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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시대를 맞아 언론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중 하나는 온라인 매
체들의 등장이다. 온라인 매체 중에는 기존 인쇄신문을 온라인으로 단순히 옮겨놓은 매체들
도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과 구성원으로 인터넷에 기반해(internet-based) 뉴스를 제
공하는 온라인 매체들도 생겨났다. 2000년을 전후해서 다수의 온라인 매체들이 생겨났다.
당시의 벤처붐에 편승한 벤처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온라인 매체 중에는 이데일리
와 머니투데이와 같은 경제 매체들도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 환경의 발전 속에서
경제뉴스 속보체계의 도입과 확대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경제뉴스 속보’라는 도구을 사용해서 사업모형(Business Model)
을 확립하고자 했던 이데일리(E-Daily)의 사례를 통해 경제뉴스 속보가 한국 금융시장에 어
떤 영향을 미쳤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이데일리의 속보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외통신사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경제
뉴스 속보시장에 한국의 경제신문사들이 뛰어들었다. 경제뉴스 속보 서비스의 확대는 주식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온라인서비스 환경을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상장기업들의 기업
공시와 관련된 투명성의 확대, 정부정책 발표의 전달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온라인 주식거래
의 확대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겪는 정보의 불균형성이 점차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인터넷 신문, 경제뉴스, 속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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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형 경제뉴스 속보란 무엇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뉴스 속보체계의 도입과 확대가 대한민국 금융시
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1) ‘인터넷에 기반을 둔 경
제뉴스 속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확립하고
자 했던 이데일리(Edaily)의 사례를 통해 경제뉴스 속보가 한국 금융시장
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
화시켰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미주1. 이데일리 소개]) 아울러 지난 2000
년 이후 한국사회에 급속도로 확대된 자본시장의 온라인 금융거래(주식,
외환-현물거래, 선물거래, 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 등)에 경제뉴스 속보 서
비스가 정착되어온 계기를 살펴봄으로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정보제공’ 기
술 발달사의 사례를 설명한다.
경제뉴스 속보 서비스 자체는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와 머니
투데이(http://www.mt.co.kr)가 출범한 2000년 이전에도 로이터 한글서비
스와 블룸버그 한글서비스라는 형태로 국내에 존재했다. 과거의 연합통신
(지금의 연합뉴스, http://www. yonhapnews.co.kr)도 비슷한 단말기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로이터와 블룸버그 그리고 연합통신의
뉴스서비스는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의 속보서비스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로이터, 블룸버그, 연합통신은 모두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말기를 통한 한글 뉴스 서비스는 소수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 참여자인 외환 채권 딜러들의 거래
실(Dealing Room, 딜링룸)에는 로이터와 블룸버그 단말기가 놓여있어서,
실시간으로 뉴스 서비스가 제공된다. 딜러들은 통상 수 십 가지 정보를 통
해 자신의 매매 포지션이나 방향을 결정하지만,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치, 사회, 경제 관련 뉴스 역시 딜러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이 글에서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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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의사결정에 경제뉴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북한 핵관련
뉴스나, 정국의 주요한 변화를 시사 하는 정치, 사회 뉴스 등도 외환 및
채권 딜러들에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로이터나 블룸버그, 연합통신 단말
기는 딜링룸의 소수 전문가들에게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한 달
단말기 사용료가 통상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
인투자자나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데일리나 머니투데이가 경제뉴스 속보를 제공한 방식은 인터
넷을 통한 것이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무료로 경제 뉴스 속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접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데일리로부터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속보
서비스를 ‘한국형 경제뉴스 속보’라고 정의한다. 단순히 한국어로서 한국의
뉴스독자(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뉴
스 속보는 매체로서 인터넷을 활용하였으며, 그 대상을 개방화시켰다. 미
국, 일본, 영국 등 어느 나라도 2000년 당시에 인터넷을 통한 리얼타임 경
제뉴스 서비스가 제공된 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인
터넷을 통한 리얼타임 경제뉴스’를 한국형 경제뉴스 서비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또는 자본시장)에서 뉴스 속보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했을까. 블룸버그 같은 실시간(Real Time, 리얼
타임) 속보매체의 위력을 대한민국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처음 경험한 것은
1997년 외환금융시장의 위기 - 통칭 IMF 위기라고 불리는 - 를 통해서였
다. 그러나 경제기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일반 대중들은 블룸버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2).
1997년 가을 한국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무렵, 블룸버
그에 뜬 한 줄짜리 기사는 한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을 뒤흔들
었다:
2) 경제신문의 경제부나 금융부, 산업부 등 경제관련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자를 비롯해 종합일간
지나 방송사의 경제부 기자를 총칭한다. 경제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제 전문기자로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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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블룸버그통신이 11월 5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50억
달러 밖에 안 되고 외채 1100억 달러 중에서 800억 달러가 연내
로 만기가 된다는 과장보도가 있은 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돌
아갔다. 800억 달러가 연내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보도는 근거를
알 수 없었다. 해명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쏟아진 물이었다. 특
히 일본은 이 보도가 나간 후 강경식 장관이 물러난 11월 19일
까지 13억 달러를 회수했고,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정부 핵심관료로서 언론보도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
해서 역설적으로 실시간 매체인 블룸버그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당
시 한국의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IMF 구제 금융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취재
했던 기자들은 블룸버그와 같은 리얼타임 매체의 위력과 효용을 잘 알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이데일리와 같은 속보매체 창간의 주요한 동인
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없었다면 한국형 속보매체들은 나타나기 힘들었다.
인터넷은 한국형 속보매체들이 출현하기 위한 인프라 역할을 했으며, 실제
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리얼타임 매체야말로 ‘한국형 경제뉴스 속보’의 의
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환경이 없었다면 '한국형 경제뉴스 속보'는 출현하기 어
려웠다. 왜냐하면 신문사나 통신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대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경우 단말기 구축비용이, 신문사의 경우 윤전기와 배달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은 이와 같은 기반(Infra, 인프라)시설 비용을 거의 0
원(제로)으로 만들었다. 신문사의 윤전기 역할을 인터넷이 대신할 수 있으
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배달 망도 인터넷이 대신할 수 있었다. 기지
국이나 방송사 송출시스템도 인터넷으로 대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진
입비용이 없는 시장 환경을 인터넷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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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을 통한 경제속보의 출현
1) 인터넷 시대 언론환경 변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언론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중
하나는 온라인 매체들의 등장이다. 온라인 매체 중에는 기존 인쇄신문을
온라인으로 단순히 옮겨놓은 매체들도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과 구
성원으로 인터넷에 기반해(internet-based) 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들
도 생겨났다. 2000년을 전후해서 다수의 온라인 매체들이 생겨났다. 당시
의 벤처붐에 편승한 벤처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온라인 매체 중에
는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와 같은 경제 매체들도 있었다. 이데일리와 머니
투데이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둘 다 경제속보를 주요 콘텐츠로 삼았고,
두 매체 모두 기존언론사 -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등 -에 있던 기자들
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었다.3) 이데일
리와 머니투데이는 최근 10년간 온라인 경제 속보 시장을 선도하면서 꾸
준히 성장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001년 인쇄매체를 발행해 온오프라인
병행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데일리는 2004년 제휴를 통한 유선(케이블)TV
시장 진출에 이어 2007년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공급자)인수를
통해 이데일리TV로 경제증권 방송 시장에 진입했다. 머니투데이 역시
2008년 PP 인수를 통해 MTN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경제증권 방송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종이신문에 수록돼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인터넷 상으
로 구현한 신문이다. 이를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
3)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는 비슷한 시기에 창간됐고 창간 주도세력도 각각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
출신으로 큰 틀에서 뿌리가 같다. 무엇보다 슬로건이 비슷했다. 이데일리는 “가장 빠른 실시간 경
제통신 미디어”, 머니투데이는 “빠르고 강한 투자뉴스의 리더”를 각각 초기의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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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자적인 기자 조직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를 웹상에서 제공하는 형
태다. 이를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진행남, 2002).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속형 인터넷 신문을 선보인 회사는 1995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중앙일보다. 이후 조선일보가 1995년 10월에 디지틀조선
일보를 설립하고, 1996년 동아일보가 동아마이더스를 설립한 데 이어 2000
년 1월 이를 동아닷컴으로 바꾸었다(이민규, 1999).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1998년 등장한 딴지일보를 시작으로 뒤를 이어 대자보(http://www.jabo.co.kr)
와 더럽(http://www.therob.co.kr)과 같은 부정기웹진이 잇달아 발간되었다.
(진행남, 2002)
하지만 국내에 본격적인 독립 인터넷 신문 시대가 열린 것은 2000년을
기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전의 독립형 인터넷 신문들이 패러디나 대
안언론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2000년 들어 등장한 독립형 인터넷신문들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적 가치와 인터넷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김익현, 2003). 2000년을 전후해 창간됐던 독립
형 인터넷 신문으로 대표적인 것이 금융경제정보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이
데일리(E-Daily)와 머니투데이(Money-Today), 정보통신 기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뉴스24(I-news24), 종합지 성격을 갖고 있는 오마이뉴스
(Ohmynews), 프레시안(Pressian) 등이 있다.

2) 이데일리의 출범
2000년 1월 한국투자신탁(현재의 한국투자증권) 2층 소회의실에서 최창
환을 포함한 20여명의 기자는 막 회의를 끝냈다. 벤처붐을 타고 이데일리
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기자는 약 20명. 초기 창업자인
최창환, 이종석, 김봉국, 이훈, 유용훈, 김헌수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데일리 법인은 2000년 1월 15일 출범했다. 법인 출범 이후 2개월 여 간
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첫 뉴스 서비스는 3월 28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출범 당시 기자를 포함한 직원은 46명이었으며, 자본

한국형 경제 뉴스 속보가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

85

금은 10억 원이었다. 이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은 28억 원
으로 늘어났다. [미주2. 이데일리의 연혁]
기존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던 기자들이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나와 이
데일리와 같은 다소 모험적인 신생 언론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
고 그들은 왜 실시간 속보매체를 선택하게 됐을까. 창업자중의 한사람인
최창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당수 경제기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블룸버그의 속
보가 한국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생하게 기억하
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단말기를 통한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었
지만 이데일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단말기가 없어도 충분히 서비
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신문을 창간하려면 윤전기를
사야하고 배달 망을 갖춰야 한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엔 윤전기와 배달 망을 인터넷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비용이 필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데일
리의 창간 정신이었다. ” (창업자중 한명인 최창환씨와의 인터뷰,
2010년 4월 15일)

이데일리의 초창기 경영지배구조는 공동경영체제였다. 공동대표이사로
최창환, 김봉국이 있었고, 이사진으로 이종석, 정완주 감사에 김헌수 등이
선출됐다. [미주 3. 이데일리 경영진 현황] 이데일리라는 법인 자체가 기자
들이 지분을 참여한 회사로 뚜렷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선배기
자가 경영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기자출신 경영진은 초기 과
도기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후 대안부재론으로 이어지면
서 2기, 3기, 4기 경영진까지 줄곧 기자출신이 맡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이데일리 경영의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여기에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
던 개인들간의 갈등까지 겹쳐, 결국 2004년과 2005년에 걸친 이데일리 경
영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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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이데일리의 가장 큰 장점은 탄탄한 인적자원(맨파워)이었다. 이
데일리는 속보매체에 대한 경험이 있던 로이터의 한글서비스팀원 3명을
스카웃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국민일보 YTN 한국금융신문을 비롯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내외경제 등에서 경력 5년차에서 10년차까지
의 경제 분야 전문기자들을 스카웃했다. 스카웃 원칙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자가 대상이었다. [미주 4. 이데일리 기자 구성원] 비
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었던 신문사나 방송사를 떠나, 일종의 벤처언론을 한
다는 것은 출범 초기 구성원들 모두에게 상당한 모험이었다. 하지만 당시
의 사회 분위기는 벤처 붐을 장려하는 분위기였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보려던 시기였
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은 이데일리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겐 우호적이었다.
이데일리는 팀장체제를 기초로 정책팀, 금융팀, 증권팀, 국제팀 등 4개
팀체제로 출발했다. 편집국장 체제가 아니라 팀장체제로, 편집담당 대표
산하에 팀장들이 포진하는 체제였다. 가능한 한 의사결정 과정을 줄여 뉴
스에 빨리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미주 5. 이데
일리 조직도] 창업멤버들의 뉴스 속보에 대한 견해는 큰 틀에서 일치했다.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제목 한 줄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정보도 자본시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모두 경제속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했
다.
이데일리라는 회사를 공장에 비유한다면 경제기사가 주된 콘텐츠이자,
생산품이었다. 기사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기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므로 기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출범 초기부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
"에 맞추어져 있었다. 어떤 기사를 만들어야,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사인가? 어떤 기사를 만들어야 주가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인가.
블룸버그의 비즈니스 모델, 로이터 출신 기자들의 경험, 기자들의 수차
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데일리는 경쟁력 있는 기사의 모델을 "빠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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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립했다. 그래서 이데일리의 모토도 "빠르게 더 빠르게"로 정해졌다.
이데일리의 슬로건은 이후 "빠른 뉴스, 이데일리", "세상에서 가장 빠른 뉴
스" 등으로 변화를 겪지만, 언제나 그것을 관통하는 정신은 "스피드"였다.
이데일리같은 실시간 속보매체에게 왜 스피드가 중요한가. 금융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배타
성과 신뢰성, 신속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데일리는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 시장 내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데일리는 매체로서의
인지도도, 매체로서의 파워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 금융시장에 영
향을 미치도록 하기위해선 뉴스와 콘텐츠가 빨리 전달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데일리 기자들의 출근시간은 아침 7시였다. 국제부 기자들은
아침 6시에 출근했다. 조간신문 기자들의 통상 출근시간은 아침 9시 전후
임을 감안하면 2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는 셈이었다. 신문의 경우 편집회의
가 9시 3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 9시쯤 출근해서 부장에게 그날 일
정을 보고하면 된다. 하지만 이데일리 기자들은 아침 7시부터 업무를 시작
해야 한다. 증권부의 경우 증권사의 종목 리포트가 나오는 시간이 7시 30
분 전후다. 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쌓여있는 종목 리포트를 취사선
택해서 거래장 시작 전에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7시 전후엔 증권팀 기자가
나와야 한다. 금융팀이나 정책팀 기자들은 보통 오전 7시에 시작되는 조찬
간담회를 커버하기 위해선 조찬간담회가 열리는 장소에 오전 7시 이전에
도착해야 했다.
국제팀 기자는 말할 것도 없었다. 뉴욕증시를 정리해 증권사 고객들에게
전달하기위해서는 뉴욕증시의 거래특징이 오전 7시 전에는 정리돼서 기사
화돼야 했다. 부장 이하 전 부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 일부는 스트레이
트 기사를, 일부는 뉴욕증시를 정리했다. 이데일리는 출범 이후 곧바로 뉴
욕 현지 통신원을 고용해 현지에서 시황을 리얼 타임으로 전하는 유일한
매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의 국제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선 국제부 기자들의 아침 6시 출근은 지켜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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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증권팀 기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증권팀 기자들은 일차적으로
증권거래소에 비치된 증권사 종목 리포트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인터파크, 현금보유가 매력-삼성증권"과 같은 종목 리포트를 기사
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런 종목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 증시에선 이 종
목 리포트의 영향으로 인터파크의 주가가 오른다. 예전엔 기관들만 우선적
으로 종목 리포트를 볼 수 있었지만 리얼타임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는 주
식시장의 개인들도 똑같이 종목 리포트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리얼타임 뉴스가 제공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최창환 전 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앞으로 1년간은 죽었다 생
각하고 일을 하자, 그렇지 않고선 기성 언론매체들을 누를 수 없다." 최
사장이 기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가지였다. "기자는 무조건 빠른 뉴스
를 쓰도록 해라. 그 외의 마케팅은 경영진이 담당한다. 기자들은 빠른 뉴
스 한가지로만 승부해라. 스피드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이데일리는 망
한다." 대신 최 사장은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해 뛰었고, 그 결과 1년여 만
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할증 증자를 받았다. 이는 이데일리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됐다.
2000년 3월 28일 이데일리의 첫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나갔다. 기사 서
비스가 이루어진 사흘 후 이데일리가 보도한 특종 “제일제당 삼구쇼핑 인
수” 기사 (2000년 3월 30일字 이데일리 뉴스)는 증권시장에 이데일리의 위
력과 속보의 위력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통상 기업인수와 같은 내용
은 양측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보안에 부쳐지는 게 일반적이다. 주
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
급기사가 공식 발표보다 수 시간 앞서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
자, 투자자들은 속보의 위력을 실감하게 됐다. 실제로 삼구쇼핑과 제일제
당의 주가는 이데일리 기사가 나가면서 크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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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속보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매체가 속보경
쟁에 뛰어들었다. 머니투데이가 곧이어 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연합뉴스도 증권 금융 쪽에 인력을 보강하면서 속보 뉴스를 강화했다. 연
합뉴스는 출입처별로 보도 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위
해 각 출입처를 관리하기도 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2년 후 동아닷컴은
자체 속보 인력을 꾸려서 속보서비스를 모색했다. 한경닷컴, 매경인터넷
등도 속보 팀을 구성해 속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속보에 대한 언론사
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서, 2008년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이 각
각 편집국에 속보를 전담하는 뉴스속보부를 개설했고, 2010년 1월엔 한국
경제TV가 속보만 전담하는 기자조직을 만들었으며 2010년 5월엔 조선일보
가 경제속보를 다루는 조선비즈닷컴이란 별도회사를 출범시켰다.
"이데일리 뉴스가 처음 서비스될 때는 기자들이나 신문사나 모
두 반신반의했다. 미국에서 블룸버그라는 속보매체가 성공했다는
것은 경제기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여기는 한국
아닌가? 기자실 중심의 취재 관행이 강하고, 여전히 기자단이라
는 게 존재하고, 기업체나 관료들이 기사를 제공하는 패턴도 대
단히 패쇄적인 한국에서 과연 그런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더구나 속보라는 기사 형식이 돈이 될 지
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속보를 하기위해선 별도의 인력과 투자
가 필요한 데, 불확실한 수익에 그런 식의 투자를 할 매체는 거
의 없었다. 동아닷컴이나 디지틀조선 등은 인터넷 매체였을 뿐,
속보매체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속보를 위한 별도의 취재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이었
다." (매일경제신문 채경옥 인터넷 뉴스부장, 2010년 8월 18일 인
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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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보를 쓰기위한 기술적 기반(인프라)
이데일리가 시도한 속보는 그간 국내 언론에 없던 분야였다. 리얼타임
뉴스란 어떤 언론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이데일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속보시장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가. 일차적인 과제는 빠른 뉴스를
쓰는 것이었다. 이데일리의 모토는 "빠르게 가장 빠르게"였다. 하지만 그
것은 글자를 빨리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기사를 빨리 쓰기위해선 기
사를 쓸지 말지부터 빠르게 결정해야만 한다. 또 기사의 출고도 빨리 이루
어져야 한다. 예고된 발표기사를 빨리 쓰기위해선 컴퓨터 자판을 빨리 두
드리면 되지만, 남들이 모르는 기사를 빨리 쓰기위해선 한발 앞서 움직이
고, 한발 앞서 취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모토를 달성하기위해선 현장 기자들은 물론 데스크들의 기사에
대한 접근방식과 기본 인식이 달라져야 했다. 즉 오프라인 매체의 기자들
은 취재하고 확인한 것을 기사화하지만, 속보매체 기자들은 뉴스의 출처
(소스)를 같이 밝혀줌으로써, 그 상황 자체를 보도해야 한다. 시간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사가 아니다. 일반 루머와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확인과 취재를 동시에 진행하고, 출처까지도 밝힘으로써, 뉴스 수용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속보매체는 확인된 것을 보도할 뿐, 매체
의 시각을 가급적 배제하게 된다. 실제로 매체의 시각은 시간적 한계 때문
에 상당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다.
경영학적 개념을 빌리자면, 이데일리는 기업에서 널리 통용되는 '스피드
경영'을 기사에서 구현한 셈이다. 오늘날 기업의 생존무기 가운데 가장 핵
심적인 것은 '속도(스피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
업 할 것 없이 스피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스피
드'의 중요성에 대해선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지금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압도하
는 시대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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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제 아무리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라도 변화에 뒤처지고, 결국 경쟁
에서 지고 만다는 게 정설인데, 이 같은 스피드 경영의 정신을 이데일리는
기사 콘텐츠 생산에서 구현한 셈이다.
이데일리 내에서는 기술적으로 기사를 빨리 쓰기위한 각종 시도도 이어
졌다. 일례로 전화로 기사 부르기다.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
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기사를 인터넷으로 즉시 송고하기는
어려웠다. 모든 현장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시도된
것이 전화연결. 일단 전화로 안에 있는 당직기자나 부장한테 기사를 "부르
면" 안에서 기사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송고하는 시스템이다. 신문기자들
의 경우 완성된 기사 형태, 예를 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른바 "6하 원칙"에 의거한 기사를 부르도록 훈련받지만, 이 데
일리 기자들은 우선 제목을 부르도록 훈련받는다.
2010년 하반기 현재 금융계의 핫이슈로 부상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서 속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예를 들어보자. 현장은 신한은행 이사회
가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본사라고 가정한다. 이데일리 기자들은 [신한금융
지주 전성빈 이사회의장 회의장 도착(1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해야
한다. 전화로 하던 인터넷으로 하던 수단은 상관없다. 상황을 파악해서 뉴
스 수용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부터 기사를 송고해야 한다. 그 다음
으로 [전성빈 이사회의장, "모든 결정은 이사회서 결정"(2보)] 식의 후속보
도가 나가게 된다.
통상 이 같은 내용은 신문기자들에겐 스케치기사꺼리일 뿐, 그 자체로
직접(스트레이트) 기삿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신문은 그때그때 벌어진 일
들을 모아서 인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은 내용을 종
합한 뒤, 다음날 신문을 위해서 스트레이트도 쓰고, 분석이 필요하면 박스
기사를 쓰고, 분위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면, 스케치기사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데일리와 같은 속보매체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
면 고스란히 낙종을 하게 된다. 리얼타임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은 현장에
서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순간에 가급적 시간적 지체 없이 사실(Fact,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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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사회가 끝나고 브리핑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브리핑장소에서 전
성빈 이사회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3보, 4보, 5보....형식으로 기사로 내보
낸다. 일단 브리핑이 끝나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상보"로 처리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전할 내용이 있으면 "종합"으로 한 번 더 정리한다.
이 같은 속보 처리는 현장에 있지 않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장
감을 살리는 보도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팩트들을 전달해준다. 이사회 의
장이 도착했다는 팩트, 이사회의장의 현재 입장, 현장의 미묘한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줄 수 있다. 반면 신문기자들은 현장 분위기까지 종합하
고, 추가 취재를 통해 종합적인 기사를 내놓게 되고, 그 결과물이 다음날
신문에 실리게 된다.
이데일리의 이 같은 속보는 상황을 그때그때 곧바로 알아보고 싶은 한
국인들의 '급한' 성격과도 맞아 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인터넷 언
론 오마이뉴스가 2000년 10월 1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농성
사건4)을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것처럼, 이데
일리는 경제현장에서 벌어졌던 금융권 파업이나 삼성전자 주주총회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금융시장 내에서의 인지도를 높였다.
이데일리는 매월 한차례씩 특종 상을 선정, 시상했다. 특종선 선정도 일
반 오프라인 신문들과는 다르게 기준을 만들었다. 일단 신문들의 경우 통
상 특종의 기준은 1면 맨 위(Top,톱)에 쓴 기사를 다른 매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이데일리는 1면 톱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다른 금융시장에 영
향력을 준 기사, 타 매체와 비교해 이슈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추
적해서 쓴 기사에게 특종선 수여했다.
속보 송고의 방식도 진화했다. 일선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쓰는 기사를
빨리 출고하기위해선 데스크과정5)도 신속해야 한다. 그래서 긴급 기사에
4) 2000년 2월 1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려대 함성득 교수의 대통령학 외부강사로 초청됐다가, 학생
들의 저지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자, 다음날 새벽까지 14시간을 학교 앞 자신의 차 안에서 학생들
과 대치한 사건. 당시 오마이뉴스는 이를 24신까지 내보내며 현장중계했다.
5)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1차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오탈자를 등을 잡아내며, 궁극적으로 게이트키핑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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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장 기자에게 데스크의 권한을 주었다.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스스로
출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여기에 맞게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했
다. 기자가 기사 작성과 동시에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다.
이후 무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기사 전송 인프라는 더욱 빨라졌다. 랜선
이 없이도 기사를 전송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장감을 살린 속보 기
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4) 경제속보가 미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4-1) 주가에 미친 영향
서른한 살의 직장인 송OO씨는 2007년 7월 서울반도체의 2분기 실적을
보도한 속보를 보고 본능적으로 투자한다. 서울반도체의 실적은 좋았다. 2
분기 영업이익은 92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고
매출액은 63% 증가한 677억 원을 기록하며 깜짝 실적(Earning Surprise,
어닝 서프라이즈)을 기록하였다6). 이에 대한 분석가(Analyst, 애널리스트)
의 평가도 호평 일색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졌다.
실적 발표 이후 사흘 만에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원대로 떨
어졌다. 송OO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우 2분기 실적만 좋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는 한때 7만 원대까지 오를 정도로 상승했
지만 실적 발표 시기가 다가오자 점점 내림세를 타게 됐다. 이미 2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지 너도나도
이익실현을 추구하면서 주가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됐던 것이다.
반면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뉴스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바로 반응
한다. 2007년 7월 26일 한국토지공사가 5년 만에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
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데일리의 보도에 주가는 급등세를 보여, 1300원대
지 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기자가 취재해온 뉴스를 보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장, 국장
등을 데스크라고 한다.
6) 어닝시즌에 발표된 실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깜짝 실적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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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보름 만에 주가는 2300원대로
올랐다. 보도 이전에 한국토지신탁 매각설이 돌기도 했지만 주가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5월엔 성원건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
이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뉴스가 보
도되면서 성원건설의 주가는 1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4000원대이던
주가는 3만2천 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이 같은 깜짝 뉴스는 대부분 경
영권 변동이나 우회상장, 대규모 수주 등 사전에 알려지기 쉽지 않은 내용
을 담고 있다7).
그날그날의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극적이다. 반도체부품 생
산업체인 KEC의 경우 2010년 6월 30일 오전 9시 45분 전후로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노사 간 갈등으로 직장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
락했다. 같은 날 금속업체인 샤인의 경우 오후 2시 40분 전후로 유상증사
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새로운 돈이
회사로 들어오긴 하지만, 주가 희석효과로 주가엔 악재로 작용하는 게 보
통이다. KEC와 샤인 모두 인터넷 속보 매체인 이데일리나 머니투데이 등
에 기사가 뜨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주 4. 뉴스 보도
와 주가 흐름 예]
경제뉴스 속보가 사실의 빠른 전달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빠른 속
보 전달에는 뉴스전달자의 오보의 영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최근 2010년
7월 9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오보사건이 있었다. 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0%에
서 2.25%로 0.25% 인상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연합뉴스 인포맥스 속보기
사 중에는 ‘10시25분 39초’에 ‘금리동결’이 전달되었다. 이 속보를 근거로
국채선물시장에서의 일부 투자자들은 반대매매선택으로 손해를 보았다.

7) 속보라는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루머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루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
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빠르게 전달되는 뉴스는 루머를 잠재우고, 비공식적 루머의 효과를 반감
시킨다. 속보뉴스는 그 자체로 시장 속에 포함되면서, 시장이 된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
되는 뉴스의 가치이자,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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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쪽은 “기자가 ‘동결’과 ‘0.25% 인상’ 기사 두 개를 써
놓고 발표를 기다리다가 발표 직후 기사를 잘못 보낸 것으로 파
악됐다”며 “1보의 경우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데 따
른 기사 송출 오작동”이라고 해명했다.(미디어오늘, 2010년 7월 9
일)8) [미주 5. 속보(오보)관련 국채시장의 변화]

4-2) 기업들의 어닝시즌 패턴 변화
기업들의 실적 발표시즌이 되면 해당기업의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기자들의 취재전쟁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
요 기업인 경우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저마다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
다 빨리 실적을 알기위해 경쟁한다. "국내 속보매체가 등장하기 전에 삼성
전자 같은 대기업은 실적 발표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IR팀 등을 통해 기관
투자가들에게 사전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게 관행이었다."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 또 외국 언론사인 로이터나 블룸버그에도 발표
내용을 미리 흘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데일리 등 국내 속보매체
가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관행은 없어진다.
우선 이데일리와 같은 실시간 매체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에게 불
공정한 정보 제공 행위를 강력히 항의했다. 이데일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정보의 불균형을 조장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공식 항의
했다. 삼성전자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실시간 매체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시장의 가격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삼성전자의 분기실적을 특정매체나 기관투자가에 미리 주던 관행은
2003년 1분기부터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김광태 삼성전자 전홍보실장, 전
무)
속보매체의 등장은 개인투자자들도 기업 실적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
다. 사실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을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8) 현장 기자가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송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은 초창기 이데일리 뿐만
아니라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도 모두 도입해 지금은 대부분의 속보매체들이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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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받는다. 속보매체가 생기기 전에는 애널리스트들만 분기 실적에 관심
을 가졌다. 그러나 속보매체들이 기업들의 분기별 매출과 이익을 리얼타임
으로 보도하고, 또 그 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기
업들의 분기 실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주요한 기업 내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기업의
공시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데일리가
기업의 공시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보도하자, 그전에 아
무런 영향을 못 미치던 공시조차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단
이데일리라는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만 하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주
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잦아졌다.
인터넷 환경에서 속보의 위력을 보여준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금융권 파업 보도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 주총 보도다. 금융권 파업보도는
이데일리와 같은 리얼타임 속보매체의 특성과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은행맨들의 파업 현장에서 기사를 써서, 파업 현장의 은행원들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주총 보도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연대와 삼성전자간의 장장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과 갈등을 현장에서 생중계함으로써 독자들은 물론 삼성전자,
참여연대 측으로부터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4-3) 정부의 통계자료 발표 관행 변화
과거의 기자실은 기자들의 내부집단(Inner-Circle, 이너서클) 형태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자단에 가입해 있는 기자들은 일종의 기득권을 누
렸다. 장관이나 대변인이 기자들과 환담을 나누다가, 보도해줄 것과 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암묵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시간 매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관행이 서서히 무너졌다. 때로는
장관의 말실수까지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다.
엠바고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엠바고란 자료 제공 처에서 특정 시점
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한 후 기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료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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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는 관행이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선 국내총생산(GDP), 물가,
실업률 같은 통계지표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데 통상 이틀 전에 기자들에
게 배포한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들에 대해선 엠바고를 거는 것이다. 기자
들은 자료를 받아들고 이틀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통계자료의 의미와
이를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지 등을 고민한다. 자료가 배포된 후 하루가 지
나서 연합통신(지금의 연합뉴스)이 관련 자료를 기사로 써서 내보내면 당
일 저녁 방송 뉴스와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관련 내용이 일제히 기
사화된다.
일반 뉴스 소비자는 자료 배포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만 48시간 후에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시장의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은 물가나 실업률 통계가 나오면 개인 네트워크(기자나 한국
은행 기획재정부 등)를 통해서 주요한 수치를 대부분 파악한다. 즉 증권시
장이나 채권시장의 기관투자가들은 이미 48시간 전에 아는 정보를 개인투
자자들은 48시간 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기사화가 이루어
지고 나면 해당 자료는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개인투자가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실업률이
나 GDP 등 거시통계자료에 기초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한다면 기관투
자가들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정보의 비대칭성이었다.9) 기관투자가들이 미리 파악한 통계자료나
정보로 이미 매매방향을 정하거나 주식을 사고 판 이후에 일반투자가들은
신문에 난 구문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격이었다.
속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자실의 엠바고 관행은 깨지기 시작했다. 속
보매체들은 우선 기자단에 가입돼 있지 않아 엠바고를 지킬 이유가 없었
다. 엠바고란 원래 기자단에 가입한 기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룰이었기 때문
이다. 속보 매체 기자들은 특히 물가,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등 시장에
9)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도덕
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의 '개살구 시장'(The Market for Lemons)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신호(Signalling)와 선별(Screenin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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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통계에 대해선 자료 배포 즉시 기사화했다. 시장참여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그것이 속보기사임을 알고 이에 대응했다. 이
데일리를 통해 보도된 통계기사가 리얼타임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
작한 것이다.
“처음엔 기자실의 항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데일리 기자들은
기자단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단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는 이데일리 기자들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자료를 48시간 뒤에
보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기자실에 선언했고, 기자단
의 엠바고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전 논설위원 이종
석과의 인터뷰, 2010년 5월 27일)
오프라인 매체의 기자들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속보 매체
가 출현한 지 1년도 안되어 주요 경제부처의 기사 쓰는 방식은 발표와 동
시에 기사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자본시장에서 전해지는 정보의 불
균형,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부른 근본원
인중 하나인 금융 산업의 취약성은 금융경제에 관련된 정보의 만성적 불
균형 상태로 요약된다. 금융관련 정보가 일부 특정인에게 집중됐고, 이것
으로 인하여 특정정보를 미리 획득한 사람들은 손쉽게 투자수익을 올리고
금융대출을 독점했다. 또 해외에선 이미 알려진 한국기업이나 시장 관련
정보들이 정작 국내에선 기업보호나 국익이란 미명하에 감춰지기도 했다.
리얼타임 경제속보는 일반 대중이 경제금융 정보를 보다 빠르게 인지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독자
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증권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회
사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 종합주가지수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
히 알기 어렵다. 적어도 시장이 마감된 후 방송이나 신문의 뉴스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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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겨우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 시장이 한창 작동하는 장중에는
지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뉴스 없이 막연한 추측이
나 루머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3. 결론: 인터넷 경제 속보 뉴스 시장의 확대
이데일리라는 뉴스매체는 리얼타임 경제속보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
도한 매체다. 인터넷 매체를 표방한 매체는 이데일리보다 앞선 매체들이
많았고, 경제매체로서도 이데일리보다 먼저 창간된 매체들이 많았지만 속
보라는 개념을 갖고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대의명분으로 뛰어든
매체는 이데일리가 최초다. 그 결과, 이데일리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경
제속보는 자본 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정 정도 해소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한국 주식시장이 한 단계 상승
(Level up, 레벨업)하는 데 기여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자본시장과 소통하는 통로를 개설하고, 실제 전달자
(Messenger, 메신저)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진정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속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언론시장과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이데일
리지만, 속보가 진입장벽이 없다는 점, 이데일리보다 (속보를) 후발로 시작
한 머니투데이나 아시아경제 등의 매체가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데일리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은 이데일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추가
로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다. 그러나 경제뉴스 속보가 그 자체로 대단히 중
요한 경쟁력이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데일리와 머니투
데이 이후 경제뉴스 속보를 표방하고 나오는 매체들이 끊임없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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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아시아경제를 비롯해 이투데이, 경제투데이, 아주경제, 뉴스핌 등
이 경제뉴스 속보를 도구로, 미디어시장을 파고들었고, 동아닷컴, 한경닷
컴, 매경인터넷, 디지틀 조선 등과 같은 신문사 계열의 온라인 매체들이
경제뉴스 속보를 다루었다. 2010년 5월 1일엔 조선일보가 조선비즈닷컴이
란 별도법인을 통해 경제뉴스 속보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조선비
즈닷컴은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가 장악하고 있는 증권사 HTS 시장을 포
함한 경제뉴스 속보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경제뉴
스 속보 1세대인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 입장에선 오프라인에서 출발해
온라인으로 진출한 강력한 경쟁사를 만난 셈이다.
이데일리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 힘들
다. 경제뉴스 속보를 한국 자본시장에 뿌리내려, 경제뉴스 속보가 시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는 점에선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뉴스 속보를 비즈니스 모델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구조를 만드는
몫은 후발 주자에게 남겨진 듯하다. 경제뉴스 속보 시장은 조선일보라는
메이저 미디어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경쟁이 치열해졌고, 향후 2-3년 내 어
떤 식으로든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가 경제뉴스 속보시장에서 메이
저로 부상할 수 있을 지, 아니면 틈새시장을 찾을 지, 아니면 그저 그런
여러 가지 경제 미디어중 하나로 전락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자
본시장에서 경제뉴스 속보가 갖는 의미를 시장의 관점에서 각인시키며, 경
제뉴스 속보가 없는 자본시장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시장참여
자들에게 뉴스 속보를 시장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점 등은 이
데일리의 현재 성과와 상관없이 이데일리의 존재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데일리의 경제뉴스 속보 서비스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분석적,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이 까닭은 한편으로는 경제뉴스 속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연구자적 어려움에 기인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사례의 전달 자체에 집중함으로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후속연
구의 자료로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자본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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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가 갖는 영향력은 경제적 효과와 제도의 사회적 변화에 대
한 관심뿐만 아니라 흔히 ‘개미’라 일컬어지는 일반국민들의 투자 상황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경제 뉴스 속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활용의 실제와 그 영향력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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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1. 이데일리(E.Daily, http://www.edaily.co.kr) 소개
- 회사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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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2. 이데일리의 연혁] - 회사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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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4. 이데일리 초기 기자 구성원]
성 명

주 요 경 력

주 요 출 입 처

출 신 학 교

유 용 훈

로 이 터

국 제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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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

서 울 경 제

산자부 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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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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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문 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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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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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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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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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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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안 근 모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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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조 용 만

국 민 일 보

한은 금감위

서울대학교

김 병 수

한 국 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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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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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터

재경부 증권

이화여대

이 정 훈

한 국 금 융

증권 금감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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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5. 이데일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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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6. 뉴스 보도와 주가 흐름 예]

1. KEC(코스피, 전기전자) 2010년 6월 30일 변화 - 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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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샤인(코스닥, 금속산업) 2010년 6월 30일 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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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7. 속보(오보)관련 국채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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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Korean Economic Spot
News on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 Focused on the Edaily Case
Eu-Chul Lee ‧ Jong-Hwa Shin

The environment of the press industry has changed duo to the rise of the Internet era.
The emergence of online media is one of the recognizable changes in this flow. One type
of online media is the newspapers which changed their news-delivery format from the
conventional paper-style publication to online digital publication. Another type is the press
companies established to focus on online news publications with independently organized
journalists and team members. The latter is knows as internet-based press media. Many
type of online media emerged in Korea around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One can
consider them as venture media which joined the venture boom at that time. E-daily and
Moneytoday are two typical internet-based economic newspapers that have been launched
in the market. In particular, the E-daily uses a business model of 'Internet-based economic
prompt repor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which were ignited by the introduction of prompt reports, also known as spot new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news services. The E-daily case shows that
Internet-based prompt report system has had a major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by
changing the activity patterns of economic actors and participants.
Key Words : internet newspaper, economic news, spot news,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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