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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미디어의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정보는 물

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 뉴스도 함께 늘어나게 되

었다. 이에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fact check)’의 필

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Chong, 2019). 자극적

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충격적인 비(非) 사실 

뉴스인 ‘가짜 뉴스’에 대한 진위를 따지기 시작한 것

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뉴스와 바람직

한 뉴스는 무엇이며,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

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Kim & Kim, 2018) 뉴스

가치에 관한 연구가 재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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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evaluation of fash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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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일상품으로 등

장하면서 사람들의 뉴스 소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Lee, 2011).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패션 기사

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자(생산자)와 정보를 습득하

는 구독자(소비자)뿐 아니라 정보 공유의 장소와 매

체(Yoon & Cho, 2017) 및 공유되는 내용에도 큰 영향

을 주었다. 온라인 정보 습득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보 소비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Lee et al., 2020). 이런 뉴스 정보 소

비의 변화는 저널리즘 전체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데, 패션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패션 미디어 

환경도 개인화된 미디어의 발달과 뉴스 소비자층의 

달라진 구독 방식이라는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때로는 아무런 가치 평가 없이 작성된 잘

못된 패션 뉴스가 쉽게 대중에게 전달되어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진정한 패션 뉴스가 무엇인

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뉴스로서의 

가치 측정 잣대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언론

으로서의 패션 뉴스 미디어인 패션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의식도 낮고 학문적인 연구도 미흡하다. 패션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가 패션 잡지를 중심으로는 이

루어지고 있으나, 저널리즘의 중심 매체 중 하나인 

패션 뉴스 채널에서 제공되는 패션 뉴스에 대한 질적

인 고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변화된 미디어 속의 무분별

한 패션 뉴스로 인한 대중의 혼란이라는 저널리즘

적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진정한 패션 뉴스는 무엇

이며 그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저널리즘의 뉴스 매체에서 보도

할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뉴스가치의 

틀에 주목하였다. 어떤 뉴스가 보도될만한 가치 있

는 내용인가를 판단하는 여러 가치 요소들로 구성

된 뉴스가치는 최종적인 뉴스 보도를 결정짓는 기

준이 된다. 뉴스가치에 관한 연구는 일반 뉴스를 대

상으로 한 저널리즘 연구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패션 뉴스를 위한 뉴스가치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

구의 목적은 뉴스의 가치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일

반 뉴스의 기준틀이 패션 뉴스의 가치 평가 잣대로 

합당한지를 실제 패션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실증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뉴스와 다

른 패션 뉴스만의 고유한 가치 요소와 이를 측정하

는 기준과 평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는 향후 국내 패션 저널리즘에 관한 학술 연구의 기

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패션 뉴스

신문과 TV의 뉴스를 외면하는 젊은 세대도 모바

일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데, 정보 

대부분은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J. H. Lee, 2019). 

미디어 채널이 다양화되고 정보가 만들어지고 소통

되는 통로가 다변화되면서 뉴스의 유통은 빨라졌고 

과잉 생산되었다. 사람들은 더이상 어느 것이 뉴스

이며 광고인지 혹은 마케팅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졌

다. 과거에는 정보나 지식이 저널리즘으로 유입되는 

경로, 즉 취재원이 저널리즘에 정보를 공급하는 매

커니즘으로(Kim, 2013)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띄었

다. 그러나 현재는 기자뿐 아니라 일반 정보 제공자

와 취재원도 저널리스트로서 정보를 대중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 제공자가 전문 

기자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되면서 뉴스의 사실

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편중

된 시각과 편협한 지식의 조각들로 구성된 가짜 뉴스

도 등장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중요해졌으며, 뉴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의 틀이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

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가 

무엇이며 진정 가치 있는 뉴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무비판적인 뉴스 소비로 인한 

대중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News)는 new things를 뜻하는 프랑스어 nov-

eles와 중세의 라틴어 nova에서 유래된 말로, ‘새로운 

것’을 뜻한다(Manser, 1992). 그러나 새로움이라는 속

성으로만 정의하기에는 현대 뉴스는 더 많은 실체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뉴스의 다속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저널리즘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

를 내리고 있다. 뉴스를 보도된 시점에서의 새로운 

무언가라는 시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정의하거나

(Charnley, 1959; Roshco, 1975), 뉴스 수용자의 관심

을 끌 만한 흥미로운 사건(Bond, 1961; DeFleur & De-

nnis, 1991; Metzler, 1986)으로 명명한 학자도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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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과 일반적으

로 시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흥미로운 보도내용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Zelizer(2004)는 언론사 기자의 

뉴스 작성은 단지 출발점일 뿐 다양한 미디어 이용자

들에 의해 뉴스 생산, 확산, 수용 등의 단계가 이루어

진다고 설명하며(J. H. Lee, 2019), 현대 미디어의 특성

에 따른 뉴스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Zelizer(2004)

의 이론은 미디어의 확장으로 뉴스의 구독자부터 생

산자까지 변화되는 현대 뉴스에 대한 새 시사점을 제

시한다. 그러나 패션 뉴스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는 학

자는 거의 없고, 단지 저널리즘 뉴스의 한 카테고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

면서 패션의 정보는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전파

되었다. 이미 영국과 같은 유럽 패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패션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한 분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Kim, 1996). 패션 저널리즘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출판물부터 TV까지 모든 미디

어를 통해 패션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Nahm & Ha, 2007). 국내 패션 저널리즘 정

의에 대한 시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분

석을 통해 시도되어 왔다(Lee, 2014; Lee, 2004). 그러

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잡지나 TV 방송 같은 매체의 

패션 뉴스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신문 뉴스의 패션 카테고리 내용 분석도 일간지의 

한 카테고리라는 좁은 의미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보

도의 한 형태로서의 패션 뉴스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일부 학자의 패션 저널리즘에 대한 정

의를 바탕으로 패션 뉴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였

다. 패션 뉴스란 의복 산업에 관한 글 또는 패션 정보

에 대한 가이드이며(Wylie, 2012), 패션계의 각종 정

보 및 예술적 가치 추구 작업에 대한 해석과 패션의 

생산 및 수용을 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Lee, 

2014)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패션 뉴스에 대한 정의를 

패션 기자, 즉 패션 라이터(fashion writer)에 대한 정

의를 바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1997)은 패션 라이터를 신문이

나 잡지 등에 패션계의 주요 소식이나 유행 등의 내

용을 싣는, 패션에 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 정의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패션 뉴스란 패션에 관한 기

사로 패션 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을 담고 있는 

패션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사적

인 보도의 특성이 강한 저널리즘 측면에서의 정의로 

패션만의 고유한 성질과 독특성을 모두 담지 못한

다. 뉴스의 정의는 언론이 뉴스를 취재, 분석, 해석, 

보도하는데 기준이 되는 뉴스의 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뉴스 읽기의 틀도 제공하기에 중요하다(Lee, 

2008). 그렇기에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현시대에 패

션 뉴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뉴스 생산

자와 수용자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패션 뉴스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평가

하는 기준과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뉴스 미디어는 전통 저널

리즘과 구분되는 새로운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거듭

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저널리즘의 가장 주요한 채

널 중 하나인 온라인 신문 매체에 나타나는 패션 뉴

스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민주화 시대를 

맞이한 패션 저널리즘의 배경을 고려하여, 생산자뿐 

아니라 수용자 모두가 사용 가능한 뉴스가치 요소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의 대중성과 언

론의 현실 재구성을 강조한 Bond(1961)와 뉴스의 수

용자 요소를 강조한 Metzler(1986)의 정의를 바탕으

로 패션 뉴스의 조작적 정의를 세워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Bond(1961)는 뉴스를 다수의 관

심사를 끌며 시의성이 높은 실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줄거리 및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Metzler(1986)는 수

용자가 관심 있는 사실에 대한 핵심을 신속하게 담아

내는 것으로 뉴스를 해석하였다. 두 이론가는 생산

자의 측면에서만 뉴스를 연구한 다른 학자들과는 달

리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도 고려했다는 공통점

이 있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패션 뉴스란 대중의 

패션에 대한 관심사, 시의성, 그리고 패션 사건에 대

한 해설과 분석을 통한 평가이다. 또한, 패션 뉴스는 

수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패션 관련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2. 뉴스가치

뉴스의 질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뉴스가치는 어

떤 사건, 인물, 이슈 등이 뉴스로 인정될 만한 값어치

를 말한다(J. H. Lee, 2019). 즉, 저널리즘 관점에서, 뉴

스가치는 뉴스 매체의 기자나 데스크가 배포할 뉴스

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대중에게 보도될 만한 내용

인지 그 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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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미국에서 취재 실무에 활용되는 기준에는 

영향성, 갈등, 새로움, 저명성, 근접성, 시의성이 있

다(The Missouri Group, 2004). Galtung and Ruge(1965)

는 국제 뉴스를 분석해 시의성, 영향성, 명확성, 중요

성, 일치성, 신기성, 연속성, 균형성, 선진국 관련성, 

엘리트 관련성, 개인성, 근접성 등 12개의 뉴스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술적으로 언급되는 뉴스

가치 기준에는 영향성, 저명성, 갈등성, 부정성, 인간

적 흥미성, 관련성 등이 있다(Koh, 2007). 그러나 뉴

스가치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

어지지 못했는데, 뉴스가치는 뉴스를 결정하는 매체

에서 사용되는 현장 직무를 위한 기준일 뿐 학문적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여 년 뒤에

서야 Harcup and O'Neill(2001)이 Galtung and Ruge

(1965)의 연구를 재조명하며 뉴스가치 이론이 재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의 뉴미디

어 이용 환경에 맞춰 새로운 뉴스가치 기준을 제시했

는데, 유명인, 후속 기사, 미디어 의제, 연예 등 10가

지로 구성된다(Lee et al., 2013).

그러나 뉴스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저

널리즘의 뉴스가치 개념을 패션 저널리즘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널리즘에서 우선시되

는 중요한 뉴스가치가 패션 저널리즘에서는 거의 드

러나지 않거나 다른 요소들이 중시되는 모습을 보이

기 때문이다(Lee, 2014). 따라서 올바른 패션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패션 뉴스의 가치 기준을 새로

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저널리

즘의 뉴스가치 요소를 기준으로 패션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패션 뉴스의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요

소와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러 저널리즘 학

자가 제기한 뉴스가치를 연구한 Yoon and Cho(2017)

의 8가지 뉴스가치인 영향성(impact), 갈등성(conflict), 

진귀성(novelty), 저명성(prominence), 근접성(proxi-

mity), 시의성(timeless), 부정성(negativity), 흥미성(in-

terest)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참조하였다. 왜냐하면 

Yoon and Cho(2017)는 TV와 신문 같은 전통 매체뿐 

아니라 포털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등에도 적용이 가

능한 요소를 밝혀내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패션 뉴스 분석에 합당하다 사료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경

향이 높은 패션의 특성상 객관성의 가치 측면도 중

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Shim et al.(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성(expertness)도 분석 요소로 추가하였

다. 해당 9가지 뉴스가치의 개념과 정의는 Yoon and 

Cho(2017)와 Shim et al.(2003)의 연구 외에도 현대 저

널리즘 연구에 필요한 뉴스가치 통합 모형을 제안한 

J. H. Lee(2019)와 뉴스가치 구조모델을 도출한 Lee et 

al.(2013)의 연구 분석 내용도 함께 참조하였다. 해당 

선행연구들은 뉴미디어 시대의 현대 저널리즘이 겪

고 있는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해 달라진 뉴스 내용

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내

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

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패션 뉴스를 일반 뉴스가치

에 대입하여 고찰하는 일차적인 분석 기준으로 참조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들 선

행연구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일반 뉴스의 가치 요소

와 내용을 <Tabl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III. 연구대상및방법

본 연구는 뉴스에 대한 가치 평가 요소 및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패션 뉴스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뉴스가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저널리즘 이론을 연구한 서적, 학회지, 논문

을 통해 뉴스가치 개념들을 수집하는 문헌연구를 앞

서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뉴스가치 개념을 

분석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패션 매체의 

특성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예측되는 9개의 뉴스

가치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패션 뉴스 

매체 4곳에서 수집한 기사 1,697건을 9개의 뉴스가

치 요소로 분석한 후 패션 뉴스를 위한 새로운 뉴스

가치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 뉴스의 평

가 기준에 적용 가능한 뉴스가치 측정 요소를 밝혀 

패션에 특화된 새로운 기준과 특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 뉴스 매체 선정과 기사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패션 뉴스 매체 중 

패션과 패션 산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선

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회사 소개란

에 패션 전문 매체임을 명시함이다. 선정된 매체는 

어패럴뉴스, 패션비즈, 패션포스트, 패션인사이트

이다. 해당 매체는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 간행물을 출판하기도 하나, 본 연

구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사례 수집 기간은 온라인상 기사가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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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value
Contents

Impact

- The degree to which an event, information, or person influences members of society. The greater the social impact of 

the article, the greater the impact on members and the higher the news value (Lee et al., 2013; Yoon & Cho, 2017). 

- The degree of connection between events and the society in which the news reader belongs. The greater the impact on 

the society the subscriber belongs to, the higher the news value is obtained (J. H. Lee, 2019).

- Sub-concept of social importance. The greater the impact on society, the higher the influence is obtained (Lee et al., 

2013).

Conflict

- The subject and content of conflict and struggl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excite readers' curiosity (Yoon 

& Cho, 2017).  

- The more people or groups involved in the conflict, the higher the conflict-related news value (Lee et al., 2013)

- Easy to get readers' sympathy. It is not only an element of the reader's agency satisfaction, but also a factor that 

determines their views (Yoon & Cho, 2017). 

- Separated by structural conflict and fierceness. Structural conflict is a structure of severe conflict between the subject 

of the event, and fierceness means the degree of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subject of the event (Shim et al., 

2003).

- Conflict structure, conflict intensity and balance included as sub-concepts (Lee et al., 2013).

Novelty

- Something new and different from before. The ability to bring the whole news to life. The more unusual it is, the higher 

the novelty (J. H. Lee, 2019; Yoon & Cho, 2017).

- Sub-concept of deviation. Similar events have not occurred before, so it can change people's perceptions (Lee et al., 

2013).

Promi-

nence

- The reputation of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as judged by social judgment. Famous regions and countries that are 

widely known in society also gained high news value (J. H. Lee, 2019).

- Prominence increases as people or famous places with high social reputation are mentioned. An element that strongly 

arouses readers' curiosity, interest, and belief (Yoon & Cho, 2017).

- Events related to socially renowned and influential people, groups and countries are the subject (Lee et al., 2013).

Proxi-

mity

- The distance between the subscriber and the scene of the incident. The closer it is, the higher the news value is obtained. 

People are characterized by paying attention to people or places they know. Also because you are very interested in 

situations or trends that may affect you (J. H. Lee, 2019; Yoon & Cho, 2017).

- Composed of physical proximity, psychological proximity, and cultural proximity. The location of the incid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er and the topic, and the more similar cultures, the higher the news value (Lee et al., 

2013).

Timeless

- The more recent events occur, the more important news. Related to the words timeliness and speed (Yoon & Cho, 2017).

- The more recent events, the more important news. Related to the words timeliness and speed (J. H. Lee, 2019).

- Based on the date of article delivery, the date the reader reads, not the date the news was created (Lee et al., 2013).

Negati-

vity

- The critical views of journalists, the role of the watchdog and the mission of the media (Yoon & Cho, 2017).

- Prerequisites for discovering and condemning the rotten part of society (Yoon & Cho, 2017).

- The more illegal and immoral events, such as crime and corruption, the higher the news value (J. H. Lee, 2019).

Interest

- Human interest in news (Yoon & Cho, 2017). 

- Causes human instinctive attention, mainly manifested in interesting and dramatic events (J. H. Lee, 2019).

- Elements that appeal to emotional experiences rather than rational experiences. Induces the reader's emotional reaction 

and leads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cident (J. H. Lee, 2019; Yoon & Cho, 2017).

- The higher the value of interest news, the more authentic and conflicting elements are together (Yoon & Cho, 2017).

- The easier the readers empathize, the higher the factor of interest (Shim et al., 2003).

Expert-

ness

- The degree to which the content of a complex event can be easily explained (Lee et al., 2013).

- Indicaties how well the reporter understood and wrote the case (Shim et al., 2003).

- Contains sub-concepts of logic and depth (Lee et al., 2013).

- The better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of events in the news are organized, the more valuable the reader gets as 

they gain a deeper picture of the events (Lee et al., 2013).

- Evaluated in terms of content expertise, logic and continuity (Shim et al., 2003).

Table 1. The 9 elements of news value in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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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된 날짜인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또한, 

브랜드나 컬렉션 홍보 등 광고성의 단순 기사는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록 타 분야의 매체와 달

리 패션 매체에서는 이 같은 기사도 정보 전달의 기

능으로써 의미가 있으나, 비교적 짧은 텍스트와 단

순 정보 제공이라는 제한된 특징은 본 연구에서 목

적으로 하는 뉴스의 질적인 가치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사 작

성자는 직업 기자뿐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도 포함

하였는데, 이는 뉴스가 수용자뿐 아니라 생산자층

까지도 확대되었다는 Zelizer(2004)의 이론을 근거

로 한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아웃소싱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그의 

이론에 따르면, 뉴스 매체에 올라온 개인이 투고한 

기사도 분석 대상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패럴뉴스 612건, 패션비즈 251건, 패션포스

트 442건, 패션인사이트 392건으로 총 1,697건의 기

사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에 사용한 내용 분석의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저널리즘의 뉴스가

치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J. H. Lee(2019), Lee et 

al.(2013), Shim et al.(2003), Yoon and Cho(2017)의 연

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온라인 패션 뉴스가

치 분석에 필요한 9가지 뉴스가치 기준과 내용을 추

렸다. 이 9가지 뉴스가치 요소의 정의와 특성을 기준

으로 온라인 패션 뉴스 채널에 실린 패션 기사의 내

용을 분석하였다. 기사의 분석은 연구자가 개별 기사 

내용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총 1,697건

의 기사 내용을 9가지 뉴스가치 기준에 따라 분석한 

후, 각 기사에 해당하는 뉴스가치 중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난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기사

를 뉴스가치별로 분류하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저

널리즘의 뉴스가치가 패션 뉴스의 가치 평가 기준

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깊이 있게 고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반 뉴스와 다른 패

션 뉴스에서의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영향성, 갈등성, 진귀성, 저명성, 근접

성, 시의성, 부정성, 흥미성, 전문성 9개 요소로 패션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패션 뉴

스에서 나타나는 뉴스가치 요소의 순위를 알아낼 

수 있었다. 전체 기사에서 요소별 나타난 비율로 순

위를 살펴보면 근접성 17.1%, 전문성 12.9%, 영향성 

12.7%, 흥미성 11.1%, 저명성 10.7%, 시의성 9.3%, 갈

등성 9%, 진귀성 8.8%, 부정성 7.8%였다. 비록 매체

별로 조금씩 순위의 차이는 있었으나, 4개의 매체 모

두 부정성 가치가 가장 낮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Table 2).

본 장에서는 매체별로 가장 대표되는 사례를 중심

으로 뉴스가치를 소개한다. 이는 내용 분석에 있어

서 특정 매체에 치우치지 않고 더 보편적인 관점으

로 뉴스가치를 논하고, 패션에 특화된 뉴스가치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요소별 

대표 사례와 내용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성(impact)

영향성은 기사의 내용이나 사건이 얼마나 많은 수

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으로(Yoon & 

Cho, 2017), 기사의 영향을 받는 수용자의 범위에 따

라 결정된다(J. H. Lee, 2019). 즉, 기사에 언급되는 사

건, 정보, 인물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을수록 영향성

News 

media

Number 

of news

News value (%)

Proximity Expertness Impact Interest Prominence Timeless Conflict Novelty Negativity

Apparelnews 612 22.73 10.67 10.91 10.28 09.85 09.69 08.76 9.50 7.57

Fashionbiz 251 22.57 10.49 10.29 10.03 11.86 10.32 08.04 8.95 7.40

Fashion Post 442 11.99 13.95 13.95 11.66 10.79 09.25 10.41 9.14 8.80

Fashion 

Insight
392 12.90 16.14 15.02 12.52 11.72 08.60 08.33 7.32 7.22

Total 1,697 17.10 12.90 12.70 11.10 10.70 09.30 09.00 8.80 7.80

Table 2. Percentage of news value in articles by media



뉴스가치 평가 기준에 따른 패션 뉴스 분석-온라인 패션 뉴스를 중심으로-

– 291 –

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패션 뉴스에서는 패션 산업 종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내 중요한 내용이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종사자 수가 많은 경우 기사의 영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패럴뉴스의 기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은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

다(Park, 2019). 이는 산업에 필수적인 정보의 전달 기

능을 하는 기사로, 산업체의 운영자부터 근로자까지 

산업 내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한, 시기적절하게 보도되는 트렌드 정보도 패션 소

비자에게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다. 패션비즈

의 ‘2020 youth culture trend 낭만반란’ 기사(PFIN, 

2019a)는 Z세대의 성향과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들을 주 소비자로 주목하는 많은 산업 관계

자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패션인사이트의 

‘2019 한국패션 산업 10대 뉴스’(Fahion Insight, 2019)

처럼 한 해 동안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 주목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도 다수의 이목을 끌어 

영향력이 높다. 이밖에, 지속가능성 등 현재 사회에

서 중요시되는 주제나 정보, 그리고 명성이 높은 인

물에 관한 보도일 경우에도 뉴스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패션 뉴스는 고유의 상업적인 특성으

로 인해 패션 기업이나 브랜드의 명성도 인물만큼 매

우 중요하다. 패션포스트의 ‘LVMH의 티파니 인수 

계획으로 드러난 숨은 패권 전쟁’ 기사(Im, 2019d)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과 주얼리 그룹에 관한 소식

을 담고 있다. 두 그룹 모두 세계 패션 시장을 선도하

는 중요 브랜드로서 이들의 행보는 패션 관계자들의 

전략 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Table 3).

이처럼 패션 뉴스에서 영향성은 사건의 주제가 패

션 산업 전체 영역에 걸쳐 얼마나 많은 연결점이 있

어 다양한 산업 구성원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트렌드 예측, 세계 패션 산

업의 현황, 대기업의 최신 전략 등 시의적인 정보를 

담은 뉴스도 일반 뉴스와 달리 패션의 유행성이란 특

징으로 인해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이 드러났

다. 시사 뉴스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저명

한 인물에 관한 기사가 영향성이 높게 평가되나, 패

션 뉴스에서는 유명 디자이너부터 패션 인플루언서

까지 산업 영역 안에서의 명성에 근간하여 인물을 재

평가하여 그 영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2. 갈등성(conflict)

갈등성은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해 수용자의 호기

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Yoon 

& Cho, 2017). 이는 대부분 경쟁, 투쟁, 충돌에 관한 

내용이다.

패션 기사에서는 스포츠와 패션쇼 외 다양한 패션 

관련 이벤트부터 소비자의 불매운동까지 다양한 갈

등적인 사건들로 나타난다. 또, 지속가능 패션과 비

건패션 등 자연을 위한 패션의 투쟁도 갈등성의 가치를 

높이는 주제로 볼 수 있다. 2019년 패션 뉴스에서 갈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Wide audience 

range
Apparelnews

June

14, 20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The concept and introduction method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is news provides information on how to 

introduce the flexible work system follow-

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

bor Standards Act.

 Timely 

contents
Fashionbiz

June

27, 2019

2020 youth culture trend 낭만반란 [2020

youth culture trend romantic rebellion]

Focusing on keywords, the results of the sur-

vey on the trend of cultural consumption of 

young generation Z are explained.

High social 

influence

Fashion

Post

November 

8, 2019

LVMH의 티파니 인수 계획으로 드러난 

숨은 패권 전쟁 [A hidden hegemonic war 

revealed by LVMH's plan to acquire Tiffany]

This analyzes the actions of the two com-

panies as the proposal to acquire Tiffany by 

luxury house LVMH is disclosed.

Influence

on the industry 

Fashion

Insight

December 

15, 2019

2019 한국패션 산업 10대 뉴스 [2019 Korea

fashion industry top 10 news]

At the end of the year, the reporter selected 

10 events that were issues in the fashion in-

dustry.

Table 3. Examples of news valu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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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뉴스 주제는 일본 패션 제

품 불매운동이었다. 어패럴뉴스의 ‘불매운동에 다

시 불 지핀 ‘유니클로’의 무지(無知)’ 기사(Jeon, 2019a)

에 드러난 갈등과 투쟁의 요소는 뉴스 수용자들의 호

기심을 자극해 충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패션비

즈의 ‘지속가능 패션의 글로벌 리더’ 기사(Hae Soon 

Jeong, 2019)는 주요 인물과 대규모 지속가능 패션 이

벤트를 소개하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지속가능

성 이슈를 논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10년 동안 패션

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한 패션계의 투쟁적인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패션포스트의 ‘세계패

션위크에 쏟아져나온 지속가능 패션’(Im, 2019c)은 

지속가능 패션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 4대 패션위크

의 컬렉션과 퍼포먼스를 담고 있다. 이 기사는 패션

위크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메시지와 실천 방법을 제

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패션위크를 비판하는 환경단

체의 시위도 다루어 경쟁, 투쟁, 충돌의 갈등적인 가

치 요소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간

의 마찰도 갈등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패션인사이트의 ‘日 뷰티 ‘시로(SHIRO)’ 대국민 사

과한 이유는?’ 기사(Kim, 2019a)를 예로 볼 수 있다. 

일본 뷰티 브랜드 시로의 리뉴얼 디자인에 기존 고객

들이 거센 항의를 하자, 결국 기업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SNS 발달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기업에 즉각적이고 직접 전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간의 충돌을 다루

는 갈등성 높은 기사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Table 4).

일반 뉴스는 전쟁이나 정치 선거 등 권력 간의 충

돌이 갈등성을 높이는 주된 사건으로 등장한다. 이

는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데, 뉴스 수용자들은 기

사를 본 후 제삼자의 입장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찬

성 혹은 반대의 관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패

션 전문 매체 뉴스의 대부분의 구독자는 패션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찬반의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패션 뉴스

는 일반 뉴스보다 구독자의 주관이 더 많이 개입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경향이 높다. 즉, 패션 뉴스에서 갈등

성의 사건은 업체 간의 경쟁, 기업과 소비자와의 마

찰, 인간과 자연의 충돌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

면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독자는 쉽사

리 자신의 견해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성을 

다루는 패션 뉴스는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어 구독자

의 비판적인 판단을 충분히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3. 진귀성(novelty)

진귀성은 의외, 충격, 새로움, 색다름, 신기함 등 

일상의 틀을 파괴하는 내용이다(Yoon & Cho, 2017). 

Lee et al.(2013)은 진귀성을 새로움이라 칭하면서, 이

전에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되는 사건이라 

정의를 내렸다. 이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경험해본 적이 없고, 대중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벗

어나는 뜻밖의 사건을 말한다(J. H. Lee, 2019).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Consumers 

boycott
Apparelnews

November 

5, 2019

기자의 창 - 불매운동에 다시 불 지핀 ‘유

니클로’의 무지(無知) [Reporter's window -

The ignorance of ‘Uniqlo’, who rekindled

the boycott]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is being 

criticized again due to Uniqlo's advertise-

ment. The reporter is critically expressing 

his opinion on the subject.

Sustainable 

fashion 

movement

Fashionbiz
October

1, 2019

[ZOOM IN] 이바 크루즈(Eva Kruse): 지

속가능패션의 글로벌 리더 [[ZOOM IN] 

Eva Kruse: Global leader in sustainable fa-

shion]

Introducing Eva Cruse, the leader of the Co-

penhagen Fashion Summit famous for sus-

tainability, discusses the sustainability is-

sues of the fashion industry.

World fashion 

show

Fashion

Post

October 

18, 2019

세계패션위크에 쏟아져나온 지속가능 패

션 [Sustainability fashion has poured into 

World Fashion Week]

During Fashion Week, several designers and 

various groups carried out a campaign for 

sustainable fashion.

Consumer-

business clash

Fashion 

Insight

October 

25, 2019

日 뷰티 ‘시로(SHIRO)’ 대국민 사과한 이

유는? [Why did the Japanese beauty ‘SHI-

RO’ apologize to the public?]

Japanese beauty brand Shiro has been criti-

cized by customers for its renewal against 

consumer needs.

Table 4. Examples of news valu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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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염병 발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건으로 진귀성

이 높은 기사가 된다.

그러나 패션 뉴스는 일반 뉴스와 진귀성 가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일반 뉴스만큼 충

격적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

은 찾아보기 어렵다. 패션비즈의 ‘뉴 콜래보, 뉴 트렌

드 이끈다’ 기사(J. M. Lee, 2019)처럼 다양한 분야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협업의 내용은 새

로움이라는 가치 요소는 있으나 의외의 충격성은 적

다. 어패럴뉴스의 ‘한ㆍ무역 분쟁 중인 이때 경방 면

방공장이 문을 닫았다’ 뉴스는 오랜 역사의 면방적 

생산 공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국내 섬유 소재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을 담고 있다(Oh, 2019). 

이는 국내 면방산업 관련 업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

이지만, 공장 폐쇄라는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

니다. 그렇지만 패션인사이트의 ‘역린(逆鱗)이 되어

버린 일본 패션기업’ 기사(Choi, 2019a)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브랜드 측면으로만 다룬 타 뉴스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 비교적 높은 진귀성을 획득한다. 

해당 기사는 반일 감정에 치우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에 대해 지적을 하며, 일본 브랜드가 국내 산업에 미

치는 영향과 강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한 패

션 소비를 추구할 것을 논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회 현상을 주류의 시각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용

을 서술하는 경우 진귀성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또, 매체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산업의 내부적인 내

용을 직접 취재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타 국가나 지역

의 소식을 담고 있을 경우도 진귀성이 높아진다. 패

션포스트의 ‘광저우를가다 - 광저우는 동대문의 경

쟁상대가 아니었다’ 기사(Lee & Chae, 2019)는 동대

문 상인들이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탓하던 중국 광저

우 도매 시장을 기자가 직접 취재한 르포르타주(repo-

rtage)이다. 해당 기사는 동대문 위기의 원인이 광저

우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밝혀내어, 국내 관계자들

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Table 5). 

이처럼 패션 뉴스의 진귀성은 패션 산업 내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나 이벤트에 관한 기사에서 발견

될 수 있으나, 그 수준과 정도는 본래의 뉴스가치 내

용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저명성(prominence)

저명성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나 

장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로 뉴스가치가 측정

된다(J. H. Lee, 2019). 즉,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물과 장소와 관련된 사건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패션 기사에서 저명성 있는 인물이란 고위 공무

원, 유명 학자 등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뿐 아니라 

디자이너, 디렉터, 인플루언서 등 패션 산업 내의 주

요한 인물도 속한다. 규모가 크고 지명도가 높은 브

랜드나 기업, 백화점뿐 아니라 대규모 패션쇼, 박람

회, 기관 등도 산업 내 저명성이 높아 뉴스의 가치를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Factory 

shutdowns
Apparelnews

September 

10, 2019

기자의 窓 - 한 · 일 무역 분쟁 중인 이때 경

방 면방공장이 문을 닫았다 [Reporter's win-

dow - During the Korea, Japan trade dispute,

Gyeongbang cotton factory was closed]

It contains the case that the first cotton spin-

ning factory in Korea stopped produc-

tion.

Collaboration 

trends
Fashionbiz

February

1, 2019

한젬마 | 크리에이티브디렉터 • 서울브랜드

위원회 위원: 뉴 콜래보, 뉴 트렌드 이끈다 

[Han Gemma | Creative Director • Seoul Brand

Committee Member: New collaboration leads 

new trend]

Introducing an art collaboration project 

that contains genre crossover messages.

Reportage
Fashion

Post

July

22, 2019

[르포]광저우를 가다 - 광저우는 동대문의 

경쟁상대가 아니었다. [[Reportage]Go to

Guangzhou - it was not Dongdaemun's rival]

The article refutes that local companies 

are looking for reasons for the downward 

trend in the Dongdaemun market in Gua-

ngzhou.

A new 

interpretation 

of the boycott

Fashion 

Insight

August

15, 2019

역린(逆鱗)이 되어버린 일본 패션기업 [Ja-

panese fashion company that sparked anger]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is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distorted prac-

tices in the domestic fashion industry.

Table 5. Examples of news value ‘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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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 패션비즈의 ‘신세계Int'l, 2022년 2조 컴퍼니

로!’ 기사(Hong, 2019)는 기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

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의 행보와 전략

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목을 끌게 

된다. 어패럴뉴스의 ‘패션 거장 ‘칼 라거펠트’ 그의 

어록은 영원하다’(Yoo, 2019)는 유명 디자이너 칼 라

거펠트의 타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펜디, 샤넬, 

발망 등 유명 브랜드의 이름도 함께 거론하여 해당 

기사의 저명성 뉴스가치를 높이고 있다. 패션포스트

의 ‘임블리는 죄가 없다’ 기사처럼(H. R. Lee, 2019), 

전체 사회가 아닌 패션 산업에서의 명성이 높고 패션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에 관한 내용

을 다루는 것도 저명성이 높다. 패션인사이트의 ‘아

시아 No.1을 향한 SFW’(Hwang, 2019)는 패션 산업 

관계자라면 모두가 관심 있고 지켜볼 국내 최대 규모 

패션쇼에 관한 내용으로 저명성이 높다(Table 6).

이처럼 패션 뉴스에서 저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 뉴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넓게는 사

회 전체뿐 아니라 좁게는 패션 산업 내에서의 인지도

만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또, 저명성의 정도는 패션 

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

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5. 근접성(proximity)

근접성은 기사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수용자와 

가까운지 아닌지와 관련된 ‘지리적 근접성’과 수용

자와 연관이 깊은 문제나 사건인지에 따른 ‘심리적 

접근성’으로 구성된다(Yoon & Cho, 2017). 즉, 지리

적 근접성은 사건 발생 장소와 수용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심리적 접근성은 사건 발생일

이 최근일 경우 높은 근접성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패션 산업은 점차 세계화되고 있어 

근접성 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패션포

스트의 ‘미국 자바마켓이 한국에 들어온다’(A. R. Lee, 

2019)의 경우, 해외 브랜드의 사건이지만 그 발생 장

소는 국내이다. 반대로, 패션인사이트의 ‘글로벌 리

테일러가 선택한 K패션’(Lee, 2019a)은 국내 브랜드

의 소식을 담고 있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경우 가치 측정의 기준을 뉴스의 주제가 되

는 브랜드 출신국으로 할 것인지 혹은 사건이 일어

난 장소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가치 수준이 다르게 측

정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패션 뉴스에 

대한 근접성 가치 측정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 중국

의 구매대행 플랫폼을 통해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

출을 독려하는 패션비즈의 ‘‘다이고우24’ 통해 K-패

션, 중국 진출’(G. J. Lee, 2019)을 예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어패럴뉴스의 ‘온라인 플랫폼, 기성 유통 답습

은 안 될 일이다’(Park, 2019a)처럼 국내 시장에서 발

생한 국내발 온라인 플랫폼 사태에 관한 내용은 근

접성의 가치 측정 기준이 명확하기도 하다(Table 7).

패션 뉴스의 근접성 가치는 그 측정 기준이 모호

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외 패션 시장을 분

리하거나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사업체 위치로 장소

를 나누는 것 같은 근접성 가치 측정 기준은 국내 산

업의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의미가 적

다. 특히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 온라인 패션 

시장은 근접성 가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A famous 

designer
Apparelnews

March

4, 2019

기자의 窓 - 패션 거장 ‘칼 라거펠트’ 그

의 어록은 영원하다 [Reporter's window -

The words of fashion master ‘Karl Lager-

feld’ are forever]

It conveys the news of the death of desig-

ner Karl Lagerfeld and contains details abo-

ut his actions.

Domestic 

conglomerate
Fashionbiz

June

7, 2019

신세계Int'l, 2022년 2조 컴퍼니로! [Shin-

segae Int'l, worth 2 trillion won in 2022!]

It deals with details of the future vision and 

goals of Shinsegae Int'l.

Fashion 

influencer

Fashion

Post

June

24, 2019
임블리는 죄가 없다 [Imvely is innocent]

Addressing the content of influencer Im-

vely, which defied consumers, it criticizes 

the lack of reference in domestic fashion 

culture.

Large domestic 

fashion show

Fashion 

Insight

November 

1, 2019

아시아 No.1을 향한 SFW [SFW towards 

Asia No.1]

It contains the news about the 2020 S/S Se-

oul Fashion Week.

Table 6. Examples of news value ‘prom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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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의성(timeless)

시의성은 뉴스의 가장 본질적인 시간적 요소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일수록 시의성이 높다(Yoon & 

Cho, 2017). 인쇄 신문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과 인쇄 

시점을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 온라인 뉴스는 두 간

극이 적어 시의성이 유사하다. Lee et al.(2013)은 시

의성을 경향성(tendency), 이슈 관련성(issue relevance), 

반복누적성(accumulation)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 즉, 해당 뉴스가 보도 당시의 

경향과 중요 이슈들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혹

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만한지 등에 따라 시

의성을 판단하였다(Lee et al., 2013).

그러나 일반 시사 보도는 주 단위로 판단할 수 있

으나, 패션은 긴박한 사건의 보도는 적다. 따라서 주 

단위보다는 F/W와 S/S 시즌처럼 더 넓은 시간 단위

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업성과 연관되는 패

션의 특성상 분기별 기사 보도 단위도 존재한다. 패

션포스트의 ‘일본 2020트렌드 예측, ‘체험 소비’ ‘기

능성 상품’’ 기사(Hee Sun Jeong, 2019)와 어패럴뉴스

의 ‘지방 주요 24개 백화점 아동복 매출’ 기사(Jeon, 

2019b)를 시의성이 높은 보도의 예로 볼 수 있다. 전

자는 11월에 보도된 기사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본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자

는 12월에 보도되어 한 해 동안의 백화점 아동복 매

출 규모를 전년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두 뉴스 모두 

연말에 보도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높은 

시의성을 획득한다. 패션비즈의 ‘‘팬 & 서브 컬처’ 파

워 브랜드 3’ 기사(Kwak, 2019b)는 현재 패션 산업계

의 주요 흐름이자 이슈인 지속가능성, 서브 컬처, 예

술 협업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성이 높다. 패션인

사이트의 ‘伊플랫폼 · 佛세일즈랩 · 美프레스 · 中리

테일러··· 실력파 韓디자이너와 스타모델이 어우러

진 SFW’(Jeong, 2019)는 서울 패션위크가 마감된 주

에 보도되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보도 시점

이 거의 일치하여 높은 시의성을 보여준다(Table 8).

이처럼 패션 뉴스는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날짜

와의 유사함만이 아닌, 매출 규모, 트렌드 발표, 패션

쇼, 대형 박람회 등 패션만의 특수한 시기에 따른 보

도의 시점을 고려하여 시의성을 판단해야 한다. 

7. 부정성(negativity)

부정성은 언론의 사명인 감시자의 역할에서 중요

한 가치 요소이다(Yoon & Cho, 2017). 즉, 단순 사건 

나열의 기사가 아닌 기자의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

하게 드러나 패션 업계의 병든 부분을 조명하는 기

사에서 드러나는 가치이다.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

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되, 비판적인 의견을 함께 제

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수용자에게 던지

게 된다. Lee et al.(2013)은 부정성의 가치 판단에 있

어서 기사 내용에 부정적 시각의 유무뿐 아니라, 부

정적인 소재를 다루는 사건도 포함하였다. 즉, 범죄, 

비리, 거짓 등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사건을 말하

는데(J. H. Lee, 2019), 이는 패션 뉴스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Domestic 

platforms and 

markets 

Apparelnews
June

10, 2019

기자의 窓 - 온라인 플랫폼, 기성 유통 답

습은 안 될 일이다 [Reporter's window - 

Online platform, do not follow existing 

distribution]

Contents on the domestic online fashion 

distribution paradigm that turned to the fee 

situation of the Musinsa online platform.

Entering 

domestic brands 

with overseas 

platforms

Fashionbiz
November 

28, 2019

‘다이고우24’ 통해 K-패션, 중국 진출 [K-

fashion advances to China through ‘Daigou

24’]

This article introduces China's reverse di-

rect purchase agency online platform that 

helps domestic online shopping malls ad-

vance overseas.

Overseas brands 

entering 

domestic

Fashion

Post

April

29, 2019

미국 자바마켓이 한국에 들어온다 [The 

US Java Market enters Korea]

News of the opening of an online platform 

that allows you to purchase products from 

the US Java Market in Korea.

Domestic brand 

overseas entry

Fashion 

Insight

April

1, 2019

글로벌 리테일러가 선택한 K패션 [K-fa-

shion chosen by global retailers]

It contains news of domestic brands enter-

ing overseas markets.

Table 7. Examples of news value ‘proxi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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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뉴스의 ‘슈즈멀티숍, 언제까지 글로벌 스

포츠에 의존할 것인가’ 기사(Park, 2019b)는 기자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패션 산업을 논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국내 슈즈멀티숍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국내 리테일 업계의 매출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또, 패션포스트의 ‘한섬 甲질 실체가 드러

났다’(Im, 2019a)는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

당한 도급 대금을 직접 취재한 내용이다. 이는 인터

뷰를 통한 현장의 의견과 취재 기자의 예리한 분석

으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내 부정성 높은 기

사로 평가된다. 패션비즈의 ‘오프 틈새 노리는 ‘꼬끼

오식 BIZ’’(Kwak, 2019a)는 모든 패션 산업체의 행보

가 온라인을 향하는 것을 우려하며, 오프라인에서

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

다. 패션인사이트의 ‘‘디지털 효율’ 외면한 패션기업 

민낯’ 기사(Choi, 2019b)는 상반기 의류 소비 증감률

에 대한 기업의 왜곡된 판단을 꾸짖으며, 사고의 전

환이 필요하다는 기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Table 9).

부정성의 뉴스가치의 정의와 내용은 패션 뉴스에

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부정성의 가치가 저널리즘으로써 뉴스 채널이 

가져야 할 공통된 중요 가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 뉴스 매

체 모두에서 부정성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사에 보도되는 부정적인 시각과 내용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재산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이라는 상업적 속성을 지닌 패션 뉴

스의 독특성이자 한계점으로 보인다.

8. 흥미성(interest)

흥미성은 뉴스 속에 본능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의 정도로 측정된다(J. H. Lee, 2019). 흥미성이 

높은 기사일수록 수용자는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사건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Yoon & Cho, 2017). 

Lee et al.(2013)은 흥미성과 비슷한 수준의 개념으로 

유머, 사람 중심, 이야기 중심, 연성성, 오락성, 감정, 

드라마를 언급하였다. 즉, 흥미성이란 호기심을 자

극하여 인간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요소이다.

패션 저널리즘은 본디 오락 제공이라는 기능이 

있어 사람들의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

다(Lee, 2014). 따라서 대부분의 패션 뉴스는 기본적

으로 흥미성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사

별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로 뉴스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어패럴뉴스의 ‘국산 SPA의 성공, 소재 개발과 

생산 혁신에 달려있다’(N. S. Choi, 2019)는 유니클로

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획득한 국내 SPA 브랜드 기회

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유니클로라는 비교적 

높은 브랜드 명성과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라는 

시의성을 획득함에 따라 구독자의 높은 흥미를 유

발한다. 패션비즈의 ‘조만호 ! 1조 ‘무신사왕국’ 만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Year-end sales Apparelnews
December 

31, 2019

지방 주요 24개 백화점 아동복 매출 [Sales of

children's clothing in 24 major department stores 

in the region]

It informs the sales volume of child-

ren's clothing categories in major de-

partment stores located in local cities.

Trendy subject Fashionbiz
September 

24, 2019

‘팬 & 서브 컬처’ 파워 브랜드 3 [‘Fan & subcul-

ture' power brand 3]

Introducing 3 issue brands that have a 

wide range of fans and have subculture 

characteristics.

New year's 

trend forecast

Fashion

Post

November 

25, 2019

일본 2020 트렌드 예측, ‘체험 소비’ ‘기능성 

상품’ [Japan 2020 trend prediction, ‘experience 

consumption’, ‘functional product’]

It predicts Japanese trends in 2020 by 

key words.

Fashion Week 

period

Fashion 

Insight

March

28, 2019

伊플랫폼 ‧ 佛세일즈랩 ‧ 美프레스 ‧ 中리테일

러··· 실력파 韓디자이너와 스타모델이 어우

러진 SFW [SFW, a blend of talented Korean de-

signers and star models, for the e-platform, French

Sales Lab, US Press, and Chinese retailers]

This is a reporter's review article abo-

ut Seoul Fashion Week, which was 

held for a week from March 19th.

Table 8. Examples of news value ‘ti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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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W. H. Lee, 2019)는 패션 유통 업계에서 기록

적인 매출을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는 무신사 플랫

폼을 다루어 흥미성을 높였다. 패션포스트의 ‘유튜

버는 우리 물건을 얼마나 팔아줄까요?’ 기사(C. Y. Lee, 

2019)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유튜브 마케팅을 대하

는 패션 기업의 전략적 접근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처럼 시즌과 유행의 흐름이 중요한 패션 뉴스는 뉴

스가 보도된 시점의 트렌드와 사건 간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흥미성도 상승한다. 또한, 유명 브랜드나 

인물 등 저명성이 높은 주제도 이에 관심 있는 넓은 

수용자층이 확보되므로 흥미성 가치가 높아진다. 

패션인사이트의 ‘日 공유경제의 핵심 ‘대여창고 서

비스’’ 기사(Kim, 2019b)처럼 시의성과 저명성은 낮

으나, 미래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흥미성을 높게 획득하는 예도 있다. 해당 기사는 일

본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새로운 

대여창고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이다. 이는 국내에서 

현재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지만, 우려하고 있는 미래 

모습으로서 산업 관계자의 흥미를 끈다(Table 10).

이처럼 패션 뉴스에서의 흥미성은 시의성, 저명

성과 병행할 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 패션 산업

과 밀접하게 연계된 전문적인 콘텐츠를 다룰수록 

높은 흥미성 뉴스가치를 획득함을 알 수 있다.

9. 전문성(expertness)

전문성은 기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

이나 나열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얼마나 논리정

연하게 전개하는지에 관한 뉴스가치이다(Shim et al., 

2003). Lee et al.(2013)은 전문성의 하위 개념으로 논

리성과 심층성을 제시하며, 복잡한 주제를 구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긴밀하게 잘 짜는 것이라 정의한다.

패션이라는 주제는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여 이에 

관한 글쓰기는 주관적 해석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패션 뉴스 매체는 관련 분

야의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취재 기자가 현장

을 직접 답사하여 심층 취재 기사를 작성케 한다. 따

라서 전문성은 패션 뉴스에서 추측으로 왜곡된 보

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 판단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패션비즈의 ‘리셀러 마켓 진출 붐’ 기사(PFIN, 2019b)

는 패션 산업 내에서 주목하는 리셀러 마켓에 관한 

내용으로 외부 전문 기관의 힘을 빌려 전문성을 획

득하였다. 어패럴뉴스의 ‘소셜커머스까지 퍼진 ‘짝

퉁(위조품)’ 제대로 뿌리 뽑자’(J. K. Lee, 2019)는 현

직 변호사가 패션 산업 내 벌어지고 있는 위조품 적

발 사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법에 근거하여 이야

기한다. 특히 법이나 정치 같은 전문 분야의 기사를 

외부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다면, 높은 수준의 전문

성을 획득할 뿐 아니라 결국엔 수용자의 신뢰성도 

획득할 수 있어 좋은 기사가 된다. 그러나 전문성이

란 가치 요소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협업으로만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패션포스트의 ‘신발 R&D 도

시로 부산이 부활했다’ 기사(Im, 2019b)는 취재 기자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Critical 

analysis
Apparelnews

December 

24, 2019

기자의 창 - 슈즈멀티숍, 언제까지 글

로벌 스포츠에 의존할 것인가 [Repor-

ter's window - Shoes multi shop, how

long will you rely on global sports]

The reporter criticizes the high dependence 

on foreign brands of domestic multi-shops. It 

could be a crisis for the retail industry in the 

future.

Criticism and 

countermeasure 

of industrial 

status

Fashionbiz
March

5, 2019

오프 틈새 노리는 ‘꼬끼오식 BIZ’

[Business targeting a niche in the offline 

market]

It criticizes the fashion industry's actions that 

focus exclusively on online, and suggests po-

ssibilities in the offline market.

Social critical 

content

Fashion

Post

January 

30, 2019

한섬 甲질 실체가 드러났다 [The Hand-

some's abuse of power revealed]

It is revealing the truth about the unfair treat-

ment of subcontractors of Handsome compa-

nies.

Criticism

of enterprises

Fashion 

Insight

October 

15, 2019

‘디지털 효율’ 외면한 패션기업 민낯 

[Fashion companies ignore ‘digital effi-

ciency’]

Criticizes the fashion companies that are show-

ing a downtrend by not implementing digi-

tal strategies.

Table 9. Examples of news value ‘ne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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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부산의 신발 제조 단지를 방문하여 현 실태

를 조사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현지 관계자의 인터

뷰와 공식적인 수출액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기자 스

스로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패션인사이트의 ‘상품

기획, 빅데이터 & AI로 혁신하라’(Lee, 2019b)도 기

자가 업계 전문가 인터뷰, 브랜드 전략 분석, 전문 데

이터를 제시하며 내용을 이끌어간다. 특히 상품기획

에 사용되는 빅데이터와 AI 프로그램의 결과 데이터

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구

체적 전략을 예시로 설명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다

(Table 11).

패션 뉴스에서의 전문성은 뉴스 생산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획득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사건과 관

련된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기사를 작성케 하는 외

주의 방식이 있다. 이는 전문가 스스로가 뉴스 생산

자이므로 전문 지식에 기반을 둔 신뢰감 있는 정보

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획득한다. 다른 방식은, 기자

가 전문가를 인터뷰하거나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수

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기자는 자료화

된 수치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진실

에 기반을 둔 전문 뉴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패션 

산업이 사회, 문화, 정치 등 다방면의 분야와 연계되

어 있고, 기획부터 유통까지 산업 구조가 다분화되어 

복잡다단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V. 종합적논의

패션 뉴스 기사의 내용을 9가지 가치 요소로 평가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A novel 

strategy
Apparelnews

October

29, 2019

국산 SPA의 성공, 소재 개발과 생산 혁신에 

달려있다 [The success of domestic SPA in ma-

terial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novation]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gave 

domestic SPA a new opportunity.

Famous 

platform
Fashionbiz

April

2, 2019

조만호 ! 1조 ‘무신사왕국’ 만든다 [Cho Man-

ho ! Creating a ‘Musinsa Kingdom’]

Discuss the secret of the growth of Mu-

sinsa, which is drawing attention in the 

fashion distribution industry.

Popular 

marketing 

method

Fashion

Post

December 

30, 2019

유튜버는 우리 물건을 얼마나 팔아줄까요? 

[How much will YouTubers sell our stuff?]

It draws the facts of YouTube marketing 

that fashion companies are paying at-

tention to recently.

Professional 

information

Fashion 

Insight

November 

1, 2019

日 공유경제의 핵심 ‘대여창고 서비스’ [The 

core ‘rental warehouse service’ of the Japanese 

sharing economy]

Information on rental warehouse service 

business suggested as a solution to Ja-

pan's residential environment problem.

Table 10. Examples of news value ‘interest’ 

Criteria Media Date Title Contents

Create 

external 

experts

Apparelnews
November 

12, 2019 

소셜커머스까지 퍼진 ‘짝퉁(위조품)’ 제

대로 뿌리 뽑자 [Let's root out ‘counterfeit 

goods’ that have spread to social commerce]

Reporter is giving a professional opinion 

by talking about cases of damage to the pur-

chase of counterfeit fashion products.

Creating an 

external 

professional 

agency

Fashionbiz
July

22, 2019

리셀러 마켓 진출 붐 [The reseller market is 

booming]

Retailers and consumers are turning to the 

reseller market.

Reporter 

covering
Fashion Post

July

24, 2019

[르포] 신발 R&D 도시로 부산이 부활했

다 [[Reportage] Busan has revived as a shoe 

R&D city]

Reporters directly visited the shoe manu-

facturing plant in Busan to report on the 

progress of domestic shoe manufacturing 

companies.

Leverage 

specialized 

data

Fashion 

Insight

December 

5, 2019

상품기획, 빅데이터 & AI로 혁신하라 [In-

novation in pro-duct planning with big data 

and AI]

Introducing a fashion company that makes 

a strategic move using new technology and 

data.

Table 11. Examples of news value ‘exper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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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 뉴

스는 일반 저널리즘의 뉴스가치로 일부 평가는 가

능하나, 패션이 지닌 특수한 면으로 인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 즉, 패션의 뉴스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는 패션 저널리즘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정

의와 재개념화된 뉴스가치 측정 요소가 필요하였

다. 근접성은 기존 저널리즘이 정의한 개념에 따라 

측정할 경우 패션 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치 

요소였다. 그러나 실제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패

션 산업의 국제화로 근접성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의

미가 적었다. 전문성은 패션 관련 주제라는 다소 주

관적인 기사 내용에 객관성과 논리성을 더하는 중

요 가치였다. 영향성은 패션 산업 구성원에게 미치

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한 측정 가치였으며, 흥미성

은 사건의 주제가 패션 산업과 밀접하고 시의적절

할 때 보고될수록 높아졌다. 저명성은 사회적 명성

보다 패션 산업 내에서의 명성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인물뿐 아니라 브랜드까지 더 넓은 주체를 포

괄한다. 시의성은 유행적인 속성을 지닌 패션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시간의 속성에 따라 

판단된다. 갈등성은 패션 산업이란 좁은 범주 안에

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패션 뉴스의 속성으로 인

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

타난다. 또, 패션 자체가 새로움과 변화를 동반하는 

것인 만큼 진귀성의 가치 요소는 현재 패션 기사에

서 나타나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패션 내에서의 새로움에 관한 판단 기준점이 모호

하여 가치 평가 요소로서의 한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성은 사건에 대한 기자

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반 뉴스의 정의와 내용이 

매우 유사한 가치 요소였으나 현재 패션 기사에서

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뉴스가치

의 질적 판단을 위한 기준 요인 중 근접성과 진귀성

은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 and Cho

(2017)의 연구는 온라인 매체가 비록 전통 매체보다 

공간적 근접성 비중이 더 낮으나 여전히 심리적 거

리감은 중요한 뉴스가치 측정 요소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패션 관여도가 높은 구독자

에게 근접성은 공간적 및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두 

가치적 측면 모두에서 영향력이 적었다. 비록 현재 

뉴스 채널에서는 근접성 뉴스가치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국내 매체라는 매체의 지역

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패션 산업

은 국가 간의 경계가 낮은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

고 있고,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브랜드

의 해외 시장 진출, 온라인 플랫폼의 국제화 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세계화 추세는 뉴스 수용자 

관점에서 뉴스의 근접성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의미

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디자이너

가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소

비자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경우, 근

접성의 기준을 어느 곳에 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

지므로 해당 요소의 가치는 측정하기 매우 모호하

고 적합하지 않다. 일반 뉴스에서 진귀성은 딱딱한 

뉴스에 생기를 불어넣는 요인으로 일상성을 깨뜨리

는 사건일수록 높게 측정된다. 패션 뉴스에서는 브

랜드와 예술가의 협업, 독특한 해외 패션, 패션의 지

식재산권 등의 사건이 새롭고 색다른 내용의 사건

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기사와의 차

별성은 가질 수 있으나 패션 산업 내에서는 비교적 

진부한 사건이다. 따라서 진귀성은 차별성이라는 

가치 판단 요소로 대처하여 측정할 수는 있으나, 색

다른 사건이라는 진귀성의 다른 측면은 패션 뉴스

의 가치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뉴스가치 요소 간의 관계성이 발견된 영향

성, 흥미성, 저명성은 사회적 중요도라는 상위 요소

로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하

거나 유명한 주체에 관한 내용일수록 다수의 수용

자에게 높은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동시에 영향력

이 높은 기사는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하여 흥미성 

또한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영향성과 저명성

을 사회적 중요도라는 상위 요소로 분류한 Lee et al.

(2013)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인과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호 연

관이 되어 있었다.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흥

미의 정도, 그리고 특정 사건이나 정보 주체의 명성

의 수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중요

한 정도로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중요도는 수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그러나 

패션 전문 매체의 뉴스는 구독자가 패션 산업에 종

사하거나 패션에 관심 있는 수용자여서 그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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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용자 수에 대한 의미보다는 

뉴스의 내용이 담고 있는 패션 사건의 사회적인 시

사점이나 파급력, 그리고 중요성에 더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패션 뉴스에서 영향성, 흥미

성, 저명성 뉴스가치는 사회적 중요도로 통합하여 

그 개념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좋은 패션 뉴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전문성과 부정성이었

다. 전문성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패션 기사의 내

용에 객관적인 자료나 학술적인 인용문 등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기사에 대한 신뢰도와 진실성을 높이

는 중요한 가치임이 밝혀졌다. 수용자는 언론이라

는 공적인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발표된 

기사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무비판적 · 수동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이라는 가치

적 기준이 제시된다면, 생산자는 자료에 의한 논리

적인 서술을 하고 수용자는 자료와 내용 간의 연속

성과 인과관계를 살핌으로써 보다 비판적으로 내용

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사의 진정성에 대

한 수용자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정성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

널리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 할 수 있는 비판 기

사를 말하는데, 현재 패션 뉴스에서는 다른 요소들

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패션 뉴스

가 홍보성의 단순 보도, 객관적인 사실 나열에 불과

한 흥미성 위주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패션 저널리즘이 일반 언론과 달리 

상업성, 흥미성, 예술성 등 정의와는 거리가 있는 영

역을 다루고는 있으나, 저널리즘의 한 전문 영역으

로써 사건에 대한 심층 있는 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회의 이면을 깨닫게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현 패션 저널리즘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부정성의 가치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

정성과 전문성이 함께 높은 뉴스는 한층 더 설득력 

있게 사회 구성원의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하면서, 

바른 뉴스 소비의 길로 이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에 따라서 패션 뉴

스의 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 요소로 적합한 뉴스가

치 요소를 전문성, 사회적 중요도(영향성, 흥미성, 저

명성), 시의성, 갈등성, 부정성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12).

VI . 결   론

현대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 정보를 습득하

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패

션 신문 매체의 패션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무분별한 패션 뉴스가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소위 가짜 뉴스로부터 대중을 보

호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General 

news value

Fashion 

news value
Features and contents for fashion news value

Proximity
- These news values are excluded because they have little meaning in the fashion news value measurement.

Novelty

Expertness Expertness

Expertness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determination of sincerity and credibility due to the nature of fash- 

ion news. This refers to the inclusion of evidence of the contents of an article, such as statistics or expert 

interview.

Impact
Social-

importance

Social-importance is the influence that the contents of articles have on the members of fashion society. It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impact, interest, and prominence.
Interest

Prominence

Timeless Timeless
Timeless must recognize that there is a special period of fashion connected with commerciality and should 

be evaluated differently from the weekly judgment of general news reports. 

Conflict Conflict
Conflict is about strife and fighting such as fashion shows and competitions, which includes the struggle 

between nature and fashion. 

Negativity Negativity
Negativity is a watchdog's role in the media and is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the critical value of current 

affairs news.

Table 12. News value elements and contents for fash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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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상업성과 불가분의 관계인 패션 뉴스는 

소비자의 구매 방향과 습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에 대한 질적인 고찰은 필수이다. 뉴스를 표방한 브

랜드의 교묘한 홍보물은 패션 뉴스에 대한 소비자

의 믿음에 불신을 심어주게 되어, 때로는 대중에게 

가치 있는 뉴스도 외면당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난

다. 특히 온라인 뉴스는 여러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재생산되는바,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에 더욱 전문적인 판단의 잣대가 필요하다. 저널리

즘과 관련하여서는 좋은 뉴스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뉴스가치라는 기준이 있지만, 패션 저널리즘에서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저널리즘의 뉴스가치 평가 

기준을 패션 뉴스에 도입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

증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패션에 특화된 새로

운 패션 뉴스가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저널리즘의 뉴스가치 관련 문헌연구의 고찰

을 통해 뉴스가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을 

패션 전문 뉴스 매체의 뉴스 기사에 대입함으로써 

각 뉴스가치 속성별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 내

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패션 뉴스는 패션이라는 전

문화된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뉴스의 가치 평가 기

준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 뉴스의 가치 평가에 합당한 

새로운 뉴스가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패션 뉴스를 위

한 가치 평가의 요소로 전문성, 사회적 중요도(영향

성, 흥미성, 저명성), 시의성, 갈등성, 그리고 부정성

이 적합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뉴스만의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

운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패션 기사라는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패션에 전문

화된 뉴스가치 측정 요소를 검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

이기에 타당성과 관련하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매체별 평가 가치를 수치화하였으

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 분석 방법에 최대

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선행연구보다 

매체와 사례의 수를 늘렸다. 또한, 사례 분석 시 연구

의 분석 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평가하고자 노

력하며 충실히 내용 분석에 임했다. 이러한 한계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패션 뉴스 매체의 좋은 뉴

스 평가를 위한 뉴스가치 측정 기준을 제시하는 최

초의 연구였다는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 후속연구

에서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심층 분석이 이

루어진다면 더욱 일반화된 패션 뉴스가치 측정 틀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례 연구의 범위

를 포털사이트나 SNS 등 더 개인화된 패션 뉴스들

로까지 넓힌다면 미디어 매체별 뉴스가치의 비교 

연구가 가능해져 연구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뉴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도덕

적 기반의 마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적

인 패션 저널리즘의 윤리 가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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