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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용  상 용  하는 라  커 니  적  매체로 간주 고 는 에스

에 닷컴  지 과 비스  측 에  함 로   라 신 들  나아갈 향  찾

는  도움  주고  한다.  해 지 - 라 신  통합 뉴스룸 운  통해 계 고 수  신적  

과 비스  제공하고 는 에스에 닷컴  2016  5월 23 터 6월 5 지 2주 동안 랜 하게 하

여 하 다. 에스에 닷컴  지 신  에스에    시각 아 티티 연계  갖고 

다. 그리고 티미 어  가로  식  사, 용  편집 는 론 용 간 향 통, 용  고주  

 고려한 고  직 적  결제 능 등 편리하고 니크한 비스  제공하고 다.  내용  토 로 

도 사용  경험  고려한 독창적   개 하여 라 신  지  비스  개 한다  텐츠는 

론 도 우수한 계적  라 신 로 리매 할 수  것 로 한다.

주제어 : 에스에  , 라 신 , 에스에 닷컴, 지 , 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d analyze design of USATODAY.COM aimed at being 

helpful for Chinese online news industry to search for the way forward. USATODAY.COM which converges 

print and online newsrooms is regarded as a pioneer in the online communication media. It engages interaction 

with users and their demand, and provides the best level of website and service design. This paper conducted 

through both theoretical works and design analyses by randomly visiting USATODAY.COM from May 23 to 

June 5, 2016. USATODAY.COM maintains consistent and high quality of a visual identity system on its 

homepage, and it is strongly linked to that of USA TODAY. Also, USATODAY.COM provides unique content 

provision methods, interactive features, advertisement and payment functions through service design considering 

the user experiences and needs. Based on its resul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hinese online newspaper 

market which has an astonishing chance to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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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목적 

1969년 미국 국방부가 구축한 아르 넷(ARPANET)

을 시 로 한 인터넷의 출 은 통 인 언론 산업에도

변 을 래하며 신문사 닷컴, 독립 온라인신문사, 검색

엔진(search engine)을 이용한 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를 통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 등 온라인 리즘 지형

을 새로이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신문사 닷컴은

체계 이고 안정 인 뉴스 유통 조직을구축하고 지면신

문 디자인 노하우를 비롯한 뉴스 생산에 한 문성[1]

을 토 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드 스 트 즈(2014)[2]는 ‘ 세계 성인 인구

지면 신문 구독자는 25억여 명이며 디지털 형식의 신문

을 구독하는 사람은 8억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 다.

지면신문 구독자가 후자보다 3배 이상 많지만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일간 지면신문 발행부수는 2% 감소한 반

면 유료 온라인신문 발생부수가 2,000%로 증하 듯이

앞으로도 온라인신문의 발행 부수와 이용자수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2016년 신문 웹 순 [3]에 의하면 세계 200 신문에

국 온라인신문사가 9곳이나 선정되었다. 이처럼 국

온라인신문들에 한 웹 방문률이 높음에도불구하고

부분의 국 온라인신문들은 지면신문의 기사와 정보를

인터넷상에 옮긴 수 이며, 기사내용을 우선시하는 당

원회의 방침과 검열에 의해 디자인과서비스는 낙후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 의 유에스에

이투데이닷컴(USATODAY.com)을 분석하여 개방화가

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율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국

신문사 닷컴이 이용자 심의 디자인과서비스를 개선하

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    

온라인신문의 특징과 서비스디자인에 한 이론 고

찰은 학술논문, 단행본, 디지털 자료를 통해 진행하 고

분석 상은 세계메이 온라인신문 2015년 1월기

데스크톱과 모바일기기에서 디지털 트래픽이 가장 많았

던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4]으로 정했다. 유에스에이투

데이닷컴은 지면-온라인신문의 통합 뉴스룸을 운 함으

로써 이용자 심의 심미 인 웹사이트디자인과 양질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16년 5월 23일(월)부

터 6월 5일(일)까지 2주 동안 랜덤하게 속하 는데 평

일과 주말의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어서 웹사이트디자인

의 일반 인 특징을 도출하 다.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의 디자인을 분석하기 해 먼

지면신문과의 디자인 연계성을 살펴보고, 웹사이트의

‘메인’이자 ‘ 문’에 해당하는 홈페이지(homepage)의 디

자인을 분석하 다. 그리고 정보성, 편의성, 신성, 사용

성, 사용의도 등의 서비스 품질요인[5]을 요인별로 분석

하기보다 기사게시, 방향 소통, 고, 결제 기능에 용

하여 실질 인 서비스디자인 측면을 분석하 다.

2. 라 신 과 비스  특징

2.1 라 신  특징

1650년 세계 최 의 일간지인 독일의 아이코멘데 자

이퉁(Einkommende Zeitung)이 발행된 후 약 3세기가흐

른 1994년 미국의 팔로 알토 클리(Palo Alto Weekly)

가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한 뉴스를 발행하고[6] 1996년

팔로 알토 온라인(Palo Alto Online)을 개설함으로써 온

라인신문이 시작되었다[Fig. 1]. 이 후 온라인신문은 지

면신문과는 다른 제작, 생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편집인, 네트워크 운 련 기술자, 온라인 독자계정

리인, 인터넷 신문 고 매자, 신문 기자, 그래픽 디

자이 그리고 각종 비디오, 오디오 자료등을 만들고 편

집하는 멀티미디어 에디터들[7]이 담하며 차별화된 디

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 인 온라인신문의 표 인 특징은 크게 일곱

가지이다. 첫째, 24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24/7 서비스

와 뉴스피드 시스템으로 실시간 뉴스를 달함으로써 지

면신문의 단 이었던 속보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텍

스트, 사진, 음성, 동 상 등을 활용하여 뉴스를제공하는

통합매체(multimedia)이다. 셋째, 하이퍼링크를 통한 심

층 인 기사 검색이 가능하다. 넷째, RSS를 이용하여 최

신 뉴스를 자동 수집하는 등 이용자의 흥미나 심에 따

른 능동 개인 맞춤형 구독이 가능하다. 다섯째, 자게

시 이나 이메일 등 피드백 채 을 운 하고 온라인 채

이나 일 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문사와 이용자 간

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여섯째, 북마크, 지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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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고

가 시간 별로 제공되거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Palo Alto Weekly in 1994 Palo Alto Online in 1997

[Fig. 1] Homepage design of Palo Alto Weekly & 

Palo Alto Online[8]

2.2 비스  특징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활동으로 기에는 공공 서비스를 한 디자인

을 의미했으나 지 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모든 분야를

한 디자인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서비스디자인은 이

용자에게 달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소멸성, 손에 잡

을 수없는무형성의 특징[9]이있다. 그래서 유무형의 요

소를 가시화하여 이용자의 정 인 감성과 경험을[10]

충족시키며 기능성과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에서 유료독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다양한 니

즈에 응하여 쉽고 편리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고려해야 하는 온라인신문에서

서비스디자인은 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3. 지 신 과 라 신   연계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982년 9월 15일 개닛(Gannett)

그룹에 의해 발행된 미국 최 의 국 일간신문이다. 창

간 기부터 칼라사진, 칼라도표와 칼라그래 등 인포

그래픽을 극 으로 활용하는 신문으로 차별화를 도모

하 으며, 2012년에는 지면 체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용하 다. 로고는 푸투라 투데이체

(Futura Today)로 제작되었으며 심벌은 로벌을 상징

하는 원형의 블루(C100 M6 Y0 K0) 색채로 바뀌었고[11]

각 섹션에는 상징 색채와 서 랜드 로고를 용한 시

각 아이덴티티[Fig. 2]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5단 그리드

를 용하고 인포그래픽, 칼라사진의 수량과 크기는 늘

린 반면 텍스트 기사 양과 폰트 크기는 여서 시각정보

심의 지면디자인을 강화하 다. 서비스디자인 측면에

서도 정치, 사회 기사보다 독자들이 선호하는 날씨, 스포

츠 등의 정보를 심으로 제공하는데 경기의 최종 득

표를 국의 독자들에게 바로 제공하기 해 통신 성

계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제작 방식을 도입하 다.

한 사 시장조사를 토 로 신문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연령별, 성별 표 독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의견

을 싣는 등[12]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시하고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배달서비스와 지난 호 자

(E-newspaper)은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고지침을 제작하여[13] 이용

자뿐만 아니라 고주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g. 2] USA TODAY sub-brand logos differentiated

by color[11]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온라인 서비스는 1995년 4월 17

일 유에스에이 투데이 온라인(USATODAY Online)으로

시작하여 1998년 11월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으로 명칭

을 변경하 다. 2007년 반까지 지면신문 정보를 그

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후 사이트를

면 으로 개편하고 인터넷 환경에 합한 편집체계를 갖

추기 시작하여 2012년 타지 인터 티 (Fi; Fantasy

Interactive)에 의해 재 스타일이 구축되었다. 지면신문

과 같이 색채와 사진 등 그래픽을 강조하고 있지만[Fig.

3] 지면신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신 유에스에이투데

이닷컴만의 디자인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Table 1>.

[Fig. 3] USATODAY.com section pages differentiated 

by color[14]



에스에 닷컴  웹사 트 지 과 비스  

42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423-430

USA TODAY USATODAY.com

Graphic

&

website

design

Master

logo minimum size (25.7㎜)

with endorsement

minimum size(109

pixels) with

endorsement
Grid 5 columns 11 columns

Image

∙graphic-driven

stories: color photos,

color infographics

∙multimedia-driven

stories: color photos,

videos

Type

face

∙Futura Today(bold,

demi-bold, normal,

light condensed bold)

∙Futura Today

Screen(bold, demi-bold,

normal, light)

∙Arial

Sections

& colors

∙six main sections &

colors

news:

C100 M6 Y0 K0

money:

C90 M0 Y100 K0

sports:

C0 M100 Y100 K0

life:

C50 M100 Y0 K0

Tech:

C0 M45 Y90 K0

travel:

C65 M0 Y10 K0

∙eight main sections &

colors

news:

R0 G155 B255

sports:

R235 G30 B0

life:

R150 G0 B180

money:

R0 G165 B60

tech:

R250 G95 B00

travel:

R0 G195 B195

opinion:

R163 G163 B163

weather:

R255 G192 B0

Service

design

Features

∙weather and

temperature data

provided by the

weather channel

meteorologists

∙e-Newspaper of USA

TODAY

∙horizontal web

experience

∙articles pop up as an

overlay

∙multimedia: color

photos, videos, audio

∙interactive weather

mapping

∙timeline & hyper

links

Communic

ation

∙interaction with

readers

∙opinion section

columns by guest

writers

∙user experience

service with multi

channel

∙RSS feeds free of

charge

∙live video coverage

AD ∙AD rate card ∙AD units
Subscripti

on
∙paid ∙free

<Table 1> USA TODAY vs. USATODAY.com

4. 지 과 비스  

4.1 지  

그래픽디자이 와 웹디자이 가 리하고 있는 유에

스에이투데이닷컴의 홈페이지디자인 특징은 크게 네 가

지이다. 첫째, 기본 이아웃은 11단(column)[Fig. 4]이며

헤더(header), 기사페이지(main), 푸터(footer)로 구성되

어 있다[Fig. 5]. 둘째, 칼라사진과 동 상 등 멀티미디어

기사가 극 으로 제공되고 있다. 셋째, 섹션별 상징 색

채가 용되어 있다. 넷째,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 용

서체에 최 화되어 일 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

▶ ▶

▶ ▶

[Fig. 4] Columns & layout of USATODAY.COM[15]

[Fig. 5] Homepage structure & design of 

         USATODAY.com

4.1.1 헤  터

헤더는 로고가 치해 있는 발행인란(masthead),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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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포츠, 생활, 융, 기술, 의견, 여행, 날씨 순으로 된

섹션과 단어 맞추기 등에 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찾기

(search)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스, 스포츠, 생활, 융, 기술, 여행의 여섯 개 섹션은

지면신문과 동일하게 각각 블루(R0 G155 B255), 드

(R235 G30 B0), 퍼 (R150 G0 B180), 그린(R0 G165

B60), 오 지(R250 G95 B00), 라이트 블루(R0 G195

B195)의 상징 색채가 용되었으며, 의견섹션은 그 이

(R163 G163 B163), 날씨 섹션은 로우(R255 G192 B0)

로 구성되어 있다[11]. 한 커서를 내비게이션 에

면 얇은 선이 면으로 바뀌어 상징 색채가 명확하게 보임

으로써 섹션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배경의 헤더는 각각

의 상징 색채가 부각되도록 하며 페이지 체를 시각

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날씨를 제외한 모든 섹션의 제목은 화이트 색채의 볼

드한 문자 푸투라 투데이체이나 날씨섹션은 자 신

아이콘과 온도 표시 기호로 제시되어 커서를 면 내비

게이션 아래에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차별화된 디자인

으로 되어 있다.

푸터는 여덟 가지 상징 색채로 된 얇은 선에 의해 기

사페이지와 구분되어 있다. 화이트 배경의 푸터에는 로

고가 강조되어 있으며 텍스트 심의 내비게이션, 소셜

미디어, 그 외 핵심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4.1.2 사 지

기사페이지는 사진 심의 이아웃이 특징이다. 왼쪽

상단에는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주요기사가 사진을 심

으로 제공되며, 기사의 요도에 따라 사진의 크기는 확

나 축소된다. 헤드라인 기사격인 사진 아래에도 사진

심의 작은 기사들과 동 상 기사들이 게시된다. 모든

사진에는 섹션을 알리는 제목과 색채 막 가 있어서 기

사를 읽지 않아도 색채를 통해 섹션을 직 으로 악

할 수 있다[Fig. 6]. 주요기사, 실시간 인기기사, 최신기사

등의 텍스트 심의 기사와 고는 9~10번째 단에 치

시켜 사진 심의 기사들과 구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4], [Fig. 5], [Fig. 6].

기사페이지에는 칼라사진과 더불어 고해상도의 비디

오가 극 활용되어 TV나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은 세

를 한 시각 스토리텔링이라는 디자인컨셉을 유지하

고 있다. 배경색채는 화려한 칼라사진, 동 상, 텍스트가

모두 잘 읽힐 수 있도록 성색인 그 이와 화이트가

용되었다. 텍스트는 미세 조정하여 스크린에서의 가독성

을 향상시킨 푸투라 투데이 패 리(hand hinted web

family) 서체를 용할 때 최 화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푸투라 투데이체 용이 어려운 시스템 환

경에서는 애리얼(Arial)서체를 용한다[11].

May 29, 2016 June 4, 2016

[Fig. 6] Photo & color-centric design of 

         USATODAY.COM[14]

유에스에이 투데이 홈페이지는 랜드디자인 가이드

라인에따라로고, 용색채, 용 서체를 용하고사진

과 동 상 심의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용자들

에게 일 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4.2 비스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은 이용자 심의 서비스를 반

하여 웹사이트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을 완 히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의 기사, 소통, 고, 결제 기능을

심으로 서비스디자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4.2.1 사 게시

기사에 한 주요 서비스는 가로 읽기 방식(horizontal

web experience), 서 섹션페이지, 멀티미디어, 타임라

인, 그리고 날씨섹션에서 제공된다. 지면신문처럼좌우로

넘기는 가로읽기 방식은 상하로 스크롤하는 기존의 온라

인 신문읽기와는 다른 아날로그 인 경험을 제공하는

신 인 서비스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는 기본 섹션과

단어 맞추기, 선, 올림픽, 비디오 등의 기타 섹션이 있

다. 2016년에 치러지는 한시 인 행사인 미국 선과 리

우올림픽 섹션이 개설된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동안 기사

거리가 풍부한 특별한 행사가 발생하면 섹션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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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보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지면신문의 특별

을 구독하는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사진과 동 상 심의 기사를 통해 개략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심기사를 클릭하면 하이

퍼링크를 통해 팝업 창으로 뜨는서 섹션페이지에서 상

세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 섹션페이지에도 확 가

능한 사진이나 고화질의 동 상이 제공되어이용자는 시

각 유희를 즐길 수 있다. 한 팝업 창은 상세기사를

읽다가 원래 읽고 있던 페이지로 이동할 때 되돌아가기

버튼을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읽고 있는 페

이지에 머물면서 상세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 상 기사의 팝업 창에서는 TV뉴스를

시청하듯이 아나운서의 내 이션과 음향효과를 할 수

있으며 하이퍼링크를 통해 상세 기사나 다른 기사도 읽

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바쁜 사람이나시각장애인이 기사

를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7 업데이트 시스템이나 실시간 뉴스 스트림(live

feed)을 제공하며 주요기사, 실시간 인기기사, 최신기사

등의 텍스트 심의 기사를 정리하여게시함으로써 핵심

기사를 빠르게 악하고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주제의 기사가 기간별로 정리되거나 특정 기사와

연 되어 있는 기사들을 기간별로 읽을 수 있는 타임라

인(timeline)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련기사를 일

일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 다.

날씨섹션은 가장 표 인 치기반 서비스로써 이용

자가기호에따라 지도 보기방식을선택할수 있도록 개

략 인 날씨 정보, 상세 날씨 정보, 시간 별, 요일별, 지

역별 날씨 정보를 이더와 성으로 제공한다[Fig. 7].

[Fig. 7] Service design for weather of USATODAY.COM[14]

4.2.2 향 통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이용

자와의 극 인 상호작용과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맞춤

형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화 서비스를 추구하는

소통 매체이다[16]. 블로그, 드캐스트, 라이 웹캐스

트, 무료 RSS 피드 등 상호작용이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이용자는 매 기사에 한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 터 등의 소셜미디어에 추천할 수 있고,

심기사를 이메일로 송할 수도 있다. 한 이용자는 편

집진들과의 방향 소통은 물론 당신의 기사(your take)

코 를 통해 이용자가 기사를 게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의견을 달면서 이용자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다자간

방향 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4.2.3 고

2010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기사와 분리된 고

(AD units)를 제작하고 있다. 이용자에 의해 확 축소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고는 물론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고를 숨기고 기사에 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한 고주를 해 웹사이트에 고지침을 게시하

고 있다. 신문사나 기사와 련이 있는 닷컴 고, 타 웹

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고, 기타 상업 고 등의 고는

품질확약(quality assurance)을 통과해야만 게시될 수 있

도록 고 테스트(AD testing)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스

팸 고에 노출되는 잠재 을 제거하고자 하는 신문

사의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17] 등 이용자와 고주를

모두 배려한 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4.2.4 결제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은 기사는 물론 게임, 퍼즐, 퀴

즈 등 부분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지만 1980년 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유에스에이 투데이 국내 (domestic

edition), 국제 (international edition), 킨들 (kindle

edition), 크 (nook edition), 그리고 스포츠 클리 등

의 지면신문과 디지털 에디션(digital edition)을 유료로

매하고 있다. 웹사이트와 우편을 통해 호별 는 1, 3,

6, 12개월 단 로 구독이 가능하고, 4종의 카드와 이지페

이(EZ Pay)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메일 기 트 카드도

구매가 가능하다.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은 지면신문과

지면신문의 디지털 에디션을 매하면서 다양한 지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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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제의 직 성과편의성을 보장

하고 있다.

5. 결론 

디지털기술의 발 은 과거 지면신문 심의 리즘

지형을 온라인신문이라는 새로운 지형으로 확 시켰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을 통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18]을 갖춘 온라인신문은 신속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장 과더불어 지면신문의

폐간을 가속화는 문제 도 발생시켰다. 유에스에이 투데

이는 지면-온라인신문 통합 뉴스룸을 운 하면서 지면

신문과 온라인신문이 동반성장하고 있는 모범 사례이다.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의 홈페이지는 11단을 기본 구

조로 사진과 동 상 심의 기사와 주요기사나 실시간

기사를 정리한 텍스트 심의 기사로이원화된 이아웃

을 용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헤더에서부터 푸터에 이

르기까지 상징 색채, 용 서체 등으로 시각 아이덴티티

이미지가 일 되게 유지되고 있다.

서비스디자인 측면에서는 기사의 제공방식, 방향 소

통, 고 그리고 결제 기능이 신 이며 이용자의 참여

도와 편의성을 높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구체 인

서비스디자인은 첫째, 화살표 아이콘 좌우 클릭을 통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가로읽기, 읽고 있는 페이지에

머물면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팝업 창에서 상세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서 섹션페이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역

동 인 기사, 타임라인 기사, 그리고 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날씨 정보 등의 서비스로써 이용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피드백 채 을 활용하여이용자와

편집자, 이용자와 이용자의 다자간 방향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인 사용의도를 발생시킨다.

셋째, 이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고뿐만 아니라 고

주가 이용할 수 있는 고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와

고주 모두를 배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지

면신문과 지면신문의 디지털 에디션 등은유료로 구입하

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소 함을 일깨워 주며 결제의 편

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의 분석을 통해 신문사닷컴은

지면신문과 온라인신문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시각 아

이덴티티를 일 되게 유지해야하고, 온라인신문의 웹사

이트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은 이용자의 편의와 니즈를

반 하고 편집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방

향 소통을 강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

진 사례로 유에스에이투데이닷컴만을 분석하 지만 향

후에는 국 온라인신문이 나아갈 실질 인 방향을 제시

하기 해 상 우수 사례와 2016년 신문 웹 순 200

신문에 선정된 국의 9개 온라인신문을 심으로 연구

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국 온라인신문

이 독창 이고 신 이면서 이용자를 배려한 웹사이트

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으로 개선된다면 세계 톱 수 의

국 온라인신문의 등장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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