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구현한 퀄리티 저널리즘
투데이신문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야, 너도 퀄리티 저널리즘 할 수 있어!

품질 좋은 기사

⬧“기사 품질 하락 = 언론 신뢰도 하락”
⬧ 인신협, 2020년 ‘인터넷신문 퀄리티 저널리
즘 포럼 개최’ 등 기사 품질 향상 위해 노력중

오래 읽히는 기사

보는 재미가 있는 기사

⬧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탐사∙기획∙심층 보
도 전문 매체 ‘투데이신문’

⬧ 구글, 언론사 혁신을 돕기 위해 구글 뉴스 이
니셔티브(GNI) 혁신 챌린지 전개

⬧ 스토리텔링형 장편기사를 선보이며 “롱폼 저
널리즘+퀄리티 저널리즘” 추구

⬧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데이터 저널리즘+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 가능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데이터 입력만 하면 끝…참 쉽죠?

 기사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데이터 저널리즘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편집 등의 작업을 요함
 기사 내용에 따른 데이터 제시에 그치거나 단순한 형태의 표
삽입이 대부분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툴로 데이터 입력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포그래픽 제작 가능
 데이터 시각화로 기사의 흥미성, 가독성, 심층성을 높일 수 있
음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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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재 목표 및 계획 설정
마약에 중독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각자의 ‘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마약을 끊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
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거나, 폐인이 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마약은 독약이나 다름없지만,
대부분의 마약중독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출간한 2019년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세계 인
구의 5.5 퍼센트에 해당하는 2억7100만명(연령 15∼64세)이 약물을 남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청 통
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1만2209명으로 집계됐으나 범죄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암수 범
죄 마약류 사범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마약의 마수에 빠진 이들이 크게 늘어 지금은 ‘마약 오염국’이라 불
린다.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재벌2·3세, 국내 거주 외국인, 청소년, 주부, 회사원 등 직업과 연령을 가
릴 것 없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마약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 삶 속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우리는 마약중독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처벌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는 것일까. 지금처럼 마약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해 무관심한 사
회에선 관련 정책과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마약중독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투데이신문>은 마약이 어떻게 삶을 무참히 망가
뜨리는지 실제 마약중독자의 경험담부터 마약중독 및 관련 범죄의 실태, 마약 극복자의 이야기까지 들
어보고 마약중독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 나가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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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재 대상 선정 및 자료 분석
인터뷰 대상자

투데이신문과 인터뷰 중인 마약중독자들

마약중독자 : (김현석, 25세, 무직, 남성. 권민우, 33세, 무직, 남성. 최현서 30세, 무직, 여성)
마약극복자 : (경기도 다르크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 임상현 센터장)
NGO단체 : 경기도 다르크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검찰청 형사사건일반 마약과
마약판매자 : (김현석, 25세, 무직, 남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 분석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한다<경찰청 보도자료>
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1~4편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 2019 세계마약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보도자료
경찰청 2020 마약류 사범 통계 현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20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
구글 시트로 데이터화 작업 진행

구글 시트로 작업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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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시각화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20대의 중독현상과 관련 범죄의 증가 현상, 인터넷과 다크웹 등을 이용한 범죄 급
증에 대해 진단
마약 중독 및 범죄의 변화 양상과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눈에 보는 마약통계’, ‘한눈에 보는 마약 치료 통계’ 인포그래픽을 제작
각 정부부처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마약류사범의 지역, 연령, 직업, 성별, 원인, 범죄 추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시각화 작업을 진행
구글 어스 지도를 사용해 전국 마약 치료 보호기관의 현황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작업
이를 토대로 독자들은 마약과 관련한 전체적인 데이터부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각각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작업만으로도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한 의미화 작업 구현
관련링크 :
https://datastudio.google.com/s/rL7L8Yn9Pt4
https://datastudio.google.com/u/0/reporting/4fe2be65-7302-4774-b85971e40188cfcb/page/lpN7B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작업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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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 발행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호기심①]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80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호기심②]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07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호기심③]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9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취재원 멘트에 의존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 기사의 설
득력과 공감대 형성 가능
❖ 텍스트로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했으나 데이터 시각화로 전체 데이터
부터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설명이 가능함
❖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표, 스코어가이드, 시계열, 막대, 원형, 선, 분상형 등의 다양
한 작업이 가능
❖ 데이터나 내용을 추가 및 수정도 가능해 기존 시각화 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임
❖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까지 잡을 수 있음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에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언론윤리헌장 중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함
❖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툴과 관련한 교육 및 관련 자료는 부족한 상황
❖ 로딩이 매우 느린 점과 모바일 환경에는 맞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추후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