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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퍼블리시 공동주최 세미나

“기술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저널리즘 부활: 가능성과 제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14:00~16:00
  △ 장소: 퍼블리시 세종로오피스 세미나장

□ 일정
  △ 14:00~14:10 인사말 
    ◦ 14:00~14:05 인사말1: 김동훈(한국기자협회 회장) 
    ◦ 14:05~14:10 인사말2: 권성민(퍼블리시 대표이사) 
  △ 14:10~15:00 발표 
    ◦ 14:10~14:35 발표1: 한정훈(JTBC 기자) 
        “웹3.0시대, 저널리즘 부활을 위한 요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14:35~15:00 발표2: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기술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저널리즘 부활을 위한 언론학 연구와 교육” 
  △ 15:00~16:00 종합토론 
    - 사회자: 강상현(연세대 교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김성후(기자협회보 편집국장), 김정환(부경대 교수), 
               안수찬(세명대 교수), 최진순(전 한국경제 기자) 
    - 발표자: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한정훈(JTBC 기자)
  ※ 진행: 강미혜(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 1

웹3.0시대, 저널리즘 부활을 위한 요건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정훈
JTBC 기자





웹 3.0 시대 저널리즘
부활을 위한 요건

JTBC 한정훈

1

웹 3.0시대저널리즘분야 5대변화

• 수익 모델의 변화
• 협업에서 분업으로
• 미디어가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 흔들리는 뉴스 플랫폼
• 테크 저널리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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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모델의 다양화

3

수익 모델 변화
• 구독 번들 확대

뉴욕타임스,  상품 비교 와이어커터(Wirecutter)를 유료 구독
모델에 적용. 뉴욕타임스는 기존 신문 구독+게임+요리
(Cooking)과 함께 새로운 번들 형태 구성

방송 뉴스 미디어에서도 구독 스트리밍 확대 및 번들화

CNN+ 시도, 폭스 네이션 등 유료 뉴스 스트리밍 혹은 기존 스
트리밍에 뉴스 오리지널 탑재

뜨고 있는 뉴스레터 시장

전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이 유명 작가들을
수십만 달러를 계약금을 주며 모아

페이스북(Facebook)도 자체 구독형 뉴스레터 서비스 블레틴
(Bulletin)을 시작했고 트위터(Twitter)는 올 초 뉴스레터 회사
리뷰(Revue)를 인수하는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기업도 뉴스
레터 시장에 진입

6AM, 악시오스 로컬 지역 뉴스레터도 100개 가량

CNN+ (현재는 중단)

미국
지역
뉴스
레터
서비
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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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뉴스룸
협업에서 분업으로

5

협업에서 분업으로-팬데믹 이후 뉴스룸

2021년 6월 뉴욕타임스 뉴스룸

뉴욕타임스, 주 3일만 출근, CNN도 마찬가지

코로나바이러스는 뉴스 미디어들이 근무
환경도 바꾸고 있음

그동안 함께 모여 협업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작업해 함께
결과물을 생산하는 분업 시스템이 확산

협업을 도와주는 솔루션도 확산

줌(Zoom)이 확산됐고 슬랙(Slack), 
마이크로소프트 팀(Team)과 같은 협업 툴을
쓰는 언론사들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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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도쿄 올림픽 당시 선수가 직접 올린 틱톡 영상

2021년 여름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6살이. 
대부분이 틱톡에 익숙한 모바일 퍼스트 세대

이들은 만들어 배포하기 쉬운 솟 폼 콘텐츠에 텍스트를 입혀 바로 송출.

지난 2021년 8월 말 틱톡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각국 선수들의 경기장
뒤 영상

당시 선수들이 올린 틱톡 영상 중 가장 인기 있었던 포맷은 TV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을 담은 콘텐츠

숙소나 샤워장, 그리고 트레이닝 운동장, 카페테리아, 선수촌 등의
일상을 담은 영상은 인기 폭발

7

소셜 미디어의 진화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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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믹스 세대의 부상

미국 버라이어티 2021년 7월 조사

나이가 어릴 수록 다양한 미디어 포맷 소화

구독 상품도 다양하고 많게 구독

9

소셜 미디어 서비스 뉴스

어린 세대 일 수로 소셜 미디어를
뉴스 소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70%가 넘는 Z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 습득

소셜 미디어의 부상은 뉴스 포맷
다양화를 불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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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뉴스 플랫폼

언론사들도 TV나 지면에서 벗어나고 있음

이 중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소셜 미디어를 새로운 플
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는 트렌드.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이용도 높아

지난 2021년 8월 미국 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아이
다(Ida) 당시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피해가 가장 심
했던 뉴올리언스 공영 라디오 기자들이 참여하는 오디
오룸(트위터 스페이스)을 개설하기도

워싱턴포스트는 틱톡 담당 프로듀서 등 담당 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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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스의 변화
바뀌는 뉴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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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수록 크리에이터 콘텐츠 소비 증가
LA타임스 조사, Z세대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

LA타임스는 Z세대의 하루 비디오 콘텐츠 소비
패턴을 분석했는데 이들은 숏 폼 비디오
포맷(틱톡(TikTok))이나 릴스(Reels))로 아침을 시작

점심 시간에는 유튜브(Youtube)를 본 뒤 저녁엔
넷플릭스(Netflix)나 훌루(Hulu)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코미디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조사

이는 LA타임스가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2,1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집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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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는 숏 폼

조사에서 Z세대의 비디오 시청 중 59%는
TV나 영화, 스포츠를 비롯한 전통 포맷
콘텐츠에 할애

이는 기성 세대(X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X세대는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로 시청의
67%를 소비

콘텐츠 길이에 따른 세대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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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Z세대 위해 틱톡 스타일 뉴스 만들다

지난 2022년 2월 1일 2016년 이후 6년 만에 디지털에서
지상파 채널로 다시 복귀한 BBC3
숏 폼 뉴스 프로그램인 ‘더 캐치업(The Catch Up)’이 화제

매일 저녁 2~4분 분량 틱톡 스타일의 뉴스인 ‘더 캐치업’
은 짧은 길이와 함께 디지털 처럼 화면을 채우는 그래
픽, 해설 뉴스 스타일을 활용

이 뉴스는 방송이 끝난 뒤 바로 소셜 미디어에 포맷 변
동 없이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소셜(Social) 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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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자와 더 긴밀한 교감(CNN+인터뷰 클
럽)

특정 이슈나 유명인에게 물어보는 주요 기능
-인터뷰(유명 인사에게 질문)

-답변(특정 이슈에 대한 답변, 다른 답변에 좋아요 가능)

-나의 질문(내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 탑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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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대한 관심 증가

아직은 NFT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 콘텐츠
에 대한 관심은 적지만 나이가 어릴 수록
서서히 확산됨

미디어 기업들이 NFT를 발행하는 경향도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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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저널리즘(Tech Journalism)

AI, 메타버스, NFT,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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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저널리즘(Tech Journalism)-AI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 사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니저에 대해 10명 중 9명
이상(93%)가 디지털 혁신 구축이라고 답해

미디어 기업들이 AI 저널리즘과 데이터 저널리즘, 
메타버스 등 전달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
술에 많이 투자

가디언, BBC, 마이크소프트 등은 AI에 투자

지난 2018년 BBC4는 1시간 분량 스페셜 다큐멘터
리 ‘Made by Machine: When AI Met the Archive’를
AI기술로 제작. 

당시 BBC 제작진들은 BBC 아카이브에 있는 27만
개의 프로그램의 편집 메타 데이터(장르, 줄거리, 
요약 등을)를 검색해 그동안 BBC4에서 방송된 프
로그램을 찾아 19

메타버스-뉴스룸의 확장

CBS 메타버스 보도

메타(페이스북) VR헤드셋 일반에 공개하기 전
기자 간담회를 워크룸이라는 메타버스에서
진행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워크룸을
이용해 진행한 버추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제품은 35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또 다른 단계”라며 “우리는 혼합
현실(Mixed Reality) 미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

CBS는 ‘메타버스를 소개’하는 뉴스를
메타버스를 통해 공개하기도. 당시 보도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 

또 악시오스는 메타 오큘러스 개발 대표
인터뷰를 메타버스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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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뉴스의 확장
오디오는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에서 강력
한 혁신과 함께 뉴스 미디어에 계속해서 좋은
위치를 차지

유료 팟캐스트 등을 통해 언론사들은 추가 수
익을 올리고 있음. 애플, 스포티파이 등 뉴스
팟캐스트 플랫폼도 확산

지난 2020년 11월 로이터 연구소가 6개 국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의
102개 일일 뉴스 팟캐스트를 분석한 바에 따
르면 팟캐스트 저널리즘 시장은 급속도로 확
대. 일일 팟캐스트를 포함해 37개가 지난 2019
년 이후 런칭

지난 2021년 10월 산재되어 있던 뉴욕타임
스 오디오를 묶은 오디오 플랫폼이자 오디오
저널리즘 프로젝트 ‘뉴욕타임스 오디오(New 
York Times Audio)’를 시작

뉴욕타임스의 팟캐스트 플랫폼

21

데일리 오디오 뉴스의 부상

22

데일리 오디오 뉴스의 부상

-데일리 오디오 뉴스가 팬데믹 이후 미국, 
영국 등에 크게 늘어나고 있음.(아직은
점유율은 낮은 상황. 뉴스 팟캐스트의 10% 
내외)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탐사
보도나 전문 뉴스 오디오 청취자가 늘고 있기
때문(워싱턴포스트, 포스트 리포트)

-데일리 오디오 뉴스 도달율 높다는
장점/NYT는 “이용자도 젊다고 평가＂

-현재 미국 일일 뉴스 팟캐스트 시장은
뉴욕타임스 ‘더 데일리(The Daily)’와 공영
라디오인 NPR의 ‘업 퍼스트(UP First)가 양분

-뉴욕타임스는 오디오 뉴스와 다른 매거진
등을 합쳐 서비스하는 ‘오디오(Audio)’ 앱
2021년 12월 베타 런칭/향후 유료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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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뉴스룸이 오디언스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

2020년이후미디어 NFT발행추이
CNN+가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발행한 NFT

23

글로벌 뉴스 미디어 NFT 매출 150억 원

뉴스 미디어 글로벌 NFT 매출(프레스 가젯)

프레스 가젯(Press gazette) 지난
2021년 3월 이후 2021년 4월까지
약 1년 간 글로벌 주요 언론
미디어들이 NFT발행과 유통을
통해 1,200만 달러(148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

이 중 타임이 100억 달러

많은 언론사들이 NFT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수익을 크게
올리지 못했고 타임 등 일부
언론사들이 상당수의 매출을 차지

아직 상당수 글로벌 언론사들은
NFT를 새로운 수익원이라기보다
외부 단체 후원이나 기부 등
상징적인 역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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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NFT-타임(The Time)

타임이 발행했던 NFT

NFT 발행 언론사들은 더 큰 효능감을 느끼고 있음

오디언스와 교감하고 상호 친밀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NFT가 구독 미디어와 개인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요즘 뉴스 미디어들에게는
최적의 마케팅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음

타임은 4종류의 NFT 수집품(TIMEPieces), NFT로
발행된 잡지(magazine issue)를 판매

NFT잡지의 커버스토리에는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바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등장

NFT 소유자들은 오는 2023년 타임 100주년까지
타임 온라인 뉴스 사이트(TIME.com)을 무제한
접속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 향후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에도 초대될 것이라고 밝힘25

주요 뉴스 NFT- 쿼츠(Quartz)
쿼츠 지난 2021년 3월 NFT 출시

쿼츠는 ‘첫 뉴스 기사 NFT’라는
NFT 상품을 판매

쿼츠는 “ NFT에 특화된 갤러리
소유주가 1,800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1개를 주고 이 뉴스
NFT를 구매했다”고

매각 수익금은 제3세계 여성
저널리스트들을 지원하는
국제여성미디어재단의 로렌
브라운 펠로우십(the Lauren 
Brown Fellowship)에 기부될

쿼츠 NF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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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NFT-우크라이나 미디어

NFT를 통한 연대와 교감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미디어들의 NFT를 통해서도 확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미디어들(Ukrainska Pravda, Novoye Vremya, 
Hromadske)은 NFT플랫폼 볼트(Vault)와 협업
계약을 맺고 NFT 판매를 통한 기금 모금에 나섬

이 모금에서는 우크라이나 언론사들의 일부
독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키(Key)’가 NFT로
판매

27

데이터 저널리즘-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각광
데이터 저널리즘도 뜨고 있는 장르. 특히, 
기후 변화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확산
정도 등 시계열적 변화를 기록하는데 매우
효과적

컴퓨터 활용 보도(CAR) 등 이 개념이 등장
한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등
의 기술과 결합하면서 보다 더 많은 정보
노출이 가능해짐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미
국 내 K팝 확산 속도와 반응, 이유 등을 데
이터와 그래픽으로 풀이해(K POP STORY(서
큰 화제를 모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분
석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 봇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K팝분석데이터저널리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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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등 미디어 데이터저널리즘 팀 강화

WSJ의 데이터 저널리즘 팀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WO-ISyNEgI&t=1s

29

다른 미국 미디어들도 데이터 저널리즘을
강화 . 과거처럼 단순히 그래픽
디자이너를 뽑기 보다는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데이터 운용 능력이
있는 기자들을 채용하고 있음

29





발표 2

기술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저널리즘 부활을 위한 언론학 연구와 교육

김위근
퍼블리시(주) 최고연구책임자





“기술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저널리즘 부활을 위한 언론학 연구와 교육”

김위근

퍼블리시(주) 최고연구책임자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연구소장

들어가며

• 언론산업, 언론학 등 언론 제부문의두 핵심 요소는 콘텐츠와 테크놀로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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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기술결정론시각이 아니더라도, 언론산업에인터넷이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기술을 중요성을

알 수 있음

출처: 미디어오늘

들어가며

•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언론인의 DNA는 뉴스와 기술로 구성됨

JOURNALISM DN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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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패러다임 전환

• 최근 웹 1.0, 2.0, 3.0 시대를 거치면서 핵심 기술은 미디어, 플랫폼, 블록체인으로 변화함

Paradigm Shift of the Web Technology

Web 1.0 Media

Web 2.0 Platform

Web 3.0 Blockchain

기술 패러다임 전환

• 인터넷 도입 이전 언론사는 기술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콘텐츠 공급사로서전락함. 웹 2.0 시대, 기술기업

으로서 플랫폼기업이언론산업을장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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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패러다임 전환

• 언론사는 플랫폼기업의새로운 뉴스서비스에선제적으로준비할 수 없음

기술 패러다임 전환

• 전문가에게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디바이스 등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있지만, 시민에겐 의미 없고

자신의 이용 편익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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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뉴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음

언론 위기

• 언론산업이포화상태로, 저널리즘경쟁이 어려워졌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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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플랫폼기업의언론산업장악력은 절대적임

출처: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2021.

언론 위기

• 플랫폼기업이어떤 기술을 도입하느냐에따라 언론사의 수익이 요동치고 있음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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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플랫폼 시대, 언론 정책은 실효가 줄어들고있음

출처:김위근,2022.

언론 위기

• 언론사, 언론산업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 및 자료는 이용자 데이터 관련한 것이지만, 이는 플랫폼기업이

장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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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뉴스 이용은 레거시 미디어에서디지털 미디어로 재편된 지 오래임

출처:<2021언론수용자조사>

언론 위기

• 뉴스 인식은 세대별로큰 차이를 보임

출처:<2021언론수용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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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시민의 뉴스미디어에대한 개념은 언론 전문가와 다름

출처:<2021언론수용자조사>

언론 위기

• 시민의 언론산업에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

출처:<디지털뉴스리포트2021: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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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언론 신뢰도는상당히 낮음

출처:<디지털뉴스리포트2021:한국>

언론 위기

• 뉴스 신뢰 인식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임

출처:<2021언론수용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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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세대별로 신뢰하는언론사에 차이가 있음

언론 위기

• 언론 신뢰는 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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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뉴스 신뢰도에대해 시민과 언론인의인식은 큰 차이를 보임

출처:<한국의언론신뢰도:진단과처방>,2018

언론 위기

• 언론 역할에 대해 시민과 언론인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임

출처:<한국의언론신뢰도:진단과처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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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기

• 뉴스기사에대해 시민과 언론인의인식은 큰 차이를 보임

ㅍ
출처:<한국의언론신뢰도:진단과처방>,2018

언론 위기

• 언론사에 대해 시민과 언론인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임

출처:<한국의언론신뢰도:진단과처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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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위기

• 언론학은 기회임

출처:<미래를준비하는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육>,2021

언론학 위기

• 언론학 전공 자체의 미래 밝지 않음

출처:<미래를준비하는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육>,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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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위기

• 언론학은 많은 변화가 필요함

출처:<미래를준비하는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육>,2021

언론학 위기

• 언론학 교육은 변화해야 함

출처:<미래를준비하는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육>,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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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위기

• 언론학 학과 체계는 변화해야함

출처:<미래를준비하는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육>,2021

언론학 위기

• 언론학 경쟁력은 높지 않음

출처:<미래를준비하는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육>,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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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산업 변화 방향

• 새로운 뉴스 생산 구조가 작동을 시작함

언론산업 변화 방향

• 뉴스 유통 권력의 변화 조짐이 감지됨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단계

시대
전통 언론매체

시대

다매체다채널

시대

초기 인터넷 시

대

포털사이트 시

대

소셜미디어 시

대
초현실 시대

생산·유통·소비

관계

생산 = 유통 = 

소비

생산 = 유통 ≠ 

소비

생산 ≠ 유통

≠ 소비

생산 ≠ 유통 = 

소비

생산 ≠ 유통 = 

소비

생산 = 유통 = 

소비

언론 권력 집중 뉴스 생산자 뉴스 소비자
언론 권력 파편

화
뉴스 유통자

뉴스 유통자, 뉴

스 소비자

뉴스생산자, 

뉴스 소비자

경제 특성 독점경제
시장경제, 공짜

경제

공짜경제, 주목

경제
주목경제

주목경제, 공유

경제

공유경제, 경험

경제, 구독경제

대표 뉴스미디어
종이신문, 지상

파방송

케이블TV, 무

료신문

언론사닷컴, 포

털 뉴스서비스

포털 뉴스서비

스

소셜미디어 뉴

스서비스

일상과 유기적

으로 연결된 편

재된 뉴스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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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기술 혁신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초격차 기술이 늘어나고 있음. 언론산업및 언론학이 기술 패러다임 변

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함

나가며

• 저널리즘은뉴스뿐만 아니라 기술로 구성됨. 저널리즘은뉴스와 기술을 통합이 아니라 융합임

JOURNALISM = News + Technology

1 = 1 + 0

1 + α = 1 + ( 1 + … )

JOURNALISM = News × Technology

0 = 1 × 0

0 = 0 × 1

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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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언론학 연구 및 교육은 핵심 화두는 저널리즘혁신이 아니라, 저널리즘트랜스포메이션이돼야 함

News + Technology = JOURNALISM INNOVATION

News × Technology = JOURNALISM TRANSFORMATION

나가며

• 기술 패러다임전환 시대에 언론학 연구 및 교육은 많은 대상과 수단을 다룰 수밖에 없음

대상

뉴스, 저널리즘, 테크놀로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수단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인공지능, 메타버스

지향

퀄리티 저널리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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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기술 패러다임전환 시대에 언론학 연구는 새로운 뉴스 에코시스템에, 언론학 교육은 퀄리티 저널리즘에

집중해야 함. 언론학의 학제적 성격을 부활시키고언론 현업과의활발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함

RESEARCH

News Ecosystem

EDUCATION

Quality Journalism

INSTITUTE = Labs × Schoo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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