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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의 뉴스기사 페이지 구성과 콘텐츠에 대한 분석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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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신문의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구성과 뉴스기사 본문 주변 공간의 콘텐츠 유형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네이버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의 포맷은 다음, 네이트, 야후의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보다 더 복잡하
게 구성되었다. 또한 네이버는 다른 세 포털에 비해 광고 수, 광고 유형, 오락 콘텐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더 높
게 게재되었다. 특히 연예인 관련 뉴스기사의 게재 비율이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 높았다.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에 
뉴스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한 포털사이트는 다음이었으며, 광고를 가장 적게 게재한 포털사이트는 야후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세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페이지의 포맷과 콘텐츠는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독자들의 광고회피와 뉴스기사의 다양성 측면에서의 뉴스기사 이용의 편리성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사닷
컴의 뉴스서비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has analyzed how the format of the text page and the contents of space surrounding the 
text in the news stories of the portal sites are made-up.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formats of the 
text page in Naver news story were more intricate than those of Daum, Nate and Yahoo. Also, Naver was 
higher in the number of advertising, the type of advertising, the entertainment contents, and various types of 
contents than other three portals.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new story related to entertainers was the highest. 
It was the portal site Daum that advertised the news story most of all in its text page. In contrast, it was 
portal site Yahoo that inserted the advertisements least of all. But from the whole sides, it was found that the 
formats and contents of the text page of the news story in these three portal sites have similarly been made-up. 
Consequently speaking, for the serviceability of use in news story,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news service 
method in portal sites is higher than that in press dot coms.

Key Words : Content, News story, Internet Newspaper, Portal Site, Press dot coms

1. 서  론

월드 와이드 웹(WWW)은 인터넷의 모든 영역에 소프
트웨어를 분배하는 플랫폼[1]이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공급원이다[2]. 또한 웹의 가장 일반

적인 용도 중 하나는 시사사건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보
급하는 것이다[3]. 이 같은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대표적인 웹 중의 하나가 포털이다. 또한 포털은 다양
한 멀티소스로부터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관문이다[4]. 
이 같은 뉴스와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각종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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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산․공급되고 있다. 
신문기사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5], 이용경로는 ‘PC

를 통한 인터넷’ 57.4%,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
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47.4%, ‘종이신문(전년도 44.6%)’ 
40.9% 순이었다. 인터넷 뉴스 이용방법에서는 포털사이
트 메인페이지 뉴스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87.4%, 실시간 
메인페이지 뉴스제목을 보고 57.3%, 포털 뉴스란(홈)에
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46.8%,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관련뉴스를 읽게/보게 됨 40.5% 순이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이신문 이용은 감소하고 있
으나 신문사가 제공하는 기사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뉴스이용의 주된 거점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웹 공간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6]. 즉, 
대부분의 웹 페이지는 여러 콘텐츠들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다. 웹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종
이신문에 비해 각 지면을 복잡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인터
넷신문은 하이퍼링크와 하이퍼텍스트 구조에 의해 수많
은 뉴스기사가 게재되고 있어 뉴스이용자들은 풍부한 뉴
스기사를 소비할 수 있다. 

신문기사의 공급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언론사닷컴은 뉴스기사의 대부분을 직접 생산하여 유
통시키고 있는 반면, 포털의 뉴스기사는 언론사닷컴의 뉴
스기사를 공급 받아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전자를 
생산 중심형 인터넷 뉴스로, 후자를 편집 중심형 뉴스[7]
로 구분한다. 종이신문이 고유한 편집스타일을 통해 특정
신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처럼 포털도 뉴
스기사의 재편집을 통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차별화하
고 있다. 신문기사에 대한 편집스타일은 각 언론사 간 그
리고 각 포털에 따라 다르다.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달리 한 페이지에 수많은 콘
텐츠를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용할 콘텐츠
를 선택하는데 있어 종이신문에 비해 인지적 노력이 더 
요구된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에서 특정 장르의 뉴스기사
와 다양한 콘텐츠는 독자들에게 주요 관심의 대상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신문의 뉴스기사 본
문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 분석을 통해 언론사닷컴 뉴
스기사를 매개하는 포털사이트와 뉴스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닷컴의 뉴스기사 공간(지면)구성과 콘텐츠 유형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관계문헌 연구)

2.1 웹 공간의 특성

웹 공간의 콘텐츠는 하이퍼미디어와 하이퍼링크 구조
로 구성되고 있다. 인터넷의 초기단계는 문서중심의 하이
퍼텍스트 구조로 시작되었으나 영상, 그래픽, 사운드 등
이 결합되면서 하이퍼미디어로 확장되었다. 하이퍼텍스
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단위를 노드(node)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 연결시키는 시스템 요소를 하이퍼링크라 
한다. 하이퍼링크는 모든 웹사이트의 내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8]. 또한 웹 페이지 내
의 하이퍼링크는 사이버공간의 내비게이션 통로를 결정
하고 이용의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이다[9]. 따라서 사
이버 공간에서 모든 정보단위 간 상호연결을 통해 자유
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웹의 하이퍼링크는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커뮤니
케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인터넷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접근성(accessibility), 
연결성(connectivity), 즉시성(immediacy), 개방성(openness)의 
특징을 지니고[8]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구별되는 요인으로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가 비선형성(non-linearity), 다연결성(seamlessness), 
무경계성(borderlessness) 등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가능
한 것이다[10]. 인터넷신문은 웹의 이 같은 특징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국가, 인종 등을 초월하는 국제적
인 저널리즘이 가능한 것이다. 

2.2 신문편집의 요소

신문 산업의 성장세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신문편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실제에서도 신문지면의 외형이 크게 변화
되었다[11]. 종이신문의 편집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지면
의 디자인과 편집의 시각적 요소의 변화에 집중되었다. 
인터넷신문에서도 종이신문에서와 같이 편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편집의 기본원리가 미디어의 구조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종이신문과 인터넷신
문 편집의 기본 원리가 다르다. 이러한 신문편집의 요소
를 내․외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1 신문편집의 형식적 요소

신문편집의 형식적 요소란 신문편집 요소 중 시각적 
요소를 의미한다. 신문편집의 형식적 요소는 지면의 수, 
지면의 크기, 인쇄판형, 활자체, 활자 포인트, 사진, 그래
픽, 일러스트레이션, 삽화, 인포그래픽, 만화, 도표, 도형, 
컬러, 기사의 섹션화, 광고 등이다. 신문지면에서의 시각
적 요소는 텔레비전을 시작으로 여러 전자미디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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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증가되었으며, 이들 요소를 중심
으로 지면의 디자인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11]. 인터
넷신문도 종이신문 편집의 가치체계를 답습하고[12] 있
으며, 인쇄신문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다[13]. 
즉, 독자들은 종이신문의 고유한 편집의 가치나 미학적 
원리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면의 디자인과 
형태, 편집스타일 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
에서도 종이신문의 편집 원리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특성과 기술에 따라 편집의 일부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하나는 종이신문의 편집유형은 지도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문은 지도와 같은 배열의 원
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4]. 다른 하나는 인터넷
이 멀티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오디오와 동영상 기호가 편집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뉴스기사 본문 주변 공간의 관련 뉴스기사들
과 여러 유형의 콘텐츠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도 종이
신문의 편집과 구별되는 편집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웹 페이지는 콘텐츠와 다양한 디자인 요소로 페이지의 
공간을 복잡/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다. 웹 홈페이지의 길
이, 그래픽과 링크 수, 텍스트의 양, 애니메이션 이용 등
은 웹페이지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요인들로 구성된 웹 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거나 단순한 것보다 적당한 범주 내에서의 복잡성
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15]. 웹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콘텐츠의 질, 사용성, 가독성이 뛰
어나야 한다[16]. 소비자들의 웹 페이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질은 편집의 내용적 요소라 할 수 있으
며, 사용성은 인터넷 이용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이신문과 구별되는 형식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가독성
은 인쇄물의 읽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자인
이나 글의 난이도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의 
내․외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2.2.2 신문편집의 내용적 요소

신문편집의 내용적 요소는 뉴스기사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신문편집은 뉴스기사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현대인들은 각종 언론사들로부터 생산되는 뉴
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할 뉴스기사나 정보기사를 
선택한다. 뉴스기사의 선택성은 종이신문에 비해 인터넷
신문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신문의 뉴스페이지가 뉴스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많은 뉴스기사를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에서 뉴스기사의 제목은 독자들이 읽을 뉴스기사 선
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7]. 인터넷신문에서 뉴스기

사의 제목이 종이신문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신
문의 공간과 노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18]. 인터넷신문
은 독자들에게 뉴스기사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
은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뉴스기사 제목의 선정
성, 연성뉴스기사 비율의 증가, 뉴스기사 제목이 기사본
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낚시성 기사제목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등은 뉴스기사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일
환으로 볼 수 있다. 언론사에 의해 편집될 뉴스기사의 선
택은 뉴스기사 내용의 가치기준에 따라 행해지며, 독자들
도 뉴스기사 제목의 내용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볼 때 
뉴스기사 제목은 편집의 내용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layout)은 독자들의 웹 사이트 
간 유사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텍스트는 웹 페이지의 유사성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텍스트의 완성도와 난이도는 독자들이 뉴스 웹사이
트에 대한 유사성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자들은 읽기 쉬운 내용의 텍스트보다 어려운 내
용의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 페이지가 더 차별화 된다고 
인식한다[19]. 또한 정보 콘텐츠는 포털의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20]. 인터넷신문에 대한 친밀감도 인터넷 
신문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1]. 즉, 독자들은 친밀
감이 높은 뉴스 웹사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정 뉴스 웹사이트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독자들에게는 뉴스기사 단위의 뉴스캐스트 보다 언론사 
단위의 뉴스스탠드 방식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기사를 선
택하는데 더 유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3.1 연구문제

인터넷신문은 뉴스기사 생산 중심의 언론사닷컴과 뉴
스기사 편집 중심의 포털뉴스로 구분할 수 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뉴스캐스트 방식의 인링크(in-link)와 아웃
링크(out-link)구조 그리고 뉴스스탠드(newsstand) 방식인 
아웃링크 구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뉴
스캐스트 방식의 인링크와 아웃링크 구조의 포털뉴스에
서 수집되었다. 각 포털의 뉴스페이지 구성과 콘텐츠 유
형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터넷신문(포털사이트, 언론사닷컴) 뉴
스기사 본문 페이지 구성((make-up)과 
콘텐츠 유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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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인터넷신문(포털사이트, 언론사닷컴) 뉴
스기사 본문 페이지 구성과 각 유형의 
콘텐츠는 각 포털사이트 간 그리고 각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 간 차이가 있
는가? 

3.2 연구방법

3.2.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야후(Yahoo) 등 4개 포털의 뉴스기사로 하였다. 이들 포
털사이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이트에의 접속
자 및 페이지뷰가 가장 많다는 것에 기인하였다. 분석 샘
플은 각 포털의 프론트페이지 접속 시 뉴스섹션에 가장 
먼저 제시된 페이지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2 자료수집 기간 및 범위 

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1월 30일 
기간의 평일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에서 주말 2일을 제
외한 것은 휴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 당시 각 포털의 뉴스섹션
은 1페이지에 9, 12, 14, 17건의 뉴스기사가 게재되었다. 
4개 포털의 각 페이지에 게재된 뉴스기사 수의 평균인 13
개의 뉴스기사를 1일 자료수집의 분량으로 하였다. 한 포
털에서 5일 동안 수집된 뉴스기사의 본문 페이지는 총 65
페이지로 4개 포털에서 수집된 뉴스페이지는 총 260페이
지였다. 

  

3.2.3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260개의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에 배
치된 모든 콘텐츠를 유목화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분류
표에 기록하여 데이터화 하였다.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는 
뉴스기사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상․하․좌․우측 공간, 
뉴스기사 본문의 좌․우․하위 공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각 공간의 구성된 콘텐츠 유형
을 분류하고, 각 포털 간 콘텐츠 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t-검증 기법을 
이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구성과 콘텐츠 유형

포털사이트 간 뉴스기사 페이지는 네이버가 다음, 네
이트, 야후 등에 비해 더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며, 다음, 

네이트, 야후 등은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뉴스기사 페이지 구성이 다른 포털 뉴스기사 페
이지와 다른 것은 뉴스서비스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네이트, 야후 등은 웹사이트 내 뉴스페이지로 연결
되는 인링크 방식인 반면, 네이버는 뉴스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이다. 현재는 아
웃링크 구조의 뉴스스탠드 방식이다. 본 논문의 자료수집 
기간에는 뉴스캐스트 방식이었다. 따라서 네이버 뉴스기
사 페이지 구성과 콘텐츠는 언론사닷컴의 뉴스기사 페이
지 구성과 콘텐츠 유형이다. 각 포털의 뉴스기사 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Table 1] A format of the news story page in Naver

[Table 2] Formats of the news story pages in Daum, Nate 

and Y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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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네이버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각 공간의 콘

텐츠  

4.1.1.1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좌측 공간
이 공간은 주로 여백(餘白)이거나 광고가 게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공간에 게재된 콘텐츠는 광고와 뉴스
기사였다. 대부분이 광고였으며, 뉴스기사는 사진기사로 
게재 빈도가 매우 낮았다. 

4.1.1.2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우측 공간
이 공간의 콘텐츠는 모두 광고였다. 광고유형은 고정

형과 스크롤(scroll) 광고로 구성되었으며, 게재 비율은 
스크롤 광고가 월등히 많았다. 

4.1.1.3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상위 공간
이 공간은 신문제호와 함께 뉴스기사와 광고가 게재되

었다. 뉴스기사는 제목기사와 사진기사 유형으로 구성되
었으며, 연속적으로 다른 뉴스기사 제목을 제시하는 슬라
이드형 뉴스기사도 볼 수 있었다. 광고는 고정형과 팝업
광고, 기사제목 광고 등이었다.    

4.1.1.4 뉴스기사 본문 공간
뉴스기사 본문 공간은 본문과 광고 그리고 본문의 특

정 단어의 하이퍼링크로 구성되었다.

4.1.1.5 뉴스기사 본문 상위 공간
이 공간은 신문제호와 기사제목 사이의 공간으로 뉴스

기사와 광고로 구성되었다. 광고는 고정형과 팝업, 기사
제목 광고 등으로, 뉴스기사는 제목기사와 사진기사가 게
재되었다.  

4.1.1.6 뉴스기사 본문 좌측 공간  
이 공간에는 뉴스기사, 정보기사, 만화ㆍ만평, 광고 등

이 게재되었다. 뉴스기사와 정보기사는 제목기사와 사진
기사로, 광고는 고정형, 스크롤, 팝업, 기사제목 광고 등
이었다.  

4.1.1.7 뉴스기사 본문 우측 공간
이 공간은 뉴스기사와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뉴스기사

는 제목기사와 사진기사로, 광고는 고정형, 스크롤 , 팝
업, 기사제목 광고 등이었다. 

4.1.1.8 뉴스기사 본문 하위 공간
이 공간은 뉴스기사, 정보기사, 광고 등이 게재되었으

며, 뉴스기사와 정보기사는 제목기사와 사진기사로, 광고
는 배너광고와 기사제목 광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4.1.1.9 뉴스기사 페이지 하위 공간
이 공간은 미디어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산되는 

댓글이나 SNS 콘텐츠와 뉴스기사, 정보기사, 광고 등이 
게재되었다. 뉴스기사는 제목기사, 사진기사,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등으로, 정보기사는 제목기사와 사진기사로, 
광고는 상품광고, 기업로그 광고, 기사제목 광고 등이었다. 

4.1.1.10 뉴스기사 본문 우측 공간의 우측 공간
이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가장 많은 콘텐츠가 게재

되었다. 이 공간의 콘텐츠는 뉴스기사, 정보기사, 오락, 
참여, 광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뉴스기사는 제목기사, 사
진기사,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등으로, 정보기사는 제목
기사와 사진기사 등이었다. 오락 콘텐츠는 인터넷 유머, 
카툰(만화), 커뮤니티 인기글 등으로, 참여형 콘텐츠는 여
론(Poll) 및 이벤트 등으로, 광고유형은 배너광고와 기사
제목 광고였다. 

4.1.2 다음(Daum), 네이트(Nate), 야후(Yahoo)

4.1.2.1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좌측 공간
다음과 네이트의 이 공간은 여백으로 처리되었다. 일

반적으로 인터넷신문에서 이 공간은 여백으로 처리하거
나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에서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4.1.2.2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우측 공간
이 공간은 세 포털사이트 모두 광고가 게재되었다. 

4.1.2.3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상위 공간
이 공간은 신문제호, 웹사이트의 로그가 배치되었다. 

다음은 뉴스기사와 광고, 네이트와 야후는 광고가 게재되
었다. 

4.1.2.4 뉴스기사 본문 공간
이 공간은 기사본문과 기사본문의 특정 단어에 파란색

으로 표기된 하이퍼링크와 광고가 게재되었다. 뉴스기사 
본문의 특정 단어의 하이퍼링크는 언론사닷컴의 뉴스기
사가 다음에서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다음의 뉴스서비스 
중 하나로 대부분의 뉴스기사에서 하이퍼링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네이트는 이 같은 하이퍼링크 서비스를 
하지 않고, 광고만 게재되었다. 야후는 다음과 같이 하이
퍼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광고는 게재하지 않았다. 

  
4.1.2.5 뉴스기사 본문 하위 공간
이 공간은 세 포털 모두 뉴스기사와 광고가 게재되었

다. 뉴스기사 유형은 제목기사와 사진기사, 광고유형은 
다음과 네이트 모두 기사제목 광고였던 반면, 야후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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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너광고였다.  

4.1.2.6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하위 공간
이 공간의 콘텐츠는 뉴스기사와 광고였으며, 뉴스기사

는 제목기사, 사진기사, 포토 및 TV 영상뉴스 등으로, 광
고는 배너광고와 기사제목 광고였다. 네이트는 뉴스기사
와 광고 그리고 여론(Poll)과 같은 참여형 콘텐츠가 게재
되었다. 뉴스기사는 제목기사, 사진기사, 동영상, 포토뉴
스 등이었다. 이 공간의 광고는 모두 기사제목 광고였다. 
야후는 뉴스기사 그리고 Poll과 토론마당 등과 같은 참여
형 콘텐츠가 게재되었다. 뉴스기사는 제목기사, 사진기
사, 포토뉴스 등이었다. 야후에서는 다른 포털사이트와 
달리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 공간에 이용자
들의 참여형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았다.  

4.1.2.7 뉴스기사 본문 우측 공간의 우측 공간
이 공간의 콘텐츠는 뉴스기사, 정보기사, 참여형, 광고 

등이었다. 뉴스기사 유형은 제목기사, 정보기사, 사진기
사, 포토뉴스 등이었으며, 광고는 모두 배너광고가 게재
되었다. 이용자들의 참여형 콘텐츠는 여론(Poll), 아고라, 
네티즌센터, 페이스북, 이벤트 등이었다. 네이트는 뉴스
기사,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등의 콘텐츠와 여론이나 이
벤트와 같은 참여형 콘텐츠 그리고 e-스포츠, 카툰 등과 
같은 오락콘텐츠와 광고가 게재되었다. 야후는 뉴스기사, 
정보기사, 포토뉴스 등의 콘텐츠와 참여형인 여론과 채
팅, 카툰과 같은 오락콘텐츠와 광고로 구성되었다.  

4.2 각 포털의 뉴스기사 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에 대한 비교분석

포털의 뉴스기사 본문페이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공간에 게재된 콘텐츠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 
이용된 콘텐츠는 각 공간에 공통적으로 게재된 콘텐츠로 
통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4.2.1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상위 공간

4.2.1.1 배너광고
이 공간은 배너광고 수는 네이버(M=1.8), 네이트

(M=.89), 야후(M=.83), 다음(M=.16) 순이었다. 광고량을 
비교한 결과 네이트와 야후는 차이가 없으나, 다른 포털
사이트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29, 
p<.000). 

4.2.2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의 좌측 공간

4.2.2.1 배너광고 
이 공간의 광고는 네이버와 야후에서만 게재되었다. 

두 사이트에 대한 t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6.18, p<.000). 네이버(M=6.90)가 야후(M=2.06)에 
비해 더 많은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우측 공간

4.2.3.1 배너광고 
이 공간의 광고 수는 네이버(M=4.76), 다음(M=.87), 

네이트(M=.60), 야후(M=.09) 순이었다. 차이검증 결과 네
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의 세 포털 간에는 차이가 있으
나(F=36.84, p<.000), 다음, 네이트, 야후의 세 포털 간에
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 뉴스기사 본문 공간

4.2.4.1 배너광고 
이 공간의 광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만 게재

되었다. 세 포털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네이버와 다음, 네
이트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20.51, 
p<.000), 다음과 네이트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4.2.4.2 뉴스기사 본문 단어의 하이퍼링크
뉴스기사 본문의 특정 단어에 하이퍼링크된 콘텐츠는 

주로 광고와 정보이다. 언론사닷컴에서는 대부분 광고였
으며, 포털에서는 정보 콘텐츠였다. 네이트는 이 같은 하
이퍼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다음 간에
는 차이가 없으나 다음과 야후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13.94, p<.000). 단일 뉴스기사당 하이퍼
링크 수는 다음이나 야후에 비해 네이버의 뉴스기사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야후가 자체편집
을 통해 하이퍼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네이
버는 아웃링크 방식에 의해 언론사닷컴에서의 서비스를 
그대로 매개하고 있는 것에 따른 현상이다. 각 언론사닷
컴들은 하이퍼링크 서비스의 유ㆍ무가 혼재하고 있다. 따
라서 다음과 네이버의 하이퍼링크(M=5.09, 5.92)는 비슷
하였다. 다음(M=5.09)은 야후(M=.782)에 비해 하이퍼링
크 수가 더 많았다(F=13.94, p<.000).

4.2.5 뉴스기사 본문 하위 공간

4.2.5.1 뉴스기사 본문과 관련기사
이 공간은 주로 뉴스기사 본문과 관련된 기사들이다. 

뉴스기사의 평균은 네이트(M=6.53), 야후(M=6.09), 다음
(M=5.16), 네이버(M=3.40) 순으로 나타났다. 각 사이트 
간 비교에서는 네이버와 야후 간, 다음과 야후 간, 네이트
와 야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2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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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ost hoc(Scheffe)
Descriptive 

Statistics
One Way ANOVA

Factor Portal(I)
Portal

(I-J)
MD P-value N M DF F(t) P-value

advertisement on the 

highest space

1

2

2

2

3

4

3

4

1.63(*)

.90(*)

.96(*)

-.72(*)

-.66(*)

.000

.000

.000

.000

.000

65

65

65

65

65

1.80

.16

.89

.83

3 45.29 .000

advertisement on the right 

space

1 2

3

4

3.89(*)

4.16(*)

4.67(*)

.000

.000

.000

65

65

65

4.76

.87

.60

3 36.84 .000

advertisement on the text  

space

1 2

3

1.13(*)

1.83(*)

.001

.000

65

65

2.06

.92
2 20.51 .000

hyperlink
1

2

4

4

5.18(*)

4.35(*)

.000

.000

65

65

5.09

.738
2 13.94 .000

the text low space-related 

news story 

1

2

3

4

4

4

1.76(*)

3.13(*)

2.69(*)

.029

.000

.000

65

65

65

3.40

5.16

6.53

3 11.27 .000

title advertisement on the 

text low space

1

2

4

4

-4.96(*)

-6.18(*)

.000

.000

65

65

1.84

8.03
2 58.50 .000

title news story on the 

lowest space

2

3

3

4

-5.87(*)

6.84(*)

.000

.000

65

65

5.72

11.60

4.75

3 10.10 .000

lowest photo news on the 

lowest space

1

2

2

3

4

3

4

4

-2.96(*)

1.47(*)

-2.12(*)

-3.60(*)

.000

.003

.000

.000

65

65

65

65

2.96

3.81

2.33

5.93

3 32.24 .000

title advertisement on the 

lowest space

1

2

2

3

3

2.93(*)

1.09

-1.84(*)

.000

.307

.036

65

65

65

6.81

3.87

5.72

2 8.79 .000

advertisement on the right 

of text 

1

2

3

2

3

4

4

4

11.60(*)

9.81(*)

16.27(*)

4.67(*)

6.46(*)

.000

.000

.000

.000

.000

65

65

65

65

65

18.95

7.35

9.13

2.67

3 174.55 .000

title news story on the right 

of text

1

2

2

3

2

3

4

3

4

4

-36.41(*)

-28.89(*)

-13.58(*)

7.52(*)

22.83(*)

15.30(*)

.000

.000

.000

.000

.000

.000

65

65

65

65

65

65

16.61

53.03

45.50

30.20
3 677.99 .000

photo news story on the 

right of text

1

2

3

2

3

3

4

-.323

-3.24(*)

-2.92(*)

3.41(*)

.000

.000

.000

.000

65

65

65

65

16.61

53.03

45.50

30.20

3 60.02 .000

photo news on the right of 

text

1

2

2

3

2

4

3

4

4

2.23(*)

-2.73(*)

-2.83(*)

-4.96(*)

-2.13(*)

.000

.000

.000

.000

.000

65

65

65

65

65

2.80

.56

3.40

5.53

3 68.79 .000

* 1=Naver, 2=Daum, 3=Nate, 4=Yahoo

[Table 3]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xt page contents in the news story of each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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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기사제목 광고
기사제목 광고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에서만 게재되

었다. 비교결과 네이버와 다음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네
이버(M=3.06)와 야후(M=8.03), 다음(M=1.84)과 야후 간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8.50, p<.000). 

4.2.6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 하위 공간  

4.2.6.1 제목기사
이 공간의 제목기사는 네이트(M=11.60), 네이버

(M=8.40), 다음(M=5.72), 야후(M=4.75) 등의 순이었다. 
비교결과 다음과 네이트 간 그리고 네이트와 야후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0, p<.000). 

4.2.6.2 사진기사
이 공간의 사진기사는 네이버(M=1.36), 야후(M=1.01), 

다음(M=.56), 네이트(M=.44) 등의 순이었다. 비교결과 이 
공간의 사진기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5.3 포토뉴스
이 공간의 포토뉴스 수는 야후(M=5.93), 다음

(M=3.81), 네이버(M=2.96), 네이트(M=2.33) 등의 순이었
다. 비교결과 네이버와 야후, 다음과 네이트, 다음과 야
후, 네이트와 야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2.24, p<.000). 

4.2.5.4 기사제목 광고
이 공간의 기사제목 광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

곳의 포털사이트에서만 발견되었다. 비교결과 네이버
(M=6.81)와 다음(M=3.87), 다음과 네이트(M=5.72)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79, p<.000).

4.2.7 뉴스기사 본문 우측 공간

4.2.7.1 기사제목 광고
뉴스기사 본문 우측 공간의 기사제목 광고는 네이버

(M=15.66)와 다음(M=.15)에서만 게재되었다. 비교결과 
네이버가 다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13.36, p<.000).

4.2.7.2 배너광고
이 공간의 배너광고는 네이버(M=18.95), 네이트

(M=9.13), 다음(M=7.35), 야후(M=2.67) 순이었다. 네이버
에서 다른 포털사이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게재되었
다. 비교결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 간 그리고 다
음과 네이트, 네이트와 야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174.55, p<.000). 

4.2.7.3 제목기사
이 공간의 제목기사는 다음(M=53.03), 네이트

(M=45.50), 야후(M=30.20). 네이버(M=16.61) 순이었다. 
비교결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 간 그리고 다음과 
네이트, 다음과 야후, 네이트와 야후 등 모든 포털사이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7.99, p<.000).

4.2.7.4 사진기사
이 공간의 사진기사는 네이트(M=6.66), 다음(M=3.73), 

네이버(M=3.41), 야후(M=3.24)  순이었다. 비교결과 네
이버와 네이트, 다음과 네이트, 네이트와 야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0.02, p<.000).

4.2.7.5 포토뉴스
이 공간의 포토뉴스는 야후(M=5.53), 네이트(M=3.40), 

네이버(M=2.80), 다음(M=.56) 순이었다. 비교결과 네이
버와 다음, 야후 간 그리고 다음과 네이트, 다음과 야후, 
네이트와 야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79, 
p<.000).

5. 요약 및 결론

인터넷신문의 뉴스페이지에 대한 분석결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 간에는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으나, 다음, 네이트, 야후 간 뉴스기사 본문 페
이지 구성과 콘텐츠 유형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그러
나 각 유형의 콘텐츠 양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뉴스기사 페이지의 공간 구성은 네이버가 10개의 
공간으로, 다른 세 포털은 7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언론사닷컴의 뉴스기사 페이지 공간은 언론사닷컴의 뉴
스기사를 재편집하여 뉴스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세 포털
의 뉴스기사 공간보다 더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뉴스기사 
페이지공간의 복잡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는 
광고이다. 광고는 세 포털뉴스에 비해 네이버 뉴스에서 
더 많이 게재되고 있었으며, 광고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
니라 게재도 더욱 다양한 공간에 배치되었다. 야후는 기
사본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도 가장 
적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뉴스기사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
츠의 다양성은 포털이 더 높은 반면, 오락 콘텐츠의 비율
은 언론사닷컴이 더 높았다. 특히 연예 관련 뉴스기사가 
높게 게재되었다. 세 포털에서 오락형 콘텐츠는 네이트
가, 참여형 콘텐츠는 야후가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콘텐츠의 다양성은 비슷하였다. 뉴스기사의 경우 제목기
사는 다음이, 사진기사는 네이트가, 포토뉴스는 야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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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뉴스기사 본문의 하이퍼링크 서비
스는 다음과 야후 그리고 언론사닷컴의 일부에서 제공되
었으나 네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인터넷신문의 뉴
스기사 본문페이지는 수많은 뉴스기사와 정보, 오락, 참
여형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 등으로 복잡하
게 구성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과 포토기사, e-스포츠, 여
론(poll), 이벤트, SNS, 채팅, 댓글 등은 종이신문과 구별
되는 콘텐츠 유형들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웹 페이지의 지나친 복잡성과 광고의 
혼잡성은 이용자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볼 때, 언론사닷컴의 뉴스페이지의 공간구성이 복
잡하고 광고가 지나치게 많으며, 뉴스기사 본문공간의 팝
업광고 등은 뉴스이용자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다음, 네이트, 야후 의 뉴스기사 페이지 공간
은 언론사닷컴에 비해 덜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며, 광고 
수도 적고, 여백 등 전체의 공간이 더 간결하게 구성되었
다. 최근 종이신문에서도 가독성을 높여 독자들이 기사내
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면구성의 간
결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도 종이신문 편집의 가
치체계를 답습하고 있으며, 인쇄신문의 전통을 유지하려
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에서도 지면
의 가독성을 높여 뉴스기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지나친 광고와 과도한 콘텐츠의 양을 지양하고 
질적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들로 지면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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