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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에서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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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ntence Length of Sports News in the Era of the 
Conv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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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 특성을 다른 취재 영역별, 일간종합지 매체별 그리고 스포츠종목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스포츠전문매체인 MK스포츠가 
배포한 기사를 수집하여 문장의 길이를 분석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써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3가지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 신문기사의 문장길이는 취재영역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치기사의 문장길이가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사설 순이었고, 스포츠 기사가 가장 짧다. 둘째, 스포
츠기사의 문장길이는 언론매체별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전문매체인 MK스포츠가 다른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향신문보다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가 짧다. 셋째,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는 스포츠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골프가 가장 길며, 농구, 축구 순으로 길며 야구가 가장 짧다.
주제어 : 스포츠기사, 문장길이, 취재영역, 언론매체, 스포츠종목,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the length of sentence of sports news 
articles compared with other sections, other newspaper and sports ev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4 
daily newspapers(Chosun Ilbo, Dong-A Ilbo, Kyunghyang Shinmun and MKsports) were selected as research 
sources. The length of sentence of collected articles was analyzed by One way ANOVA and Scheffe as 
post-hoc.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summarized into three as follows: First, the length of sentence of 
news articles has significant difference by sections. To put it concretely, the sentences in politics section were 
the longest, and then economy, editorials comes. The sports section has the shortest sentences. Second, the 
length of sports articles has significant difference by newspapers. In particular, MK sports which is a 
sports-oriented newspaper has the shortest in the length of sentence of sports articles than other newspapers 
such as Chosun, Dong-A and Kyunghyang. Third, the length of sentence of sports article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sports events. More specifically golf is the longest, and then basketball, soccer and baseball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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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문자(text) 커뮤니케이션은 4차산업시대를맞은현재

도여전히왕성하다. 아니, 오히려과거보다양적인측면

에서 한층 팽창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손글씨

는 줄었지만,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

비스), 인터넷상의각종댓글등문자커뮤니케이션은과

거의 손글씨를 대체하고도 훨씬 남을 정도로 크게 증가

했다.

예컨대 2012년 한국의 휴대폰사용자의 경우, 하루 평

균 SNS이용량은 73.2분, 문자는 58.8분, 채팅/메신저는

39.3분이다. 문자하나만해도통화사용량(59.3분)에버금

가고, 3가지를합치면통화량의 2.88배에 달한다(김윤화·

신선 2013).

이러한 ‘문자팽창’ 현상은미디어영역에서더욱 두드

러진다. 종이신문의 기사량과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감

소했지만, 온라인 기사는 뛰어난 접근성을 앞세워 종이

신문의 감소분을 대체하고 남는다. 수용자는 모바일 시

대를 맞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온라인으로 뉴스

를접할수있다. 기존종이신문의온라인뉴스공급은물

론, 온라인으로만뉴스를공급하는온라인미디어가늘어

나면서 문자뉴스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방송뉴스등도인터넷상에서활자로 서비스되고있으며,

SNS에서도 텍스트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이와 같이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중요한 현재

의융복합시대에짧은문장의의사전달효율성이뛰어나

다는견해는언론계뿐아니라각종보고서, 기획서등다

른 사회분야에서도 타탕하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공무원 글쓰기에서도 짧은 문장이 강조된 바 있다. 노무

현정부시절 ‘가급적한문장이 2~3줄을넘지 않도록유

의하라.’(대통령비서실 2005)는 지침이 나왔다. 또 ‘짧은

문장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도를 제고시킨다. 사

람이한눈에볼수있는문장은글자수로 40 단어미만의

길이라고한다. 한문장이 2줄이내, 최대 3줄을초과하지

않도록한다.’(행정안전부 2007)고규정하기도했다. 심지어

대입논술고사의고득점방법으로 ‘단문으로써야논술문

의핵심을잘전달할수있다.’고 강조됐다(송남권 2013).

한국어학습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 ‘구문의미이

해력은 구문 복잡성의 하위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

타냈다.’고 분석됐다(2007 이미경). 문장이복잡하고길수

록 독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짧다’의 기준은모호하다. 그리고이러한짧은

문장이 독자들이 쉽게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척도인 독

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영어권에서는다양한선행연구들이한문장의길이가

짧을수록커뮤니케이션의효율성이높아지고, 시대가지

날수록 문장의 길이가 짧아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

초로문장길이에대해통계적으로접근한 Sherman(1893)

은 그의 저서 문학분석론(Analytics of Literature)에서

영어문장의길이가점점짧아지고있다는사실을제시했

다. Flesch(1946)는 문장길이는 독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 문장이 21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독자들은 문장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분석했

다. 유사한 측면에서옥스퍼드대학의 Hoop(2005) 역시

2000년대이후한문장이 17개이하의단어로쓰일때독

자의 독이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몇몇 연구들(김한식, 2007; 신향식, 2007; 박갑수,

1977; 장재성, 1983)이 신문기사의 문장길이와 독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연구자가 어떠한 문장길이

측정방식을 취했는지, 매체 및 취재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또한 통계조사의 표

본이 작다는 한계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기사문장론에 있어 문법적 오

류, 어색한표현, 지나친외래어사용등질적측면의선행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문장의 길이에 대한 통계적, 과학

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분석원칙을설정하여스포츠분야를포함한다

양한 영역의 뉴스보도들을 비교분석했다.

무엇보다도이연구에서스포츠기사를다른정치, 경

제, 사회 등의 영역들과 비교한 이유는 스포츠가 대중에

게이데올로기및물질적이해관계에있어서상대적으로

영향력이미미하다고인식되어지기때문이다. 즉, 스포츠

는 다른 영역에 비해 보다 가치중립적 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길이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신문기사의 취재 영역별 문장길

이는유의미한차이가있다. 둘째. 언론매체별스포츠기

사의 문장길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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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사의 세부 종목별 문장길이는 차이가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일단 3개종합중앙일간지로선정했다. 먼

저 연구문제 1번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열독률이 높은 세 신문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우선

택했고, 두 매체와는 정치적 입장이 상이한 경향신문을

추가했다. 다음으로연구문제 2번과 3번즉, 매체별스포

츠기사와 종목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비교분석 하

기위해서 3개종합중앙일간지에스포츠전문온라인매체

인 MK스포츠를 추가로 포함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함께한국의 3대신문중하나로

꼽히는 중앙일보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

다. 중앙일보는 스포츠기사의 경우 ‘원 소스 멀티 유즈’

방식에 따라 중앙일보 편집국 소속이 아닌, 일간스포츠

나 J골프기자들의기사가게재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

다.

분야는스포츠, 정치, 경제, 사설 4개로지정했고, 기간

은 2014년 4월한달로정했다. 4월은동하계주요프로스

포츠가동시에열리는시기적특성이있다. 매체별각분

야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해 5명의 기자를 선정했고,

이어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기자의 기사 5개(평균)를 무

작위로 추출했다. 단, 기사작성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

는사설은매체별로하루 1개(대체로 1/3에 해당함)를임

의로 뽑았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newspapers
Newspaper Section # of Article # of Sentence

Chosun

Sports 20 282
Editorial 27 583
Economy 26 360
Politics 24 212

Dong-A

Sports 25 547
Editorial 26 503
Economy 25 403
Politics 25 291

Kyunghyang

Sports 25 464
Editorial 26 589
Economy 25 339
Politics 25 285

MK Sports Sports 25 485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총 96개 기사(스포츠-20개, 사

설-27개, 정치-24개, 경제-25개), 동아일보와경향신문은

각각 101개(스포츠, 정치, 경제-각 25개, 사설-26개), 그

리고 MK스포츠는 25개의 스포츠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Table 1>은연구대상의일반적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2.2 조사방법 
각문장의길이(글자수)를조사하기위해서다음과같

은 측정 원칙을 설정했다.

1)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 띄어쓰기는 구어에서 발음

되지않는다. 즉본연구의관심대상인독이성에실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마침표, 쉼표, 괄호, 가운뎃점, 인용부호 등 문장부

호는 제외한다 - 마침표와 쉼표 등 구두점이 신문

기사에처음등장한것은 1962년 4월 3일자조선일

보였다(오소백, 1971). 띄어쓰기와마찬가지로구어

에서 발음되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

3) 숫자는 하나의 음절로 계산한다 - 숫자도 구어에

서 하나씩 발음된다.

4) 괄호안의 내용은 제외한다 - 괄호 안에 기록된 글

자의분량및성격이기사마다상이하고, 음독할때

생략된다.

5) % 등단위는 하나의 음절로 계산한다 - km처럼 2

개 이상 문자일 때도 하나로 산정한다.

6) 소수점은 하나의 음절로 계산한다 - 7.8의 예처럼

소수점은 구어에서 발음된다.

7) 공동기사(작성자가 2인이상)의 경우는제외한다 -

어느기자가쓴것인지불분명한까닭에포함할경

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언급된측정원칙에따라 4개매체의영역별기사

의문장길이는 ‘글프로그램’에서코딩, 측정한후다시

‘MS워드 프로그램’으로 복사해 재 측정했다. 각각의 측

정된값은MS엑셀프로그램으로옮겨기사별평균값, 기

자별(5개 기사) 평균값, 분야별평균값, 매체별 평균값을

산출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



융복합 시대에서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관한 연구

50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un; 15(6): 505-511

석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변

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했다. 이후 사후검증

으로 scheffe 검증을실시했다. 이때분석된결과는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3.1 신문기사의 취재 영역별 문장길이의 차이
<Table 2>는신문기사의취재영역별문장길이의차

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2> Difference in the length of sentence 
between sections
N M S.D F Sig. scheffe

1) sport 1778 38.61 19.589

91.575
***

.001 4>3>2>1

2) editorial 1675 40.86 17.252

3) economy 1102 46.47 21.330

4) politics 816 51.05 22.892
Total 5371 42.82 20.315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집된 3개 매체(조선일

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문장을취재분야별로분류해

비교한 결과 매체가 가지고 있는 보도이념적 특성과 관

계없이 정치 기사가 평균 51.0자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경제(46.4자), 사설(40.8자), 스포츠(38.6자)의 순이었다.

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가가장짧았으며, 이는통계적으

로 유의한(p<0.001) 차이였다.

다시 말하면, 3개 매체 모두 정치기사가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경제, 사설과 스포츠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됐다.

3.2 언론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 차이
<Table 3>은 언론매체별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따르면, 조선일보 44.7자, 경향신문 43.08자, 동아

일보 42.80자, MK스포츠 36.18자로 측정돼 같은 스포츠

기사인 경우도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MK스포츠

가종합일간지보다두드러지게짧은것을알수있다(유

의수준 p<.001).

<Table 3> Difference in the length of sentence by 
newspapers

N M S.D. F Sig. scheffe
1) Kyunghyang 1677 43.08 20.490

21.867
***

.000 3>1,2>4

2) Dong-A 1744 42.80 19.526

3) Chosun 1465 44.72 20.293

4) MK Sports 485 36.18 21.237
Total 5371 42.82 20.315

***p<.001

3.3 스포츠기사의 세부 종목별 문장길이 차이
<Table 4>는 스포츠기사의 세부 종목별 문장길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 Difference in the length of sentence by 
sports events

N M S.D. F Sig. scheffe

1) Golf 271 46.08 19.358

19.76
***

.001
1>5>4
>2>3

2) Volleyball 39 35.44 18.907
3) Baseball 679 33.54 15.989

4) Football 414 40.37 23.282

5) Basketball 161 40.58 16.577

Total 1778 38.61 19.589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프가 46.08자로 가장길

게나타났으며, 농구, 축구의경우에각각 40자정도로나

타났다. 배구는 35.44자, 야구는 33.54자로상대적으로낮

게 측정됐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4. 논의  
이 연구는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신문 취재 영역

별(스포츠, 사설, 경제, 정치면), 매체별(경향, 동아, 조선,

MK스포츠) 그리고 세부 종목별(골프, 배구, 야구, 축구,

농구)로 비교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리고연구과

정에서 3가지비교분석은각각그차이에있어일관된속

성을 띠었다. 즉, 취재 영역별, 매체별 그리고 세부 종목

별에 따라서 기사문장의 길이가 달랐고, 그 차이는 일정

한특성을보였다. 따라서이장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

를관련선행연구를바탕으로심층적으로논의하고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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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재 영역별 신문기사의 평균 문장길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정치, 경제, 사설, 스포츠 4개 분야 중 정치기사의 문

장길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은 경제, 사설, 스포츠 순으

로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는 다음과같은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먼저언론현장에서스포츠기사나사설의경우통상다른

영역의 기사에 비해서 독자들에게 잘 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장의 길

이가 짧을수록 독이성이 높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신문기사의문장길이가갈수록짧아진다는선

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에서 전체 신문기사의 평균 길이는 아무리 긴 정치영역

일지라도 51.05자 그리고 가장 짧은 스포츠영역은 38.61

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1971년의 77.5자(오소백), 1977년

의 62.3자(박갑수), 1983년의 64자(장재성), 2006년의

63.10자(김한식)와 비교하면현저하게짧아진것이다. 보

다 자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2010

년 전후에모바일시대로접어들면서신문기사문장의단

문화(短文化) 현상이 빨라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재 분야별 문장길이도 시대에 따른 특

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비교자료가 없는 스포츠기사를

제외하면, 사설이 시대를 관통해 가장 짧은 문장으로 측

정됐고, 경제와정치는그순위가바뀌었다. 즉, 1971년에

는경제(87자)가정치(80자)보다길었지만 2006년에는상

황이 역전됐다(경제-58.11자, 정치-70.02자). 또 이번 연

구(2014년)에도같은결과가도출됐다. 이는한국의자본

주의가 고도화되고, 경제 중시 풍토가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스포츠기사에대한문장길이에대

한선행연구가없는시점에서스포츠기사의길이가다른

영역보다 짧다는 것은 모바일시대에서 대중성을 획득하

는데있어서스포츠기사만큼큰역할을하는취재분야

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둘째, 언론매체별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에대한분석

에서 스포츠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MK스포츠의 경

우다른종합중앙일간지보다문장길이가더짧다는사실

을확인할수있었다. 즉같은스포츠기사라고해도스포

츠 전문성이 높은 스포츠전문매체가 종합중앙일간지에

비해 문장길이가 더 짧았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중앙일

간지의 경우, 스포츠기자는 정치, 사회, 문화 등 타 부서

(취재 영역)로 보직변경이 가능하지만 스포츠 전문매체

는담당종목이바뀔뿐계속스포츠분야에서일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담당할수록 해당 기자는

짧은 문장에 익숙해지며, 이러한 현상이 총화돼 전문스

포츠매체에서 스포츠기사의 문장을 보다 짧게 작성한다

는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종목별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를분석한결과 5

대프로종목은순위는골프 > 농구 > 축구 >배구 >야

구였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결과는 배구 종목을 제외

하고프로종목의대중성및활성화의역순으로나타났다

(농구, 배구의 경우 야구기자들이 겨울철에 겸업으로 담

당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또다른변수가있을수있다.

주로같은여름철에열리는골프, 축구, 야구를대상으로

하면 보다 정확하다). 다시 말하면, 해당종목이 대중화,

활성화 될수록 스포츠 기사 역시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종목의 대중화는

많은 보도량을 전제로 독이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의 길

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연구는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를신문기사의다른

영역별(정치, 경제, 사설)로 비교분석하였을뿐만아니라,

주요 일간지 매체별(조선, 동아, 경향, MK스포츠) 그리

고 종목별(골프, 배구, 야구, 축구, 농구)에 따라 그 차이

와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된 기사의 문장길이는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와 사후검증을통해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문기사의 취재영역별 문장길이는 정치 > 경

제 > 사설 > 스포츠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매체별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를분석한결

과 스포츠전문매체인 MK 스포츠가 다른 종합일간지보

다 문장길이가 짧았다.

셋째, 스포츠종목별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는골프 >

농구 > 축구> 배구 > 야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활발한 후속연

구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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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연구는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문장의 길이와 독이성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문장길이가어떻게독자의독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규

명하지못했다. 다시말하면, 문장길이에 따른수용자효

과(독자들이이해를한정도)를 계량화된방식으로병행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독이성과 관련한 특

정기사에대한수용자연구는기사의클릭횟수(노출정

도), 호감도 통계, 댓글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해당 매체가 가진 고유

의영향력, 해당이슈에대한독자들의사전선호도, 포털

사이트의 기사노출 형태(위치), 댓글의 양과 질에 대한

객관적인판단, 제목의독자유인정도등변인이많기때

문이다. 당연히 문장길이에 대한 수용자 효용성 연구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문장길이의 객

관적측정에기반을둔통계적접근과그해석만을시도

한것이다. 향후수용자연구가이뤄진다면 ‘짧은문장은

독성이높다’는 통설을실증적으로입증할수있고, 나아

가문장길이와독이성의관계를구체적인테이블로제시

할정도로규명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러한

과정에서한국어의논리적글쓰기에있어실용적인지침

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스포츠기사의문장길이가상대적으로다른취재

영역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하지만이연구는단지문

장의 길이만 비교한 것이지 왜 스포츠기사가 다른 영역

에 비해서 짧게 쓰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기사를 작성하는

다양한취재영역의기자들을인터뷰와참여관찰함으로

써 왜 스포츠기사가 타 취재영역에 비해 짧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종목별에 따라 왜 문장길이가 차이가 나는지 기

자들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영역별 그

리고 종목별에 따라 왜 차이가 나는가를 보다 심층적으

로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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