응답자의 인지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문대상을 온라인 
뉴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생 이용자들
에 치우친 표본을 이용한 결과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다양한 형태
의 뉴스 중 온라인 뉴스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뉴스 전반에 대해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

지 조사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 졌으므로 ,향후의 연구
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콘텐츠의 활용이나 정보 취득 방
법 등 이용자들의 이용 형태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뉴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런 부분 중 인구통계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보다 넓은 범위
에서의 연구가 많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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