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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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는 첫 번째 시간, ‘우리의 독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GNI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

를 통해 수용자의 행동과 정보 요구 사항을 심층적으로 이해합니다 (현 가이드).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도달률과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전략’ 가이드뉴스 소비자 인사이트 툴 ( )을 통해 데이터 분석 도구와 기능으로 더

욱 강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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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기반.

여러분에게 광고 수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독자 수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

고요. 어떤 경우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용자 개발과 강력한 독자 참여(engagement)가 중요합니다. 



수익의 목표과 비즈니스의 성과를 고려해서 수용자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독자 수익 모델이든 광고 수익 모

델이든 이용자 참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 빈도(visit frequency)와 방문 깊이(visit depth)를 늘리는데 집중하면 광

고 수익 목표(이를 테면 페이지 뷰 증가)와 독자 수익 목표(이를 테면 충성도와 정서적 유대감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로 사용자 인게이지먼트 높이기.

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구성 된 툴입니다. 이용자의 인게이지

먼트를 높이고 광고 수익과 독자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CI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날리틱스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당

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계정을 연결하면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왼쪽에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 독자 참여, 독자 수

익, 비디오 인사이트 등 4가지 탭이 표시됩니다. 수용자에 대한 인사이트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News Consumer Insights, NCI)

독자 깔대기와 수용자의 유형. 

NCI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독자들을 일반 독자(Casual Reader)와 충성도 높은 독자(Loyal Reader), 브랜드 애호가(Brand 

Lover)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지난 30일 동안 웹사이트를 1회 방문한 고객. 일반 독자

 지난 30일 동안 웹사이트를 2회에서 14회 방문한 고객.충성도 높은 독자: 

: 지난 30일 동안 웹사이트를 15회이상 방문한 고객.브랜드 애호가

독자 참여를 늘리고 일반 독자들을 깔대기 아래로 끌어들여 충성도 높은 독자로, 궁긍적으로 브

랜드 애호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표 읽는 방법:



브랜드 애호가는 전체 방문자의 1% 밖에 안 되지만 페이지 뷰의 20%와 광고 수익의 20%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

반 독자를 충성도 높은 독자로, 그리고 브랜드 애호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가치와 행동.

독자 참여 탭은 일반 독자와 충성도 높은 독자, 브랜드 애호가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독자의 유형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다르죠. 

트래픽 소스의 양과 질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독자들의 페르소나를 분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성별이나 이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등등 각각의 카테고리와 세그먼트

가 차지하는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독자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재방문 비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이전 달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독자 깔대기를 분석하면 세 가지 페르소나의 평균 1인당 매출(ARPU)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360을 연결하거

나 애널리틱스 360을 쓰지 않는다면 좀 더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평균 CPM(1000뷰당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직접 입력하

는 것만으로도 대략의 그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광고 수익의 기여도와 광고 차단 비율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1명이 1개월 동안 몇 번 방문했는지,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읽었는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방문 

길이), 기사 1건을 읽을 때 얼마나 아래까지 스크롤하는지(스크롤 깊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특정 세그먼트에 집

중해서 방문 빈도와 스크롤 깊이의 차이를 줄이려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이를 테면 일반 독자의 방문 빈도를 높이거

나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좀 더 오래 기사를 읽도록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트래픽 소스와 가치.

독자 참여 탭에서는 독자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 방문했는지, 검색을 타고 들어왔는지, 페이스북을 타고 들어왔는지, 뉴스레터

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왔는지에 따라 어떻게 참여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트래픽 소스에 따른 

참여의 정도 차이를 확인하고 각각의 비율과 광고 수익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이 회사의 경우 뉴스레터가 가장 가치가 높은 트래픽 소스입니다. 대부분의 트래픽은 구글 검색에서 발

생하는 군요. 

다른 언론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점수로 
보여드립니다.

독자 수익(Reader Revenue) 탭에서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독자 참여 점수(reader engagement 

scor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지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는 수천 개 뉴스 조직의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입니

다. 업계 평균과 업계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조직의 현재 위치와 변화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충성도 높은 독자와 브랜드 애호가는 한 묶음으로 분류하고 일반 독자는 다른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각각 모바일과 데스크톱

+태블릿으로 구분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독자 참여도를 지표화하기 위해 독자 당 방문 수와 1회 방문당 페이지 뷰, 1회 방문

당 시간, 사용자 당 읽은 총 페이지 수 등을 측정합니다.


 


독자 수익 탭에서 여러분 사이트에서 가장 가치있는 트래픽 소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전반에서 브랜드 충

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디오. 

뉴스 태깅 가이드 비디오 인사이트(News Tagging Guide Video Insights)는 NCI 플랫폼의 새로운 툴입니다.동영상 플레이

어의 데이터를 구글 애널리틱스로 보내 동영상 재생과 종료 시간, 평균 시청 시간, 채널 재방문 등 여러분의 수용자들이 동영상

에 반응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영상 재생과 완주 비율을 확인하고 독자와 충성도, 광고 수익을 늘리는 크리티

컬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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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률과 참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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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워크숍. 우리의 독자는 누구인가.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intl/ko/digital-growth/na-overview/
https://news-consumer-insights.appspot.com/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assets/static/docs/digital-growth/GNI_DigitalGrowth_AudiencePlaybooks_GrowingReachandDeepeningEngagement_KR.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assets/static/docs/digital-growth/GNI_DigitalGrowth_AudiencePlaybooks_BuildinganAudience-CentricCulture_KR.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assets/static/docs/nci/nci-playbook-ko.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assets/static/docs/digital-growth/GNI_DigitalGrowth_AudiencePlaybooks_GrowingReachandDeepeningEngagement_KR.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assets/static/docs/digital-growth/GNI_DigitalGrowth_AudiencePlaybooks_BuildinganAudience-CentricCulture_KR.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intl/ko/digital-growth/na-overview/
https://newsonair.withgoogle.com/
https://realtime-content-insights.appspot.com/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