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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9개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방송의 뉴스기사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분석을 위해 1개 방송 당 30일 분량으로 9개 방송을 대상
으로 총 270일간의 샘플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방송사 간 차이검정을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기법
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언어구성에 의한 뉴스기사 유형, 기사내용에 따른 장르 유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
과 오프라인 방송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비디오기사 유형으로 제작‧송신되고 있는 것에 반해 온라인 방송에서는 약
50% 정도가 사진기사와 텍스트기사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신문에서 비디오기사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동영상 중심
의 새로운 기사 유형을 제작‧공급하고 있으나 온라인 방송에서는 신문의 주요 기사유형인 사진과 텍스트기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간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방송기사 유형의 올드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온라인 방송, 뉴스기사 유형, 장르, 뉴스스탠드, 포털사이트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grasp what the percentage in the types of news stories on the online 
broadcast is, which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news stories of 9 broadcasting websites on the 
Naver newsstand. For the analysis, a total of 270 days' samples were selected, including 30 days per 
broadcast on 9 broadcasting websites. For a method of analysis, One-way ANOVA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 among broadcasting websites. The analysis was made centering with priorities given to 
the type of news stories by the composition of language, the type of genre as a standard of stories, 
and so on. As a result of analysis, all the programs in the off-line broadcast have been produced and 
transmitted as a video-typed story, but a half of those in on-line broadcast have been made up of the 
stories composed of photo and text. The online newspaper has been producing a new type of news' 
story using video-typed story or computer graphic while the online broadcast has actively been 
utilizing stories composed of photos and text, which are types of newspaper's stories. From 
above-mentioned result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boundary among media is getting more and 
more indistinct on the environment of online media, showing the phenomenon that the type of 
broadcast's stories is becoming old-fash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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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커뮤니케이션과 언어가 인간을 만들고, 언어 없이는 
자기 성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보도 존재하지 않
았을 것이다[1]. 인간의 모든 활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이루어지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문자, 소리, 이
미지 등과 같은 언어가 필요하다.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
에서는 미디어가 어떠한 언어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크게 
시‧청각 미디어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미디어 유형의 콘텐츠를 생산‧공급하고 있
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뉴스이용자들은 주로 포털뉴스를 
이용하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에 비해 포털사이트의 이용
률이 더 높다. 한국 뉴스소비자들의 포털뉴스 이용률은 
약 73%로 매우 높은 반면 뉴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비
율은 4%에 불과하다. 또한 뉴스기사 유형도 텍스트보다
는 동영상 뉴스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2]. 

네이버의 뉴스스탠드는 뉴스이용자가 뉴스기사를 선
택하는 기능만을 제공하고 선택된 기사의 소비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뉴스스탠드는 이
종 및 동종의 여러 언론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
론사와 뉴스소비자 모두 기사선택을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는 공간이다. 즉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에 
비해 뉴스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사선택을 위한 인
지적인 노력이 더 요구되는 곳이다. 

뉴스기사 유형은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기사유형은 기사본문의 구성, 언어의 구성, 
장르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기사선
택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언어 사용에 의한 기사유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방송에서는 뉴스 장르, 신문에서는 
시각화에 집중되었다. 온라인 신문에서는 인쇄신문과 같
은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시각화로 인쇄신문과 
차별화되는 지면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3][4][5][6][7][8]. 

이 같은 연구의 대부분은 텍스트 중심의 뉴스기사에 
이미지의 결합에 따른 효과 분석이다. 그러나 인터넷 미
디어에서는 문자 중심이었던 신문뿐만 아니라 동영상 중
심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
어의 특성상 온라인 신문에서는 종이신문과 달리 동영상 
중심의 뉴스기사 유형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온라
인 방송에서도 동영상 중심의 오프라인 방송과 달리 사
진이나 텍스트 유형의 뉴스기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방송의 뉴스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영상 유형의 기사 외에 사진 및 텍스트기
사 유형의 구성 비율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이 온라인 방
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
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화 수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2.1 뉴스기사의 구성 요소
뉴스기사의 구성은 문자, 소리, 이미지 등의 언어로 구

성된다. 이 같은 언어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나
의 미디어에 한 개의 언어 사용에서 동시에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 미디
어 언어는 물론 새로운 언어를 생성하면서 그에 따른 기
사 유형도 다양화 되었다. 멀티미디어인 인터넷은 기존 
미디어 언어를 비롯해 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게임, 가상
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즉 가상현실과 같은 콘텐츠는 이용 과정에서 5개의 
감각기관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디어 환
경에서는 주로 시‧청각이란 제한된 감각기관을 이용한 커
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모든 감각기관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미디어의 융합화 현상은 인터넷에 가장 잘 나타나 있
다. 인터넷은 신문, 라디오, 방송, 영화 등의 모든 미디어
와 컴퓨터 그래픽 리소스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한다. 미디어 융합이란 다양한 기술과 여러 유형의 콘텐
츠가 통합되는 것으로 텍스트, 오디오, 사진, 비디오, 그
래픽 요소 간의 융합을 의미한다[9]. 최근 몇 년 동안 멀
티미디어에는 비디오, 오디오, 사진, 텍스트 정보와 같은 
웹 정보가 급격히 증가[10]되었으며, 멀티미디어에 표현
된 텍스트 정보에는 이미지/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중요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11]. 미디어 콘텐츠는 문자, 오
디오,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콘텐츠에 구성된 
여러 언어에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뉴
스기사에 사용된 여러 언어는 기사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언어는 정
보, 뉴스, 지식 등을 함축하거나 전달효과가 다르다. 즉 
이 같은 언어는 다른 언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고유한 특
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언어는 정보전달 방식이 다르다. 이미
지는 많은 양의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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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설명력이 매우 탁월하다[12]. 이미
지는 뇌가 시각정보를 직접적이며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
문에 뛰어난 힘을 발휘한다. 또한 느린 언어 처리를 우외
하고 초월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가 없는 경
우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미지와 달리 텍스트 정보는 뇌가 순차적으로 처리하
기 때문에 뇌의 더 많은 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뇌는 
텍스트 정보에 비해 이미지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과 정보를 논리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스기사에 제시된 아
이디어나 헌법 조항의 전달은 문자 언어가 더 효과이다. 
한편 이미지는 텍스트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다. 카메라의 특성상 렌즈 안의 모든 대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촬영되어 의도
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반면 텍스트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의도적인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말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현실을 포착할 수 있어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13].

인쇄신문과 온라인 신문을 대상으로 미디어 유형 및 
뉴스기사 유형이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선행 연구 결과 사진이나 그래픽과 같은 시각적 단서
는 기사선택과 소비 과정에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소비자들의 기사에 대한 관심과 선택
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 자체보다 기사유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뉴스기사의 형태란 어떠한 언어로 
기사가 구성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자들은 하나
의 언어로 구성된 기사보다 텍스트에 여러 이미지와 같
은 다른 유형의 언어가 결합된 기사형태를 더 선호한다
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은 풍부한 이미지와 멀티미디어를 제공하
고 교육 및 학습을 위한 다양한 표현 모드에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제공한다. 자원이 풍부
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식하여 학습 참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이미지와 멀티미디어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
고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이다[15].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이미지는 콘텐
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
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각종 미디어의 융합과 
새로운 이미지의 생성을 통해 다양한 뉴스기사 유형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2.2 뉴스기사 선택과 포털뉴스의 특징
웹사이트 홈페이지는 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나 내용

에 접근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은 언론사 또는 포털사이트 홈페이
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의 홈페이지는 뉴스 이
용자들이 선호하는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뉴스 이용
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기사 유
형과 장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뉴스/시사 장르에 
비해 드라마 중심의 오락 장르의 시청률이 더 높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모두 드라마와 오락 장르였으며, 이 같은 장르
가 방송사 간 시청 경쟁 구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오락 장르는 공영방송에 비해 상업방송에서 더 
높은 비율로 편성된다[17]. 기사유형도 기사선택과 보도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뉴스 시청자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에서 음향이나 비디오에 영향을 받
는 데 오디오에 비해 영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포털미디어의 뉴스 장르도 정치나 경제와 
같은 경성뉴스보다 방송/연예 등의 연성뉴스의 구성 비
율이 기존 언론사에 비해 높다[19]. 포털미디어가 연성뉴
스에서 관련 뉴스 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제공함으로써 
뉴스의 연성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20].

뉴스의 가치 또는 중요성의 상대적 크기는 신문의 경
우 기사의 배치 공간과 편집요소의 크기로, 방송은 뉴스
의 진행 순서와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서는 방송도 신문과 같은 포맷으로 기사를 제공하
고 있다. 방송의 기사도 온라인 신문과 동일한 포맷으로 
배치된다. 뉴스스탠드의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기사선택 
행위는 온라인 신문의 기사선택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기사의 위치, 시각적 이미지의 
유무 및 크기, 기사 제목의 크기, 기사의 장르 등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었다. 또한 모바일 미디
어와 웹 2.0의 등장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
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미디어 콘텐츠는 인터넷과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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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스마
트 폰의 카메라 기능과 SNS는 이미지 생산과 소비를 확
장시키고 있다.

시각 정보가 지금처럼 중요하고 널리 퍼진 적이 없으
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많은 수의 사진
을 생산‧소비‧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뉴스 사진을 제작/전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21]. 디지털 기술의 용이성과 편리성에 의해 생산된 
이미지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되었고 생산된 이미지는 실
시간으로 온라인 미디어에 게시될 수 있다. 즉 이미지는 
매초마다 공유된 소셜 네크워크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웹에서 유포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적인 맥락에서 생산
된 것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
어 환경에서의 이미지는 언제 어디서나 생상과 소비가 
용이하여 단기간에 빠른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이미지로서의 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디지털 문화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22].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고 풍부하다. 네이버의 뉴스스탠드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가 홈페이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그래픽, 
문자 등의 모든 미디어 언어를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송기
사의 본문 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영상, 사진, 텍스
트 기사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의 기사 유형 및 기사 장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기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문
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 방송(뉴스스탠드) 뉴스기사 본문 페
이지의 기사 유형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온라인 방송(뉴스스탠드) 홈페이지 뉴스기사 
유형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온라인 방송(뉴스스탠드) 홈페이지의 뉴스기
사 장르 구성은 어떠한가?

4. 연구방법

4.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JTBC, MBN, 
Chanel A, TV Chosun 등 종합편성채널 4사, YTN, 연
합뉴스 TV 등 2개의 뉴스전문채널 등 총 9개 방송사 홈
페이지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상파 채
널, 케이블의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의 뉴스전문 채널 등
은 프로그램의 편성과 전달방식이 다르다. 이 같은 방송
사를 선정한 이유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방송사의 기
사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제공되고 있는 가운
데 이들 방송사 홈페이지의 뉴스기사 구성에 차이가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6월 
~ 2019년 12월 사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실시되었으며 
총 30일 분량이다. 

4.2 데이터 수집방식, 측정요소, 통계기법
인터넷 미디어 홈페이지의 이미지는 대부분은 스틸사

진(still photograph) 유형으로 편집된다. 따라서 비디
오 기사도 홈페이지에서는 스틸 이미지 유형으로 제시된
다. 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 유형은 크게 제목기사와 이
미지 기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제목기사는 기사 수를, 이
미지 기사는 기사 수와 이미지의 크기를 산출하였다. 온라
인 방송의 뉴스기사 유형은 세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홈페이지에 구성된 기사 유형을, 둘째, 홈페이지 
기사의 장르 유형을, 셋째, 홈페이지에 구성된 기사 본문 
페이지의 기사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데
이터를 토대로 각 방송사 간 기사 수, 제목기사 수, 이미
지 기사 수, 이미지의 크기 등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에는 각 방송의 30일 분량으로 총 270일간의 홈페이지 
기사가 이용되었다. 

5. 분석결과

5.1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의 기사유형
뉴스기사 본문 페이지의 기사 유형은 비디오 55.2%, 

사진 40.6%, 텍스트 4.2% 등으로 구성되었다. 메인기사 
본문 페이지의 기사 유형은 비디오 53.7%, 사진 42.6%, 
텍스트 3.7% 일반 이미지기사는 비디오 52.2%, 사진 
46.5%, 텍스트 1.3%, 제목기사는 비디오 57.8%, 사진 
35.7%, 텍스트 6.5%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각 방송사의 메인기사 중 비디오 기사는 연합뉴스TV
가 30건의 기사 중 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TV 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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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TV
Networks

 Main Article Image Type General Article  Image Type Titles Article  Image Type  Articles

Video Photo Text Video Photo Text Video Photo Text Sum

KBS 14 16 0 75 135 0 146 149 1 536

MBC 20 10 0 147 93 0 13 137 0 420

SBS 14 16 0 83 121 6 200 150 7 597

JTBC 18 11 1 111 39 0 228 67 3 478

MBN 13 17 0 59 237 0 31 174 19 550

Channel A 11 19 0 141 95 2 274 27 0 569

TV Chosun 8 13 9 151 73 15 166 89 74 598

YTN 18 12 0 89 118 3 160 103 60 563

Yonhapnews TV 29 1 0 173 7 0 238 2 0 450

Sum 145 115 10 1029 918 26 1456 898 164 4761

Table 1. Types of news stories on the websites' text

8건으로 가장 낮았다. 비디오기사 게재빈도는 MBC, 
JTBC, YTN 등이 비교적 높았으며, KBS, SBS, MBN 순
으로 낮았다. TV조선의 경우 메인기사, 일반 이미지기사, 
제목기사 유형 모두에서 각 9, 15, 74건으로 텍스트 기
사의 게재빈도가 가장 높았다. 

각 방송의 전체기사 대비 비디오 기사의 비율은 연합
뉴스TV 97.7%, 채널A 74.9%, JTBC 74.7%, TV조선 
54.4%, SBS 49.7%, YTN 47.4%, KBS 43.8%, MBC 
42.9%, MBN 18.7% 등이었다. 사진기사는 MBN 77.8%, 
MBC 57.1%, KBS 56%, SBS 48.1%, YTN 41.4%, TV
조선 29.3%, 채널A 24.8%, JTBC 24.5%, 연합뉴스TV 
2.2%였다. 텍스트 기사는 TV조선과 YTN이 다른 방송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어 MBN, SBS 등의 순이었다. 텍
스트기사가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은 곳은 연합뉴스TV와 
MBC이고 KBS와 채널A는 1~2건에 불과하였다. 

비디오 기사에 대한 방송사 간 차이는 KBS가 JTBC, 
MBN,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등과 차이가 있고, 
MBC, SBS, YTN 등과는 차이가 없었다. MBC는 SBS, 
JTBC, 채널A, TV조선, YTN, 연합뉴스TV 간 차이가 있
고, KBS와 MBN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SBS는 
MBC, MBN, 채널A, 연합뉴스 등과 차이가 있고, KBS, 
JTBC, TV조선, YTN 등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JTBC
는 KBS, MBC, MBN, YTN, 연합뉴스TV 등과 차이가 
있고, SBS, 채널A, TV조선 등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MBN는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채널A는 MBN과 연합뉴스 TV를 제외한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TV조선은 KBS, MBC, MBN, 채널
A, 연합뉴스TV 등과 차이가 있고, SBS, JTBC, YTN 등
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YTN은 MBC, JTBC, MBN, 
채널A, 연합뉴스TV 등과는 차이가 있고, KBS, SBS, TV

조선 등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합뉴스TV는 채널A
를 제외한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f=8, F=55.7, P=.000).

사진기사에 있어서는 KBS가 MBC, SBS, YTN 등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MBC는 KBS, MBC, SBS, TV조선, 
YTN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SBS는 KBS, MBC, YTN 
등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JTBC는 채널A와 TV조선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MBN은 다른 모든 방송과, 채널A는 
JTBC과 TV조선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TV조선은 
MBC, JTBC, 채널A, YTN 등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YTN은 KBS, MBC, SBS 등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연합
뉴스TV는 다른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df=8, F=76.3, P=.000).

5.2 홈페이지의 뉴스기사 유형
온라인 방송 홈페이지의 기사 유형은 이미지기사 

47.1%, 제목기사 52.9%로 이미지기사에 비해 제목기사
가 다소 높게 구성되었다. 홈페이지에서의 모든 메인기사
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되
는 평균 기사 수는 17.6건이었다<Table 2>.  

각 방송의 기사 게재빈도는 TV조선(M=19.93), SBS 
(19.9), 채널A(19), YTN(18.8), MBN(18.3), KBS(17.9), 
JTBC(15.9), 연합뉴스TV(15), MBC(14) 등의 순이었다. 
이미지기사는 MBN(9.8)이 가장 높게, JTBC(5)와 연합
뉴스TV가 가장 낮게 게재되었다. 제목기사의 게재빈도
는 SBS(11.9), TV조선(11), YTN(10.8) 등이 높았고, 
MBC(5)가 가장 낮았다. 메인기사 이미지의 크기는 평균 
30cm이고 MBC(M=109.2cm)가 가장 큰 반면 JTBC(53.9)
와 MBN(54.8)이 가장 작았다. 일반기사에서의 이미지 
크기는 JTBC(22.2), KBS(20.1), YTN(19.8) 등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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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TV
Networks

Main Articles General Image Articles + Title Articles

P.G E.G S.G I.G P.G E.G S.G B/E.G S.G W.G
International Articles

Sum
P.G E.G S.G Sum

KBS 7 2 20 (1) 98 62 244 5 30 5 23
(1) 2 37 62 536

MBC 3 0 26 (1) 70 51 163 3 9 18 28
(1) 6 42 76 420

SBS 5 5 18 (2) 68 43 254 78 27 3 21 1 72
(2) 94 597

JTBC 10 1 19 0 101 40 201 31 11 17 13 0 34 47 478

MBN 10 0 17 (1)
(2) 84 45 206 106 14 0 16

(1) 0 49
(2) 65 550

Channel A 11 1 18 0 157 47 242 26 10 3 12 1 42 55 569

TV Chosun 9 0 21 0 185 58 240 14 15 4 12 0 40 52 598

YTN 6 0 24 0 120 27 252 43 3 2 16 3 67 86 563

Yonhapnews TV 9 6 15 0 79 76 153 2 7 33 17 4 49 70 450

Sum 70 15 178 7 962 449 1955 308 126 85 158 17 432 607 4761

P.G=Political Genre, E.G=Economy Genre, S.G=Social Genre, I.G=International Genre, B/E.G=Broadcasting/Entertainments Genre, S.G=Sports Genre, 
W.G=Weather Genre

Table 3. Genre of news stories on the broadcasting websites

Elements
TV
Networks

Main Article 
Image(M, cm) General Article  Image Numder of Image 

Articles
Numder of Title 

Articles Sum of Articles

KBS 1854(61.8) 4227(20.1) 210(7) 296(9.9) 536(17.9)

MBC 3275(109.2) 2557(10.7) 240(8) 150(5) 420(14)

SBS 2517(83.9) 2731(13) 210(7) 357(11.9) 597(19.9)

JTBC 1616(53.9) 3335(22.2) 150(5) 298(9.9) 478(15.9)

MBN 1643(54.8) 2839(9.6) 296(9.8) 224(7.5) 550(18.3)

Channel A 2554(85.1) 3796(15.9) 238(7.9) 301(10) 569(19)

TV Chosun 1821(60.7) 4190(17.5) 239(8) 329(11) 598(19.9)

YTN 2925(97.5) 4168(19.8) 210(7) 323(10.8) 563(18.8)

Yonhapnews TV 2208(73.6) 2983(16.6) 180(6) 240(8) 450(15)

Sum 270(30) 30826(15.4) 1973(7.3) 2518(9.3) 4761(17.6)

Table 2. Size, type and number of images of news stories on the broadcasting websites

그리고 MBN(9.6), MBC(10.7), SBS(13) 등이 작게 취급
하였다.

각 방송의 메인기사 이미지 크기에 대한 차이는 KBS
가 TV조선을 제외한 모든 방송과, MBC는 모든 방송과, 
SBS는 채널A를 제외한 모든 방송과, JTBC는 MBN을 제
외한 모든 방송과, YTN과 연합뉴스TV는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f=8, F=366.6, P=.000).

일반기사 이미지는 KBS, TV조선, YTN 간, MBC와 
SBS, MBN과 연합뉴스 TV 간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그
리고 JTBC와 채널A는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f=8, F=285.1, P=.000). 

메인기사와 일반기사 이미지를 합한 전체 이미지에서
는 KBS, 채널A, TV조선 간, SBS, JTBC, 연합뉴스TV 간 

차이가 없었으며, YTN은 모든 방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df=8, F=179.5, P=.000). 

홈페이지 전체기사 수에 있어서 KBS와 MBN, YTN 
간, MBC와 연합뉴스TV 간, SBS와 채널A, TV조선 간, 
JTBC와 연합뉴스TV 간, MBN과 KBS, 채널A, YTN 간, 
YTN과 KBS, 채널A, TV조선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df=8, F=144.5, p=.000).

5.3 뉴스기사 장르 구성
방송사 홈페이지의 기사 장르는 메인기사의 경우 정치 

25.9%, 경제 5.6%, 사회 65.9%, 국제 2.6% 등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일반기사 장르는 정치 21.4%, 경제 10%, 사
회 43.5%, 방송/연예 6.9%, 스포츠 2.8%, 날씨 1.9%,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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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등이었으며, 국제기사는 정치 26%, 경제 
2.8%, 사회 71.2%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메인기
사, 일반기사, 국제기사 모두 정치, 경제 장르 기사보다 
사회 장르 기사가 월등히 높게 구성되었다<Table 3>. 

각 방송사 메인기사의 정치 장르는 채널A, JTBC, 
MBN, TV조선, 연합뉴스TV 등이 많게, MBC와 SBS에
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게재되었다. 경제 장르는 연합뉴스
TV와 SBS에서 많게 MBC, MBN, TV조선, YTN 등은 1
건도 게재되지 않았다. 사회 장르는 MBS와 YTN이 많았
고 연합뉴스TV가 가장 적게 게재되었다.  

정치 장르에 대한 방송사들 간 차이는 KBS가 TV조선
과, MBC, SBS, JTBC, MBN, 연합뉴스TV 등은 채널A와 
TV조선 간 차이가 있고, 채널A는 KBS, TV조선, YTN을 
제외한 다른 방송과, TV조선은 채널A를 제외한 다른 방
송과, YTN은 TV조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f=8, f=14.2, p=.000). 

경제 장르에 있어서는 KBS, MBC, SBS, 채널A, TV조
선 등이 다른 모든 방송 간 차이가 없고, JTBC, MBN, 
YTN 등은 연합뉴스 TV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f=8, F=5.6, P=.000).

사회 장르는 KBS와 TV조선 간, MBC는 SBS와 YTN 
간, SBS는 MBC, JTBC, 연합뉴스TV 간, JTBC는 SBS와 
YTN 간, 채널A와 TV조선은 연합뉴스와 TV조선 간, 
YTN은 JTBC와 연합뉴스TV 간, 연합뉴스TV는 KBS, 
SBS, 채널A, TV조선, YTN 등과, MBN은 다른 모든 방
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f=8, F=12.6, P=.000). 

국제기사는 SBS와 JTBC 간 차이가 있고 나머지 모든 
방송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f=8, F=4.2, 
P=.000).

6. 논의 및 결론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 환경에서 방송의 기사 유
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방송사 홈페이지는 비디오기사 55.2%, 사진기
사 40.6%, 텍스트기사 4.2% 등으로 구성되었다. 오프라
인 방송의 모든 기사가 비디오기사로 구성되지만 온라인 
방송에서는 비동영상인 사진기사와 텍스트기사가 44.8%
의 비율로 게재되었다. 이 같이 온라인 방송에서 비동영
상 기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각 언론사의 제작환경, 뉴스
기사의 중요성, 분량, 기사 마감시간, 속보성, 제작의 용
이성 및 경제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방송사 간 비디오기사는 연합뉴스TV가 가장 높게, 

MBN이 가장 낮게 구성되었다. 반면 사진기사는 MBN이 
가장 높게, 연합뉴스TV가 가장 낮았다. 텍스트기사는 
TV조선과 YTN이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높았으며, 연합
뉴스TV와 MBC는 텍스트기사가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비디오기사와 사진기사의 방송사 간 차이는 메인기사, 일
반 이미지기사, 제목기사 모두에 있어서 대부분의 방송사 
간 차이가 있었다. 텍스트기사는 소수의 특정 방송에 집
중되고 있었으며, 일부 방송에서는 극소수 또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텍스트기사를 이용하지 않는 방송과 상대
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은 방송사 간 구성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홈페이지의 기사는 평균 17.6건으로  가장 많
이 게재된 방송사는 TV조선이며, 가장 적은 방송사는 
MBC이다. 메인기사 이미지의 크기는 MBC가 가장 크게, 
MBN이 적게 취급하였다. 메인기사 이미지의 크기, 기사 
수에 대한 차이는 대부분의 방송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사 장르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방송/연예, 스포
츠, 날씨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
르는 모든 방송에서 비슷하게 구성되었으나 방송/연예, 
스포츠, 날씨 등은 특정 방송사에 집중되고 있었다. 방송
사 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르에 대한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르의 게재빈도는 사회 장르가 가
장 높은 반면 경제 장르가 가장 낮았다. 정치 장르는 TV
조선과 채널A에서 가장 높게 게재되었다. 국제기사에 대
해서도 정치, 경제, 사회 장르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국내
기사의 장르 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홈페이
지에 구성된 기사를 경성/연성뉴스의 기준으로 볼 때 여
전히 정치, 경제 장르와 같은 경성뉴스에 비해 사회, 방송
/연예, 스포츠 등과 같은 연성뉴스가 높게 게재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방송과 달리 온라인 방송은 비동
영상 기사가 전체 기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게재되
고 있었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언어의 결합 또는 융
합 관련 현상은 주로 온‧오프라인 신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미디어 언어의 융합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방송기사의 비동영상 및 텍스트화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방송사 간 홈
페이지 구성의 차별화 요인은 메인 및 일반기사, 이미지
의 크기, 기사 수, 비디오, 사진, 텍스트 등 뉴스편집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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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요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편집의 내용적 
요소인 장르는 방송사 간 홈페이지의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미디어의 
기사 유형은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미디
어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온라인 방송도 모든 커뮤니케
이션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이
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스스탠드에서의 방송기사의 융합화로 미디어 간 경계
는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 환경에서 방
송기사의 올드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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