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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sheds light on news customization, a frequently adopted strategy to cope with 

news overload. Researchers aimed to reveal who the users of news customization are and what the 

possible effects of such news use on citizen competence are. In this study, news customization is 

defined as users’ explicit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tailoring news products that they will 

eventually consume. Specifically, researchers focused on the role of need for orientation as a possible 

antecedent of news customization, as well as agenda diversity as a potential consequence of the 

customized way of news use. For analysis, original survey data among 1,264 Korean adults were 

employed. Findings show that users customize news depending on their preferred news topic and 

outlet. In other words, users design their customized news environment based on the need to 

selectively consume news that deals with topics of their interests, as well as the need to receive news 

from their preferred news outlets among prevalent news provider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 for orientation and agenda diversity, we examined separately the role of three different 

dimensions of need for orientation: orientation for issue, orientation for facts, and orientation for 

evaluation. The orientation for issue refers to the need to be informed about current news issues 

instantly and constantly; the orientation for facts refers to the need to know about the details of news 

issues; and the orientation for evaluation means the need to know news media’s comments and 

opinions about news issues. Results show that those who have high orientation for issue a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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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y to use news outlet customization and those who have high orientation for evaluation 

demonstrate a higher tendency to use both news outlet customization and news topic customiza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 for facts and news customiz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also shows that news topic customization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citizen's 

agenda diversity. News topic customization negativ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 

for issue and agenda diversit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 for evaluation and 

agenda diversity. The findings about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f news customization on agenda 

diversity suggest that news users and news providers need to design the customization environment 

considering the social role of news. Enhanced customization may attract more users and increase 

users’ perceived level of satisfaction, but such service may not fulfill the socially expected function of 

news, such as surveillance of environment, social cohesion, and correlation of environmental part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news users and news service providers have been 

discussed.

Keywords: News Customization, Need for Orientation, Agenda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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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들은 일상 으로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Holton & 

Chyi, 2012; Ji, Ha, & Sypher, 2014; Song, Jung, & Kim, 2016). 퓨리서치센터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체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66%)이 매일 하는 뉴스의 양에 피로감을 

느낀다(feel worn out)고 답했다(Gottfried, 2020). 이용자들은 과부하를 최소화하며 뉴스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흔히 택하는 응책  하나가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만을 골라 

일상 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뉴스 환경을 맞춤화(customization)하는 것이다(Auxier & 

Vitak, 2019). 

이용자가 본인의 뉴스에 한 선호에 따라 선택 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설정하는 뉴스 맞춤화는 과부하에 한 슬기로운 응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별로 각기 다른 뉴스를 선택해 소비하게 된다면 시민 각자가 뉴스

를 통해 이해하는 세상은 무도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에 한 환경감시(surveillance of environment), 사회구성원들의 공동 심사를 형성하

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논쟁  이슈에 한 해설을 제시해 응방안을 모색하는 상환조

정(correlation of environmental parts) 등은 언론  매스미디어가 통 으로 수행해 온 

사회  기능이다(Lasswell, 1948). 즉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나와 한 련이 있는 주변의 

문제에 한 심에서 한 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그 이슈들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이슈에 한 상반된 견해가 있다면 의견을 모을 여지가 있

는지를 악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각자 

심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뉴스만을 선별 으로 골라 소비한다면 뉴스의 사회  기능 수행을 기

할 수 있을지, 이용자들이 뉴스소비를 통해 필요한 시민역량(citizen competence)을 제고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뉴스 맞춤화 상 자체와 그리고 그 함의에 한 심은 미미한 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맞춤화에 집 해 사람들이 왜 맞춤화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맞춤화를 통한 뉴스 이용이 시민역량에는 어떤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맞춤화는 뉴스의 과잉공 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인지  한계에 시달리고 있는  뉴

스환경 변화 속에서 등장한 뉴스소비행태라는 에서 이용자의 인지  욕구에 한 이해를 통해 

더 잘 악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연구자들은 리즘에서 개인이 뉴스 이용에 투입하고자 하

는 인지  에 지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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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r, 1980)에 을 맞춰 정향욕구와 뉴스 맞춤화 이용과의 계를 알아봤다. 한 맞춤

화 이용이 특히 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역량으로 의제다양성(agenda diversity)에 집 한다. 

의제다양성은 개인이 다양한 국가  의제에 해 요성을 인식하는 정도(De Waal & 

Schoenbach, 2008)로 시민들이 여러가지 공공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걸음이 된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 인 심사에만 집 해 자신이 소비하는 뉴스를 설정할 수 있는 맞춤화가 확

산할 경우 다양한 의제에 한 요성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연구

진은 일상화하고 있는 뉴스 맞춤화의 역할에 해 실증 으로 악함으로써 일반 시민은 물론이

고 뉴스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방향으로 더욱 바람직한 뉴스 맞춤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에 해 고민할 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1) 뉴스과잉 시 와 뉴스 맞춤화(customization) 이용

이용자의 뉴스과부하가 가 된 것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우선 인 뉴스 생

산량 증가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뉴스의 제작  배포에 드는 비용이 격히 하락

하면서 뉴스 사업에 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 결과 수많은 인터넷 뉴스 매체가 등장했다

(Nie, Miller, Golde, Butler, & Winneg, 2010). 문화체육 부 정기간행물 등록 황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9,164개로 그로부터 10년 인 2009년 1,698개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1) 

동일한 뉴스가 여러 랫폼을 통해 복제, 유통되는 상황도 이용자의 피로도를 높이는 요소

다. 신문, 방송, 라디오 같은 기성 언론들도 더 많은 이용자에게 근하기 해 동일한 뉴스를 여

러 랫폼을 통해 배포하는 ‘원소스멀티유스’ 략을 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언론사가 

다수의 소셜미디어에 채 을 열고 자사 뉴스를 제공하는 상이 두드러졌다(Ju, Jeong, & 

Chyi, 2014). 단일 경로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뉴스를 볼 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Yuan, 2011) 그에 따른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의 화와 함께 ‘뉴스공유’

가 새로운 뉴스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뉴스를 배포하는 주체가 무한 로 증가하고

(Choi, 2016), 이에 더해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더 자주 그리고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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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뉴스를 하는 것도 과부하 가  요인이다.

뉴스 과잉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뉴스를 일상 으로 공 받고  배제할지 결정함으로

써 자신의 뉴스 환경을 리 가능한 수 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과부하에 

한 응 방식을 알아본 결과(Pentina & Tarafdar, 2014), 이용자는 거르기(filtering), 피하

기(avoid), 선별하기(sorting), 우선순 매기기(prioritizing) 등 다양한 방식의 략을 취하

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하는 뉴스를 일일이 검토해서 거르거나 선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 지가 든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실 으로 택하는 방식은 뉴스 환경을 미리 재단(tailor)해 

자신이 선택한 뉴스에만 일상 으로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Auxier & Vitak, 2019; Pentina 

& Tarafdar, 2014). 이미 1990년  말 니그로폰테는 ‘데일리 미(daily me)’라는 용어를 소개

하며 뉴스소비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호와 선택이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견한 바 

있는데(Negroponte, 1995), 실제로 ‘맞춤화(customization)’는 이제 일상 인 뉴스 소비 방

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맞춤화는 마  역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특히 다수의 이용자를 상으로 한 맞춤화 즉 

맞춤화(mass customization)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맞춤화는 이용자들의 개인

인 요구에 맞춤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주’의 마 (Sharma, 2010)을 의미한다. 맞춤

화와 련해 발표된 논문에 한 메타분석 결과 맞춤화는 마 , 공학, 유통 등의 역에서 연

구되고 있으며 자동차, 의류, 컴퓨터 등 다양한 경제 역에서의 맞춤화 황에 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Fogliatto, Da Silveira, & Borenstein, 2012).

하지만 뉴스이용 맥락에서 ‘맞춤화’에 해서는 그 개념에 한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상황

이며 나아가 그 황에 한 악이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서도 제 로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인  개념인 뉴스 ‘개인화(personalization)’와 어떤 에서 같고  다

른지에 한 명확한 이해도 결여된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Chen et al., 2011). 맞춤

화와 개인화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실행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화는 좀 더 결과물에 집 한 개념으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제품이나 메시지

가 변화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데 반해 맞춤화는 이용자가 최종 소비하는 제품이 선택되는 구

조를 설정하는 과정에 명백하게 참여하는 행 를 가리킨다(Vesanen, 2007). 따라서 많은 연구

자들은 개인화를 좀 더 상 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용자가 개인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해 맞춤화가 이 지는 것으로 본다. 

뉴스 개인화를 명백한 개인화(explicit personalization)와 암묵 인 개인화(implicit 

personalization)로 나 어 살펴본 시도(Thurman & Schifferes, 2012)도 같은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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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데, 명백한 개인화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뉴스를 직  설정하는 방식을, 암묵 인 

개인화는 알고리즘이 각각의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뉴스를 추론해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맞춤화는 명백한 개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순다르와 마라트

(Sundar & Marathe, 2010)는 콘텐츠 개인화에 해 연구하면서 개별 인 콘텐츠를 제공하

는 방식을 시스템 주도형 개인화(system-initiated personalization)와 이용자 주도형 맞춤

화(user-initiated customization)로 구분했는데 알고리즘에 의한 경우가 시스템 주도형, 결

정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경우를 이용자 주도형으로 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알고리즘이나 제 

3자에게 내가 어떤 뉴스를 볼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볼지 개인이 정한다는 이 

맞춤화의 가장 요한 특징이다. 

이용자가 통제력(user control)을 가지고 기술과 소통하며 정보이용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에서 맞춤화는 매우 의미 있는 종류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 환경의 등장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이 뉴스이용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에 큰 심을 기울 지만 다른 종류의 상호

작용에 비해 맞춤화는 상 으로 연구자들의 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맞춤화가 표

인 이용자-시스템 간 상호작용(user-to-system interactivity)이기 때문이다(Thurman & 

Schifferes, 2012). 뉴스 련 상호작용은 크게 인간과 미디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medium 

interactivity)과 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human interactivity)으로 나뉜

다(Chung, 2008; Chung & Yoo, 2008). 통상 인간 상호작용이 이용자 간 토론을 독려하고 

시민역량을 키운다는 에서 더 양질의 상호작용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Bucy, 2004; 

Stromer-Galley, 2004) 맞춤화와 같은 미디어 상호작용은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제 로 연

구되지 않았다. 

2) 뉴스 맞춤화의 방식: 주제와 매체

뉴스 이용자가 어떤 다른 방식과 기 에 의해 뉴스 맞춤화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해서도 제 로 

연구된 바가 없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뉴스를 택하거나 거를 때 흔히 기 으로 삼는 지 이 뉴스

의 주제(topic)와 출처(source)라는 을 고려할 때(Thurman & Schifferes, 2012), 주제 

맞춤화(topic customization)와 뉴스의 출처인 뉴스 매체의 맞춤화(outlet customization)

가 두 가지 표 인 맞춤화 방식일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

자신이 특별히 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한 뉴스만 골라 볼 필요성은 뉴스 맞춤화를 이

용하는 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가장 개인화되

기를 바라는 뉴스의 요소로 주제를 꼽았다(Lavie, Sela, Oppenheim, Inbar, &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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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더 많은 통제력이 주어진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제의 뉴스를 더 선

택 으로 소비하다는 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 졌다. 온라인으로 뉴스를 볼 때, 정치, 사회, 

국제 등 공 인 주제에 한 뉴스는 덜 선택하고 신 연성뉴스를 많이 선택하는 식이다

(Boczkowski & Mitchelstein, 2013; Boczkowski & Peer, 2011; Tewksbury & 

Althaus, 2000). 특히 세 별로 심 뉴스 주제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는데, 를 

들면 청년들의 경우 정치뉴스에 한 여도는 매우 떨어지는 반면 기술(technology) 련 뉴

스에 한 여도 매우 높았다(Ha et al., 2018). 젠더, 인권, 경제처럼 특정 세 나 성별 집단

을 타깃으로 삼아 단일 주제에 한 기사만 다루는 틈새(niche) 뉴스 매체가 등장해 유료 이용

자를 모으고 있는 상(양정애․최지향, 2019)도 뉴스의 주제에 한 선호도가 뉴스 이용 여부

에 한 단 뿐 아니라 뉴스에 한  지불 여부까지 결정할 정도로 요한 기 임을 보여

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이용자의 주제 선호도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이를 ‘이슈퍼블

릭(issue public)’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국가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이슈에 

두루 심을 가지기 보다는 본인과 련되거나 심 있는 특정한 주제만 고들어 집 으로 정

보를 습득하는 집단이 등장한 것이다(Kim, 2007).

맞춤화의  다른 기 으로 뉴스의 출처가 되는 뉴스 매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뉴스 콘텐츠

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이 모든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뉴스를 다 소화하는 

것은 물리 으로나 인지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많은 뉴스 매체  자신이 신뢰하

거나 선호하는 것을 골라서 일상 인 뉴스 퍼토리를 형성한다(Swart, Peters, & Broersma, 

2017; Taneja, Webster, Malthouse, & Ksiazek, 2012; Yuan, 2011). 단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만 뉴스를 받아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Westlund & Fardigh, 2015), 통 미디어에서 

뉴스 큐 이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뉴스 매체의 장단 을 두루 비교해 그  자신에게 맞는 

뉴스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Edgerly, 2015: Edgerly, Thorson, Thorson, Vraga, & 

Bode, 2018). 

맞춤화 상이 되는 매체의 선택에는 신뢰도가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 신뢰도가 높은 

뉴스매체의 경우 해당 매체를 일부러 특정해 방문하는 의도된 사용(intentional usage)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볼 때(Taneja & Yaeger, 2019) 개인이 신뢰하는 매체가 맞춤화 설정의 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매체수의 증가와 함께 정치  편향성이 높은 소  정치  

틈새뉴스(niche news)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 매체를 맞춤화하는 상도 증

가하고 있다(Stroud, 2008, 2011). 하지만 성향에 따른 맞춤화가 꼭 해당 매체를 신뢰해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미국 상황에서 뉴스 이용자, 고이용자, 보수 뉴스를 선호하는 이용자,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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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선호하는 이용자 등 총 네 그룹의 뉴스에 한 신뢰도를 알아본 연구(Mourão, Thorson, 

Chen, & Tham, 2018)는 보수  매체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 뉴스에 한 신뢰

도가 가장 낮음을 밝혔다. 뉴스 맞춤화와 맞춤화의 기 에 따른 의 논의에 기반 해 연구자들은 

이용자의 뉴스 맞춤화는 주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 등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 뉴스 맞춤화는 주제와 매체에 따라 이 질 것이다. 

3) 정향욕구와 뉴스 맞춤화

그 다면 어떤 뉴스 이용자들이 어떤 이유로 맞춤화를 시도하는 것일까? 맞춤화는 뉴스를 필요

로 하는 정도와 뉴스를 처리하는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인지  자원의 간극을 느낄 때 선택하

는 극 인 정보처리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한용량모델(limited capacity model)은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물에 끊임없이 노출될 때 사람들은 처리용량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Lang, 2000). 자극물을 처리하느라 사용 가능한 인지  용량을 다 소진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수많은 뉴스가 존재하는 온라인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피로

함을 느끼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집 력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Song et al., 

2017).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정보를 최선의 에 지를 쏟아 정교하게 처리할 수 없다.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 보여주듯 정보처리의 동기와 능력에 따

라서 어떤 정보는 인지  에 지의 투입은 최소화한 채 빠르게 주변경로단서(peripheral cue)

를 통해 처리하고, 특정 정보에 해서만 인지  에 지를 쏟아 정교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식의 

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Petty & Cacioppo, 1986). 인터넷 환경에서 인지 과부하가 

가 되면서 지속 으로 요한 정보를 악하며 지내기 해서 맞춤화가 유용한 해결책으로 이

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가 내로우캐스트(narrowcast)되는 

환경을 만들어 정보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셈이다(Hamdi, 2008).

인지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맞춤화를 택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볼 은 뉴스

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지  자원의 양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그 에 지의 종류도 다르다는 것

이다. 뉴스 정보처리와 련한 인지  자원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표 인 개념이 정향욕구다. 

정향욕구는 당  의제설정 효과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서 언 되고 연구되었다. 기 연

구자들은 주요 국가  사안에 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의 정도를 정향욕구라고 정의했는데

(McCombs & Weaver, 1973; Weaver, 1980) 이 욕구가 큰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론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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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룬 사안을 본인도 요한 국가  의제로 인지하는 의제설정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되었다. 즉, 정향욕구는 뉴스를 보고 국가 인 요성을 지닌 여러 시사 이슈를 악

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쓰는 인지  에 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터라 정보 습득 수 이나

(Lee & Oh, 2013),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 이용 경로의 선택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

다(최지향, 2018). 

이후 정향욕구는 좀 더 정교하게 개념화되었는데 마테스(Matthes, 2006, 2008)는 정향

욕구는 단편 인 개념이 아니라, 이슈정향욕구(orientation for issue), 사실정향욕구

(orientation for facts), 평가정향욕구 (orientation for evaluation)로 나뉘는 다층  개념

임을 밝혔다. 이슈정향욕구는 지속 이고 신속하게 주요 뉴스 이슈를 악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실정향욕구는 주요 뉴스 이슈와 련한 사실에 해 심층 이고 세부 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

를, 평가정향욕구는 이슈에 해 언론이 어떻게 단하는지 의견을 악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

한다. 개인마다 뉴스를 통해 기 하는 바가 다르다는 은 뉴스의 이용과 충족(uses & 

gratification)에 한 수많은 연구가 밝힌 바다( : Diddi & LaRose, 2006). 뉴스이용과 

련한 인지  욕구 역시 개인마다 그 종류와 정도가 다를 것이고 이 다른 욕구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뉴스 맞춤화 이용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용자의 정향욕구 정도와 

종류가 맞춤화 이용 정도와 연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를 악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정향욕구(이슈, 사실, 평가 정향욕구)는 뉴스 맞춤화 이용과 어떤 계가 있는가?

4) 정향욕구, 뉴스 맞춤화와 의제다양성 

뉴스 이용 정도와 방식이 민주주의 시민역량(citizen competence)에 큰 향을 다는 에서 

뉴스 맞춤화 역시 시민역량 형성과 의미 있는 계가 있을 것이다. 맞춤화가 미칠 향  가장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  하나가 시민들의 의제다양성이다. 오랜 기간 언론은 사회 구성원 간의 

공유포럼 역할을 해 왔다.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련된 의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

가 함께 생각해 야 할 문제, 즉 공동의 의제에까지 심을 넓 왔다. 선스타인(Sunstein, 

2007)은 이 역할을 ‘공유경험(shared experience)’ 형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공 이 소

수의 미디어 채 을 통해 정보를 소비할 때는 자신과 직 인 련성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정보도 자연스럽게 한다. 이는 생각이 다른 동료 시민들과 화하고 교류할 근거

가 돼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경험이 형성되며, 건강한 민주주의 유지 발 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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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다양한 뉴스에 한 노출은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시민과의 교류를 진해 사회 구성원 

간의 장벽을 낮춘다(Auxier & Vitak, 2019; Mutz & Martin, 2001). 하지만 미디어의 폭

발 인 양  증가와 함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각자 다른 정보를 얻게 되면서 여러 

이질  사회 구성원을 이어주는 뉴스의 사회  매개체(social glue) 역할도 어들었다. 자연히 

시민들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해 인식하지 못

하게 되고 나아가 정부는 주요 국가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 이다

(Sunstein. 2007).

주요 국가  당면 의제에 한 시민들 간의 인식 공유가 건강한 민주주의 발 의 제 조건

이라는 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의제다양성의 요성에 심을 기울여 왔다. 의제다양성은 개인

이 얼마나 많은 국가  의제에 해 그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개념

화되어 왔다(De Waal & Schoenbach, 2008; Peter & de Vreese, 2003). 심 의제가 많

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소수의 의제에만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통의 의제에 

얼마나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반 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시민역량이다(Lee, 

Choi, & Kim, 2014). 선택성이 강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의제다양성 정도의 변화에 해 많

은 연구자들이 심을 기울여 왔다(De Waal & Schoenbach, 2008; Lee, Choi, & Kim, 

2014). 연구 결과는 인터넷 환경이 이용자들이 습득하는 정보의 다양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특히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배제하는 정치  선택  노출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Garrett & Stroud, 2014).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개인이 선호에 따라 

맞춤화된 뉴스 환경을 조성해 일상 인 뉴스 소비 공간으로 삼는다면 시민들의 의제다양성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 강화가 뉴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마

으로 매력 인 략일 테지만, 이용자들을 각자의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갇히게 해 뉴

스로 인해 만들어 지는 공유공간(common ground)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

다(Lafrance, 2017). 

뉴스 맞춤화 이용이 의제다양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직 으로 다룬 연구는 없지만, 

개인화 는 맞춤화가 정보 노출 다양성에 미치는 향에 해 다룬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 를 

들어 빔(Beam, 2014)은 개인화와 맞춤화를 구분해 각각의 뉴스 사용이 이견(異見)을 담은 뉴

스에 한 노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알고리즘이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뉴

스를 일방 으로 결정하는 뉴스 개인화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뉴스만 소비할 가

능성이 높지만 개인이 뉴스의 선택과정에 깊숙이 여하는 맞춤화를 이용할 때는 도리어 이견을 

담은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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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양성 측면에서 맞춤화와 개인화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알고리즘이 추천 뉴스를 정하는 개인화는 일방 으로 이용자의 취향과 심사에 딱 들어맞

는 뉴스를 기계 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말 그 로 이용자를 필터버블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하지만 맞춤화는 뉴스 이용에 한 각자 다른 필요성, 동기 등이 반 되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에 

한 노출을 막을 수도 진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정보처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지  에 지의 종류와 그 양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에 따라 자신을 필터버블 속

에 가두려 할 수도 있고, 도리어 그 필터버블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뉴스 환경을 맞춤화 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맞춤화 뉴스 이용이 뉴스 소스 이용의 다양성과 어떤 계가 있는지 알아본 한 연구(Beam 

& Kosicki, 2014)는 맞춤화를 이용하는 이들이 도리어 더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소비할 뿐 아

니라 맞춤화가 비교  어려운 신문, 방송 등 로드캐스트 방식의 뉴스도 많이 소비함을 밝혔다. 

즉, 뉴스 맞춤화 이용과 의제다양성의 계가 꼭 부정 이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 다. 맞춤화 

이용의 각기 다른 방식에 한 연구(Auxier & Vitak, 2019)는 맞춤화를 이용하는 이들은 크

게 반향실 건설자(echo-chamber builder)와 다양성 추구자(diversity seeker)로 나  수 있

다고 밝혔다. 즉, 심의제를 최 한 좁히는 것이 맞춤화의 동기인 이들도 있지만 도리어 다양한 

뉴스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맞춤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맞춤화와 

의제다양성의 계는 결국 뉴스에 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살펴 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에 한 인지  욕구정도를 의미하는 정향욕구가 

의제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뉴스 맞춤화 이용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 으로써 앞서 살펴본 

정향욕구과 맞춤화의 계가 의제다양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악하고자 한다. 정향욕구와 

뉴스 맞춤화의 계나 뉴스 맞춤화 이용과 의제다양성의 계에 해서는 제 로 선행연구가 이

지지 않은 터라 가설을 제시하기에는 이론  근거가 빈약하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

한다. 

연구문제 2: 뉴스 맞춤화 이용 정도는 정향욕구(이슈, 사실, 평가)와 의제다양성 간의 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연구진이 제시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을 종합한 연구모델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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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연구진은 제시된 연구문제에 답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해 여론조사 문회사에 의뢰해 한민

국 내 성인 인터넷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데이터를 수집했다. 2019년 3월 14일에

서 3월 20일 사이에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1,264명이 참여했고 응답률은 32% 다. 조사 

상은 한민국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비례할당 표집했다. 응답자

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녀가 각각 50%씩 동일하게 참여했으며, 설문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42.55세 다.

1) 주요 변수의 측정

(1) 뉴스 맞춤화 이용. 

응답자가 주제와 매체의 선호에 따라 뉴스를 선별 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해 5  척

도(1 =  않는다 ~ 5 = 매우 자주)로 1) 심사에 부합하는 주제의 뉴스만 골라 제공해 주

는 서비스 이용, 2) 꼭 알아야 하는 주요 국가  안 주제와 련한 뉴스를 선별해 보도하는 서

비스 이용, 3) 나의 필요와 심 주제에 맞춰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4)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비슷한 뉴스매체를 선별해 이용, 5) 양질의 뉴스를 달하는 매체를 통해 선별 으

로 뉴스 이용, 6) 신뢰할 만한 언론사 몇 곳에서 제공하는 뉴스만 정기 으로 보거나 읽은 정도

를 물었다. 

(2) 정향욕구

마테스의 연구(Matthes, 2006)를 참고해 ‘나는 주요 시사 이슈에 해 신속하게 악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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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주요 시사 이슈를 지속 으로 찰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 ‘나

는 주요 시사 이슈와 련한 정보를 매일 제공받고 싶다’, ‘나는 우리 사회의 주요 시사 이슈를 다

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기 원한다’, ‘나는 주요 시사 이슈의 세부 인 정보에 해 심층 으로 알기

를 원한다’, ‘나는 주요 시사 이슈와 련한 세부 인 배경 정보를 알기를 기 한다’, ‘나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한 다른 사람들의 코멘트를 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사회의 주요 이슈에 

한 언론인들의 단과 의견을 흥미롭게 살펴본다’, ‘ 한 때마다 언론인은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야 한다’ 등 9개의 질문에 한 동의 정도를 5  척도(1 =  않는다 ~ 5 = 매우 자

주)로 물었다. 

정향욕구가 이슈, 사실, 평가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는 마테스(2006)의 논의에 따라 

정향욕구의 세 가지 차원을 별하기 해 의 9가지 문항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60/.40’ 규정에 따라(Chin, Gopal, & Salisbury, 1997) 세 가지 요인이 제 로 재되지 않

는 문항 세 개는 제외했다. 그 결과 이슈정향욕구(M = 7.10, SD = 1.50, Range = 2~10, 

cronbach’s α = .75)는 ‘나는 주요 시사 이슈에 해 신속하게 악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

다’, ‘나는 주요 시사 이슈를 지속 으로 찰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에 한 답을 합해 구성

했다. 사실정향욕구(M = 7.15, SD = 1.61, Range = 2~10, cronbach’s α = .85)는 ‘나는 

주요 시사 이슈의 세부 인 정보에 해 심층 으로 알기를 원한다’, ‘나는 주요 시사 이슈와 련

한 세부 인 배경 정보를 알기를 기 한다’에 한 답을 합해 계산했고, 평가정향욕구(M = 

6.41, SD = 1.59, cronbach’s α = .70)는 응답자가 ‘나는 사회의 주요 이슈에 한 언론인들

의 단과 의견을 흥미롭게 살펴본다’, ‘ 한 때마다 언론인은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야 한다’

에 답한 결과를 통해 측정했다. 두 문항 간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 를 통해 측정했다. 피어슨 

상 계수(Pearson r),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 스피어만- 라운(Spearman-Brown) 

가운데 크론바흐 알 가 두 문항 간 신뢰도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연구결과를 참

조했다(Eisinga, te Grotenhuis, & Pelzer, 2013).

(3) 의제다양성 

의제다양성은 보통 응답자가 얼마나 많은 의제를 국가 으로 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정도를 

물어 측정했다. 구체  측정법으로 매우 다양한 근 방식이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

은 ‘국가가 당면한 가장 요한 문제(most important problems)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개

방형으로 답하게 해, 답한 의제의 개수를 세서 의제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De Waal & Schoenbach, 2008; Peter & de Vreese, 2003).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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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요한 의제를 우선 모두 떠올린 후 답해야 하는 데 따른 인지 인 부

담감이 과 해 응답자의 의제다양성 수 을 제 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 이 있어 왔다. 이에 

안 으로 이용된 방법은 한 국가의 주요 의제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이슈에 해 요하게 생

각하는지 여부를 답하게 하는 식의 폐쇄형 질문을 통해 의제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Schuman, Ludwig, & Krosnick, 1986). 

연구진은 폐쇄형 질문을 제시하는 근법을 따라 응답자들에게 1)경제성장, 2)실업문제/

일자리 창출, 3)빈부격차 해소, 4)북핵/남북 계, 5)외교문제, 6)보육/교육/입시제도, 7)환

경/에 지문제(미세먼지, 원  문제 등), 8)부동산/주택, 9)검찰, 경찰, 사법개 , 10)언론개

, 11)권력구조 개편( 통령제-내각제 논의, 선거제도 개선, 정부조직 개편 등), 12)고령화/

노인복지, 13)노사문제/노동 복지, 14)인구 감소/ 출산 책, 15)성차별, 인종차별, 소수자 

인권 문제, 16)지역격차/갈등 해소, 17)기타(주 식 기입) 등 총 17개의 의제 목록을 제시하고 

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요한 문제를 최  7개까지 꼽아달라고 한 뒤 답한 의제의 개수를 세

어 의제다양성 정도(M = 5.37, SD = 1.91, Range = 1~7)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했다. 

답하는 의제의 최  개수를 7개로 한 것은 인간이 단기간에 기억해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최  7

개 후라고 밝힌 러(Miller, 1956)의 소  ‘마법의 숫자 7(magic number 7)’ 원칙에 따라, 

많은 의제다양성 연구가 한 사람이 최  7개 정도의 의제를 요하게 여긴다고 악한 데 따른 

것이다( : Peter & de Vreese, 2003).

(4) 통제변수

성별(여성: 50%), 나이(평균 42.55세), 교육수 (M = 4.70, SD = .90, Range = 1~6, 4 

= 학재학, 5 = 학졸업), 가계한달소득(M = 5.24, SD = 2.48, Range = 1~11, 5 = 

400만 원~500만 원, 6 = 500만 원~600만 원) 등 기본 인구사회학  특성과 련한 변인이 

통제목 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의제다양성과 련한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는 선행변수로 

악되거나 주요 통제요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던 정치  변인  미디어이용 련 변인도 통제되

었다. 구체 으로 이념강도(M = 2.87, SD = 1.12, Range = 1~4), 정치 심(M = 2.92, 

SD = .67, Range = 1~4), 정치토론(M = 3.04, SD = .80, Range = 1~5), 신문이용

(M = 2.38, SD = 2.27, Range = 1~8), TV뉴스이용(M = 6.00, SD = 2.39, Range 

= 1~8), SNS이용(M = 4.15, SD = 2.91, Range = 1~8) 등이다.2)

2) 이념강도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보수, 온건한 보수, 보수에 기울어 있는 도, 도, 진보에 기울어 있는 도, 온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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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뉴스 맞춤화가 주제와 매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지(연구가설 1) 알아보기 해 우선 질문한 여

섯 개의 문항에 해 주축분해(Principad Axis Factoring)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제 맞춤화 요인(신뢰도: .89; 설명변량: 36.10%)은 심사에 부합하는 주제 선별 제공 

서비스 이용(factor loading: .74), 주요 국가  안 주제 선별 보도 서비스 이용(factor 

loading: .76), 개인의 필요와 심 주제에 맞는 뉴스 제공 서비스 이용(factor loading: .77) 

정도를 측정한 문항에 재되었다. 매체 맞춤화 요인(신뢰도: .86; 설명변량: .34.31%)은 세상

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거나(factor loading: .72), 양질의 뉴스를 달하거나(factor loading: 

.79), 신뢰하는 뉴스를 제공하는(factor loading: .66) 뉴스 매체를 선별 으로 이용하는 정도

를 측정한 문항에 재되었다. 

주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가 별개의 차원(dimension)인지 확인하기 해 연구자들은 주

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가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는 단일요인모델(one-factor model)과 주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가 두 개의 별도의 차원을 구성하는 이원요인모델(two-factor model) 등 

두 개의 경쟁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모델을 제시해 비교했다. 

두 모델의 비교를 해서는 χ2 / df 차이 분석(χ2 / df difference test)을 실시했고 모델의 간

명성을 보여주는 AIC를 포함해 모델 합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Table 1> 참

조) 두 모델 간에 의미 있는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발견되었으며 (p ＜ .01) 

이원요인 모델이 더 낮은 AIC와 RMSEA, 더 높은 CFI 등을 보여줘 이원모델이 더 타당한 모

델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뉴스 맞춤화를 주제와 매체 맞춤화로 나 어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진보, 매우 진보 가운데 본인의 ‘정치 성향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달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매우 보수 는 

매우 진보의 경우 4 으로 도는 1 으로 코딩했다. 정치 심은 ‘평소 정치나 사회 안에 한 심’ 정도를 ‘  심 

없다’(1 )에서 ‘매우 심 있다’(4 )까지의 4  척도로 측정했다. 정치토론 정도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 정치 사회  

안에 해 얼마나 자주 화를 나 는지’ 여부를 ‘  않는다’(1 )에서 ‘매우 자주 한다’(5 )까지의 5  척도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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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욕구(이슈, 사실, 평가)와 뉴스 맞춤화 이용의 계를 알아보기 해 제시된 연구문제

1에 답하기 해 연구자는 두 가지 종류의 뉴스 맞춤화에 한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주요 통제변인이 맞춤화 이용과 어떤 계가 있는지 알아보면 나이를 

제외하면 인구사회학  특징과 뉴스 맞춤화 이용 간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련 변인 에서 정치토론을 많이 하는 이들이 맞춤화를 더 이용(주제 맞춤화: β 

= .17, p ＜ .001; 매체 맞춤화: β = .14, p ＜ .01)하며 이념 성향강도가 높은 이들은 맞춤

화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주제 맞춤화: β = -.06, p ＜ .05; 매체 맞춤화: β = -.11, p ＜ 

.001)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련 변인 에서는 특히 SNS 이용이 맞춤화 이용과 의미 있는 

계(주제 맞춤화: β = .14, p ＜ .001; 매체 맞춤화: β = .15,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에 따라 주제 맞춤화(M = 7.39, SD = 3.01, Range = 3~15)

와 매체 맞춤화(M = 7.97, SD = 2.92, Range = 3~15) 변수를 측정했다. <Table 2>가 보

여주듯, 이슈정향욕구가 높은 사람은 매체 맞춤화를 더 이용하는 경향이 찰되었고(β = .09, 

p ＜ .05), 이슈정향욕구와 주제 맞춤화는 통계 으로 미미한(marginal) 수 에서 정 계에 

있었다(β = .07, p ＜ .10). 평가정향욕구가 높은 사람은 주제 맞춤화(β = .09, p ＜ .05)나 

매체 맞춤화(β = .14, p ＜ .001)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실정향욕

구와 맞춤화 이용의 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성을 찾아볼 수 없어 사실정향욕구가 

높은 사람은 특별히 맞춤화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ne-factor model (A) Two-factor model (B)

χ2 421.90 33.67

DF 9 8

CFI .92 .99

RMSEA .19 .05

AIC 18518.99 18132.75

Discriminant Validity Test Δdf(A vs. B) = 1, Δχ2(A vs. B) = 388.23, p ＜ .01

Table 1. Dimensions of News Customization (N =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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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맞춤화 이용이 정향욕구 정도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연구문제 2) 악

하기 해 연구자는 PROCESS SPSS 4번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

(95% 신뢰구간, 5,000번 샘  추출)을 실시했다. 우선 이슈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살

펴보면(<Table 3> 참조), 이슈정향욕구 정도와 의제다양성 정도가 직 으로는 정 인 계(Ɓ 
= .14, CI = [.05, .22])에 있지만 이슈정향욕구가 높은 사람이 주제 맞춤화를 이용할 경우, 이 

이슈정향욕구는 주제 맞춤화를 통해 의제다양성을 낮춘다(Ɓ = -.01, CI = [-.03, -.01]). 즉 주

제 맞춤화 이용은 원래 정 인 이슈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부 으로 매개한다. 

주제 맞춤화는 평가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도 부 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Ɓ = -.02, CI = [-.03, -.01]) 평가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은 직 으로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계가 없다는 에서 주제 맞춤화는 평가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사실정향욕구는 의제다양성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

여 다(Ɓ = .15, CI = [.07, .23]). 

반면 매체 맞춤화는 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았다(<Table 3> 참조). 

Topic customization Outlet customization

Demographics

  Age -.09** .02

  Gender (male) -.01 -.01

  Education .03 -.02

  Income .01 -.01

Political orientations

  Political interest -.08 † .02

  Political talk .17*** .14**

  Ideological strength -.06* -.11***

Media use

  Printed newspaper .08* .08*

  TV news .09** .03

  SNS .14*** .15***

Need for orientation

  Issue orientation .07 † .09*

  Facts orientation -.01 .01

  Evaluation orientation .09* .14***

R 2 (%) .11*** .18***

Note. †p ＜ .10. *p ＜ .05. **p ＜ .01. ***p ＜ .0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News Customization (Betas; N = 1,264; list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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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의제다양성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뉴스 맞춤화 방식

은 주제 맞춤화로, 매체 맞춤화는 의제다양성 정도와 큰 연 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를 확인하기 해 뉴스맞춤화  의제다양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넣고 추가 으로 의제다

양성에 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역시 주제 맞춤화는 의제다양성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부  계(β = -.12, p ＜ .05)를 보이는 반면 매체 맞춤화는 의제다양성과 의미 있는 

계가 없음을 보여줬다.

5. 결론  토론

본 연구는 정향욕구, 뉴스 맞춤화, 의제다양성 등의 개념을 심으로 어떤 사람이 뉴스 맞춤화를 

이용하며 맞춤화를 통한 뉴스 이용은 이용자의 시민역량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은 주제와 매체에 따라 뉴스를 맞춤화해 이용하고 있으며, 이슈정향욕구가 높

은 이들은 매체 맞춤화를 평가정향욕구가 높은 이들은 주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두 종류의 맞춤화  주제 맞춤화 이용은 의제다양성에 부정 인 향을 미

Ɓ SE
95% CI

LLCI ULCI

Direct 

effects

Orientation for issue → Agenda diversity .14 .04 .05 .22

Orientation for facts → Agenda diversity .15 .04 .07 .23

Orientation for evaluation → Agenda diversity .08 .04 -.01 .16

Topic 

customization

Indirect 

effects

Orientation for issue → 

Topic customization → Agenda diversity
-.01 .01 -.03 -.01

Orientation for facts → 

Topic customization → Agenda diversity
-.01 .01 -.02 .01

Orientation for evaluation → 

Topic customization → Agenda diversity
-.02 .01 -.03 -.01

Outlet  

customization

Indirect 

effects

Orientation for issue → 

Outlet customization → Agenda diversity
.01 .01 -.01 .02

Orientation for facts → 

Outlet  customization → Agenda diversity
.01 .01 -.01 .01

Orientation for evaluation → 

Outlet  customization → Agenda diversity
.01 .01 -.01 .02

Note. Demographics, 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media use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control variables, but 

not reported due to space limitation. 

Table 3. Indirect Effects of Need for Orientation (X) on Agenda Diversity (Y) through News Customization 
(M) (N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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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가능성을 결과는 보여주는데, 주제 맞춤화는 이슈정향욕구가 의제다양성에 미치는 향 그리

고 평가정향욕구가 의제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부 으로 매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제다양성 정

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욕구 정도와 맞춤화 간의 계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 을 던진

다. 뉴스 이슈에 해 언론이 어떻게 단하는지 알고자 하는 평가정향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맞

춤화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은 생각해 볼 지 이다. 이 결과는 최근 뉴스 환경 속에서 뉴스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했지만 이 상황에서 도리어 어디서 ‘좋은 의견’을 얻을 수 있는지는 더 알기 

힘들어진 모순 인 상황을 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론보도는 주요 국가  사안, 특히 정치

와 같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에 해 설명하고 특히 틀짓기(frame)을 통해 어떤 식으

로 해석할 지 알려주는 일종의 휴리스틱(heuristics)으로 작용한다(Andrew, 2007). 뉴스의 

양은 많아졌지만 도리어 은 희소한 시 가 도래해 이용자가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미첼 스티 스(Stevens, 2014)의 분석과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다. 

신속하고 지속 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악하고자 하는 이슈 악 정향욕구와 주

제 맞춤화는 일견 긴 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두 변수 간에 의미 있는 계가 없

다는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슈 악 정향욕구는 특정 이슈를 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 신속하고 지속 으로 뉴스가치가 있는 이슈 반에 해 악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 

즉 이는 뉴스가  수 있는 ‘이용과 충족’ 가운데 매우 기본 인 환경감시(surveillance) 기 에 

해당한다(Katz, Blumler, & Gurevitch, 1974). 따라서 다양한 이슈를 일상 으로 악하고

자 하는 이슈 악 정향욕구가 높은 이들은 특정한 심 이슈만 골라 뉴스를 소비하는 환경을 만

드는 주제 맞춤화 이용에 크게 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이슈정향욕구가 매체 맞춤화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계가 있다는 도 주목할 부분이다. 매일, 24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뉴스서비스가 있지만, 뉴스로부터 얻고자 하는 가장 기본 인 욕구를 충족하기 해서는 

도리어 그 가운데 몇 개의 선별된 뉴스 제공자에 의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역설 이다.

 다른 흥미로운 지 은 심층 인 보도를 원하는 사실정향욕구가 높은 이들은 맞춤화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맞춤화는 빠른 시간에 많은 뉴스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내려는 이들이 취하는 방식이지 심층 보도를 원하는 이들이 택하는 방식은 아님을 보여 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 흔해지고 많은 이들이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뉴스를 

소비할 지름길로 맞춤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 히 어떤 이들은 뉴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물리  

그리고 인지  에 지를 쓸 의향을 가지고 있다. 기 인터넷 환경에서의 뉴스 소비 행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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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 인지  에 지를 최소화하려는 이들이 있는 반면, 

도리어 더 많은 에 지를 쏟아 깊고 정교하게 뉴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veland & Dunwoody, 2002). 

맞춤화 이용과 의제다양성의 부 인 계를 보여  연구결과는 더 논의해 야 할 지 이

다. 맞춤화가 의제다양성에 미칠 부정  향의 가능성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Lafrance, 2017) 본 연구는 처음으로 그 계를 실증 으로 검증했다. 정향욕구가 높다는 것 

자체는 기본 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데 인지  에 지를 쏟을 의지와 동기가 높음을 의미하기 때

문에 주요 뉴스를 신속하게 악하고자 하는 이슈정향욕구나 뉴스에 해 심층 이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는 사실정향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의제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주제 맞춤화를 이용할 경우 이슈정향욕구가 의제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부 으로 

매개하고 한 평가정향욕구가 높은 사람이 주제 맞춤화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면 의제다양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본 연구는 보여 다.

맞춤화가 의제다양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본 연구결과는 뉴스 맞춤

화 환경이 국가  이슈에 한 인식과 나아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유지, 발 에 미칠 향에 해

서 더 큰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인터넷 환경 도래와 함께 커진 선택권이 시민

들의 정보이용과 시민역량에 어떤 향을 미칠지에 해서 정치커뮤니 이션 분야의 학자들이 

많은 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특히 많은 심이 쏟아진 부분은 고선택 뉴스 환경이 시민들을 

정치 으로 일치하는 견해의 뉴스를 보게 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그 결과가 양극화에 미치는 

향이었다( , Stroud, 2010). 하지만 국가  의제에 한 심의 폭이 좁아지는 상에 해서

는 큰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용자의 뉴스 맞춤화가 의제다양성을 낮출 가능성을 보여  이 

연구는 뉴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미디어 환경이 뉴스의 다양성과 그리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서의 경쟁력에 미치는 계에 해서도 학계에서 더 큰 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다.

그간 뉴스 맞춤화에 한 연구는 그 정 인 측면에 많은 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 결과들은 맞춤화를 통해 뉴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아짐을 보여 다. 를 

들면 뉴스 웹사이트가 개개인의 필요나 선호에 따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길 때 이 사이트

에 한 재방문 의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해당 사이트에 한 충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2011; Chung & Nah, 2009).  다른 연구(Kalyanaraman & 

Sundar, 2006)는 이용자의 뉴스 주제 선호도에 따라 맞춤화 정도를 낮음, 간, 높음으로 조작

한 사이트를 보여  후 각각의 사이트에 한 이용자들의 태도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맞춤화 정

도가 높을수록 해당 사이트에 한 태도가 더 정 이었다. 즉 뉴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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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강화하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래서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마  측면에

서는 매력 인 근법일 수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맞춤화 뉴스 이용의 명과 암을 동시에 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더불어 뉴스를 생산하고 공 하는 주체도 맞춤화가 가져올 결과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

비스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맞춤화가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지만 시민으로

서 알아야 할 다양한 공  이슈에 해 모르고 지나치게 할 수도 있다는 을 인지하고 맞춤화를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 마 에서의 맞춤화는 ‘소비자’인 이용자의 만족 확 나 매 증

진 등이 최종 인 목표겠지만 리즘에서의 맞춤화는 여기에 더해 ‘시민’으로서의 이용자의 역

량 증진이라는 목표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바탕해 맞춤화를 실 하고 있는 로 

언 할 만한 사례가 미국 공 라디오 NPR이다. NPR은 이용자의 뉴스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를 

실행하고 있지만, 편집자들이 고른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그날의 주요 이슈에 해서는 개인화 설

정과 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노출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Charney, Oreskes, & Hjelm, 

2016). 즉 개인화나 맞춤화를 진행하더라도 뉴스의 사회  기능이나 역할 등에 한 고민이 반

되어야 함을 이 연구 결과는 보여 다. 실질 으로는 더 많은 뉴스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이들

을 만족하게 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을 연결하고 공  문제 해결의 발 을 

조성하는 사회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화 철학이나 이를 한 기술 인 해결책에 

해 리즘 업계는 머리를 맞 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보완되어야 할 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맞춤화에 한 기존 연구의 모호한 정의에 한 문제제기에 바탕 해 연구자들은 주

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로 차원을 나눠 이 개념을 좀 더 정교화 하고자 했지만 이용자의 뉴스 

맞춤화는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이 지고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뉴스 매체의 신

뢰도나 정 성에 따른 맞춤화를 뭉뚱그려 매체 맞춤화로 정의했지만 매체 맞춤화 안에도 다양한 

하부 차원이 존재할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찰에 바탕한 발 한 개념화를 통해 맞춤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맞춤화 이용이 의제다양성에 미치는 향에 을 맞췄지만 

뉴스 맞춤화는 다른 요한 시민 역량, 를 들면 정치지식 수 이나 정치참여 정도에도 의미 있

는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는 맞춤화 이용의 선행변수로 인지 련 변인인 정향욕구에 을 맞췄지만 

맞춤화가 뉴스 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데 있어서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다른 변인도 많을 

것이다. 맞춤화를 이용할 때 도리어 다양한 뉴스를 보게 됨을 밝힌 연구(Beam & Kosicki, 

2014)나 어떤 이들은 더 다양한 뉴스를 보기 한 목 으로 맞춤화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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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ier & Vitak, 2019)도 있다는 은 맞춤화와 뉴스 다양성의 계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성향과 뉴스 이용동기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 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더 면 하

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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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누가 뉴스 맞춤화(customization)를 이용하며 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향욕구, 뉴스 맞춤화, 의제다양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Zhieh Lor

(이화여자 학교 커뮤니 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최지향 

(이화여자 학교 커뮤니 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뉴스과부하 시 에 응하기 한 뉴스 이용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택하는 뉴스 맞춤화

(customization)에 을 맞춰 가 뉴스 맞춤화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맞춤화 방식의 뉴스이용이 시민

역량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뉴스 맞춤화는 최종 소비하게 되는 뉴스가 선

택되는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 이용자가 명백하게 참여하는 행 를 가리킨다. 구체 으로 뉴스 맞춤화 

이용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향욕구의 역할을 알아보았으며 맞춤화 이용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시민역량으로 의제다양성에 집 해 연구했다. 분석을 해서는 2019년 한민국 성인 1,264명을 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했다. 연구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뉴스의 주제와 매체에 한 선호에 따

라 맞춤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들은 자신이 특별히 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한 뉴스만 골라 볼 필요, 많은 뉴스 출처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골라서 소비할 필요성에 따라 맞춤화 

환경을 디자인한다. 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악하기 해 연구자들은 정향욕구를 이슈정향욕

구, 사실정향욕구, 평가정향욕구 등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 어 그 역할을 각각 알아보았다. 이슈정향욕구

는 지속 이고 신속하게 주요 뉴스 이슈를 악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실정향욕구는 주요 뉴스 이슈와 

련한 사실에 해 심층 이고 세부 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를, 평가정향욕구는 이슈에 해 언론이 어떻

게 단하는지 의견을 악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이슈정향욕구가 높은 이들은 매체 맞

춤화를 평가정향욕구가 높은 이들은 주제 맞춤화와 매체 맞춤화 모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정향욕구는 뉴스 맞춤화 이용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연 성이 없었다. 연구결과는 두 종류의 맞춤화 

 주제 맞춤화 이용이 의제다양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 다. 주제 맞춤화는 이슈정향

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 그리고 평가정향욕구와 의제다양성의 계를 부 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매체 맞춤화와 의제다양성 간에는 의미 있는 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맞춤화 이용이 시민의 

의제다양성을 해할 수 있음을 보여  본 연구 결과는 뉴스 이용자나 뉴스 서비스 제공자가 뉴스의 기능

과 역할에 한 고민에 바탕 해 맞춤화 환경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뉴스 제공자

의 경우 맞춤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늘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환경감시, 

사회통합, 상 조정 등과 같은 언론의 사회  기능은 제 로 수행할 수 없다는 딜 마에 빠질 수밖에 없

다. 본 연구는 그 함의에 해서도 논의한다.

핵심어: 뉴스 맞춤화, 정향욕구, 의제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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