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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카드뉴스와 스트레이트 뉴스 형태 차이에 따른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만족도 및 지속사용 의도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카드 뉴스는 스트레이트 
뉴스보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했다. 둘째, 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 요인
은 서로 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다시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의 강도는 카드 뉴스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각각 달랐는데 카드 뉴스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순으로 강했으며, 스트레이트 뉴스는 신뢰도, 호감도, 이해도 순으로 영향력
이 강했다. 본 연구 결과는 수용자에게 선택받는 뉴스를 생산해 정보의 전달력과 파급력을 높여 뉴스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뉴스,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만족도, 지속사용 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users' attitude toward likability, understanding level, 
reliability,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depending on a difference in a type between card news 
and straight new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32 peopl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compared to the straight news, the card news was easy for a user to understand, was strong even in a desire 
to use continuously. Second, a factor of users' attitude toward news was having influence upon the mutually 
positive(+) direction. Likability, understanding level and reliability had an effect on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had an impact again 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The intensity of this impact was varied, respectively, in 
card news and straight news. The influential level upon satisfaction in card news was strong in order of 
likability, understanding level and reliability. The influence in the straight news was strong in order of 
reliability, likability and understanding level.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become empirical data in 
proceeding with seeking a method available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offering information in news 
through increasing delivery and impact in information with producing news chosen by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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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모바일)의 보급

으로 정보와 문화, 생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기능들

이 손 안에서 이뤄지게 됐다[1].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이

용자가뉴스를접하는플랫폼도모바일비중으로늘어나

는것은당연한흐름이되었다. 휴대전화로모든것을할

수 있고, 현대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모바일 매

체는 시청자와 독자를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 되었다[2].

뉴스가제공되는플랫폼의변화는언론사나뉴스제작자

의역할과입장도바꾸어놨다. 뉴스제작자가뉴스의중

요도를결정해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에서이용자가개

인의직업, 취미, 관심분야에따라뉴스를선택하는시대

가되었다. 신문제작자가탑(Top), 세컨드(Second) 기사

를 결정하고기사의중요도에따라신문지면제일위에

위치시키던 것에서, 이용자가 많이 보는 기사가 포털 사

이트나 모바일 사이트의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처럼뉴스제작자가뉴스를선택해서이용자에게일방적

으로제공하던것에서이용자에게선택받는것으로역할

과 입장이 바뀌면서 뉴스 제작자가 이용자의 뉴스에 대

한반응을고려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뉴스이용자의

확보라는목적외에도정확한정보, 펙트(Fact)의 제공이

라는 뉴스 제작자 본연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

자들이정확한뉴스를선택하도록유도하기에적합한뉴

스 형태를 연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에서 새로운 뉴스 포맷인 카드 뉴스와 기존의 스

트레이트뉴스를중심으로뉴스의형태에따라이용자의

호감도와이해도, 신뢰도, 만족도및지속사용의도등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해 효과적인 뉴스 제공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이용자에게 선

택받는 뉴스를 생산해 정보의 전달력과 파급력을 높여

뉴스의정보제공기능을강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가

는데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카드 뉴스의 정의와 현황

신문에서 그래픽과 차트로 제공되던 이미지화 된 정

보들은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인포그래픽(Info graphics)

이라는 형태로 단순한 수치 제공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의미가 부여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인포그래픽

은다시카드뉴스의형태로발전하였는데 1장의이미지

로 만들어졌던 인포그래픽이 다수 묶여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카드 뉴스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

서 카드 뉴스를 사진이나, 표, 인포그래픽, 그림 등 이미

지나 동영상 및 간단한 텍스트를 함께 5-10페이지 남짓

으로 구성한 것이라 하였다[3]. 한성은, 김성태(2016)는

카드뉴스를 내용카드, 제목, 날짜, 기자명으로 구성되며,

짧은 글이나 그림으로 구성된 형식의 뉴스와 내용과 맞

는 이미지와 간단한 텍스트로 구성된 것으로[4] 정의하

였으며, 강민아, 박홍원(2017)은 모바일 카드 뉴스에 대

한 연구에서 카드 뉴스를 카드 한 장에 1-3줄의 간략한

텍스트와 이슈를 뒷받침하는 이미지가 들어간 것으로,

이것들이 이야기를 이루어 독자들이 가볍게 소화할 수

있는것을카드뉴스라고정의하였다[5]. 이런선행연구

를 종합해보면 카드 뉴스는 5-10페이지의 분량에 사진,

표, 인포그래픽, 그림, 동영상등미디어와뉴스의내용을

담고 있으며 뉴스를 직관적이거나 스토리텔링으로 내용

을 전달하는 형식을 뜻한다.

2.2 수용자 태도 변화 측정 요인
수용자 태도 변화 요인으로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만족도, 지속사용 의도 등이 있다.

첫째, 호감도는 “사전적으로호감성의 줄임말로, 대상

이나 현상을 좋게 여기는 감정”[6]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명기(2005)는 쇼핑호스트에 대한 호감도가 수용자의

구매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에대해연구하였는데같

은내용이라도화자에따라내용이다르게해석될수있

다[7]고봤다. 이는뉴스에서동일한기사라도제공형식

에 따라 수용자에게 미치는 호감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도는수용자가정보를처리하면서받아들인

정보의 내용을 조직화 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8],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해도는 수용자의 지

각에따라다른태도와행동을유발하게되는데이는같

은 내용이더라도 수용자의 지각에 따라 해석이 각각 달

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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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은 이해의필요성을언급했는데뉴스를제대로이

해하지못하면편향되거나왜곡된정보를근거로판단을

내리게된다고하였다[9]. 어는 어떠한견해를갖거나선

택을 할 때 이를 위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 같은 정보 중

상당 부분의 원천이 뉴스라는 것이다.

셋째, 신뢰도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

한 개념으로 접근되었는데 양성관, 양성운(2003)은 뉴스

신뢰도의 개념을 수용자 신뢰도, 메시지 신뢰도, 정보원

신뢰도등으로다양하게개념화하고그중정보원신뢰

도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각각에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으로 강조했다[10]. 장정헌, 하주용, 김선호(2014)

의 연구에서는미디어신뢰도가수용자에게전달된메시

지나 내용이 얼마만큼 믿을만한지로 정의하였다[11]. 이

는 신뢰도가 언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만족도는 기대와 불일치를 경험할 때의 감정과

소비경험에 대해 소비자가 갖게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며[12], 기간에

걸쳐 서비스나 제품의 구매와 소비경험에 대한 평가로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뜻한다[13].

만족은서비스나제품을구매하는이용자의욕구나요구

와같은감정적심리를충족시키는정도라고볼수있으

며, 마케팅, 정보시스템등의분야에서제공되는물질적,

서비스적 제품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 보았다.

다섯째, 지속사용 의도는 이용자가 미래에 어떻게 행

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구매행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돼 왔으며[14], 고재성(2013)의 연

구에서는높은지속사용의도로고객유지율이 5%늘어

나면이윤은 25%에서최대 95%증가하고마케팅비용은

18%감소되는실질적효과가입증됐다[15]. 지속사용의

도는앞서설정한호감도, 만족도등의수용자태도요인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와의

관계구축과미래소비예측과도높은관계가있음을알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문제

본연구는첫째, 카드 뉴스와스트레이트뉴스이용자

를 대상으로 뉴스의 제공 형태가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

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 1에 대한 변인은 <Table 1>과

같다.

연구문제 1. 뉴스 제공형태가수용자태도(호감도/이

해도/신뢰도/만족도/지속사용 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ews Providing Type

News Reliability
News Understanding
News Likability
News Satisfaction
News Continuous Usage

<Table 1> Variables in study question one

둘째, 수용자의뉴스에대한태도측정을위한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만족도, 지속사용의도등 5개요인들사

이에어떠한관계를가지는지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 2에 대

한 변인은 <Table 2>와 같다.

연구문제 2. 뉴스에 대한 수용자 태도변인들 간의 관

계는 어떠하며, 뉴스 제공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

재하는가?

Independent
variable

Media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ews Reliability

News Satisfaction
News Continuous

Usage
News

Understanding
News Likability

<Table 2> Variables in study question two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뉴스 형태에 따

른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만족도, 지속사용 의도를 측

정하기 위해 주된 뉴스 이용자인 20-50대 232명을 대상

으로 2017년 4월 23일부터 2017년 5월 7일까지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뉴스 제공 형태에 따라 설문대상

자를임의로 2개그룹으로나누어동일한뉴스의내용을

카드 뉴스 형태와 스트레이트 뉴스 형태로 각각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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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실험을 실시하였다. 설문 척도는 인구통계적인 특성

을 제외한 변인의 설문은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

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3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내용
3.3.1 호감도
호감도는 “좋게여기는감정”의정도로[16], 실험에사

용한 설문문항은 이민형(2017)[17], 김효경, 권상희

(2015)[18], 루홍위, 이효성(2014)[19]의 선행연구에 사용

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7개 문항

(1. 뉴스의 내용에 공감이 간다. 2. 뉴스가 흥미 있었다.

3. 뉴스에 관심이높았다. 4. 이 뉴스를접하는것이즐겁

다. 5. 이 뉴스가나에게의미있는지식이된다. 6. 뉴스가

유익해 보인다. 7. 뉴스가 호기심을 유발한다.)으로 구성

되었다.

3.3.2 이해도
이해도는 “시청자가 뉴스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20], 실험에사용한설문은박경희, 김정탁(2008), 이민형

(2017), 루홍위, 이효성(2014)의 선행연구에 사용한 설문

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6개 문항(1. 뉴스

내용이이해가잘된다. 2. 뉴스를읽기가편하다고생각

한다. 3. 뉴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 뉴스의

정보를정확히해석할수있다. 5. 뉴스의정보가눈에잘

들어온다. 6.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읽기 쉬운 형태

로 돼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3.3.3 신뢰도
신뢰도는 “수용자에게 전달된 내용 또는 메시지가 얼

마나 믿을만한가”로[21], 실험에 사용한 설문은 왕영균,

김철중(2017), 이민형(2017), 김효경, 권상희(2015), 박흥

식, 한은경(2008)[22]의 선행연구에 사용한 설문을 본 연

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7개 문항(1. 뉴스의 콘텐

츠내용은출처가분명하다. 2. 뉴스의콘텐츠내용은정

확하다. 3. 뉴스에 믿음이간다. 4. 뉴스가 객관적인듯하

다. 5. 뉴스의내용이공정하다. 6. 뉴스의 내용에서과장

된표현이적다. 7. 뉴스가편향적이지않다.)으로구성되

었다.

3.3.4 만족도
만족도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느끼는 만족의 정

도”로[23], 실험에 사용한 설문문항은 빅흥식, 한은경

(2008), 루홍위, 이효성(2014), 장정욱, 류춘렬(2012)[24]

의 선행연구에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

였으며, 총 5개 문항(1. 뉴스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2. 뉴스에대해만족감을느낀다. 3. 뉴스내의정보의편

리함과구성에만족한다. 4. 뉴스를이용하다보면시간이

빨리지나가는것같다. 5. 뉴스를읽은후다른사람들과

이야기할 소재를 제공해 준다.)으로 구성되었다.

3.3.5 지속사용 의도
지속사용의도는 “수용된 후 한번 이상 사용한 사람이

지속적으로사용하려는것”으로[25], 실험에사용한설문

은 왕영균, 김철중(2017), 김효경, 권상희(2015)(8번 문

항), 루홍위, 이효성(2014)의 선행연구에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6개 문항(1. 관련 기

사를 선택하여 새로운 뉴스를 찾아보실 의향이 있다. 2.

같은 내용이라면 다른 뉴스보다 카드 뉴스(또는 스트레

이트뉴스)를 이용하겠다. 3. 나는내가읽은뉴스가있는

언론사의다른기사를읽어볼것이다. 4. 나는내가읽은

뉴스가 있는 언론사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5.

나는내가읽은뉴스가있는언론사의뉴스를주변사람

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6. 나는 다음에도 카

드뉴스(또는스트레이트뉴스)를계속해서 이용할 것이

다.)으로구성되었다. 실험대상자는카드뉴스와스트레

이트뉴스중 1가지변수에만노출되도록분리하였기때

문에 2번, 6번 문항은 각각 주어진 뉴스 제공 형태에 맞

게 수정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본연구에참여한실험자는카드뉴스유형129명(55.6%),

스트레이트뉴스 유형 103명(44.4%)이며, 66.4%가 매일

뉴스를 접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은 남자

164명(70.7%), 여자 68명(29.3%), 연령대는 20대가 52명

922.4%), 30대가 56명924.1%0, 40대가 63명927.2%0, 50대

이상이 61명(26.3%0, 학력은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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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2/3수준으로 나타났으며(146명, 62.9%), 직업은

회사원이 100명(43.1%)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다.

4.2 변인들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확인
본 연구는 수용자들의 뉴스수용 관련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관계에 대

해최종적으로구조방적식모형을통해검증하고자한다.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

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뉴스수용 관련 요인들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다.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path　

Estimat
e

S.E. C.R. Sig

Clear source

<
News
Reliab
ility

1.00
Exact 0.94 0.09 10.30 ***
Trust 1.04 0.09 11.92 ***

Not biased 1.07 0.10 11.02 ***
Objectivity 1.06 0.09 11.51 ***
Fair 1.08 0.09 11.52 ***

Little exaggeration 0.96 0.09 10.31 ***
Accurate
interpretation

<

News
Under
standi
ng

1.00

Understand 0.97 0.09 10.43 ***
Legibility 1.12 0.10 11.73 ***

Easy to understand
meaning

1.11 0.10 11.42 ***

Easy to see 1.13 0.10 11.79 ***
Readability 1.13 0.09 12.23 ***
Joy

<

News
Under
standi
ng

1.00
Interest 0.89 0.11 8.39 ***
Curiosity 1.27 0.15 8.72 ***
Attention 0.97 0.12 8.36 ***

Meaning Knowledge 1.17 0.14 8.64 ***
Benefit 1.13 0.12 9.15 ***

Continuous Usage

<

News
Conti
nuous
Usage

1.00
A positive word of

mouth
1.19 0.09 12.62 ***

News search
intention

1.09 0.11 10.06 ***

Recommendation 1.26 0.11 11.63 ***
Subscribe to other

articles
1.11 0.11 9.73 ***

Time is fast

<
News
Satisf
action

1.00
Satisfaction 1.10 0.10 11.31 ***
Fun 1.09 0.11 10.15 ***

Offer story material 0.68 0.08 8.02 ***
Convenient
configuration
satisfaction

1.04 0.09 11.30 ***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Division CMIN/df RMSEA CFI TLI
Standard 3under 0.1under 0.9over 0.9over
Model value 2.053 0.068 0.905 0.895

Discrimination
Very
suitable

Very
suitable

Very
suitable

limit
suitable

<Table 4> Model fit summary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5개의 변인에 세부 문항

들이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포함되는것으로확인

되었으며(p<.05), 이러한확인적요인분석모형에대한적

합도를 <Table 4>를통해검증한결과, TLI수치측면에

서만 다소 제한적으로 적합하고, 나머지 수치들에 대해

서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차

원의문제가없는구조방정식모형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적으

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

는 5개변인에대한타당성이통계적으로검증되었다. 이

어서 타당도가 검증된 5개 요인들에 대해 Cronbach’s

Alpha 값을활용하여요인의신뢰도를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5개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800이상으로나타나충분한 신뢰도가확인되

었다.

Factor Cronbaha’α

News Reliability .865
News Understanding .897
News Likability .905
News Continuous Usage .836
News Satisfaction .870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result

4.3 연구문제 검증
4.3.1 연구문제 1. 뉴스 제공 형태가 수용자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뉴스의 제공형태(카드뉴스, 스

트레이트뉴스)에 따라뉴스를이용하는수용자의태도가

어떻게달라지는지를살펴보고자하는내용이며, 수용자

태도의 경우 뉴스 호감도, 뉴스 이해도, 뉴스 신뢰도, 뉴

스 만족도, 뉴스 지속사용의도 등과 같은 5개 요인을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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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에 노출된 수용자들과 스트레이트뉴스에 노

출된수용자들간에이러한 5개요인평균차이가통계적

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분산분석

(ANOVA)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뉴스에 대한 수용자

의 태도 5개요인 중 뉴스이해도, 뉴스 지속사용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뉴스만

족도의경우제한적인수준에서통계적차이가검증되었

다(p<.10). 반면뉴스호감도와뉴스신뢰도측면에서는뉴

스제공형태에따른차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

되었다(p>.10). 즉, 카드뉴스가 스트레이트뉴스에 비해

수용자로 하여금 더 높은 뉴스 이해도와 뉴스 지속이용

의도, 만족도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ype Average SD F Sig.

Likability
Card News 3.62 .65

.002 .968Straight News 3.62 .66
Total 3.62 .66

Understanding
Card News 4.12 .59

6.462 .012Straight News 3.92 .60
Total 4.03 .60

Reliability
Card News 3.61 .69

2.535 .113Straight News 3.75 .56
Total 3.67 .64

Satisfaction
Card News 3.60 .61

3.826 .052Straight News 3.43 .72
Total 3.52 .66

Continuous
Usage

Card News 3.46 .68
5.276 .023Straight News 3.25 .71

Total 3.37 .70

<Table 6> Difference in attitude according to type 
of news delivery

4.3.2 연구문제 2. 뉴스에 대한 수용자 태도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뉴스 제공형태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뉴스에 대한 태도로서 뉴스

호감도, 뉴스 이해도, 뉴스 신뢰도, 뉴스 만족도, 뉴스 지

속사용의도와같은 5개 요인을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간에서로어떠한관계가존재하는지를살펴보고

자한다. 구체적으로독립변인으로서뉴스신뢰도, 뉴스이

해도, 뉴스호감도를설정하였으며, 이 같은독립변인들에

영향을받는매개변수로서뉴스만족도를, 그리고독립변

인과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최종 종속변수로서

뉴스 지속사용의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5개 뉴스 태도 관련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뉴스제공형태에따라어떠한차이가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드뉴스에 노출된 집단과 스트레이트뉴

스에노출된집단으로데이터를나누어각각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Route Route Estimate S.E. C.R.

Card News

Satisfaction <- Reliability 0.229 0.053 4.309***
Satisfaction <- Understanding 0.315 0.066 4.792***
Satisfaction <- Likability 0.428 0.067 6.417***
Continuous
Usage

<- Satisfaction 0.901 0.185 4.857***

Straight
News

Satisfaction <- Reliability 0.674 0.164 4.106***
Satisfaction <- Understanding 0.199 0.077 2.572**
Satisfaction <- Likability 0.580 0.102 5.703***
Continuous
Usage

<- Satisfaction 0.883 0.144 6.119***

*p<.05 **p<.01 ***p<.001

<Table 7> Difference of path coefficients to relation 
between news attitude factors related to 
news provision form

분석결과 뉴스의 제공형태에 따라 뉴스 태도 요인간

영향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Table 7>에서 보듯이, 카드뉴스의 경우

뉴스신뢰도와 뉴스이해도, 뉴스호감도 3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인뉴스만족도에정(+)의영향력에있어서뉴스

호감도(Estimate=.428), 뉴스이해도(Estimate=.315), 뉴스

신뢰도(Estimate=.229)순으로 뉴스 만족도에 강한 영향

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 스트레이트뉴스의경우

뉴스신뢰도(Estimate=.674), 뉴스호감도(Estimate=.580),

뉴스이해도(Estimate=.199)순으로 뉴스 만족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카드뉴스의 경

우 뉴스에 대한 호감도와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수용자

의 뉴스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하나, 전통적인 스트레이트

뉴스의 경우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뉴스에 대한 호감도

가뉴스만족도에큰기여를하는것으로나타나뉴스의

제공형태에따라수용자들에게뉴스만족도및이에기

인한뉴스지속이용의도가형성되는과정이상이한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에대한통계적인적

합성의 경우 <Table 8>과같이 CMIN/df와 RMSEA 기

준에서는매우적합, CFI, TLI기준에서는제한적인수준

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차원의

문제가 없는 구조방정식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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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MIN/df RMSEA CFI TLI
Standard 3under 0.1under 0.9over 0.9over
Model
value

1.907 0.063 0.840 0.826

Discrimin
ation

Very
suitable

Very
suitable

limit
suitable

limit
suitable

<Table 8> Statistical conformity of relation between 
housed news attitude factors by news 
delivery form

4.3.3 뉴스 제공 형태에 따른 수용자 뉴스 태도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도식
뉴스제공형태에따른수용자뉴스태도요인간의관

계에 대한 도식을 표현하면 카드뉴스 [Fig. 1], 스트레이

트 뉴스 [Fig. 2]와 같다.

[Fig. 1] Card News

[Fig. 2] Straight News

5. 결론
5.1 연구 결론
본연구는뉴스의제공형태차이가수용자의호감도,

이해도, 신뢰도, 만족도, 지속사용의도등에어떠한영향

을 미치고, 또 각 태도 측정 요인이 서로간에 어떠한 관

계를 가지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뉴스 이용 형태의 변

화와카드뉴스의정의, 현황, 수용태도측정을위한변인

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결과를종합한다면, 첫째, 카드 뉴스는스트

레이트 뉴스보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했으며, 만족도도 일부 높았

다. 반면뉴스에대한호감도와신뢰도는카드뉴스와스

트레이트 뉴스가 차이가 없었다.

둘째, 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 요인은 서로간에

정(+)의 방향으로영향을 주고 있었는데호감도, 이해도,

신뢰도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다시 지속

사용의도에영향을미쳤다. 이영향의강도는카드뉴스

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각각 달랐는데 카드 뉴스에서 만

족도에영향을미치는정도는호감도, 이해도, 신뢰도순

으로 강했으며, 스트레이트 뉴스는 신뢰도, 호감도, 이해

도 순으로 영향력이 강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카드 뉴스는 스트레

이트 뉴스보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속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했으며, 만족도도 일부 높았다.

반면 뉴스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카드 뉴스와 스트

레이트 뉴스가 차이가 없었다. 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 요인은 서로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주고있

었는데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며, 만족도는다시지속사용의도에영향을미쳤다. 이영

향의 강도는 카드 뉴스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각각 달랐

는데 카드 뉴스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호

감도, 이해도, 신뢰도 순으로 강했으며, 스트레이트 뉴스

는 신뢰도, 호감도, 이해도 순으로 영향력이 강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실제 뉴스 제작에 적용시킨다면 뉴

스제작자즉언론사가뉴스를제작할때에카드뉴스형

식을 사용하면 스트레이트 뉴스보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다시 그 언론의 뉴스를 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각의 뉴스 제작 형태에 있어서는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에는 독자의 호감을 이끌어 내는 뉴스일수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지속이용 독자로 확보하기가 용

이할것이며, 스트레이트뉴스의경우객관성, 출처등신

뢰도가 높은 뉴스 일수록 독자의 만족도와 지속이용 의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1 연구의 한계점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이있기때문에, 향후한

계점을 보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카드 뉴스와 스트레이트 뉴스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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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만 수용자의 태도 변화 요인을 측정해 다양한 형

태의뉴스에대한수용자의태도변화를담지못하고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영상 뉴스, 카툰 뉴스 등

더욱 다양한 형태의 뉴스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면 보다 적합한 뉴스 제작 형태를 연구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배경이나 지식, 경험이

태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분야 기사를 측

정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한 기사도 수용

자의 배경이나 지식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기

때문에 결과 신뢰도가 다소 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향

후연구에서는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의기사와

제공 형태 차이를 교차해 종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에서 연령대는 매우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성별, 직업이 특정 항목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

려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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