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미디어기업 실패사례 분석 보고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기업인 워싱턴 포스트가 2013년 8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에 의해 인수됐다. 이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 성공한 

사례가 간혹 소개되고 있지만 적응에 실패해 망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들 

실패한 기업들의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해 본다면, 비슷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

는 한국 미디어 산업의 발전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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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서 배우는 
미디어 기업의 생존전략

류동협 블랙힐스주립대 매스컴과 겸임교수

1. 서 론

1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전통 미디어의 쇠퇴

세계의 미디어 지형이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구성 되어가고 있다. 이러

한 환경 변화 속에서 재빠르게 적응에 성공한 미디어 기업도 있으나, 그 변화에 흔

들리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미디어 기업도 점점 늘어나

고 있다. 물론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섣불리 성공과 실패를 구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다.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

한 성공모델로 삼을만한 미디어 기업을 선뜻 선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종이신문산

업의 미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신문협

회(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국내 일

간지 신문의 숫자는 1,382개로 1940년에 비하여 약 28% 감소하면서 500여 개의 신

문사가 사라졌다. 종이신문에 관련된 다른 통계에서도 암울한 미래만 그려지고 있

고, 앞으로 그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신문산업계에서도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비교적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다.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인 잡지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잡지의 구독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

며 2009년에는 2.2%, 2010년에는 1.5%, 2011년에도 1%씩 낮아지고 있다. 신문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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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속해있는 인쇄매체는 디지털 시대

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매체와의 경쟁에

서 밀려서 점차 쇠퇴하고 있는 추세다.

워터게이트 스캔들(Watergate 

Scandal)을 알린 탐사보도의 산실이자 

대표적인 종이신문인 워싱턴 포스트

(The Washington Post)를 온라인 쇼핑

몰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2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한 것은 종이신문이 쇠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

는 전형적인 현상이다[그림1].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들은 살아남는냐, 

혹은 사라지느냐 하는 심각한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

스(The Los Angeles Times), 시카고 트리뷴(The Chicago Tribune), 필라델피아 인콰

이어러(The Philadelphia Inquirer), 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The Minneapolis Star 

Tribune) 같은 지역 유력일간지들은 이미 파산상태에 처해 있다. 덴버 지역의 록키 

마운틴 뉴스(The Rocky Mountain News)는 2008년에 문을 닫았다. 종이신문은 경제 

위기와 함께 인터넷 매체와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미디어 기업으로 생존만이 위태로

운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저널리즘의 위기 상황까지 내몰렸다(Nichols & McChesney, 

2009). 미국 경제위기 속에서 미디어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과연 뉴스를 수집

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많은 미디어 기업들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려고 

다양한 실험을 필사적으로 거듭하고 있다.

2 )  디지털 미디어의 약진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디지털 미디어의 약진으로 볼 수 있다. 신

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미디어 시장

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13년에 퓨리서치센터(Pew 

[그림1] 워싱턴 포스트 본사 정문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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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enter)가 작성한 ‘뉴스 미디어의 상황(The State of  the News Media 2013)’ 

보고서에서도 뉴스를 접하는 채널로 디지털 매체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2]. 뉴스를 접하는 채널로 텔레비전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편이지

만, 라디오와 신문은 급감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이미 2010년부터 신문이나 라디오

보다 온라인 미디어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온라인 미디어가 텔레비전을 넘어서는 뉴스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terling, 

2013). 결국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

어와 경쟁에서 밀린 전통적 미디어들이 고전을 겪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에 멈추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중심으

로 한 소셜 미디어가 변화의 동력이 되어 전체적인 미디어 환경을 바꾸고 있다. 퓨리

서치센터가 2012년에 조사한 ‘뉴스 미디어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제 모바일 기

기로 뉴스를 얻은 사람들이 39%나 되었는데, 이는 2010년의 34%에 비하여 5%나 증

가한 수치다(Sasseen, Olmstead & Mitchell, 2013). 29%의 신문과 33%의 라디오에 비

하여 높은 수치이며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하이퍼링크

[그림2] 수용자들이 뉴스를 얻는 플랫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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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3 State of the News Media

http://stateofthemedia.org/2013/digital-as-mobile-grows-rapidly-the-pressures-on-news-intensify/
http://stateofthemedia.org/2013/digital-as-mobile-grows-rapidly-the-pressures-on-news-inten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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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의 약진은 

더욱 놀라운 상황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얻는 수용자는 2012년에는 19%

에 이르렀는데,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34% 정도가 소셜 네트워

크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3]. 나이가 어릴수록 소셜 네트워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 본다면 뉴스의 미래는 소

셜 네트워크에 달려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더욱 많은 미국 사람들이 디지털 미

디어로 뉴스를 읽고 있다. 2013년 현재 미국 성인의 34%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고

(Zichuhr, 2013), 56%의 성인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Smith, 2013). 모바일 미디

어의 성장에 힘입어 미국 뉴스의 독자층이 급속하게 모바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

한 모바일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뉴스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서 함께 적응하거나, 도태될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

와 함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졌다. 미

국의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모바일로 이동한 독자층과 만나려면 소셜네트워크나 검

색엔진이 도입하는 플랫폼이나 신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디어 기업이 독자적으로 독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낮아졌다.

[그림3] 소셜 네크워크를 통해 뉴스를 얻는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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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3 State of the New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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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와 소셜 미디어는 뉴스의 소비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뉴스

의 생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13년 7월 6일에 발생했던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소

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트위터였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이

제 특종을 놓고 소셜 미디어와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미국의 언론 기업들에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은 선택상황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소셜 미디어를 통

해서 뉴스 독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고, 홍보도 많은 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와 경쟁과 협력이라는 복합적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도 잘 대응하여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는가 하

면, 적응에 실패해서 망하는 기업들도 있다. 그 중에 실패한 기업들의 사례를 정리하

고 분석해본다면, 비슷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이 발전방향을 잡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프린트 미디어, 케이블 텔레비

전 등을 중심으로 실패한 미디어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 사례들에 드러난 패턴을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실패한 미디어 기업의 사례들

1 )   앞선 도전, 앞선 실패. 그 다음은?  

 :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기업으로 높은 명성을 누려왔던 워싱턴 포스트는 디지털 미디

어의 발달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급기야 2013년 8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에 의해 인수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이었던 

워싱턴포스트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자에게 인

수된 사건은 많은 미국인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많은 이들에게도 충격적인 사

건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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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워싱턴 포스트가 겪어온 어려움은 구독부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2002년 77만 부에 달했던 일간 구독부수는 2012년에 이르러 약 47만 부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문사의 수익도 2002년에는 1억 900만 불 흑자에서 

2012년에는 537만 불 적자로 급감하였다(Launder, Stewart & Lublin, 2013). 워싱턴 

포스트 같은 136년의 역사와 명성을 지닌 신문사가 어떻게 해서 10년 사이에 이런 심

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워싱턴 포스트의 위기는 전체 신문산업이 겪고 있는 디

지털 기술혁명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는 워싱턴 포스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문사들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이기도 하다.

1877년에 창간한 워싱턴 포스트는 신문사에 머무르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위크 매거진(이 회사는 2010년에 재정적자를 이유로 억만장자 시드니 하만에게 팔린

다), 케이블 방송사, 카플란(Kaplan) 교육사업부까지 사업확장을 계속했다. 1990년대

에서 21세기로 넘어오던 기간 동안 워싱턴 포스트는 수익이나 구독률도 다른 신문사

에 비하여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Farhi, 2013).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

온 2008년 경제위기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광고수주와 구독률이 급락했고, 

지금의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상태로 악화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디지털 혁

신이 가져온 변화에 피해를 받

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다

른 신문사에 비하면 디지털 실

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회사

였다. CEO 도널드 그레이엄

(Donald Graham)은 워포랩스

(WaPo Labs)라는 디지털 혁신 

개발부서를 독립적으로 만들

어 다양한 실험을 주도해왔다. 

[그림4] 워싱턴 포스트의 ‘소셜 리더’ 페이지(페이스북)

출처 : https://apps.facebook.com/wpsocialreader 하이퍼링크

https://apps.facebook.com/wpsocialreader/
https://apps.facebook.com/wpsocialreader/
https://apps.facebook.com/wpsocial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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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대표적인 실험으로 ‘소셜 리더(Social Reader)’를 통해 워싱턴 포스트의 기

사를 페이스북에서 읽을 수 있게 했다[그림4]. 업계 최초로 소셜 미디어와 결합된 서

비스를 선보였고, 가디언을 비롯한 다른 신문사들도 합류하여 새로운 뉴스소비 채

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소셜 리더로 읽은 모든 글이 웹 피

드에 뜨면서 지나친 공유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런 불평불만

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소셜 리더를 표시하는 방식을 대폭으로 축소하였다. 

그 후에 워싱턴 포스트의 소셜 리더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소셜 미디어

와 협력을 추구하여 보다 젊은 독자를 향해 가까이 다가간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결

정이었으나,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는 워싱턴 포스트의 자율성을 잃어

버리게 되는 단점이 되었다. 더욱이 페이스북이 갑자기 피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결

정을 내리면서 워싱턴 포스트 소셜 리더의 독자수는 급감하였다[그림5]. 워싱턴 포

스트는 1995년에도 ‘디지털 잉크(Digital Ink)’라는 유료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

하여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도 있었다(Jenkins, 1996). 하지만 편하

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웹 신문 서비스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더 불편하고 유

료화에 거부감을 느낀 독자들이 이탈하면서 디지털 잉크 서비스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림5] 워싱턴 포스트 ‘소셜 리더’ 이용자 수 급감 추이(2012년 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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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ppd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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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실험에 가장 먼저 나섰던 워싱턴 포스트의 실패들은 많은 시사점을 던

져준다. 기술적 혁신과 발전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장

기적으로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로서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술적 실험이 실패했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

면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변화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실험

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과거의 전통적 미디어 모델만 답습하다가 사라진 기업과 비교

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디지털 혁신은 오히려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   협력이 부른 패착 : 록키 마운틴 뉴스(The Rocky Mountain News)  

  와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국제적인 명성과 전국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 지역신문 록키 마운틴 뉴스와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의 경우를 살펴보자. 

두 신문사의 사례는 비슷한 시대적 배

경 속에서 일어난 실패의 경우로 공통

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같이 다

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 콜로라도 주

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인 록키 마운틴 

뉴스는 1859년에 창간되어 덴버 지역

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

이다. 이 신문사는 같은 덴버 지역의 

덴버 포스트(The Denver Post)와 경

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오다가 

2008년 미국 경기악화 때문에 큰 타

격을 받아서 2009년 2월 27일 마지막 

판을 인쇄하고 문을 닫았다[그림6]. 시

애틀 포스트 인델리젠서는 1863년에 

[그림6]  록키 마운틴 뉴스의 마지막 발행 지면 
 (2009.2.27)

출처 : 록키 마운틴 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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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되어 시애틀 타임스(The Seattle Times)와 더불어 시애틀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

로 성장해오다가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2009년 3월 18일에 온라인 전용 신문으로 전

환하였다. 이 두 신문사의 사례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두개 이상의 일간지가 공

생하는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1910년에는 미국 도시 중 58%

가 두 개 이상의 일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1971년에는 그 비율이 2%대로 낮아졌고, 

2001년에는 49개의 도시만 남았다(Chen & Shughart, 2003). 현재는 뉴욕, LA, 시카고 

같은 초대형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이미 하나의 일간지만 살아

남아 사실상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록키 마운틴 뉴스는 2008년의 경제침체에 직격타를 맞기는 했지만, 그 위기는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신문의 중요한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광고 매출이 인터넷 매

체의 등장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구독률도 계속해서 낮아져서 록키 마운틴 

뉴스의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였다. 이 문제는 록키 마운틴 뉴스에 국한된 상

황은 아니었지만, 이 신문사는 다른 신문사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된 사례다. 누적되어 온 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 망하기 1년 전

인 2008년에는 손실액이 1,600만 달러에 달했다. 물론 록키 마운틴 뉴스가 전혀 대

응을 못하고 당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에 경쟁사인 덴버 포스트와 공동 운영 계약

(Joint Operating Agreement)을 맺어서 편집을 제외한 광고운영, 인쇄, 배달 등을 공

동으로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계약을 맺은 후 덴버 

지역의 유사 독점상태가 된 두 신문사는 얼마 후 구독료를 일제히 올렸고, 그 결과 록

키 마운틴 뉴스의 구독률이 17.9%나 떨어졌고, 덴버 타임스의 구독률 역시 11.9%나 

떨어졌다(Chen & Shughart, 2003). 뉴스의 내용이나 질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고, 구

독료만 인상하자 불만을 가진 구독자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운영은 공동으로 하면서 뉴스의 내용만 가지고 경쟁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

할 정도로 덴버의 두 신문사의 기사 내용에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었고, 이는 독자

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노렸으나, 오히려 동반 추락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비록 록키 마운틴 뉴스의 구독자 연령이 조금 더 높고 상대적

으로 약간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나 덴버 포스트도 아주 다른 성향의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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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신문 구독자의 프로필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 재정 상황이 악화된 록키 마운틴 뉴스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덴버 포스트와 맺은 공동 계약 조건이 족쇄로 작용하여 회생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도 록키 마운틴 뉴스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지

만 약간 다른 선택을 했다.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는 시애틀 타임스(The Seattle 

Times)와 함께 경쟁하면서 지역 언론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애틀 포스

트 인텔리젠서는 1983년에 록키 마운틴 뉴스가 덴버 포스트와 맺은 공동 운영 계약

과 비슷한 형태의 전략을 취했다. 이 공동 운영 계약은 광고, 제작, 마케팅, 구독만

이 아니라 기사의 편집도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일요판 신문을 함께 발행하기도 했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의 손실을 역전시키지는 못

했고, 2008년 1,4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의 모기

업인 허스트(Hearst)는 신문사의 문을 닫는 대신에 온라인 미디어로 전환하여 디지

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비

록 19만 9,000명이 넘는 구독

자를 확보한 시애틀 타임스보

다 낮은 11만 8,000명의 구독

자를 가지고 있는 시애틀 포

스트 인텔리젠서였지만, 웹사

이트의 월간 방문자는 180만 

명으로 경쟁 신문사보다 많았

다. 이러한 가능성에서 희망을 

찾으며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

젠서를 온라인 전용 신문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허스트의 신

문부문 사장 스티븐 스와츠

는 “우리는 혁신과 실험의 시

[그림7]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의 홈페이지

출처 : www.seattlepi.com 하이퍼링크

http://www.seattlepi.com
http://www.seattlepi.com)
http://www.seattle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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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으며, 새로운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 웹이 바로 이러

한 정신을 반영한다”라고 밝혔다(Yardley & Perez-Pena, 2009). 시애틀 포스트 인텔

리젠서의 새로운 모델은 기존의 뉴스 제작 인력은 줄이고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운

영에 치중하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 방향은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칼럼이나 블로그 

글에 집중하고 다른 뉴스 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이

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와 켄터키 포스트(The 

Kentucky Post)의 경우와 비슷하게 온라인 미디어 전용으로 방향을 잡은 시애틀 포

스트 인텔리젠서의 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그림7].

3 )   구독환경을 무시한 디지털 전환 : 타임스 피키윤 오브  

 뉴올리언스(The Times-Picayune of New Orleans)

타임스 피키윤은 1837년에 창간하여 176년이란 역사를 가진 신문사로 뉴올리언스 

지역의 유일한 일간지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라는 자연재해로 건물이 폐

쇄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근처 도시 바통 루즈에 임시 사무실을 개설하여 온라인 신

문을 통해 뉴올리언스 지역에 뉴스를 계속해서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타임스 피

키윤의 웹사이트(NOLA.com)에 게시판과 블로그도 만들어서 피해 주민에게 도움

을 주는 활동을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려는 이 신문

사의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 저널리즘의 표상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허

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신문사 건물이 부서지면서 피해를 입었고,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구독자와 광고주가 떠나가면서 타임스 피키윤도 직접

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타임스 피키윤은 2012년에 절반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

하고 신문 발행 횟수를 주3회(수요일, 금요일, 일요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디지

털에 집중하려는 전략이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다. 결국, “피

키윤을 구하자(Save the Picayune)”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반

대 여론을 모으기 시작했고 거리 집회도 연이어 벌어졌다[그림8]. 타임스 피키윤의 

디지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전략이지만, 현재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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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고려할 때 디지털 중심 전략은 무리하게 추진된 점이 있다. 뉴올리언스는 미

국에서도 가난한 지역에 속하며 디지털 환경도 좋지 못한 도시다(Chittum, 2013). 뉴

올리언스 시민의 1/3정도는 아직도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타임

스 피키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웹사이트 디자

인도 쓰기가 불편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종이신문의 발행

만 줄이자 기존 구독자들을 화나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뉴올리언스 피키윤의 실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가 가

져올 수 있는 충격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추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안이 

될만한 다른 일간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시라는 점을 믿고 디지털화 전략을 무

분별하게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뉴올리언스 근처 도시 바통 루즈(Baton Rouge)

에 있는 신문사 애드버킷(The Advocate)이 뉴올리언스판 일간지 발행을 2012년 9월

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벌써 2만 3,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심각

한 수준의 구독자 이탈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되는 전략이 실패를 하게 되면 장기

적으로 구독률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뉴올리언스 피키윤의 사례를 

[그림8]  2006년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을   
 수상한 타임스 피키윤(왼쪽),  

 2012년 ‘피키윤을 구하자(Save the  

 Picayune)’ 트위터 계정(오른쪽)

출처 : 퓰리처상 웹사이트(www.pulitzer.org) 출처 : https://twitter.com/SaveThePicayune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http://www.pulitzer.org
https://twitter.com/SaveThePicayune
http://www.pulitzer.org
https://twitter.com/SaveThePicayune
http://www.pulitzer.org
https://twitter.com/SaveThePicay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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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실험과 기존의 미디어 환경 사이

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4 )  주간 시사잡지의 추락 : 뉴스위크(Newsweek)

뉴스위크는 1933년에 창간되어 타임(Time)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주간 뉴스잡지로 성장하였다. 뉴스위크는 미 전역을 아우르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

인 명성까지 확보하며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를 만들어 타임과 서로 경쟁

해왔다. 뉴스위크의 구독자가 1998년에는 340만 명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2008년과 

2010년 사이에는 구독부수가 55%나 급락하였다[그림9]. 또한 미국 잡지발행인협회

의 출판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뉴스위크의 광고 페이지가 약 

6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Matsa, 2013). 뉴스시사 잡지의 시장이 전반적으

로 안 좋은 편이었지만, 뉴스위크의 상황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적 재앙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뉴스위크는 결국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8월에 시드니 하만

(Sidney Harman)에게 팔리게 되었다. 이후 2010년 11월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데

[그림9] 타임과 뉴스위크의 발행부수 변화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3,222,000 3,124,000

3,278,999

1,527,619

Newsweek

Time

3,437,000

4,083,000
4,206,000

2006 2008 2010 2012

(단위: 부)

출처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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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와 합병하게 되었지만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두 

미디어 기업의 합병 이후에 데일리 비스트 편집장인 티나 브라운(Tina Brown)이 뉴

스위크도 총괄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편집의 변화와 함께 색다른 기사 내용으로 주목

을 받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전통적으로 정치나 세계정세를 주로 다루었는데, 패션

이나 대중문화 섹션을 강화하고 가벼운 주제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

다. 대중적 주목을 받기 위해 섹스 중독이나 게이 대통령 같은 선정적이고 논쟁적인 

커버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티나 브라운 체

제의 뉴스위크는 이러한 획기적 시도와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나아

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종이잡지를 발행하

고 디지털 전용 잡지로 전면 전환하였다[그림10].

뉴스위크가 종이잡지를 포기하고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만큼 회사의 위기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으로 구독자는 줄어들고, 광고수

익도 급감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은 마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종이잡지를 발

행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다. 뉴

스위크가 2009년에 지출한 금액이 

2억 2,200만 달러인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억 200만 달러가 종이잡지

를 제작하고 배달하는 비용으로 쓰

였다(Chittum, 2010).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종이잡지 부서를 없애고 디지

털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디지털 전용 잡지로 거듭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성과

[그림10] 뉴스위크의 마지막 인쇄판(2012. 12. 31)

출처 : 뉴스위크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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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은 무리다.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의 투자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 )  고비용의 지역 뉴스, 어려운 선택 : 패치 미디어(Patch Media)

패치 미디어는 미국의 지역 뉴스 및 정보를 전달하는 AOL소유의 새로운 플랫폼이

다. 패치는 2007년에 팀 암스트롱(Tim Armstrong), 워렌 웹스터(Warren Webster), 

존 브로드(Jon Brod)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9년에 AOL에 인수되었다. 인수 직후에 

암스트롱이 AOL의 CEO가 되었다(Morris, 2013).

2009년 2월에 3개의 웹사이트로 시작했던 패치는 3년여가 지난 2013년 6월 현

재, 워싱턴 DC를 포함하는 미국 23개 주의 900개의 지역 및 소지역(hyperlocal)의 뉴

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그림11]. 패치는 소지역 사이트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

공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지역 뉴스 및 정보의 원천이 되고자 하며, 지역의 전문 편집

자들 및 사진가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또한 패치는 토론에 참여하고, 이벤트 정보

를 포스팅하고 블로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온라인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AOL, 2012). 패치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학무위원회 회의, 지역내 

사업체 및 인근지역의 뉴스 등을 

다루는데, 이는 AOL이 다이얼 

접속(dial-up)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 광고에 기반한 콘텐츠 공급

업자로 변신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Morris, 2013). 

패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을 위해 ‘패치유(PatchU)’라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것은 지

역의 패치 온라인 뉴스와 미국의 

[그림11] 패치 미디어 홈페이지

출처 : www.patch.com 하이퍼링크

http://www.patch.com
http://www.patch.com
http://www.pat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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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미래의 저널리스트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점을 획득함과 동시에 인턴십을 통해 패치의 지역 편집자

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학교로 뉴욕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 노

스캐롤라이나대(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

isty),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Journalism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 등의 13개 

대학이 있다(AOL, 2010).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수백만 명의 패치 고객들에게 전자상거래 및 결제를 위한 플랫폼

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1년 기준으로 패치에는 85만여 개 소상공인의 리스트가 실

려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점적인 콘텐츠와 더

불어, 패치 파트너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AOL, 2012).

그러나 AOL의 패치 서비스는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AOL은 패치사이

트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으며, AOL이 패치 미디어를 운영하

기 위해 2011년까지 사용한 비용은 1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이트가 공개된 이

후에 패치의 운영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패치의 2012년 매출은 3,500만 달

러에 그쳐, 목표였던 4,000만 달러는 달성하지 못했다(Hagey, 2013a).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AOL의 패치에 대한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던 Starboard Value LP 투자그룹과

의 갈등을 일으켰다(Hagey, 2012). 

이러한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AOL의 CEO 암스트롱은 패치 부서

들의 평가를 실시했고, 총 900개 사이트 중에 1/3만이 성공적이며, 또 다른 1/3은 곧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마지막 1/3은 잠재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

가했다. 따라서 AOL은 900개의 사이트 중 150개를 폐쇄하고, 또 다른 150개 사이트

에 대해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정리해고도 

곧바로 실시했다. 암스트롱은 이미 2013년 초에 4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편집구

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20명이었던 지역 편집자를 20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Mor-

ris, 2013).

적정 규모의 서비스 이용자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풍부한 지역뉴스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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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많은 광고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비용이 패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들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역뉴

스 보도에 필요한 높은 비용은 NBC 뉴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워싱턴 포

스트(The Washington Post) 등이 온라인을 통한 지역뉴스의 보도를 그만두게 된 결

정적 이유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Hagey, 2013b), 패치의 비용절감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6 )   너무도 야심 찼던 도전, 너무도 평범했던 콘텐츠 

  : 더 데일리(The Daily)

2011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를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퍼레

이션(News Corporation)이 더 데일리(The Daily)라는 태블릿 전용 뉴스앱을 시장

에 내놓았다. 뉴스코퍼레이션이 처음부터 야심차게 기획한 더 데일리는 애플의 아이

패드용 앱으로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처음 2주간의 무료 시험구독 이

후에 구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구독료는 일주일에 99센트였고, 1년 구독료

는 39.99달러였다. 더 데일리의 시도는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 소유의 인쇄 미디어로

는 처음으로, 구독료와 광고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웹의 멀티미디어 및 상호작

용성(Interactivity)을 융합시키고자 한 야심찬 기획이었다. 발행된 콘텐츠는 모두 더 

데일리에서 생산된 독창적인 콘텐츠였으며, 각 이슈당 그 양은 약 100페이지에 달했

다. 신문 모델을 기반으로 했지만, 뉴스앱의 레이아웃은 타임이나 뉴스위크같은 그

래픽 중심의 잡지에 가까웠다. 또한 웹문서와 비슷하게 더 데일리는 다른 웹 콘텐츠

와 연결 기능을 제공했고, 라이브 트위터 업데이트 기능도 탑재하고 있었다. 더 데일

리의 독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등을 통해 기사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으며, 

공유된 스토리는 비구독자도 무료로 읽을 수 있었다. 광고는 전통적인 배너광고 대

신에 전면광고만이 실렸으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만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의

미있는 로컬 뉴스 보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데일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독

자의 위치 정보 입력이 이루어졌지만, 이 정보는 단지 지역 날씨 예보나 자신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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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지역팀의 경기결과 업데이트 외에는 지역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Pegoraro, 2011). 시장에 나온 후 1년여 동안, 애플 아이패드로만 서비스가 되었고, 

2012년이 되어서야 안드로이드용 앱이 출시되었다(Horn, 2012).

이러한 야심찬 시도와 달리 더 데일리는 2011년 2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계속

된 고비용 운영구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 데일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

주일에 50만 달러가 필요했다.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은 더 데일리 뉴스앱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99센트의 구독료를 지불하는 50만 명

의 구독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장에는 다른 경쟁 신문이나 잡지들

이 만든 인터렉티브 뉴스앱이 넘쳐났고,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훨씬 넘은 후에도 목

표로 한 5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지 못했다(International Business, 2012). 결국 이러

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 8월 뉴스코퍼레이션은 더 데일리의 170명의 직원 

중 1/3에 가까운 50명을 정리해고하고 뉴스편집을 인기 있는 특집기사 중심으로 조

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더 데일리는 10만 명 이상의 유료구

독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년 3,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Tsuruoka, 2012).

구조조정을 통한 자

구책에도 불구하고 더 데

일리는 2012년 12월 15일

에 폐간되었다[그림12]. 이

와 더불어 뉴스코퍼레이션

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 하퍼콜린스를 포

함하는 뉴스코퍼레이션

과 폭스방송사, 폭스뉴스

와 20세기 폭스 스튜디오

를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인 폭스그룹 두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가 발

[그림12] 더 데일리 폐간에 부쳐 발행인과 편집인이 올린 글

출처 : 더 데일리 웹 사이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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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다. 더 데일리와 관련해서, 뉴스 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은 “불행히도 우리

의 경험은 더 데일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킬

만큼 빠르게 충분한 독자층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저널

리스트들은 애플 아이패드의 인기에 힘입어 더 데일리가 신문의 미래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데일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불만도 출시 이후 계속되었다. 뉴스에 대한 폐쇄

적인(walled-garden) 접근방식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다른 뉴

스사이트들과 충분히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를 쓰려고 구독료를 내는 것을 주저하

였다(Seitz, 2012a).

더 데일리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필요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더 데일리

의 운영을 위해 1년에 2,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더 데일리를 위한 콘텐츠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만 했다. 더 데일리는 다양

한 수용자 집단층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장년층 소비자들

은 더 데일리가 일반 신문이나 잡지를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시킨 형태이기를 바랬

고, 196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X-세대들은 웹페이지 같은 온

라인 콘텐츠와의 연결성을 중요시했으며, 이보다 젊은 세대들은 더 데일리에서 순수 

모바일앱의 기능을 기대했다. 포레스트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온

라인 콘텐츠가 그들의 직업에 도움이 되거나 사진, 요리, 음악처럼 사람들이 열정적

으로 몰입하는 취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만 유료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를 보인

다고 한다. 그러나 더 데일리의 내용은 너무 일반적이었고, 소비자가 지불의사를 보

이는 두 가지 이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못했다(Seitz, 2012b).

7 )  방송 뉴스도 인터넷에 밀리다 : CNN

1980년 테드 터너에 의해 설립된 CNN(Cable News Network)은 미국의 케이블 및 

위성 뉴스방송 채널로서 최초의 24시간 뉴스채널이었다. CNN은 걸프 전쟁이나 대

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관한 생생한 소식을 24시간에 걸쳐 전달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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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왔다. 

특히, 1981년 CNN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시작해서, 2003년 5월 CEO의 자

리에 오른 짐 월튼(Jim Walton)의 재임기간 동안 CNN은 6년 연속 수익률이 성장

했고, 탄탄한 디지털 사이트 운영과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CNN의 뉴스를 전송하

는 등의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도달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CNN의 영향력은 경쟁 뉴스방송사인 폭스뉴스(Fox News) 및 MSNBC 등에 밀려 고

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이티 지진,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같은 굵직한 사

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르러 CNN의 프라임타임 시청률은 45%나 

하락하였다. 미국내 프라임타임 시간대의 광고매출이 CNN Worldwide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쳤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09년과 2010년의 성적은 네트워크의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에 이

르렀다(Guthrie, 2010). 2010년 8월 15일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8시와 

11시 사이 CNN 시청자의 수는 2009년에 비해 38%나 하락했다. 폭스뉴스, MSNBC, 

HLN 등 다른 뉴스네트워크의 프라임타임 시청률 역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CNN만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Ovide and Schechner, 2010). 2002년 

이후 폭스뉴스에 뒤처져 2위에 머물던 시청률은 2010년에 이르러 MSNBC에게까지 

[그림13] 저녁시간대 케이블 뉴스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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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Umstead, 2012)[그림13].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 같은 유명 뉴스앵커에 이끌려서 저녁뉴스 방

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숫자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

이 TV보다는 인터넷 뉴스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

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CNN이 추구하는 중립적인 스트레이트 뉴스보

다는 폭스뉴스나 MSNBC같은 회사들의 경우, 주요 뉴스에 대한 의견 및 논쟁을 중

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녁시간대에 배치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

의 뉴스인력들도 꾸준히 감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vide and Schechner, 2010).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CNN은 4개의 저녁시간대 쇼의 진행자 중 3명

을 교체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1월,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출신 언

론인인 피어스 모건을 래리 킹(Larry King)의 후임으로 캐스팅했고, 전직 뉴욕 주지

사 엘리엇 스플리처(Eliot Splitzer) 같은 유명인들을 2010년 10월 저녁시간대 쇼의 

진행자로 영입하기도 했다(Ovide and Schechner, 2010).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NN은 2012년 5월 20년만의 최저 월간 시청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De Moraes, 

2012). 이에 월튼은 2012년 

7월 CNN에는 새로운 접근

법이 필요하다며 CEO의 자

리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

다. 월튼에 이어 제프 주커

(Jeff  Zucker)가 2013년 1월 

CNN Worldwide의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주커

의 경영아래, 유명 TV 진행

자이자 쉐프인 앤소니 보뎅

(Anthony Bourdain)의 음식

문화 여행기인 파트 언노운

(Parts Unknown)과 같은 프

[그림14]  CNN의 인기 프로그램 ‘파트 언노운  
 (Parts Unknown)’ 시즌2 

출처 :  CNN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http://edition.cnn.com/video/shows/anthony-bourdain-parts-unknown?iref=allsearch
http://edition.cnn.com/video/shows/anthony-bourdain-parts-unknown?iref=allsearch


2013
해외 미디어 동향5

25

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어, 현재는 두 번째 시즌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International 

Business, 2013)(편집자주: CNN은 9월 16일 시즌2 첫 방송을 내보냈다.)[그림14]. CNN

은 수퍼사이즈미(Super Size Me)로 유명한 아카데미상 후보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인 

모건 스퍼록(Morgan Spurlock)이 마리화나 재배자, 이주민 농장 노동자 등의 미국의 

다양한 서브컬처를 소개하는 주말 시리즈를 제작 방송하고 있기도 하다(De Moraes, 

2012). 아직 폭스뉴스를 따라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2013년 봄부터 CNN은 다시 경쟁사 MSNBC를 시청률에서 앞서기 시

작했다. 2009년 이래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선 것으로, 평균 66만 6,000명의 프라임 타

임 시청자가 CNN을 시청하였으며, 이것은 이전 시즌에 비해 50%나 증가한 수치다

(International Business, 2013).

8 )  경쟁자가 많은 콘텐츠의 한계 : 고메 매거진(Gourmet Magazine)

고메 매거진은 음식과 와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1941년 처음 출간되었으

며, 2009년 11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콘데 네스트(Condé Nast) 산하의 월간 잡지

이다. 폐간 전에 고메 매거진의 광고매출은 2009년 초부터 6개월 동안 43%의 큰 하

락을 보였고, 이에 모회사인 콘데네스트는 고메 매거진의 폐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

다(NPR, 2009). 고메 매거진은 2009년 11월을 끝으로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지만, 고

메 브랜드는 콘데네스트의 서적, TV 프로그램 제작, 레시피 제공 웹사이트인 에피큐

러스(Epicurious.com) 등을 통해 살아남았다.

1941년 이래 68년간 독자들을 만나왔던 고메 매거진은 미국 최초의 음식잡지로

서, 미국에 고급 프랑스요리를 소개한 줄리아 차일드(Julia Child)나, 살림의 여왕으로 

유명한 마사 스튜어트(Martha Stewart)가 등장하기 전부터 음식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유명했다(NPR, 2009). 일부 독자층으로부터 엘리트주의적인 관점

을 가진 잡지로 평해지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고메 매거진은 많

은 중상류층 음식애호가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 고메 매거진은 오랫동안 쉐프, 레

스토랑 사업가, 음식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음식잡지로 알려지며 음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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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고메 매거진은 고급 레스토랑, 고급 휴양지 등에 대

한 기사와 더불어, 음식의 정치학(Food Politics), 유기농 농업, 음식장인 등에 대한 취

재를 통한 심층기사 등으로도 정평이 나있었다(McLaughlin, 2009).

고메 매거진의 폐간이 결정될 당시에도, 가판판매는 25%까지 하락을 보였음에

도 ABC 협회(Audit Bureau of  Circulations)에 따르면 구독자 수는 지난 10년간의 최

고점에 근접한 97만 8,000명에 이르렀다(McLaughlin, 2009).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경쟁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고메 매거진의 하락에 가장 큰 이

유 중의 하나였다. 고메 매거진은 무료로 레시피를 제공하고, 최신 내용을 담고 있는 

음식과 관련된 많은 웹사이트들과 경쟁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음식 잡지들

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

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쿠킹라잇(Cooking Light)’이나 식료품비를 절

약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을 위한 ‘에브리데이 위드 레이첼 레이(Everyday with Rachel 

Ray)’같은 잡지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게 고메 매거진의 레시피들은 인기를 끌지 못했고, 미래의 세대들은 블로그, 레시피 

웹사이트, 푸드 채널 등을 통해 음식문화를 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PR, 2009).

콘데 네스트는 경쟁사인 ‘베터홈즈앤가든(Better Homes and Gardens)’, ‘이팅

웰(Eating Well)’ 등을 출판하는 메레디스사(Meredith Corp.)처럼 다이렉트 마케팅부

서를 설립한다거나 모바일 마케팅, 인터렉티브 광고와 소셜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를 인수하는 등의 전환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다른 경쟁사들은 

달라진 미디어 시장에 맞춰 더 유연해지고 새로운 미디어 영역으로 확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콘데네스트는 이러한 추세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Ives, 2009). 2010년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콘데 네스트는 기존에 존재하는 고메 매거진

의 콘텐츠와 새로운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아아패드 앱인 고메 라이브(Gourmet 

Live)를 출시했다. 즉, 고메 라이브는 음식관련 기사, 레시피, 비디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버전의 잡지라고 할 수 있다(Frucci, 2010). 콘데네스트에 따르면, 

무료 앱인 고메 라이브는 2년간 35만 5,000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보였다. 90만 명 이

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잡지로서 실망스러운 숫자라 할 수 있다(Sive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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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기업의 실패 유형

실패한 미디어 기업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각 사례마다 독특한 상황과 이유가 있

지만 실패를 관통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미디어 산업계의 패러

다임이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미디어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일으킨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나머지 미디어 기업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략을 마련하고 대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이 무

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달라진 미디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도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함에도, 실패한 미디어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변화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느리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

해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로 다른 기

업에 인수되거나 폐간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얻게 된 몇 가지 유형을 추려보았다.

1 )  과거에 집착하여 시기를 놓치다

전통적인 신문산업에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실패의 유형은 과거의 사업모델만을 

믿고 따르다가 변화에 적응할 시기를 놓치게 된 경우다. 록키 마운틴 뉴스와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가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미디어 기업은 대체로 오랜 전

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발전해왔다. 덴버나 시애틀 같은 비교적 큰 도시

의 신문사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소도시의 신문사는 작은 규모로 지역 소

식을 전달하는 핵심 기능을 하면서 비교적 치열하지 않는 경쟁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는 있으나, 이들 신문사들도 점차 쇠락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 신문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수입원은 광고와 구

독수입이다. 광고주와 구독자가 지역신문사를 떠나면서 미국 전체 지역신문사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경기침체가 표면상 드러

난 이유로 분석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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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전통을 가진 신문사들은 과거에도 다른 미디어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인쇄매체

인 신문은 얼마간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위기는 신문사가 폐간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경쟁의 틀을 유지하면서 잘 대처해 나간 편이었다. 가령 1950년

대 텔레비전이 출현했을 때, 종이신문사는 ‘속보 뉴스’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

나야만 했다. 하루에 한두 번 발행하는 신문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전

달하는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었다. 신문은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다

소 밀리기는 했지만, 해설과 논평 등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텔레비전

과 함께 적절한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의 등장으로 뉴스 속보의 경쟁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종이

신문사들도 서로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수시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하

지만 이러한 인터넷 혁명은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종이신문에서 최신 소식을 기대하는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텔레비전도 속보 경쟁에

서 인터넷에 밀려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 월드와이드웹을 접속하는 기기도 데스

크탑에서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바뀌고 있어서 언제 어디

서나 뉴스를 재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기자회견보다 트위터로 실시간 뉴스가 생

산되어 소셜 네트워크망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보스턴 폭탄테

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스턴 경찰당국은 기자회견보다 먼저 트위터로 용의

자 검거 소식을 알렸다. 이렇게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가 종이신문에 앞서서 뉴스 속

보를 전달하면서 종이신문이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해졌다. 독자들은 

간단한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만 전달하는 종이신문을 떠나서, 뉴스 속보

를 더 빠르고 편하게 전달하는 인터넷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이마케터(eMarketer)

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이 디지털 미디어를 소

비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신문과 잡지에 보내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15]. 디지털 내부에서도 데스크탑 미디어는 약간 줄

었고 모바일이 3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디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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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인쇄미디어 이용률이 하락하고 디지털 미디어는 상승하고 

있다. 독자들이 인쇄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옮겨 가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

아오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독자들에 이어서 광고주들 역시 종이신문을 이탈해서 인터넷 미디어로 옮겨

가고 있다. 구독자를 이미 많이 잃어버린 종이신문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줄이는 것

은 당연한 이치다. 미국 인터넷 광고시장의 경우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12년에 총매

출액이 366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15%나 성장한 수치이다(IAB, 

2013). 광고주의 관심은 독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머무는 페이스북, 구글, 유튜

브, 야후, 트위터, 텀블러 등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미

디어 기업 중에 가장 놀라운 실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인데, 2012년에 광

고 매출이 16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88%나 차지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Delo, 2013). 이외에 다른 인터넷 기업들도 광고 수익을 늘려가면서 성장을 이어가

고 있다. 인터넷 광고의 최근 경향은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일반 웹사이트에서 소

셜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5] 18세 이상 미국 성인들의 미디어 소비변화(중복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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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와 광고가 인터넷 미디어의 출현 이후에 재편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

황에 맞춰서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광고와 구독자를 

모으는 전략을 구사한 록키 마운틴 뉴스,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젠서 그리고 고메 매

거진의 몰락은 예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의 재정위기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지 전통적 수입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2 )  준비 안 된 도전은 위험하다

디지털 전략을 앞서 구상했으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 

더 데일리나 패치 미디어의 경우는 디지털 전용으로 출발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성공

적인 출발을 보이지 못해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올리언스의 타임스 피카윤

은 최소한의 시장조사나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디지털로 넘어가려다

가 상황이 악화되었다. 뉴스위크가 디지털 전용으로 넘어가게 된 것 역시 충분한 시

장조사와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늘어나는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려고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

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더 데일리의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높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데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투

자한 비용에 비해 생산된 기사의 내용이나 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매체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매체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상호작용

성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했고, 무료로 제공되는 다른 뉴스와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더 데일리를 통해 뉴스코퍼레이션의 다른 뉴스매체들과 차별화된 콘텐

츠와 서비스를 기대했던 독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마찬가지로 패치 미디어가 개발한 소지역 뉴스의 온라인 플랫폼은 비효율적으

로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높았다. 소지역 뉴스에 대한 소비 규모와 효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으며, 투자를 회수할 시점이 너무 짧았다.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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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비하지 못한 점도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

된다. 뉴스코퍼레이션과 AOL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광고와 구독자를 늘리

기 위한 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겠다는 전략만 구사하다가 결

국 지속가능한 디지털 미디어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으로 경쟁의 층위가 다양해졌다. 인터넷 

네크위크가 깔리면서 예전이라면 전혀 경쟁할 것 같지 않은 미디어들의 경쟁이 가능

하게 되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분화된 내용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생산되

었다. 전통적 미디어 가운데 안일하게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독자의 마음을 잃

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고메 매거진의 사례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을 담

은 기사와 엘리트주의적 관점으로 음식을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잡지의 차

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서피는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무료 콘텐츠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독자의 취향에 맞춘 세분화된 기

사를 생산해야 한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미디어 기업들의 대응방향도 달라져

야 한다. 더 데일리의 경우에서 언급

한 것처럼 디지털 잡지에 기대하는 수

준이 세대별로 다르다. 나이가 든 연

령층은 PDF형태의 단순한 기술로 된 

글을 보고 싶어했고, 더 어린 연령층

으로 갈수록 상호작용성 기술이 탑재

된 기사를 보는 것을 기대했다. 성별

에서도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을 즐기지만, 여자는 태블릿으

로 뉴스를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 차

이를 보였다(Moses, 2013). 이렇게 다

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그림16] CNN의 시청자 참여 플랫폼 iReport

출처 : ireport.cnn.com 하이퍼링크

http://www.ireport.cnn.com
http://www.ireport.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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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된 콘텐츠도 없었고, 심지어 지역적으로 

특화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국에 더 데일리를 출시하면서 대부분의 기사

내용을 미국 기사만으로 채운 것도 패착이었다. 아무리 디지털 미디어가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전세계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차이가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더 데일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독자

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더 데일리의 실험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더불어 구독

자와 광고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

여준다.

CNN 뉴스의 경우 최근 10여년 동안 점점 시청자를 잃어버리고 경쟁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에 뒤처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면에는 뉴스를 둘러싼 환경

의 변화가 존재한다. 우선 24시간 뉴스를 전달하는 빠르고 정확한 케이블 뉴스로서 

가지는 명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 케이블 뉴스보다 빠른 디지털 매체가 등장함에 따

라서 CNN은 속보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더 빠른 소식을 얻으려는 뉴

스의 소비자는 CNN이 아닌 트위터나 다른 디지털 미디어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

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삼는 CNN이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나 진보성향의 

MSNBC에게 시청률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은 미국인들이 뉴스에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졌음을 암시한다. 저널리즘 차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만, 단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에 미국인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셈

이다. 그런 뉴스보다는 의견이나 해석이 가미된 심층보도에 사람들이 더욱 큰 관심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견이 강하게 개입된 기사에 반응하는 미국인의 달라

진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과되지 않는 직접적인 뉴스가 통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가 도래했다. CNN도 아이리포트(iReport) 같은 시청자 참여 뉴스 플랫폼을 개발하

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CNN은 케이블 뉴스로 성공했던 과거의 모델에 한동

안 집중하느라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다

시 뉴스 포맷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변화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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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과 제언

지금까지 실패한 미디어 기업들의 유형을 살펴보았지만, 그 실패에 일정한 요인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들 가운

데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혁신이 가져오는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실패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변화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거나 기존의 사업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한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위

기가 찾아왔다. 반면에 디지털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상황을 기존 미디어의 단순한 기술적 변화로만 보고 

접근하게 된다면 이 또한 몰이해에서 오는 위기를 맞게 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

회와 문화, 그리고 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

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미디어가 몰고 온 충격 이후에 인쇄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힘들게 생존

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는 성공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고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수익모델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자, 변화에 맞춰서 

유료화 모델과 새로운 광고 모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 신문의 위기는 뉴스의 위기가 아니라 뉴스를 소

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서 비롯된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달라진 환경 속에

서 미국의 미디어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느라 바빠

졌다.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많은 실패와 개

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종이신문이 디지털 신문으로 바뀌는 과도기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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