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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의 보급과 국제화의 확산으로 영자 인터넷신문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신문이 기존 활자 신문의 보조매체 

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립매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감에 따라 인터넷의 특 

성을 살린 영자인터넷 신문의 제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영자 인터넷 신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영자 인터 

넷 신문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자 인터넷 신문의 제작방향을 제시 

한다. 또한 현재 영자 인터넷 신문의 부가서비스와 컨텐츠를 기반으로 부가 

서비스의 다양화와 컨텐츠의 지식기반화를 통하여 국내 컨텐츠의 국외 접근 

성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영어 컨텐츠라 

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내 포탈 사이트로의 확대 전략 

과 온라인 상거래 기반의 영문종합쇼핑몰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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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 인터넷신문의현황

♦ 국내 인터넷 신문서비스현황

♦ 인터넷신문의장단점

♦ 인터넷신문의미래

♦ 인터넷신문의제작

♦ 외국인을위한대한민국포털사이트

♦ 영문종합쇼핑믈구축전략

인터넷 신문의 현황

♦ 1994년 LA Times, Washington Post
♦ 뉴욕타임즈무료둥라서비스 열람자 : 

6백만형

♦ WSJ 인터넷 신문유료가입자26만6천 

(전년대비 50%증가)

♦ 온라인 인구의 70%가 뉴스접속(AOL)
♦ 인터넷 신문수 :3,600여개

-166-



국내 인터넷上!문서비스 현황

신문명
PC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DB 보유

인포샾

서비스

색인/검색 

시스템

자체 PC 통신 

서비스

경향신문 O O 90년 이후 O 미보유

국민일보 O O
동아일보 O O
매일경제 O O 88.11 이후 미보유 O
문화일보 O O
대한매일 O O
세계일보 O O
조선일보 O O
중앙일보 O O 89년 이후 0 보유 0
한겨레신문 O O
한국경제 O O 88.9 이후 보유 0
한국일보 O O

인터넷 신문의 장단점

♦ 장점

속보성, 선별성, 시.공간 제한 극복, DB, 
멀티미디어, 지면 제한 극복, 독자와의 
양방향성, 주문헐 신 문, Hypertext

♦ 단점

접속비용, 가독성, 전체 Browsing, On-line 
에서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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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J산문의 미래

♦ 보조매처로서의한계극복

♦ 지적자산과 지식산업으로 확대

♦ 한국에서의 영문 컨톈츠 확보

♦ 한국은대丑하는영문종합쇼핑믈

인터넷 신문의 제즈［(Web based Administration)

HTML(converting class)

3. Modify the news articles

4. Store the source file and html file to 
the Databas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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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의 제즈t( Search Service)

Index Server 2. ASP, ADO Object 이용하여 기사质이 
Indexing 된 DB. 검색

3. 요청예 대한 결과■ 클라이언트에 

전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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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의 제즈［( Pushing Service)

3. Java Servlet 과 EJB* 이욤하여 
듕•된 사용자에게 기사■ 전含

JfjDBfor 

News Articles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 기사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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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종합쇼핑 의 추진 내용

쇼핑号 시스템 平축

□ 지墨은 사용자의 편의성욜 고려하여 신용카드,TT, L/C, 지접 접촉 등 다양한 옵션욜 
제공하여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서비스養 병행하어 제공

□ 빼송은 쇼핑묠 운영주체가 총괄적 계획하에, 일퐐저으로 국외 배송하

상퓽 목W 차보

□ 대한민국 대표 전자쇼핑몰의 전제하에 국내 제픔 전 픔목소개是 원칙으로, 

제품소개와 거래의 연계에 초점
□ 유망제끟과 툭산요의 거래是 혹화하여 쇼핑몰의 霄색욜 구비

서비스

口 제퐁 분류별 및 회사별 디렉토리 서비스
口 기몬 검색 잋대화형 검색 서비스

□ 푸쉬형태의 제픙 소개 및 견적 서비스

口 Offline 상담 연계
口 중고 및 재고 연계

口 소규모거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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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부가서비스확대

국내 중소기업 홍보 사이트, 무역정보 제공, 학교, 학원정보, 
스포츠, 영화 서비스, 전자상거래, 벤치마킹 서비스, 유료 영어 
전문 서비스, 자료실, 국제결혼 정보 서비스, 인터넷 경매 
서비스,멀티미디어 서비스, 증권 정보,의료정보서비스, 
캠퍼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방송.....

♦ 해외흥보하동감화

♦ 이용자성향파악을위한원투원웹 마케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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