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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 2.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새로운 도구와 플레이북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

2018년 Google은 뉴스 게시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독자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News Consumer Insights (NCI)를 출시했습니다 . 이 도구는 순식간에  
129개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방문 횟수를 기록하며  INMA(International News Media Association)의 수상 
후보에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

높은 활용도, 확인된 결과, 파트너의  긍정적인  의견을 고려하여  Google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게시자와  
협력하며  축적한 모든 지식과 통계를 활용해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
1) NC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고 

‘데이터 쓰나미 ’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2) NCI 플레이북에  관한 피드백은  좋았지만 , 통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 

사용자에게는  방대한 분량인 것이 사실입니다 .
3) 뉴스 게시자가  Google 애널리틱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깊이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4) 무엇보다  독자 참여가 광고 수익과 독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데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석 도구에서는  독자 참여에 관한 통계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Google은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반영하여  News Consumer Insights 2.0을 개발했습니다 . 최신 버전의 
NCI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 더욱 맞춤화된  권장사항  
Google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맞춤화되고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의사결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 더 이상 통계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

● News Tagging Guide를 활용하여  독자 수익 및 동영상에  관한 새로운 통계 제공 
호환되는  도구인 News Tagging Guide를 통해 독자 참여 및 동영상 소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정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새로운 데이터로  NCI 2.0에서 생성되는  통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가치 측정항목 : 광고 수익 및 평균 ARPU
Google 애널리틱스  360 사용자와  기본 Google 애널리틱스  사용자 모두가 잠재고객  가치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측정항목인  광고 수익 및 사용자당  평균 광고 수익(ARPU)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

Google은 이렇게 개선된 NCI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규모의 뉴스 파트너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처럼 도구가 완전히 개선되었지만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 Google은 뉴스 게시자가  리소스를  
제어하고  디지털 전략을 조정하여  충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이미 애덤스 하딩, 뉴스/퍼블리싱  분석 및 수익 최적화 부문 이사

안타오 디아즈, News Consumer Insights 부문 책임자

https://www.inma.org/practice-detail.cfm?zyear=2020&id=24EBDE30-6BB7-4AA1-9FB8-2F5131B1F969
https://www.inma.org/practice-detail.cfm?zyear=2020&id=24EBDE30-6BB7-4AA1-9FB8-2F5131B1F969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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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 (NCI) 2.0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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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뉴스 게시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독자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News Consumer Insights (NCI)를 개발했습니다 . 

뉴스 게시자만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의사결정  엔진을 통해 NCI에서는 게시자의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을 기반으로  독자 참여와 독자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통계와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 

News Consumer Insights 2.0의 새로운 기능

● 맞춤화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의사결정  엔진 

Google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맞춤화되고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의사결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 더 이상 통계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 전반적인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

독자 수익 페이지에서는  전환율 또는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직접 설정한 목표에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통계를 제공합니다 . ‘동영상 통계’ 페이지에서는  사이트와  잠재고객  전반에 

걸쳐 동영상 콘텐츠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가치 측정항목 : 광고 수익 및 사용자당  평균 광고 수익

Google 애널리틱스  360을 Ad Manager에 연결했다면 더 정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oogle에서 도구 전체에 게시자의  광고 수익과 사용자당  평균 광고 수익(ARPU) 데이터를  채웁니다 . 

Google 애널리틱스  360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기별 평균 CPM/RPM을 입력하여  예상 광고 수익과 

예상 사용자당  평균 광고 수익(ARPU)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1012040?hl=en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6183286?hl=en&ref_topic=6183302


News Consumer Insights 2.0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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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는 간단한 운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 도구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와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1 - Google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도구를 승인하고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을 연결한 다음 

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

2 - 왼쪽 탐색 메뉴를 통해 News Consumer Insights에서 제공되는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 선택

광고 수익을 채우도록  CPM을 알리고 독자 
수익 페이지의  목표를 선택

NCI 의사결정  엔진에 의해 식별된 독자 참여 및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권장사항

기준치 대비 독자의 실적 통계

독자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전환율 최적화 통계

사이트 전반의 동영상 콘텐츠 소비에 관한 통계

도구 전체에 걸쳐 통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통계 카드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1009702?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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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 2.0 사용 방법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 

이 섹션에서는  내장된 의사결정  엔진을 통해 발견한 실행 가능한 모든 권장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독자 참여 및 독자 수익을 늘리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또한 최근 30일간의 NCI 독자 유입경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독자를 분류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 독자(1회 방문), 충성도가  높은 독자(2~14회 방문), 브랜드 애호가(15회 이상 방문). 이 유입경로  

데이터는  도구에서  매번 집계하여  표시하며  언제든지  각각의 독자 세그먼트에  있는 도움말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정의를 확인하고  Google 애널리틱스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권장사항은  다음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 독자 참여, 독자 수익, 우수한 데이터 확보.

권장사항  중 하나를 클릭하면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는  독자의 참여 실적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며  방문 깊이와 방문 

빈도를 알려주는  측정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잠재고객에게  

적용된 NCI 독자 유입경로를  통해서는  참여도 차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소스도 중요한 최적화 영역이므로  Google에서는 게시자가  실적이 가장 

우수한 트래픽 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트래픽 비율과 사용자당  읽은 페이지 수(광고 수익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상 ARPU/ARPU)를 사용하는  자체 분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NCI 독자 세그먼트의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핵심 참여도 측정항목을  

NCI 벤치마크에  포함되어  있는 뉴스 게시자 수천 곳의 측정항목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기준점이  되는 Reader Engagement Score (RES)를 만들어 NCI 기준 대비 

실적 차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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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 2.0 사용 방법

독자 참여

● 직접 트래픽(주석 참조)

● 다크 트래픽(주석 참조)

● Google 검색 

● Facebook 

● Twitter 

● 기타 소셜(기타 소셜 네트워크)

● 기타 검색(기타 검색엔진)

● 뉴스레터

● 알림(웹 푸시 알림)

주석/설명
● 다크 트래픽이란?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방문 출처(앱, SMS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트래픽 ’으로 
잘못 할당되기도  합니다. NCI에서는 이러한 사용자를  사이트로  직접 유입되었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사용자(연락처에  있는 사람이  공유한  기사에서  Whatsapp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로 
식별합니다 . NCI의 직접 트래픽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만을  나타냅니다 .

https://en.wikipedia.org/wiki/Dark_social_media


Reader Engagement Scor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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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서는 다른 언론사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독자가 콘텐츠에  참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News 

Consumer Insights에 ‘Reader Engagement Score’(RES)라고 하는 맞춤 측정항목을  만들었습니다 . 

RES는 잠재고객  세그먼트당  다음과 같은 4개의 사용자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0일 동안의 

활동을 측정합니다 .

● 독자당 방문 수(사용자당  세션)

독자가 사이트를  방문한 횟수

● 방문당 읽은 페이지 수(세션당  페이지  조회수)

사용자가  방문할 때마다 읽은 기사 수

● 방문 길이(평균 세션 시간)

독자가 사이트에  머무른 시간

● 사용자당  읽은 총 페이지 수(사용자당  페이지  조회수)

사용자가  전체 방문에 걸쳐 평균적으로  읽은 기사 수

이 네 가지의 측정항목이  각각의 잠재고객  세그먼트에서  업계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 그 결과를 

기반으로  0에서 100 사이의 동적 점수가 매겨집니다 .

예를 들어 사이트 X의 충성도가  높은 독자를 대상으로  Reader Engagement Score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 

사용자당  페이지 조회수에는  보다 많은 가중치(2배)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는 사이트 X의 충성도가  높은 

독자가 벤치마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알려줍니다 . 이는 '실적 %'라고 하며 보고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Reader Engagement Score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 x ln(‘실적 %’) + 50

사이트 X의 충성도가  높은 독자 측정항목이  벤치마크와  동일하다면  실적 %가 '1'이 되며 Reader 

Engagement Score는 50(as ln(1) = 0)이 됩니다. 0

News Consumer Insights 2.0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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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수익

이 페이지는  설정 탭              에서 선택한 Google 애널리틱스  목표를 기반으로  채워집니다 .

어떤 유형의 목표든 가능하며  신규 구독, 새로운 참여/기부, 제휴 링크 클릭, 뉴스레터  가입, 광고 차단 허용과 

같이 사이트에서  전환으로  정의한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사 6개 이상을 읽거나 동영상 6개 

이상을 조회한 사용자와  같이 순수한 독자 참여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에서  보게 되는 통계는 주로 전환율 최적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이 보고서의  목표는 평균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는  트래픽 소스를 늘리고 가장 많은 목표 완료로 이어지는  트래픽 소스에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리소스를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 

특히 독자 수익 실적을 개선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본 방문 페이지에서의  경험에 신경 써야 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1012040?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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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 2.0 사용 방법

동영상 통계

이 페이지에서는  News Tagging Guide 동영상 통계 구성요소가 필요하며 , 이를 통해 동영상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Google 애널리틱스로  전송하면 Google에서 News Consumer Insights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소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동영상 시작, 동영상 완료, 평균 시청 시간, 전체 동영상 재순환을  

포함하여  잠재고객  세그먼트가  동영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Google의 프레임워크는  독자의 충성도와  광고 수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영상 시작 및 

동영상 완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계를 강조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뉴스 게시자를 위한 Google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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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전 세계의 여러 언론사로부터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수집할 올바른 측정항목을  식별하거나  

기술 구현을 올바르게  완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

 

이러한 의견에 따라 Google에서는 News Tagging Guide (NTG)를 제작하여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측정할 

올바른 뉴스 및 게시 측정항목을  강조하고 , 태그를 간소화하고 , News Consumer Insights 및 Realtime 

Content Insights에 표시되는  권장사항과  통계를 강화했습니다 .

NTG에서 다루는 데이터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스 게시자가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석/설명

● NCI에 트래픽 소스의 데이터가  누락되면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추천 URL을 올바르게  식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URL에 올바른 UTM 매개변수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적절한 매개변수를  
추가하세요 (뉴스레터  = 이메일 , 푸시 알림 = 알림…).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1033867?hl=en&ref_topic=1032998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1033867?hl=en&ref_topic=1032998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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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sumer Insights (NCI)와 
무료 버전의 Google 애널리틱스가  
호환되나요?

NCI는 모든 버전의 Google 애널리틱스와  호환됩니다 . 
Google 애널리틱스  360을 사용하는  게시자는  추가 
광고 측정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ews Consumer Insights (NCI)는 
뉴스 업계 외부의 게시자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한가요?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면 뉴스 업계에 속해 있는지와  
관계없이  NCI는 모든 게시자에게  적합합니다 . 

News Consumer Insights (NCI)를 
사용하려면  사이트에  Google 
애널리틱스  태그를 구현해야  하나요?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을 연결하기만  하면 NC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NCI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추가 통계 및 권장사항을  받아보려면  특정 News 
Tagging Guide (NTG) 태그를 구현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권장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Google 애널리틱스  구현 및 
데이터 수집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Chrome용 Tag Assistant 확장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뉴스 게시자를  위한 Google 애널리틱스 ’ 
페이지에서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

Reader Engagement Score (RES)에서 
사용자당  페이지 조회수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조회수 측정항목을  통해 충성도 및 잠재적인  
광고 수익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임워크의  주된 
가정입니다 .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당  페이지 조회수가  평균보다  
높은 잠재고객  세그먼트의  충성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생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특정 콘텐츠 섹션(예: 각 사진에서  새로운 페이지 
조회를 생성하는  사진 갤러리) 또는 사이트 기능
(콘텐츠 자동 새로고침)은 점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ag-assistant-by-google/kejbdjndbnbjgmefkgdddjlbokphdefk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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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된  데이터인가요? 그렇습니다 . 데이터 중 일부는 샘플링된  것입니다
(Google 애널리틱스  샘플링 자세히 알아보기).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데이터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나요?

벤치마크  데이터는  Reader Engagement Score에 
사용되는  주요 참여 측정항목의  업계 평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데이터는  동종업체를  기준으로  
독자 실적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격차를 파악할 때 
참고자료가  되어줍니다 . 

벤치마크  데이터는  매달 첫 번째 날에 업데이트됩니다 .

벤치마크에는  누가 포함되며  필터를 
적용할 수 있나요? 

벤치마크에  포함되는  각 뉴스 사이트는  수동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위치(아메리카 , 유럽, 아시아)와 
다양한 형태(지역 뉴스, 국내 및 국제 뉴스, 잡지)의 
게시자가  추가됩니다 . 하드 페이월이  독자 참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드 페이월을  사용하는  게시자는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됩니다 . 

데이터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현재 
필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2637192?hl=en


독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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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여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 목록 

● 뉴스레터 : 사용자 획득 전략

● 독자가 웹 푸시 알림을 수신 설정하도록  유도

●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뉴스 콘텐츠 검색 가능성 최적화

● 소셜 전략 강화

 

● 재순환 전략 

● 모바일 사이트가  충분히 빠른가?

● 사용자가  더 많은 동영상 조회를 시작하게  하려면?

● 사용자가  더 많은 동영상 조회를 완료하게  하려면?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권장사항

뉴스레터: 사용자 획득 전략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중점 영역

1. 가시성 및 위치 
가입 대화상자는  기사 전반에 걸쳐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스크톱에서는  
인라인에 , 모바일에서는  앵커 형식에 초점을 맞추세요 .

2. 입력란 수를 줄이고 원클릭 가입 방식 사용 
불편한 가입 단계를 생략하고  하나의 입력란에  이메일만  
입력하도록  하세요. 이메일 입력란에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 
설정하여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채워지도록  
하세요.

3. 스타일 및 디자인
가입 대화상자  및 ‘클릭 유도문안 ’의 배경에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세요 .

4. 맞춤화된 메시지 작성 
가입 대화상자  제목에 사용자가  구독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세요 . 
가능하다면  콘텐츠에  따라 메시지를  맞춤설정하세요 . 

독자를 뉴스레터  구독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주석/설명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뉴스레터  가입 모듈의 실적을 측정하고  올바른 UTM 태그로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뉴스레터  독자를 정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 독자가 가입하면  ‘감사’ 또는 ‘환영’ 이메일을  꼭 보내세요 .
● Facebook 인스턴트  아티클에서는  이메일 가입 상자를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2: The Boston Globe의 
독자가 The Globe e-뉴스레터를  
구독한 후 구독자로  전환한 경우가 
10배 더 많았습니다 .

이유 3: 게시자는  뉴스레터를  
충성도 높은 독자에게  도달하고 
독자와 더 깊이 있게 연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유 1: 뉴스레터를  통해 유입되는  
독자는 다른 트래픽 소스에 비해 
방문 빈도 및 깊이가 높습니다 .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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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5/06/checkout-faster-with-autofill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www.facebook.com/help/publisher/181443349873820
https://www.brightwave.com/wp-content/uploads/2018/07/How-Newsletters-Are-Redefining-Media-Subscriptions.pdf
https://www.brightwave.com/wp-content/uploads/2018/07/How-Newsletters-Are-Redefining-Media-Subscriptions.pdf
https://www.brightwave.com/wp-content/uploads/2018/07/How-Newsletters-Are-Redefining-Media-Subscriptions.pdf
https://digiday.com/media/media-newsletters-arent-designed-clicks/
https://digiday.com/media/media-newsletters-arent-designed-clicks/


앵커 형식
라이트박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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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예시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콜아웃

전체 화면 표시 또는 앵커 형식과 
같은 특정 구현은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지만  사용자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구독자 15% 증가
“… 뉴스레터 구독에 초점을 맞추면서 눈에 띄는 변화와 함께 충성도 높은 독자를 늘릴 수 
있었으며 트래픽을 크게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읽어보기

전체 화면 표시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wral-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wral-case-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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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직접 제작하거나 타사와 협력
웹 푸시 알림을 직접 제작하면  채널 전체를 소유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 리소스(https, PW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사와의  협력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며  타사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독자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

2. 가입 메시지: 시기와 위치에 주의
효과적인  알림 수신 설정 플로를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가  사이트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 가입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한 잠재적인  신호로 사용자가  읽은 
기사의 수, 사이트에  머문 시간, 스크롤 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네이티브 메시지와 맞춤 메시지를 푸시할 시기 선택
네이티브  메시지는  한 가지 단계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신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2단계 절차로 가입하는  맞춤 메시지는  가입하는  
사용자를  위한 가치 제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지율이  높고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 

4. 맞춤 메시지의 스타일 및 디자인 
독자가 웹 푸시 알림을 수신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세요 . 가능하다면  독자가 
읽고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맞춤설정하세요 . 이미지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입 
메시지의  가시성을  극대화하되  페이지에서  콘텐츠 소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독자가 웹 푸시 알림을 수신 설정할 가능성 극대화하기

권장사항

주석/설명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웹 푸시 알림 가입 캠페인의  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

이유 2: 타겟팅된 경우 뉴스 기사의 웹 푸시 
알림은 클릭률이 25%까지 높아집니다. (출처)

이유 1: “이메일 뉴스레터는 평균 구독률이 2%인 
반면, 웹 푸시 알림 수신율은 약 5%~15%입니다.” 
(출처)

웹 푸시 알림 구현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공동작업

https://mediaengagement.org/research/links/
https://mediaengagement.org/research/links/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betternews.org/how-dallas-morning-news-uses-push-notifications-grow-audience/
https://blog.pushengage.com/definitive-guide-increase-push-notification-opt-in-rate/
https://pushly.com/


수신 설정 플로의 첫 번째 
단계로 인라인 가입 환경 구현

20

콜아웃

● 맞춤 메시지를  사용하면  게시자가  
모든 기사에서  수신 설정 플로의 첫 
번째 단계로 인라인 가입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방문자가  콘텐츠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페이지에  머문 시간’ 및 
‘페이지 방문 횟수’와 같은 컨트롤을  
사용하여  수신 설정 플로를 
표시하세요 .

구현 예시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눈길을 끌고 
브랜드 정체성이  녹아든 플로 만들기

방문자가  콘텐츠에  반응을 보일 때까지는  수신 
설정 플로를 표시하지  않음

독자 방문 20% 증가
자사 웹 푸시 알림을 구현하여 독자의 재방문 유도
사례 연구 읽어보기

사례 연구

푸시 알림을 사용하여 독자를 늘린 Dallas Morning News 
사례 연구 읽어보기

콜아웃

공동작업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proto-thema-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proto-thema-case-study.pdf
https://betternews.org/how-dallas-morning-news-uses-push-notifications-grow-audience/
https://betternews.org/how-dallas-morning-news-uses-push-notifications-grow-audience/
https://betternews.org/how-dallas-morning-news-uses-push-notifications-grow-audience/
https://push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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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구조화된 데이터용 테스트 도구 사용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있는 모든 페이지 유형을 
테스트하세요 . 기사 페이지 하나만 테스트하지  말고 AMP 페이지도  
테스트하세요 .

2. 오류 및 경고 확인
리치 결과에 표시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표시되는  모든 오류 
및 경고를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

3. 모든 마크업 배치
기사의 경우 Article 또는 NewsArticle을 사용합니다 .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VideoObject를 사용합니다 . 페이월의  경우 
IsAccessibleForFree를 사용합니다 . 홈페이지에는  
Website/Organization을 사용합니다 . breadcrumbs도 잊지 마세요.

4. Search Console에서 효과 추적
Search Console에서 구조화된  데이터 전략의 효과를 추적하세요 .

구조화된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 검색 가능성 높이기

권장사항

주석/설명

● 구조화된  데이터를  최적화한다고  해서 콘텐츠가  항상 리치 결과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에  마크업이  없어도 향상된 검색결과를  얻는 언론사도  있음), 표시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

● Search Console에서 설정한 구조화된  데이터의  효과를 추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Search Console 계정을 엽니다.
○ ‘실적’ 탭에서 ‘검색결과 ’ > ‘검색 노출’ > ‘리치 결과’로 이동합니다 .

● 콘텐츠가  동일한 중복 페이지가  있는 경우 표준 페이지만이 아닌 모든 중복 페이지에  동일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조화된  데이터 
일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

이유 2: 사이트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현하면  콘텐츠가  인리치드  검색결과  목록에 
표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유 1: Schema.org에 있는 표준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기사, 리뷰, 동영상 등을 마크업하세요 . 
이렇게 하면 모든 검색엔진에  관한 추가 문맥 정보를 
사이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콘텐츠 검색 가능성 최적화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https://search.google.com/structured-data/testing-tool/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article
https://schema.org/NewsArticle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video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paywalled-content
https://schema.org/WebSite
https://schema.org/Organization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breadcrumb
https://search.google.com/search-console/welcome
https://search.google.com/structured-data/testing-tool/
https://search.google.com/search-console/welcome
https://support.google.com/webmasters/answer/139066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guides/sd-policies#location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guides/sd-policie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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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검색 방문 10.43% 증가
“... (NCI)를 통해 신속하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자연 검색 
트래픽의 즉각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읽어보기

AMP 리치 결과

테스트 도구 결과

구현 예시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콜아웃

VideoObject로 동영상을 마크업하면 리치 결과에 표시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예: LIVE 배지). 동영상은 
Google 검색결과, 동영상 검색결과, Google 이미지, 
Google 디스커버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Google 디스커버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independent-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independent-case-study.pdf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video#video-object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video#livestream-guidelines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video#video-object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data-types/video#video-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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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중점 영역

1. 위치
소셜 버튼이 기사 전체에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앵커 
형식을 만들거나  고정 헤더에 배치해야  합니다.

2. 관련성
항상 독자에게  관련 있는 소셜 버튼을 표시해야  합니다. 독자가 
사용하는  앱(예: Facebook, Twitter, Whatsapp, Linkedin)을 기반으로  
공유 버튼 및 버튼을 표시하는  순서에 우선순위를  지정하세요 . 

3. 간결함
표시하는  버튼이 많을수록  독자가 ‘선택의 역설’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 ‘사용자에게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할수록  전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 

4. 디자인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려면  각 소셜 네트워크의  고유 아이콘 색상을 
그대로 따르세요 . 

주석/설명: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소셜 버튼의 실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 브라우저의  공유 옵션도 훌륭하지만  기사 내의 소셜 아이콘은  독자가 정말로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소셜 버튼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통일하려면  보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공유 버튼을 사용하세요 .

이유 1: 사이트에서  소셜 버튼 위치와 디자인을  
최적화하면  방문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출처)

독자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가능성 극대화하기

이유 2: 콘텐츠 공유 중 28%만이 대형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합니다 . 나머지 72%는 주로 이메일과  앱의 
'다크 트래픽 ’을 통해 공유됩니다 . (출처)

중요한 이유

소셜 전략 강화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https://www.thedrum.com/opinion/2020/03/30/ten-quick-ways-increase-your-website-conversion-rate
https://www.thedrum.com/opinion/2020/03/30/ten-quick-ways-increase-your-website-conversion-rate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en.wikipedia.org/wiki/Share_icon
https://www.addthis.com/blog/2018/10/08/case-study-child-mind-institute-increases-mobile-traffic-with-addthis-share-buttons/#more-14645
https://www.socialmediatoday.com/content/6-myths-about-social-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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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색상을 유지하면서  
바닥글 위치에 고정 

확장 가능한 '공유 버튼’ 확장 가능한 앵커 형식 

데스크톱의  왼쪽 열에 고정 위젯

데스크톱의  왼쪽 열에 고정 위젯

구현 예시
방문 수를 늘리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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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발견 가능성 극대화 
재순환 기사는 기사 전반에 걸쳐 또는 기사의 끝부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스크톱과  태블릿에서  오른쪽(또는 왼쪽) 탐색 
메뉴에 고정된 재순환 형식을 사용하면  길이가 긴 기사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 추천 엔진을 활용하되  외부 및 내부 기사 추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디자인
이미지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왼쪽에 표시해야  합니다. 독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사 순위 지정 방식(‘1, 2, 3’...)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 재순환 유닛 내의 기사 수를 
제한하여  의사결정  피로를 방지하세요 . 

3. 고정 헤더 사용
고정 헤더를 사용하고  특히 모바일에서는  사이트 로고를 통해 독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4. 고급 형식 사용 
앵커와 같은 고급 재순환 형식은 특히 길이가 긴 기사나 독자가 위로 
스크롤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좋은 실적을 냅니다. 

방문한 사용자가  더 많은 기사를 읽도록 푸시

권장사항

주석/설명

● 기사 내의 재순환 유닛에 대해 이미지가  포함된 하나의 기사와 텍스트만  포함된 여러 개의 
기사를 A/B 테스트해야  합니다. 

● 제목 아래에 기사 읽기에 걸리는 예상 시간을 추가하면  사용자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MarketingLand)

●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콘텐츠 우선순위  전략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인기 기사 vs 관련 기사

이유 2: 모바일의  주의 지속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 독자가 다음 기사를 읽을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유 1: 독자의 방문 깊이는 참여 및 사용자 충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 충성도 높은 독자일수록  
소비자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이유

재순환 전략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s://mediaengagement.org/research/links/
https://www.newyorker.com/tech/elements/a-list-of-reasons-why-our-brains-love-lists
https://www.newyorker.com/tech/elements/a-list-of-reasons-why-our-brains-love-lists
https://www.thedrum.com/opinion/2020/03/30/ten-quick-ways-increase-your-website-conversion-rate
https://marketingland.com/estimated-reading-times-increase-engagement-79830
https://mediaengagement.org/research/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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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끝난 바로 뒤에 재순환 인라인 재순환
이미지가  있는 기사 

1개

페이지 조회 37.4% 증가
기사의 끝에 또는 측면 메뉴 중 한쪽에 추천 기사 클릭 유도문안을 최적화하여 독자의 
재순환을 개선했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읽어보기

앵커 형식

콜아웃

이미지가  반응형이고  압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크기는 
중요하며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모바일에서의 구현 예시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klix-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klix-case-study.pdf


27

오른쪽 탐색 메뉴에 고정된 재순환 위젯

중간 정도 확대한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

기사의 순위 지정 방식 테스트: 1, 2, 3...이미지를  활용하여  CTR 극대화

콜아웃

●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를 중간 정도 확대(어깨가 
나오거나 클로즈업)하여 사용하면 사물이나 
풍경과 같은 다른 개체를 사용할 때보다 CTR이 
향상됩니다. 

● 포괄적인 표현(예: ‘관련 기사’ 또는 ‘인기 기사’)
이 복잡한 표현(예: ‘이 주제와 관련해 다른 
사람이 읽는 기사’)보다 조금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합니다. (출처)

데스크톱 및 태블릿에서의 구현 예시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s://whatsnewinpublishing.com/strategies-to-drive-audience-recirculation-on-your-news-site/


Google Lighthouse를 사용하여  페이지 속도 최적화 기회 찾기 

권장사항

이유 2: 페이지 속도는 모바일 검색에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잠재적으로  
검색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출처)

이유 1: 일반 독자는 인내심이  적어서 사이트가  
로드될 때까지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 페이지 
로드에 3초 이상 걸릴 경우 전체 독자 중 50%가 
페이지를  떠납니다 . (출처)

중점 영역 

1. Google Lighthouse 사용
Lighthouse는 웹페이지  품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자동화 
도구입니다 . Lighthouse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백그라운드에서  로드 중인 
항목과 추가 최적화 방법을 확인하세요 . 

2. 불필요한 리소스 삭제 
사용 중인 모든 자바스크립트  태그와 CSS를 평가하세요 . 사용자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요소와 태그는 제거하세요 . 

3. 이미지 최적화
크기가 100KB를 넘는 이미지가  없고 대부분 50KB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JPEG 
2000, JPEG XR, WebP와 같은 이미지 표준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인  압축 
기능을 이용하고  이미지 크기를 줄이세요 . 

4. 리소스가 렌더링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기
필요한 요소가 먼저 로드되고  페이지와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필수가 아닌 모든 자바스크립트를  비동기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5. 지연 로드
모든 독자가 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하진  않으므로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로드하지  
말고 사용자의  스크롤에  따라 콘텐츠를  로드하세요 . 

28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읽어보기

중요한 이유

50%
사이트 로드 
시간이

3초를 초과할 
때의
이탈률

모바일 사이트가 충분히 빠른가?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방문 수 19% 증가 및 방문당 페이지 수 4% 증가
페이지 로드 시간을 6초에서 3초로 줄인 결과입니다.

https://developers.google.com/web/tools/lighthouse#devtools
https://webmasters.googleblog.com/2018/01/using-page-speed-in-mobile-search.html
https://www.blog.google/products/admanager/increase-speed-of-your-mobile-site-wi/
https://developers.google.com/web/tools/lighthouse#devtools
https://github.com/GoogleChrome/lighthouse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village-media-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village-media-case-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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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동영상 플레이어 노출 늘리기
텍스트만으로  작성된 기사의 경우 콘텐츠 하단에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배포하세요 . 발견 가능성을  높이려면  탐색 메뉴에 동영상 섹션을 만들어 
동영상 콘텐츠를  모아놓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동영상 플레이어를 페이지의 기본 포커스에 배치
평균 스크롤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기사의 동영상 콘텐츠가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크기가 큰 동영상 플레이어는  작은 
플레이어보다  훨씬 높은 조회가능성을  나타냅니다 . 

3. 자동재생 설정 최적화
더 나은 광고 표준(Better Ads Standard)에 따르면 소리와 함께 
자동재생되는  동영상 광고는 사용자 환경을 방해하여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바로 닫게 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가  표시 영역에 들어오면  
자동재생되도록  동영상 플레이어를  구성하거나  클릭하여  재생되도록  
설정하세요 . 자동재생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음소거해야  합니다. Chrome 
자동재생  정책에 따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 

4. 동영상 내에서 재순환 기회 활용 
사용자가  동영상 재생을 일시중지하거나  완료할 때 관련 동영상 콘텐츠 
스니펫을  표시하세요 . 다른 동영상을  표시하면  사용자가  내 소유의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조회하도록  유도하기

권장사항

주석/설명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동영상 소비 행동을 측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

이유 2: “사용자는  동영상이  있는 웹사이트에서  
88%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 (출처)

이유 1: “본질적으로  동영상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두 가지 요소인 움직임과  소리를 모두 전달합니다 . 
이 두 가지 요소는 효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사용자가 더 많은 동영상 조회를 시작하게 하려면?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s://www.betterads.org/desktop-auto-playing-video-ad-with-sound/
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7/09/autoplay-policy-changes
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7/09/autoplay-policy-changes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www.oberlo.com/blog/video-marketing-statistics
https://medium.com/@slicevideo/this-is-why-video-is-the-most-engaging-type-of-content-e5ca46d5c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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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사 뒤에 표시되는  
관련 동영상

콜아웃

● Chrome 자동재생  정책에서는  항상 ‘음소거 
상태로 자동재생 ’이 허용되며  ‘소리와 함께 
자동재생 ’이 허용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 ‘소리와 함께 자동재생 ’을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소리와 함께 동영상을  스트리밍해  볼 수 있으며 
Chrome에서 제한하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음소거됩니다 . 

동영상 재생이 완료될 때 ‘다음 동영상 ' 위젯 표시

사용자가  동영상 재생을 일시중지 /완료할 때 
다른 동영상 추천

콜아웃

사용자가  동영상 끝에 도달하면  '다음 
동영상 ’ 위젯, 자동재생  카운트다운 , 
동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와  같은 상호작용  
기능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현 예시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7/09/autoplay-policy-changes


31

중점 영역

1. 동영상 플레이어 고정하기 
‘고정된 ’ 동영상 플레이어를  구현하여  독자가 스크롤하는  동안 동영상을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Ad Exchange 동영상 구현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플로팅 창(항상 다른 창 위에 표시)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PiP(Picture-in-Picture)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

2. 동영상 길이는 짧게 유지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뉴스 동영상은  짧은 형식입니다 .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120초 이하로 동영상 길이를 유지하여  동영상 조회가 
완료될 가능성을  극대화하세요 . 

3. 동영상 획득 채널 최적화
동영상의  트래픽 소스를 최적화하세요 . 검색의 경우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을  구현하여  동영상 콘텐츠 검색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의  경우 제목 및 설명에 동영상 콘텐츠를  강조하거나  재생 
아이콘을  포함하세요 .

4. 속도 향상 
동영상 콘텐츠와  광고가 더 빠르게 로드되도록  페이지 속도를 높이세요 . 
지연 로드를 활용하여  동영상 플레이어를  우선 로드하고  패스백을  
최소화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세요 .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더 많은 동영상 조회를 완료하도록  만들기

권장사항

주석/설명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동영상 소비 행동을 측정해야  합니다.
● 패스백 최소화: 발생하는  패스백이  적을수록  광고가 더 빠르게 로드되어  조회가능  노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이유

이유 2: 동영상 조회 완료율을  극대화하는  게시자는  
미드롤 및 포스트롤  광고 형식으로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이유 1: 더 많은 동영상 조회를 완료하면  독자가 
플레이어  내에서 다른 동영상을  선택하거나  
카운트다운을  기다렸다가  새로운 동영상 조회를 
시작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더 많은 동영상 조회를 완료하게 하려면?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s://webdesign.tutsplus.com/tutorials/how-to-create-a-sticky-floating-video-on-page-scroll--cms-28342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3522024?hl=en
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8/10/watch-video-using-picture-in-picture
https://wistia.com/learn/marketing/optimal-video-length
https://wistia.com/learn/marketing/optimal-video-length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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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콘텐츠가
더 빠르게 로드되도록  페이지 속도 개선

PiP(Picture-in-Picture) 구현 

콜아웃

PiP(Picture-in-Picture)를 구현하면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동영상을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구현 예시
방문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

http://www.youtube.com/watch?v=t2QAzHZH-5s
https://www.youtube.com/watch?v=t2QAzHZH-5s&feature=emb_logo
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8/10/watch-video-using-picture-in-picture


독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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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수익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 목록 

● 마케팅 메시지 

● 모바일의  방문 페이지

● 데스크톱  및 태블릿의  방문 페이지

● 결제 플로우

Google Surveys로 무료 독자의 의견 수집

독자 수익 유입경로 최적화

광고 차단 프로그램: 광고 수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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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Google Surveys로 비용 없이 독자의 의견 수집하기
Google Surveys는 무료이며  사이트 및 독점 콘텐츠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를  게시한 후에는(최대 10개의 질문) 실시간으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2. 전환 로드블록 파악
독자가 간행물을  구독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 브랜드에  대한 
독자의 충성도가  높은가요? 제공되는  구독 패키지를  독자가 알고 있나요? 
독자가 결제 플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재적 로드블록을  파악하여  
전환율을  높이세요 .

3. 브랜드 감정/관심도 측정
설문조사는  브랜드 전략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자가 간행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독자와 브랜드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독자가 
어떤 뉴스 간행물을  읽고 있나요? 제공하는  어떤 가치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나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이트와  마케팅 캠페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4. 가치 제안 최적화
독자가 구독할 경우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혜택 유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 이러한 설문조사를  활용하면  현재의 소비자 수익 전략을 
개선할 수도 있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설문조사  예시

Google Surveys로 무료 독자의 의견 수집

권장사항

주석/설명

● 하지만 Google Surveys에서는 Google 애널리틱스의  특정 세그먼트를  타겟팅할  수 없습니다 . 
대신 ‘필터링 질문’을 사용하여  답변에 따라 응답자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구독 
의향에 관해 질문했거나  ‘구독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독자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이유

이유 2: 루프를 닫으세요 .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무엇’을 알려준다면  Google Surveys에서는 ‘왜’를 
알려줍니다 .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정보를 
알아내세요 . 

이유 1: 사이트에서  모든 유형의 독자로부터  
실시간에  가까운 의견을 수집하여  독자 수익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를  최적화하세요 .

Google Surveys로 독자의 의견 수집
독자 수익

https://support.google.com/surveys/topic/6280640?hl=en&ref_topic=6194693
https://surveys.google.com/reporting/survey?survey=bu7ave2o4zs6juf4l4p7hkz6xy
https://support.google.com/surveys/topic/6280640?hl=en&ref_topic=6194693


구독 또는 참여를 가로막는  
로드블록  식별

독자가 브랜드와  연결하는  방식 
확인

독자가 기대하는  디지털 및 
인쇄판 구독의 혜택, 멤버십 혜택 
파악

구현 예시
독자 수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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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형식: 시기와 위치에 유의
모든 페이지의  고정 헤더에 CTA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기사 페이지에  앵커 
및 인라인 배너를 활용하세요 . 오버레이는  좋은 실적을 가져다주지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방문 사용자의  방문 페이지 또는 
종료 인텐트에서  실행되도록  하세요.

2. 감정적 유대감 활용
뉴스 구독은 거래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 매체와의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한 독자의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행물의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글을 통해서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3. 콘텐츠와 디자인 
패키지 가격, 할인 금액 및 사용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클릭 유도문안  버튼에는  둥근 가장자리와  대비되는  따뜻한 
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독’이나 ‘가입’ 보다는 ‘참여하기 ’, ‘시작하기 ’, ‘받기’
와 같은 표현이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4. 마케팅 메시지 맞춤설정
독자마다  관심을 갖는 혜택이 다릅니다 . 각각의 독자가 무엇에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혜택을 맞춤 제공하세요 .

마케팅 메시지로  혜택 알리기

권장사항

중요한 이유

이유 2: “평범한 상품 같은 느낌이 드는 뉴스가 
제공하는  언론 사이트의  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출처)

이유 1: 평균적으로  뉴스 게시자의  트래픽 중 1% 
미만이 구독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마케팅 
메시지는  구독 패키지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마케팅 메시지 최적화
독자 수익

주석/설명

● 혜택, 할인 메시지, 헤드라인 , CTA를 A/B 테스트하세요 . 클릭을 유도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 사용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세요 . 헤드라인 , CTA, 배경색 등의 디자인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세요.
● 하우스 광고(판매되지  않은 인벤토리)는 독자에게  구독 패키지 및 미션을 홍보하기에  좋습니다 .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마케팅 메시지의  실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https://www.cjr.org/tow_center_reports/guide-to-audience-revenue-and-engagement.php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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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아래에 고정된 메시지노란색 배경감정적 유대감 활용 

콜아웃

● 확신과 낙관적인  느낌을 주는 
노란색을  메시지의  배경색으로  
사용해 보세요.

● ‘혜택 받기’와 같은 효과적인  CTA를 
사용하여  맞춤화된  혜택을 
강조하세요 (손실 회피 편향 참조).

● ‘글로벌  시민 되기’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

언제든지  취소/혜택 받기

구현 예시
독자 수익

https://en.wikipedia.org/wiki/Loss_a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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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상단의 대형 인라인 배너

앵커 형식, 노란색 배경 및 긴박함

이미지가  포함된 소프트 페이월

구독 방문 페이지의  ‘카운트다운 ’ 종료 
인텐트 메시지

콜아웃

혜택의 기한을 강조하거나  카운트다운을  
사용하여  긴박함을  조성하세요 .

고정 헤더의 CTA

구현 예시
독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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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뉴스 게시자가  사이트 안팎에서  강력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가치와 입지를 늘리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The Klay Offer Bay Area News Group

The Truth, New York Times Supporting Local Journalism, Newsday

‘Words are powerful. Choose them well’, The Telegraph

구현 예시
독자 수익

콜아웃

https://www.klayoff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gY0Fdz350GE&feature=emb_logo
https://cdn.marketing.newsday.com/assets/eppys/newsday_journalism_eppy2019.pdf
http://www.youtube.com/watch?v=gY0Fdz350GE
https://www.thedrum.com/creative-works/project/adameveddb-the-telegraph-words-chosen-well
http://www.youtube.com/watch?v=cuUolL-k0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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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고객  세분화: 방문 빈도(세션/사용자), 방문 깊이(페이지 조회수/사이트에  
머문 시간), 방문한 콘텐츠 유형(사이트 카테고리 /논설), 독자의 위치와 같은 
일부 신호는 구독 의향을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 적절한 마케팅 메시지로  독자 리타겟팅 : Google 애널리틱스  사용자는  이러한 
신호를 기반으로  잠재고객  세그먼트를  만들고 사이트 외부에서  Google Ads 
캠페인으로  잠재고객을  리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 Google 애널리틱스  360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Google Ad Manager 광고 캠페인으로 잠재고객  
세그먼트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

콜아웃

‘지역 혜택’ 메시지 
지역 독자 세그먼트

‘콘텐츠 카테고리’ 메시지 
콘텐츠 세그먼트

'후원’ 메시지
참여도가 높은 독자 세그먼트

구현 예시 - 잠재고객 타겟팅 
독자 수익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2611404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2611404
https://support.google.com/analytics/answer/6183286?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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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 “매력적인  헤드라인과  방문 페이지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8초까지입니다 . 
8초가 지나면 대부분의  방문자가  떠납니다 .” 
(출처)

모바일 방문 페이지에서  구독 유도하기

중점 영역

1. 모바일에서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에 콘텐츠 고정 
모바일에서는  주의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행물 로고, 감성적인  
태그라인 , ‘언제든지  취소 가능’ 메시지 및 ‘최고 가치’ 패키지와  같이 
중요한 요소를 스크롤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2. 디자인

3개의 패키지를  표시하여  전환을 극대화하세요 . 첫 번째에는  ‘최고 
가치’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 및 할인 금액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유도문안  버튼에는  둥근 가장자리와  대비되는  따뜻한 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
‘최고 가치’ 패키지에  해당하는  혜택만 표시하세요 . 혜택을 6가지 넘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여  혜택을 강조하세요 . 
모바일에서  집중도를  높이고 전환을 늘리려면  제공하는  패키지와  
혜택의 이미지는  첫 번째 패키지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패키지에서는  아코디언  스타일의  버튼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4. 빠르게 로드
단 1초도 소중합니다 . 독자가 페이지 로드를 오래 기다릴수록  사이트를  
떠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권장사항

주석/설명

● 방문 페이지에서  사이트 탐색 메뉴 삭제를 A/B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이유 1: “데스크톱  방문 페이지를  휴대기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디자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출처)

중요한 이유

모바일의 방문 페이지 최적화
독자 수익

https://neilpatel.com/blog/what-converting-websites-do/
https://www.w3schools.com/howto/howto_js_accordion.asp
https://growthrock.co/mobile-ecommerce-trends-checkout-best-practices/
https://www.wordstream.com/blog/ws/2014/03/10/mobile-landing-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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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이 포함된 헤드라인 할인 금액 강조

모바일에서의 구현 예시
독자 수익

휴대기기에서  전환율 18% 증가
잠재고객 개발, 소비자 마케팅 및 제품팀을 포함하여 The New Yorker의 주요 
비즈니스팀이 협력하여 구독 전환 유입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읽어보기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the-new-yorker-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the-new-yorker-case-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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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및 태블릿 방문 페이지에서  구독 유도하기

권장사항

주석/설명

● 일반적으로  3개의 패키지를  표시하면  독자가 중앙의 패키지에  집중하게  되므로 전환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비대칭 우세성 효과 참조). 왼쪽에 있는 상위 등급이 효과적으로  앵커 역할을 
하여 독자가 중간 등급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가격 앵커 참조).

● Google Surveys와 같은 시장조사  솔루션을  활용하여  홍보하려는  가치와 패키지 혜택을 알릴 
방법을 파악하세요 .

● 글을 통해서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2: 데스크톱과  태블릿에서  공간이 넓다고 
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표시하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

이유 1: 독자들이  주로 모바일을  이용하긴  하지만, 
패키지 혜택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데스크톱  및 태블릿 
방문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

중점 영역

심리학적 원리
전환수를 최대화하려면 3가지 
혜택만 표시하세요. 가장 비싼 
패키지를 왼쪽에 배치하고 ‘최고 
가치’ 패키지를 중앙에 배치하세요.

패키지 혜택
독자가 패키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세요. 패키지당 최대 6가지 
혜택만 포함해야 합니다.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여 혜택을 강조하세요.

전환을 늘리기 위한 시각적 신호
최고의 ROI 패키지는 크기가 더 크고, 중앙에 
표시되며, ‘최고 가치’ 라벨을 포함해야 합니다. 
혜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마우스 오버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유대감
방문 페이지 상단을 통해 가치와 
입지를 알리세요. 

약정 제거
패키지와 페이지 상단에서 ‘언제든지 취소 
가능’ 메시지를 분명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디자인
패키지의 혜택 이미지와 가격 및 할인 
금액을 강조하세요. 클릭 유도문안 
버튼에는 둥근 가장자리와 대비되는 
따뜻한 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

데스크톱 및 태블릿의 방문 페이지 최적화
독자 수익

https://www.digitalcurrent.com/blog/boost-conversion-optimization/
https://www.priceintelligently.com/blog/bid/181199/price-anchoring-to-optimize-your-pricing-strategy
https://www.digitalcurrent.com/blog/boost-conversion-optimization/
https://www.digitalcurrent.com/blog/boost-conversion-optimization/
https://www.priceintelligently.com/blog/bid/181199/price-anchoring-to-optimize-your-pricing-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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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아웃

헤드라인은  독자가 방문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요소입니다 . 
독자가 페이지에  머물러 참여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헤드라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 

콜아웃

데스크톱  및 태블릿 페이지 상단: 
가치 제안 및 감정적 유대감 , 
언제든지  취소 가능 - 

데스크톱 및 태블릿에서의 구현 예시
독자 수익

한 분기 만에 구독 수익 150% 증가 
2개월 만에 장기 구독자 비율 40% 증가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읽어보기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business-insider-case-study.pdf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states/consumer_insights/pdfs/business-insider-case-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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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간결함
계정, 청구, 검토의 3단계로 결제 단계를 제한해야  합니다. 독자의 이메일 
주소를 먼저 확보한 후 이탈한 독자에게  후속 이메일을  전송하세요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입력란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결제 
프로필에서는  필수 입력란에  초점을 맞추세요 .

2. 빠른 결제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여  등록을 단순화하세요 (Facebook, Google, 
Linkedin). 타사 결제 옵션을 활용하여  결제 처리 속도를 높이세요(PayPal, 
Amazon pay, Gpay). 

3. 입력해야 할 정보를 줄여 독자의 만족도 향상
신용카드  세부정보  입력란을  포함하여  모든 결제 단계에 자동 완성을 
사용 설정하세요 . 숫자 입력란에는  모바일 키보드 입력을 
맞춤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4. 디자인
고정 헤더에 진행률 표시줄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의 페이지에서  결제 
플로를 완료하세요 . ‘주문 요약’을 표시하여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섹션에는  선택한 패키지와  최종 청구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독자를 위한 간편한 결제 환경 조성

권장사항

주석/설명

● 결제 페이지가  최대한 빠르게 로드되어야  합니다. 로드 시간이 1초 늘어날 때마다 매출이 7% 
감소합니다.

● ‘디지털 전용’ 구독에 실제 주소를 요청하지  마세요.
● 결제 시 사이트 탐색 메뉴 삭제를 A/B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탐색 메뉴에서  햄버거 

메뉴와 기타 아이콘이  제거되며  종종 브랜드 로고가 연결 해제되기도  합니다.
● 데스크톱  및 태블릿의  고정 위치에 주문 요약을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클릭 유도문안  버튼 아래에 ‘언제든지  취소 가능’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이유

이유 2: “전체 전자상거래  방문자 중 69%가 
장바구니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출처)

이유 1: “결제는 전체 웹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고객 획득, 교육 및 유지를 위해 투입한 모든 노력이 실제 
수익과 ROI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출처)

결제 플로우 최적화
독자 수익

https://developers.google.com/web/updates/2015/06/checkout-faster-with-autofill
https://neilpatel.com/blog/loading-time/
https://neilpatel.com/blog/loading-time/
https://growthrock.co/mobile-ecommerce-trends-checkout-best-practices/
https://baymard.com/research/checkout-usability
https://www.moovweb.com/mobile-checkout-flow/


소셜 로그인 가입

결제 버튼

카드 스캔 버튼 

모바일의  고정 헤더에 있는 
진행률 표시기 

데스크톱  및 태블릿의  고정 주문 요약 신용카드  세부정보  입력을 위한 
모바일 입력 키보드

구현 예시
독자 수익

47



이유 1: 50%의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사이트에서  
광고 표시를 허용합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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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영역

1. 인지: 광고 차단율 파악
Google Funding Choices와 같이 원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광고 
차단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각 잠재고객  세그먼트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 설정한 독자의 
비율을 NCI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메시지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설명: 광고의 가치 설명
광고가 조직에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사용자에게  후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세요 .

3. 질문: 독자에게 선택 기회 제공
게시자는  Google Funding Choices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광고 허용 대신 
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게시자는  사용자가  광고 
없이 표시되는  각 페이지에  대해 게시자가  정의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Google Contributor를 배포하거나  구독, 
뉴스레터  가입 등의 맞춤 대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4. 제한: 잠재고객에게 적합한 구현 선택
닫을 수 없는 메시지는  닫을 수 있는 메시지와  비교할 때 허용률이  높을 수 
있지만, 이탈률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잠재고객  참여 전략에 가장 
적합한 구현을 선택하세요 .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문자를  파악하고  사이트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

권장사항

주석/설명

● News Tagging Guide를 사용하여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독자와 사이트에  광고를 
허용한 독자를 파악하세요 . 

● IAB의 ‘광고 차단: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 
● Google Funding Choices는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 동의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Funding Choices에서는 IAB 규정 준수 GDPR 메시지 및 
CCPA 선택 해제 메시지 지원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중요한 이유

이유 2: 54%의 사용자가  ‘허용 목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 (출처)

광고 차단 프로그램: 광고 수익 회수
독자 수익

https://www.thinkwithgoogle.com/marketing-resources/monetization/adblock-report/
https://fundingchoices.google.com/intl/en_us/start/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fundingchoices.google.com/intl/en_us/start/
https://contributor.google.com/v/beta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training/datatools/ntg
https://www.iab.com/insights/ad-blocking/
https://fundingchoices.google.com/intl/en_us/start/
https://www.thinkwithgoogle.com/marketing-resources/monetization/adblock-report/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후원하도록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세요 .

목표

Lee 뉴스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고 
차단율 낮추기

사용자에게 광고 허용을 대신할 
구독 옵션 제공

이전 광고 차단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화 가능 
페이지 조회 늘리기

접근방식

모든 웹사이트에 닫을 수 없는 
메시지 월 표시

사용자에게 사이트에 광고 허용과 
구독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

지역 언론에 관한 사용자의 관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후원 
유도

결과

많은 사이트에 간단하게 실행

프로그래매틱 수익 창출이 2~3% 
정도 꾸준히 상승

추적한 모든 방법 중 가장 높은 구독 
전환율

사용자 불만 최소화

Lee Enterprises에서 Funding Choices를 
통해 광고 수익을 회복하고  구독자를  
획득한 방법

구현 예시
독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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