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의 첫 번째 시리즈 ‘수용자 개발(Audience Development)’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가이드는 두 번째 시간, ‘도달률과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GNI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

를 통해 수용자의 행동과 정보 요구 사항을 심층적으로 이해합니다. 

( ).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우리의 독자는 누구인가’ 가이드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툴 (현 가이드)을 통해 데이터 분석 도구와 기능으로 더욱 강화하세요.

‘수용자 중심 문화’ 가이드명확한 수용자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세요 ( ).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것과 더 오래 읽도록 유도하는 것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News Consumer Insights)

데이터 분석은 수용자 개발의 핵심이지만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죽은 데이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와 참여도가 높은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할 것

을 추천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팀이 세계 여러 언론사들과의 협업을 통

해 찾아낸 실질적인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 More Visits

지난 워크숍에서 배웠던 독자 깔대기를 생각해 보세요. 충성도 높은 독자들과 브랜드 애호가들을 늘리려면 깔대기의 입구를 늘

려야 합니다. 일단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다음은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검증된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뉴스레터를 만드세요. 새로운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기존의 독자들은 더 많이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뉴스레터를 통해 유입된 독자들은 다른 트래픽 소스 보다 훨씬 더 높은 참여도를 보입니다. 더 많이 읽고 더 오래 읽습니다. 그리

고 더 많은 광고를 클릭합니다. 뉴스레터는 독자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WRAL(미국방송사)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수정을 통해 뉴스레터 구독자를 15 % 늘렸

습니다.



여기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읽어보세요

Politico Buzzfeed

2. 웹 푸시 알림을 구독하도록 유도하세요.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수많은 언론사들과 다양한 실험을 반복한 결과,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팀은 푸시 알림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

니다.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에서 웹 푸시 알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읽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θEMA는 웹 푸시 알림을 도입한 이후 방문자가 20 % 늘었습니다. 댈러스모닝뉴

스도 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읽어보세요

3. 구조화된 데이터로 검색 가능성을 높이세요.

는 우리의 잠재 독자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 기사가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검색 데이터(Structured search data)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사례

인디펜던트뉴스&미디어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보완한 뒤 검색과 방문자 수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읽어보세요

Google Discover


Testing tool results
 AMP rich results

4. 소셜 전략을 강화하세요.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유를 늘리는 것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셜 확장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는 고정 푸터나 확장 가능한 공유 버튼 형태도 

가능하고 데스크톱에서는 고정 위젯도 효과적입니다. 

Sticky footer while 

maintaining brand colors 


Expandable behind 

a ‘share button’. 

Anchor format with 

an expandable 



Sticky widget in the left column on desktop

더 오래 읽기.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독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페이지를 읽게 만들고 싶으시죠? 수익과 직결되는 1회 방문당 페이지뷰와 체류 시간을 늘리

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검증된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사 한 꼭지 더 읽게 만들기.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대부분의 독자들은 바쁘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기사 한 건도 끝까지 채 읽지 않고 떠나는 독자들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하

는 것은 참여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취향 저격 기사” 같은 제목의 추천 기사 묶음은 충성도를 높이고 독자들을 계

속해서 깔대기의 아랫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시애틀타임스는 추천 기사의 우선 순위를 정해 제목 앞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Test the ranking of your articles! 1, 2, 3...



Seattle Times (within article)


가디언은 관련 기사 왼쪽에 썸네일 이미지를 심었더니 효과가 컸다고 합니

다.

Images with people at a medium zoom


The Guardian

베네티페어처럼 사이트 하단에 추천 기사 위젯을 심거

나

Vanity Fair


뉴요커처럼 오른쪽 내비게이션 바에 위젯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sticky widget on right nav bar)


2. 페이지 속도 향상시키기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사이트의 로딩 속도와 최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클릭하자 마자 뜨는 기사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줍니다. 로딩 속도

가 3초를 넘어서면 방문자의 50%가 떨어져 나간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미지 

크기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를 한꺼번에 불러 들이기 보다는 텍스트를 먼저 표시하고 이미지를 나중에 불

러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크롤할 때마다 콘텐츠가 추가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영상 전략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북

동영상은 독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단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다른 콘텐츠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동영상 위치를 고정시키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재생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호기심의 한계

는 120초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겠지만 길면 길수록 참여도가 떨어지고 전달력도 떨어집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

을 이용하면 동영상도 검색 유입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보다 동영상을 선호하는 독자들도 많으니까요. 뉴스

레터를 보낼 때도 제목에 [영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동영상 이모티콘을 넣는 것도 오픈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 Consumer Insights Play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Surface more of your videos when viewers pause/finish videos

“Up Next” when users are about to complete the video

Related video after short 

form articles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

다. 자세한 정보와 리소스를 보시려

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뉴스 소비자 통계 도구.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플레이 북.

당신의 독자는 누가인가 가이드

수용자 중심 문화 가이드.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 웹 사이트.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 워크숍.

실시간 콘텐츠 인사이트.

뉴스 태깅 가이드.

구글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

수용자 개발 2차 워크숍. 도달률과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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