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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경쟁력이다: 

괴짜와 오타쿠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괴짜와 오타쿠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황 상 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swhang@yonsei.ac.kr

I. 사회현상과 소비집단

II.  라이프스타일이 만드는 소비트렌드

III.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IV. 디지털 소비행동과 소비집단의 진화

v. 디지털 소비행동의 창발성

발 표 순 서



누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Innovator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ChasmChasm

5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발생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발생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지 못함••특정특정 제품이나제품이나 서비스가서비스가 지속적인지속적인 경쟁경쟁 우위를우위를 가지지가지지 못함못함

‘G market 성장의 원동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국내 전자상거래 약 21% 시장 점유율

•2조2682억 원의 거래, 1541억원의 매출

누가 이런 놀라운 성장의 주역인가?



‘네이버 vs 구글’: 네이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미국에서 잘나가는 구글이 한국에서 고전을 겪는 이유는?
기술의 차이? 

한국 트래픽 비교

Vs.

한국의 인터넷 주 사용자층이 10대, 20대층이라는데? 이들이 누구이길래, 차이가 있죠?

‘show의 타겟 소비자는 누구인가?’

실제 이용자

정보근로자정보근로자

마케팅 타겟?

디지털디지털 루덴스루덴스

디지털 루덴스에게 어필다양한 재미 위주의 광고 개발

?

!

미래는?

•쇼 가입자 200만
돌파? 
•광고 패러디,  광고
모델 화제

•KTF 쇼 통신 장애



‘미드, 무한도전 열풍은 왜 일어날까?’

그 밥에 그 나물 오락프로

MBC '무한도전‘이 차츰 인기를 얻어가자
방송사들의 ’따라하기‘ 열풍이 또 다시
열병처럼 번진 것. 

심지어 케이블 채널 MBC 드라마넷의 경우
아예 대놓고 여성들로 구성된 '무한도전' 
판을 편성했다. 

미드 전쟁 金 심야 앞당겨진다

‘히어로즈’가 금요일 밤에 정규 편성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한 주말 미드 전쟁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는 MBC가 토요일 심야
시간대 ‘CSI 마이애미’를, KBS2TV가 일요일
심야 시간대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3’를 각각
방영하고 있다. SBS 역시 얼마 전까지
토요일에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1’을
방송했다.

24시간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



퍼블리즌, 그들의 심리적 특성은?
- 몰입과 분석력 -

퍼블리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 2000계단 -



퍼블리즌, 그들의 정체는?
- 코스프레 -

타겟 사용자가 아닌 소비행동에서 나타나는
Target Value를 통해

소비집단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나요? 

어떤 디지털 소비집단이 있나요?

Target Value 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소비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다!
- 보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

소비행동 패러다임의 변화

생산자 관점
사용자 관점 1
(UI, 사용성)

사용자 관점 2
(가치, 문화)

좋은 사이트를 만들면
쓸 것이다.

제품이 가지는 속성과
효용은 동일

가정

소비자는 동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

핵심 문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가 중요

‘무엇’은 분명

Target User 설정해결점

사용자 욕구를 반영하면
쓸 것이다

제품이 가지는 속성과
효용은 동일

소비자는 선호와 욕구에
따라 소비

어떤 ‘욕구’를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

‘무엇’은 분명

사용자 feedback 반영

제품의 성격과 정체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

제품이 가지는 속성과
효용은 상이

소비자는 서로 다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

사용자에게 제품이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무엇’이 불분명

제품이 지닌 각기 다른
Value 확인



디지털 신인류?

VS.
폐인

얼리어댑터

유형별 특성 분석 결과

• 효율과 실용성을 중시
• 통제, 관리 욕구가 높음
• 디지털 매체를 업무에 잘 활용하지만,

디지털을 통해 감성을 표현하지는 X
•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활용하나 창의

적으로 활용하지는 X

외부의 대상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
(과업, 성취 vs. 유행, 재미)

• 성취와 발전/성장

• 프로정신, 인정 · 경제적 안정

• MS나 SKT의 열심히 사는 대리급 사원

‘이성과 합리의 화신!’모토

주요 특성

활동의 기준

추구하는
가치

대표적 인물

• 디지털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
하는 채널로 이용하나 디지털을 나의
생활에 잘 활용하지는 X

• 아주 훌륭하지는 않은 개그반장
• 비슷한 사람들과 뭉치는 속성
• 유행에 열광하는 속성

• 재미와 단순한 삶

• 관계와 소속감 · 호기심

• 팬픽에 몰두하는 아이들
• 몸짱 아줌마

‘뭉쳐서 띄우자!’

• 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 수단

이들에게
디지털은? • 소통과 놀이!

정보 근로자 디지털 빠순이



유형별 특성 분석 결과

‘여유롭게, 트렌디하게, 너무 튀지 않게’모토 ‘재미 있으면 됐지! 으헤헤헤!’

디지털 쉬크 디지털 루덴스

• 자신이 중요/ 약간의 된장녀 기질
• 자기 스타일이 강하기 보다 귀찮게 하는

것을 싫어함
• 나름의 알뜰과 안전, 편리함 추구
• 기존 체제 적응적이며 순응
• 욕구의 탈 위계족/ 상황에 따라 유연함

자기 멋을 추구(사회적 가치 vs. 개인적 가치)
(과정지향적이라 output이 없음. 즉흥성)

• 경제적 안정, 인정 · 소속감

• 즐거운 삶 · 외모

• Vogue지의 주요 독자층인 젊은 여성
•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주요 특성

활동의 기준

추구하는
가치

대표적 인물

• 틀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음
• 그때 그 순간의 재미가 중요
• 남들이 뭐라고 하던지 상관없이 좋아

하는 것에 몰입하는 매니아적 속성
• 본래 기능이나 내용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

• 열정과 호기심

• 단순한 삶과 자유 · 유연성

• 무한도전, 웃찾사의 주요 시청자 층
• 일명 ‘초딩’

• 나에게 맞춰진 개인화된 무엇
이들에게
디지털은?

• 재미!
• 내 맘대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

유형별 특성 분석 결과

‘그래도 난 뒤떨어지진 않았다!’모토 ‘재미있게 놀면서 돈 벌자!’

회사인간 네오 르네상스인간

• 무난함과 집단적 가치를 추구
• 안정지향적이며 규범적
• 타인에게 어필하는 모습으로 이미지

강화/ 자기 선호가 분명하지 않음
• 자기계발욕구와 호기심이 강하다
• 신세대들과 어울리고자 노력

생산(기존의 것을 재생산 vs. 새로운 것을 생산 & 변화)
(분명한 기준과 높은 에너지)

• 권력과 직업적 성취, 인정

• 규범 · 관계

• SKT나 삼성의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임원급

주요 특성

활동의 기준

추구하는
가치

대표적 인물

• 창조적이고 생산적
•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가 좋아
하는 것을 만들고 공유하고 즐김

• 매니아적 속성 + 사회성
• 새로운 종류의 전문성을 발휘
• 자기 노출에 능숙

• 자유와 창의력, 즐거운 삶

• 모험 · 공감

• 디지털 보헤미안
• 송재경, 김정주

• 자신의 우위를 보이기 위한 도구
이들에게
디지털은? • 나의 놀이이자 일이자 생활!



디지털 신인류?

정보 근로자

회사 인간

디지털 쉬크디지털 빠순이

디지털 루덴스

디지털 쉬크

회사 인간

정보 근로자

네오르네상스

정보 근로자 +α

디지털 쉬크+α
회사인간 +α

• 개인이 가진 가치에 따라
디지털 소비 행동에 있어
특성을 드러내는 유형들이
존재함

•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 현상을

이해하려함

• 기존 유형+차별된
속성으로 디지털
신인류를 이해함

현상 이해의 틀 작동 해석

• 과업 성취 지향
• 효율적 도구/ 수단

•기존의 것 재생산, 유지
•나의 우위를 입증하는 도구

정보 근로자 회사 인간

• 사회적 규범, 가치 추구
• 나에게 유용한 맞춤 서비스

디지털 쉬크

• 재미나 유행 추구
• 놀이와 의사소통 도구

• 새로운 변화를 만듦
• 놀이, 일, 생활

디지털 빠순이 네오 르네상스

• 개인의 가치 추구
• 내 생활의 일부이며 놀이

디지털 루덴스

•외부 대상을 통한
정체성 표현
•삶 자체가 절박

•생산
•에너지 수준 高
•분명한 기준有

•자기 멋 추구
•과정지향적
•순응적
•모라토리엄적

일
반
적
유
형

유형간 비교

디
지
털
소
비
확
산

이
해
불
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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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나타난 디지털 소비집단 유형간의 mechanism
‘G market 성장의 원동력?’

•국내 전자상거래 약 21% 시장 점유율

•2조2682억 원의 거래, 1541억원의 매출

트랜드, 유행을 추종하는 디지털 빠순이가 Gmaket의 주 소비자층이 될 것

현상에 나타난 디지털 소비집단 유형간의 mechanism
‘네이버 vs 구글’

미국에서 잘나가는 구글이 한국에서 고전을 겪는 이유는?
기술의 차이? 

한국 트래픽 비교

디지털 루덴스, 디지털 빠순이정보근로자

Vs.

한국의 인터넷 주 사용자층이 10대 20대층임을 감안 해야



현상에 나타난 디지털 소비집단 유형간의 mechanism
‘show의 타겟 소비자는 누구인가?’

실제 이용자

정보근로자정보근로자

마케팅 타겟?

디지털디지털 루덴스루덴스

디지털 루덴스에게 어필다양한 재미 위주의 광고 개발

?

!

미래는?

•쇼 가입자 200만
돌파? 
•광고 패러디,  광고
모델 화제

•KTF 쇼 통신 장애

현상에 나타난 디지털 소비집단 유형간의 mechanism
‘게임 비즈니스’

‘이런 게 있으면

재미있겠는데

한번 만들어볼까?’

네오네오 르네상스르네상스

‘친구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디지털디지털 빠순이빠순이

‘이거 딱 스타일이야,
재미있겠는데’

디지털디지털 루덴스루덴스

게임 컨텐츠 생산 유행게임 몰입

투자

‘좀더 안정적인

사업을’

디지털디지털 루덴스루덴스

포털 사업

‘열심히 만들어

나의 능력을 ..’

정보정보 근로자근로자

+



디지털 세상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티핑이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 일어나나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사이버 신인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Tipping
Point

초기초기 확산기확산기 안정기안정기

기존의 가치로 분명한 기능은 없지만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

서비스의 특성이
다양하게 규정됨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규범이나 문화로 정착

디지털 루덴스디지털 루덴스

디지털 빠순이디지털 빠순이

디지털 생활인디지털 생활인

정보 근로자

디지털 쉬크

회사 인간

네오 르네상스

새로움과 재미에 열정적으로 끌리는
소비 유형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소비행동을
추종하여 확산시키는 소비유형

서비스가 대중화되어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는 소비유형

디지털 소비 패턴의 확산 모형: 신규 행동

황상민
(2004, 2007)



사이버 세대, 신인류의 등장?

누가누가 사이버사이버 세계를세계를 만들어만들어 가는가가는가??
보보스보보스, Homo , Homo VirtuensVirtuens, Geeks, Nerds, , Geeks, Nerds, 오타쿠오타쿠

새로운새로운 유형의유형의 엘리트냐엘리트냐, , 왕따인가왕따인가??
대중문화를대중문화를 사랑하고사랑하고 기술기술 중심의중심의 산업사회에산업사회에 불만불만

갑갑하고갑갑하고 규격화된규격화된 교육시스템의교육시스템의 산물로산물로 발생발생. . 

학교는학교는 끔찍한끔찍한 사회사회 가치와가치와 험악한험악한 환경을환경을 의미의미

인터넷을인터넷을 통해통해 자유롭고자유롭고 창의적창의적 문화문화 창조창조

좋아하는좋아하는 것에것에 대한대한 강박적이며강박적이며 개인주의적개인주의적 성향성향

권위를권위를 거부하고거부하고 의문의문 제기제기

새로운새로운 사회사회 문화문화 엘리트를엘리트를 지향지향

한국사회의한국사회의 신인류는신인류는 누구이며누구이며, , 어디에어디에??

사이버 신인류, 오타쿠는?
오타쿠오타쿠

현실이현실이 아닌아닌 가상세계가상세계((만화만화, , 비데오비데오, , 영화영화))에에 몰입한몰입한 인간인간

상상적이며상상적이며 가상적인가상적인 세계세계 속에서속에서 현실현실 회피회피

사회사회 부적응아부적응아

가상적가상적 교제를교제를 선호선호((만화주인공만화주인공, TV , TV 스타스타 등등))

인기도인기도 없고없고 사교적이지도사교적이지도 않지만않지만 한한 분야에분야에 푹푹 빠져빠져 사는사는 외외

곬수나곬수나 광광((狂狂))을을 의미하는의미하는 속어속어..

오타쿠오타쿠, , 사이버사이버 신인류신인류, , 폐인폐인

미국에서미국에서 실리콘실리콘 밸리나밸리나 IT IT 업계업계 사람들의사람들의 학창시절학창시절 신분신분

9090년대년대 이후이후

이거다이거다 하고하고 마음먹은마음먹은 것에것에 대해대해 초인적인초인적인 힘힘 발휘발휘

““병적일병적일 만큼만큼 관심과관심과 집착을집착을 가져가져 자신의자신의 생활생활 전부가전부가 그그 한가지한가지 일만으일만으

로로 집중하는집중하는 사람사람""의의 통칭통칭



사이버 신인류의 존재가치
종족의종족의 진화에서진화에서 돌연변이의돌연변이의 가치가치
사이버사이버 신인류신인류/ / 폐인폐인 / / 오타쿠오타쿠/ / 부적응아부적응아

사회와사회와 문화의문화의 돌연변이돌연변이 / / 재난재난 대비대비 보험보험
누가누가 한국사회를한국사회를 선진국선진국 수준으로수준으로 만들만들 것인가것인가??

현실 세계의 오타쿠
역사와역사와 현실현실 문화문화 속의속의 기크기크//오타쿠오타쿠/ / 폐인폐인 주인공주인공

발명왕발명왕 에디슨에디슨, , 엑스엑스 파일의파일의 멀더와멀더와 친구들친구들, , 골프의골프의 최경주최경주, , 온온

라인라인 게임의게임의 송재경송재경



세  션 

작은 주체들의 부상과 미래경쟁력

❶ 인터넷과 문화권력의 이동

❷ 지식검색과 작은 지식의 힘

❸ 디지털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미래

❹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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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문화권력의 이동

이 상 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테크놀로지 변화, 특히 인터넷의 일상화는 문화생산 과정 

전반에 큰 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인터

넷의 발전과 활용의 일반화가 기존의 문화권력에 어떤 지점에서 또 어떤 식의 변동을 가져

오는지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생산 장이론을 논

의의 기초로 삼는다.1) 그것이 지금껏 나온 다양한 사회학적 문화분석의 틀 가운데 가장 정

교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Hesmondhalgh, 2006). 달리 말하면, 

문화생산 장 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문화권력에 야기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것

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문

학, 음악, 화, 공연산업 등의 다양한 경험적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1. 문화생산 장의 특성

  먼저 부르디외(1993)의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문화생산 장(field of cultural production)

은 상징재화(symbolic goods)의 생산과 배포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제도와 조

직, 행위자 집단으로 구성된다. 문화생산 장의 분석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된

다. 첫째, 문화생산 장의 주요 제도, 조직 및 행위자 집단. 둘째, 이들 각각의 내적 특성과 

상호작용의 유형. 셋째, 전체 사회공간에서 문화생산 장의 위치와 상호 향관계. 

이러한 분석에서 부르디외가 강조하는 기본 전제는 세 가지다. 먼저 물질적 생산과 상징적 

생산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상징적 생

1) 장이론 일반에 관해서는 이상길(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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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개념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생산 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재의 물질적 생산은 

무엇보다도 ‘그 재화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생산하는 작업이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어떤 그림이 비싼 값에 팔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믿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르디외는 문화생산 장을 집단적인 신념의 세계로 규정한다. 나아가 그

는 그러한 신념을 생산하는 과정, 즉 ‘상징적 생산’과 그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인 ‘문화매

개자(cultural intermediary)’를 중요시한다. 

  다음으로 문화재화의 소비는 이러한 물질적 생산과 상징적 생산에 의존하는 동시에, 생산

에 다시 향을 미친다. 즉 문화재화의 생산과 소비는 긴 히 연관된 두 가지 계기라는 것

이다. 생산이 문화자본의 양이 많은 이들에 의해 전문화된 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소비 

역시 대체로 전체자본(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총량이 많은 상층계급과 중간계급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생산과 소비는 의도적으로 조율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조응한다고 부르디

외는 주장한다. 이른바 ‘구조적 상동성(structural homology)’의 논리인데, 공급과 수요가 생

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하비투스(habitus) 간의 조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생산 장에서 문학자본이 많은 작가집단은 ‘문학을 위한 문학’, 즉 ‘순수문학’

을 생산한다. 이 순수문학은 전체 사회공간에서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한 계급분파, 즉 지식

인, 예술가, 학생 등에 의해 주로 소비된다. <그림1>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3의 +지점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경우, 1의 위쪽 왼편에 위치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소비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르디외는 문화생산 장이 한 사회의 지배관계를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중추

기제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이 장은 예술가, 학자, 비평가, 지식인 등 많은 문화자본의 소유

자들이 활동하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문화적 위계에 대한 정당화

가 이루어지며, 지배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것이다.2) 특히 문화적 지배는 문화재화의 내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용(social uses)’ 차원에서 일어난다. 계급별로 서로 다른 

문화재화의 소유와 이용양식이 상징적 경계와 차별을 낳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고급문화는 일반적으로 ‘부정’에 의해 정의된다. 즉 단순한 장식이나 감각적 쾌락을 위한 통

2) 부르디외는 사회적 분업, 자본의 객관화와 더불어 지배의 비인격성이 증가하고, 이 현상은 독자적인 

문화생산의 장이 구성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수

준에서 계급투쟁이 격화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에 따르면, 한 사회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대적 자율

성을 누리는 문화생산의 장과 전문화된 상징생산자들이 나타난다. ‘지배계급의 피지배분파’인 이 집단

은 ‘상징재의 정당성을 위계화하는 원리들의 위계화’를 놓고 ‘지배계급의 지배분파’인 경제적 지배계

급과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부르디외에 의하면, 문화생산의 전문가집단은 전체적인 계급관계를 유지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지배계급과 공동의 이해를 가진다. 문화자본이 궁극적으로 경제자본이나 

물질적 부로 전환될 수 있고, 경제적 지배계급은 정통(orthodoxy)의 부과와 유지를 위해 상징재 생산

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상호이해관계 때문에 상징체계는 대체로 주어진 계급관계의 

상태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띤다고 부르디외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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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문화형식들과의 거리두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급’이라고 여겨지

는 문화형식들은 계발된 취향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으며, 그러한 취향은 자본총량이 많

은 지배계급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자본총량이 적은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이 부과하는 문

화적 위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지배계급의 취향이 우월한 것이며 생래적인 것으로 오인

한다. 문화적 지배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철된다. 

1. 사회공간

2. 권력장

3. 문화생산장

자본총량 ↑

-

+

자본총량 ↓

문화자본 ↓

경제자본 ↑

문화자본 ↑

경제자본 ↓

+
+- -

문화재화의
주소비자층

+
-

+ : 지배적 지위 - : 종속적 지위

* 출처: Bourdieu (1994, p. 74)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1> 사회공간, 권력 장, 문화생산 장

  한편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생산 장은 크게 두 가지 하위장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제

한생산의 하위장(sub-field of restricted production)과 대량생산의 하위장(sub-field of mass 

production)이 그것이다. 제한생산의 하위장은 문화생산이 동료생산자와 소수의 교양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거기에서 생산은 상업경제의 논리를 부정하고 즉

각적인 이윤창출을 거부하면서, 경제자본의 느린 순환 속에서 상징자본(인정, 명성)을 추구

한다. 이른바 ‘고급문화’나 ‘아방가르드’가 제한생산의 하위장에서 생산된다. 이 장의 생산자

들은 수요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을 추구하며 규범에 맞선다. 이들은 문화

적 정당성에 대한 정의를 독점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들은 장기적인 인정과 지속적인 시장

을 기대하며, 지연된 성공(더 많은 상징자본의 축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 이들은 요란

한 광고를 거부하며, 완곡하고 부드러운 홍보전략(PR, 강연, 콜로키엄 등)과 학자, 비평가 

등의 인정을 통한 상징자본의 확보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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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생산의 하위장은 경제자본의 축적을 위해 문화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지배계급

의 비지식인 분파와 기타 자본총량이 적은 사회집단들을 주된 수용자로 삼는 ‘상업문화’, 

‘대중문화’가 이 장에서 생산된다. 거기에서 생산자들은 사업가로서 기존하는 수요와 지배적

인 생산규범에 스스로를 맞춘다. 이들은 생산물의 장기적인 생존과 인정을 희생해가면서까

지 상업적인 성공과 경제자본의 빠른 회전을 추구한다. 대량생산의 하위장에서 생산물의 가

치는 단기적인 이윤의 최대화에 있느니만큼, 생산자들은 경제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다양

한 전략을 펼치며, 과학적인 사회조사나 마케팅 기법 등을 이용한다. 상업저널리즘과 광고

홍보활동은 이렇게 대량생산된 문화재화에 일정한 상징자본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대중

문화의 수용자층은 매스 미디어의 막강한 배포권력과 더불어 계속 확장되어왔다. 

  부르디외는 이상과 같은 이원구조(dual structure)를 문화생산 장의 기본특징으로 설정하며, 

이 두 하위장 간의 갈등과 공모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특히 대량생산의 하위장이 

(문화생산 장에 고유한) 상징자본 아닌, 경제자본의 논리에 기초해 작동하면서 문화생산 장

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표 1>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단순화시켜 본 것이다. 

<표 1> 문화생산 장의 이원구조와 그 특징

제한생산의 하위장 대량생산의 하위장

생 산 논 리 창의성, 지적 논리 외부 수요, 기존 생산규범

문 화 유 형 고급문화, 아방가르드 상업문화, 대중문화

추구되는 자본 상징자본 경제자본

정당화의 심급 비평, 교육, 전문저널리즘 광고, 홍보, 상업저널리즘

배 포 범 위 소규모 대규모

수 용 자 층 동료생산자, 지식인, 부르주아 일반 대중

사회적 기능
문화생산 장의 자율성 강화, 문화적 

보편성 구성

(경제 장에 대한) 문화생산 장의 종속성 

강화, 지배이데올로기 전파

  부르디외의 문화생산 장이론은 문화생산자와 문화재화, 그리고 문화소비자에 대한 통합적

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그것은 문화부문을 산업적, 경제적인 수준뿐만이 아닌, 상

징적, 정치적인 권력관계의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시각

에서 우리는 그동안 다소 느슨하게 쓰여 온 문화권력(cultural power) 개념을 장이론의 맥

락에 비추어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해볼 수 있다. 

  먼저 ‘문화적 위계질서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기준이 생산하는 상징적 효과’는 행위자

의 실천에 향을 미치면서 ‘인지적 수준’에서 문화권력의 한 차원을 이룬다. 예컨대, 사회

구성원들이 ‘고급’으로부터 ‘저급’에 이르는 문화예술의 인지도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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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분류틀을 문화적 실천에 이용한다고 치자. 프티부르주아지가 ‘고급스런’ 오페라를 열

심히 보려 노력한다거나, 스스로 ‘저급한’ 트로트를 즐겨 들으면서 마음 불편해하는 식으로 

말이다. 공공기관이 ‘고급문화’를 선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다. 이 때, (체화되거나 제도화된) 기성의 문화적 위계질서는 비가시적인 문화권력의 주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재화의 물질적, 상징적 생산과 배포에 향을 미치는 각종 자원의 동원능

력’은 ‘행위자 수준’에서 문화권력의 또다른 차원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문화

생산자는 소비자에 대해 거의 압도적인 문화권력을 가지는 셈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생산자

들 가운데서도 생산과정의 각 계기에서 더 많은 (경제, 문화)자본을 가지고 정당한 향력

을 행사하는 행위주체의 문화권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준 높

은 것으로 공인된 문화생산자 교육기관, 수상경력이 많은 예술가, 저명한 평론가, 판매부수 

수백만의 신문 등은 그렇지 못한 행위주체에 비해 훨씬 큰 문화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상

황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수의 행위주체가 문화생산 장 내에서 지배적이거나 독점적인 유형

의 문화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적 원리상으로 보면, 제한생산 장은 대량생산 장에 대해 ‘구조적인 수준’에서 우위의 

문화권력을 가진다. 기존하는 문화적 위계질서에서 상위에 있는 고급문화를 생산하면서, 전

체 문화생산 장에 고유한 상징자본을 정의하고 또 집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생산 

장은 특히 광범위한 배포망을 비롯한 물리적, 경제적 자원을 제한생산 장에 비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한생산 장과 대량생산 장의 세력관계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월하지 않으며, 복잡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한생산 장

에 유리한 기성의 문화적 위계질서가 흔들릴 경우(대중문화 산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대

량생산 장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자본주의 체제

의 강화가 사회 일반의 독사(doxa)를 시장 중심적으로 이끄는 상황에서 정당화 원리로서 경

제적 축의 힘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다.

<표 2> 문화권력의 세 차원

인지적 차원 문화 장르와 개별 장르 내 하위장르들의 위계에 대한 지배적 기준

행위자 차원
- 생산자 > 소비자

- 생산자들 가운데 (상징적, 경제적) 독점자본가

구조적 차원 제한생산의 하위 장 > 대량생산의 하위 장

  이제 화 장(cinematic field)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부르디외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화 

장은 사회적으로 화로서 정의되는 상물의 물질적, 상징적 생산과 배포에 관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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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행위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화 장의 주요 구성인자로는 물질적 생산주체들

(기획사, 제작사, 감독과 배우 등), 상징적 생산주체들(비평가, 교사, 화학자, 화잡지 편

집자, 화제 심사위원 등), 유통부문 행위자들(배급사, 콘텐트 플랫폼, 마케팅회사 등)이 있

다. 여기에 이러한 생산에 향을 미치는 제도나 공공기관(정부관련 부처, 화진흥위원회 

등), 금융자본(투자회사)도 포함된다. 예술작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화의 가치와 지위는 

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는데, 특히 상징적 생산을 맡고 있는 문화매개자들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화 장은 제한생산과 대량생산의 하위 장을 가진다. 제한생산 장에서는 이른바 ‘작가

화’, ‘예술 화’가 동료나 비평가들의 인정, 상징적 보상을 겨냥해 제작, 유통된다. 반면 대량

생산 장에서는 ‘대중 화’, ‘상업 화’가 최대한의 상업적 성공과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제작, 

유통된다. 제한생산 장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자본을 많이 지닌 지식인, 학생, 예술

가 등이 중심이며, 대량생산 장의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일반대중이 주축을 이룬다. ‘인지

적인 수준’에서 ‘ 화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고하다면, 그러한 정당화된 분류틀은 

일정한 문화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예술 화의 감상은 문화적 탁월성의 중요한 척

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다수 사회의 화 장에서 그러한 기준

은 아직까지 불안정해 보인다. ‘행위자 수준’에서 우리는 화 장의 문화권력을 독점하고 있

는 물질적, 상징적 생산자들과 배포주체를 식별해낼 수 있다. 화라는 문화재화의 특성상 

대개 기업화되어 있는 생산자/배급주체들이 과점 상태를 이루기 때문이다. 상징적 생산에 있

어서도 권위 있는 화잡지나 화제와 같은 기업, 조직, 그리고 향력 있는 평론가나 연구

자와 같은 개인의 문화권력을 인식할 수 있다. ‘구조적 수준’에서 화 장은 제한생산 장보

다 대량생산 장의 문화권력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할만한 속성들을 많이 가진다. 앞서 말한 

‘인지적 수준’의 상징자본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문화형식으로서 (경제)자본집약적

인 생산물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경제자본 중심의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2. 장 이론의 수정

  부르디외의 장 이론은 문화생산의 물질적, 상징적 차원을 한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서 포

괄적으로 이해하는 기본시각을 제공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이론의 기초가 된 경

험적 연구들이 ‘19세기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프랑스 사회’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며, 

‘문학과 출판시장’을 주요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이론의 효용성과 한계를 좀 

더 면 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이 말이 장이론이 연구프로그램이자 방법

으로서 지니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cf. 이상길, 2006; Hesmondhalg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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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가 일종의 ‘장 이론 일반’과 ‘장 이론 특수’를 구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용할 

때 이론 자체의 근본 문제점들, 문화생산 부문의 내적 특수성과 국가별 차이, 그리고 문화

경제의 새로운 변화양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우리 논의와 관련된 장 이론의 몇 가지 한계들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문화생산 장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장 이론의 주된 초점은 생산부문의 논리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 따르면, 문화재화의 소비자는 첫째, 중간계급 이상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지닌 사회집단들로 대개 제한되며, 둘째, 구조적 상동성의 논리에 따

라 자신의 자본과 하비투스에 조응하는 생산자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성향을 띤다

고 전제된다. 이러한 장이론의 가정은 민중계급 내지 다양한 종속집단들(subordinate 

groups)이 주로 소비하는 대중문화의 특수성과 그 수용과정의 복잡한 역학을 상대적으로 무

시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상길, 2002). 대중문화에 대한 부르디외의 평가는 그것이 이미 존재

하는 수요에 맞추어 생산되는 상품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그에 의하면, 민중계급은 고급문화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훈련과 문화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에 대중문화를 주로 수용하며, 당연히 별다른 

문화적 능동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장이론의 이와 같은 명제들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

으며, 개선의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

  부르디외의 논리는 사실 민중계급의 문화를 지배문화, 공식문화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

배중심주의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민중문화가 고급문화에 비해 박탈이나 결여의 관

점에서 이해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문화자본 평가의 준거가 되는 문화적 능력과 위계

의 정당성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문화와 그 정당성의 인정이 확고하지 않은 역이나 집단 또한 존재

한다는 것이다. 대중문화, 하위문화 등의 비공식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

통의 문화자본과는 다른 ‘대중문화자본(popular cultural capital)’, ‘하위문화자본(subcultural 

capital)’의 가정을 제시한다(Fiske, 1987; Thornton, 1995). 이 개념들은 사회 내에 지배적인 

문화적 위계질서의 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성적, 세대적, 

계급적 종속집단들에 고유한 문화자본의 형성과 유통 역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물론 문화자본이란 개념은 그러한 대중문화, 하위문화 안에서도 가치의 위계질서와 그에 따

른 구별짓기, 미묘한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하지만 정통의 문화자본이나 

대중문화자본, 하위문화자본은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먼저 후자는 전자와 달리 학교교육체

계를 통해서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순환된다. 미디어는 문화지식의 정의와 유통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대중문화자본이나 하위문화자본의 보유와 축적은 모

두 미디어 장악력-미디어 도달범위, 창작, 노출-의 정도와 복잡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또

한 기존의 문화자본의 경우, 다른 자본으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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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이나 하위문화자본의 경우 그렇지 못하며, 따라서 전환이 쉽지 않다. 그 밖에도 대

중문화자본이나 하위문화자본은 문화자본과는 다르게 계급중심이기보다 성과 연령에 더욱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중문화자본, 하위문화자본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후기자본주의 문화에서 미디어의 중추

적인 위치를 주목하게 만든다. 그것은 문화재화의 ‘매개된’ 소비를 엄청나게 확장시켰으며, 

전반적인 공통문화의 수준을 높여놓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롱허스트와 새비지(Longhurst & 

Savage, 1996, pp. 286-287)는 부르디외가 문화소비에 있어서 사회집단 간 변이양상과 차이, 

구별짓기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통성의 유형들(patterns of commonality)”은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국의 텔레비전 소유자들은 성별, 연령별, 

계급별로 시청량에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것이 수십 년 전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가 텔레비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가장 시청량이 적

은 집단조차 한 주에 18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보는 상대적인 중시청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적은 문화재화의 소비에 있어 성이나 연령, 계급, 인

종집단을 가로지르는 일반적 유형과 역사적인 변화양상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장이론의 구성개념과 명제들이 모든 문화생산 부문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한 이해

에 유용하다고 해도, 개별 부문들 각각의 특성 파악에 적절한 세부적인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화생산 부문이라는 용어의 지나친 

포괄성은 그 실제 하위부문들(문학, 음악, 미술, 화, 공연예술, 신문, 방송 등등)이 공통점 

못지않은 차이점 역시 지닌다는 사실을 가려버린다. 하지만 각 부문의 고유한 역사와 기술

적, 산업적 속성은 그 구체적인 작동논리 상에서도 상당한 이질성을 빚어내는 것이다.3) 이

와 관련해 특히 고려해볼만한 사항들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생산’에 있어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성격을 띠는 문화부문인지의 여부다. 문학이

나 음악, 미술 같은 ‘고전적인(archaic)’ 문화생산부문의 경우, 생산 자체는 상대적으로 기술

의존도나 자본의존도가 낮다. 그리하여 광범위한 복제 내지 재생산(reproduction)과 그를 통

한 이윤획득과는 무관하게 소수에 의한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

3) 프랑스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자인 미에쥬 등(Miège et al., 1986, Ch. 2)은 문화산업 부문의 “이질적인 

생산논리들(logiques de production hétérogènes)”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책, 

음반, 화와 같은) 개체형 문화상품의 논리, 둘째,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정보/오락/문화

의 ‘흐름(flot)’ 생산의 논리, 셋째,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의 논리, 넷째, (데이터베이스나 게

임과 같은) 정보 프로그램 생산의 논리, 다섯째, (스포츠와 공연예술 등을 포함하는) 현장 스펙터클 

중계의 논리가 그것이다. 미에쥬 등은 특히 앞의 세 모델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헤

스먼달프(Hesmondhalgh, 2006)의 분석과 더불어, 각 문화생산 부문의 특수성과 변화에 관한 이 글의 

논의에 큰 참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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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비용은 새로운 실험과 혁신을 쉽게 만든다. 이러한 부문의 경우, 재생산 기술(인쇄

술, 복제기술)은 시장의 확장에 이바지한 요인일 따름이다. 반면 화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은 기술집약적이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 경우, 복제와 구별

되는 원본, 재생산과 별개의 생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막대한 원본/생산비용은 복제/재생산

을 전제로 투자되며, 광범위한 배포와 그를 통한 평균비용의 감소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노동과정의 사회화와 복잡화 여부다. 달리 말하면, 지적, 예술적 창작자들의 통합, 

노동분업과 전문성의 심화, 임금노동 관계의 발전 등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이다, 이는 첫 번째 문제, 즉 해당부문의 산업화 논리와도 긴 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 

문학, 음악, 미술 같은 고전적인 부문의 경우, 작가는 대개 문화산업의 기술적-제도적 기구 

바깥에서 작업하면서 개인적인 저작권료 등을 통해 수입을 얻지만, 신문, 방송의 경우, 급여

를 받는 임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위치를 가지며 기구 안에 편입된다. 또한 후자의 경우, 노

동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분화를 보이며, 조직 내 통합된 전문가들의 분업과 집단적인 협력

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진다.

  셋째, 해당 생산부문에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제한생산 장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

다. 이는 앞의 두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별 문화생산 부문의 역사, 그리고 예술로서의 

사회적 공인도와도 접히 맞물려있다. 생산논리에 있어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성격이 약

한 부문은 대규모 수요와 경제적 이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노동과정의 사

회화와 복잡화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창작자(집단)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한 부문에 속하는 문학의 경우, 우리는 제한생산과 대량

생산의 하위장 사이의 분화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문

학 장 내 자율성 획득을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결

과, 문학 장르는 다른 장르에 비해 상징적 위계에 있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 장의 작동논리는 제한생산의 하위 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

는 화라든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텔레비전과는 어느 정도 다를 것으로 가정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텔레비전과 같은 부문에서는 제한생산 

장이 아예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청률보다는 프로그램 질에 대한 평

가, 대중 시청자보다는 엘리트나 마니아 시청자를 매개로 한 상징자본의 축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퀄리티 텔레비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4) 어쨌든 이와 같은 기준들을 

4)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되는 의문은 문화적 정당성에 있어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낮은 지위가 과

연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 방송과 마찬가지로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이

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문화적 평판을 누리는 화와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화의 역사적 발전은 기존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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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개별 문화생산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작업은 장 이론의 적절한 적용과 분석

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 이론의 근본적인 전제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장 이론은 문화생

산이 시장에 대해 자율성을 지닐수록 더욱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경제적인 축과 상징적인 축, 대량생산의 하위장과 제한생산의 하위장 사이의 대

립은 이러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코웬(Cowen, 1999)은 이러한 오랜 전통을 가

진 좌파식 “문화 비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유로운 시장경제

가 궁극적으로 예술적 창조성의 고양과 발휘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의 자

본주의 체제 역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은 

장 이론적 시각에 내재한 ‘규범성’을 성찰하게 만드는 동시에, 문화부문의 상업성 증가와 산

업화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문화생산 장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여기에서는 인터넷의 발전이 문화생산 장과 문화권력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지 논의해보

려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차원의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간 나타난 경험적

인 사례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것이다. 

  먼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다. 프리드

만(Freedman, 2006, pp. 276-277)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터넷의 특징이 흔히 ‘뉴미디어 

패러다임’이라고 할 만한 이상화된 모델과의 연계 속에서 일련의 규정적 원리처럼 제시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특징으로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하이퍼텍스트/하이퍼미디어(hypertext, 

hypermedia), 비선형성(non-linearity), 가상성(virtuality)과 외부 토성(extraterritoriality), 디

지털성(digitality), 시공간 압축의 가속화(acceleration of time/space compression), 모듈성

른 예술들에 대한 끊임없는 모방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이상길, 2007), 신문이나 방송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화는 하나의 통일성 내지 내적 완결성이 있는 문화적 표현양식인 반면, 신문

이나 방송은 (시사성에 크게 의존하는) 내용이나 (이질적인 내용과 장르를 모두 조합시킨) 형식에 있

어서 그렇지 못하다. 이 점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듯, 결정적인 요인은 신문, 방송이 그 자체의 고유

한 언어나 표현형식을 계발시켜나가기보다, 역사적으로 다른 문화재화들의 배포미디어로서의 성격을 

확립시켜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 방송은 “근대성의 하부구조”(Calhoun, 1992)로서, 간접적인 

사회관계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근대사회의 새로운 생활세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들과 역사적 우연성이 개입했는지 이 글에서 따져볼 여유는 없다. 중요

한 것은 신문, 방송이 정치권력과 경제논리에 구조적으로 유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정기성, 연속성

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미디어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문화적 위계 

차원에서 신문, 방송이 낮은 지위에 있는 근본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상징적 정당성(예술성)은 정치

권력과 경제논리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비일상성을 주요 속성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세션❶ - 발표문 ❙31

(modularity), 재매개성(remediation), 탈대중화(demassification)와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비동시성(asynchronicity), 융합(convergence) 등이 꼽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리드만이 

강조하듯이, 그러한 특성의 단순한 나열과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실

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뉴미디어 담론 일반이 빚어내는 기술결정론적 

환상과 거리를 두면서, 인터넷의 좀 더 현실적인 활용양상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문화부문에 대한 인터넷의 향력에 관해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역사가 완전히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보니, 

유동성과 불확정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온라인 역은 아직까지도 급속한 기

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기술이 한때 소비자들에게 열광적으로 수용

되다가도 금세 사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예사로운 일이다. 더욱이 인터넷이 모든 문화생산 부문에 동일한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 인터넷은 출판부문과 음악부문에 

특히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역이 문화가 생산되고 분

배되고 소비되는 방식들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1) 일상적인 재매개 미디어로서 인터넷

  광범위한 문화생산 부문에 대한 인터넷의 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히 주목해야 할 특성

은 바로 재매개성(remediation)이다.5) 이는 물론 인터넷에만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이 개

념을 제안한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에 따르면, 재매개성은 오히려 미디어 일

반에 공통된 특징이다. 예컨대, 사진은 원근법 회화를, 화는 소설을, 텔레비전은 신문과 

연극을, 컴퓨터 게임은 화를 재매개한다. 하지만 다른 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은 (디지털 

멀티미디어라는 특징에 힘입어) 재매개 장르나 미디어의 범위가 거의 무한하며, 그 형식 역

시 비매개든 하이퍼매개든 기존 미디어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

다. 예컨대, 사진은 음악을 재매개할 수 없으며, 라디오는 미술품을 재매개할 수 없다. 또 

텔레비전에서 소설을 재매개할 수 있지만 문자 텍스트로서가 아닌 상물의 형식을 띠게 되

며, 라디오에서는 연극을 재매개하더라도 소리로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거의 

모든 문화텍스트의 재매개가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을 ‘메타미디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

5) 볼터와 그루신에 의하면,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재생산하고 서로를 대

체하며 이는 미디어의 절대적 구성요소다. 이처럼 한 미디어를 다른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것을 재매

개라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독특한 특징으로 재매개를 꼽는다.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들을 재매

개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스펙트럼이 있다. 기존 미디어를 개조하거나 흡수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지

우고 투명해지고자 할 수도 있다. 웹의 궁극적인 욕심은 인쇄물, 텔레비전, 음반, 화 등 다른 모든 

미디어를 통합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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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강력한 재매개성은 그것이 거의 모든 문화생산 부문에 새로운 지

지체이자 배급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미 강조한 바 있듯, 실제 문화생산 장에 대한 인터넷의 향력이 현실 속에서 복

잡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별 문화부문 별로 인터넷의 향력은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약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컨대, 인터넷은 모든 문화재화의 배급에 하나의 대안적인 플랫폼으로서 향을 미친다. 그

런데 그러한 향은 신문, 잡지, 음악, 화 등의 콘텐트를 인터넷에서 전송하고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수준이 다 다르며, 오프라인에서 수입을 얻는 방식 또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변이를 보여준다. 이는 특정한 부문에 대한 인터넷의 향력이 여타 부문들

에 비해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컨대, 스팍스(2004)는 이러한 시각에서 

인터넷이 기존 미디어산업에 어떻게 차별적인 경제적 위협이 되는지를 논의하 다. 이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기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미디어
오프라인
수 입 원

대역폭 /
압    축
요 구 도

온 라 인 
수 입 원

위협시기
상 업 적
위협 정도

화

극장 입장료 매우 높음

소매

먼 미래

낮음

비디오 대여 대여료 높음 가까운 미래

비디오 판매 소매 높음 가까운 미래

방송 도매 높음 먼 미래

관련상품 소매 낮음 현재

TV

공중파 광고 높음
광고 +이용료+ 

건당 요금

현재

중간위성/케이블 가입료 높음 현재

PPV  건당 요금 높음 현재

라디오 광고 낮음 광고+이용료 현재 중간

신문 광고+정기 구독 낮음 광고+이용료 현재 높음

잡지 광고+정기 구독 낮음 광고+이용료 현재 높음

음반 소매 낮음 소매 현재 매우 높음

* 출처: Sparks (2004, p. 321)

  여기에서는 인터넷의 강력한 재매개성이 문화생산 부문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매개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러한 향력에 변

이를 낳는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로서 인터넷이 드러내는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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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몇 가지로 단순화한 뒤에, 그것이 기존의 다양한 문화생산 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인터넷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띤다. 첫째, 정보와 교

육 미디어로서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가장 광범위하며 두드러진 활용목적은 정보검색과 지

식습득에 있다. 둘째, 담론생산과 유통의 미디어로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은 

아주 간단하고 일시적인 대화(채팅, 메신저) 수준의 담론으로부터 백과사전의 정보나 논문과 

같은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형의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이때, 담론 

개념은 문자텍스트만이 아닌, 상콘텐트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미디어로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가상적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며, 새로운 

유형의 관계 맺기를 촉진시킨다. 카페나 커뮤니티 등의 예를 쉽게 들 수 있을 것이다. 인터

넷의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은 물론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이다. 요

약하면,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더 빨리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유통시킨다. 그것은 개인의 정보추구와 자기표현과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웹을 통해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사회성을 계발

하는 활동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실천들은 네트워크 위에서 서로를 규

정하며 또 강화한다.

2) 문화생산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인터넷의 일반적 성격은 문화생산의 각 계기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

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화 장의 사례를 기본으로 삼아, 다른 예들을 보충해가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림 2>는 일단 인터넷이 화 장에 미치는 향을 개괄적으로 구분해본 

것이다. 즉 인터넷은 물질적 생산, 배급, 그리고 상징적 생산에 광범위하게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계기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구성요소에 미디어로서 인터넷

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화를 기획하고 제작해내는 

물질적 생산단계에는 생산자 집단, 기획사-제작사, 자본, 생산물 등의 요소가 있다. 배급단

계에는 배급사와 플랫폼, 마케팅의 요소가 있다. 상징적 생산(혹은 수용) 단계에는 마케팅, 

정보(저널리즘) 및 비평, 교육의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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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화생산 장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아 마 추 어 생 산 자

산 업 예 비 군

생 산 자 집 단
(감 독 , 작 가 , 스 텝
배 우 등 )

직 종 협 회
공 공 지 원 기 관

기 획 사 제 작 사 자 본

생 산 물

배 급 사

극 장 TV      비 디 오 DVD
(지 상 파 ,케 이 블 ,
위 성 )

마 케 팅

정 보 및 비 평

- 저 널 리 즘
- 아 카 데 미

교 육
- 초 등 교 육
- 중 등 교 육
- 고 등 교 육

수 용 자

물 질 적
생 산

배 급

상 징 적
생 산

인
터
넷

  그렇다면 각각의 단계들에서 인터넷은 어떻게 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표4>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터넷의 활용주체를 일반대중과 장 내의 공인된 행위

자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주체의 인터넷 활용양식과 기타 자원동

원 능력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차이를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표 4> 영화생산 장 내 인터넷의 활용

물질적 생산 배급(마케팅 포함) 상징적 생산(수용)

일반 

대중(수용자)의 

인터넷 활용

- 새로운 장르 개발

- 기획, 제작에 의견 반

- 소액자본 참여

- 생산자 집단에 진입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

성이 큰 소비환경 

- 마케팅에 능동적 참여

- 생산자 집단에 진입

- 정보습득 도구

- 비평담론 생산

- 자기 교육수단

- 팬문화 형성

장 내부 공인된 

행위자 집단의 

인터넷 활용

- 새로운 장르(ex. 인터넷 

화) 개발

- 제작비 공모(ex. 네티즌 

펀드)

- 배우, 스탭 등 공모

-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ex. VOD, 유료 다운로드)

- 마케팅 수단(ex. 광고, 홈

페이지, 카페)

- 새로운 마케팅 수단

- 새로운 비평창구

- 새로운 교육수단

- 팬덤의 상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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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질적 생산

  우선 공인된 행위자 집단은 기획, 제작의 물질적 생산단계에서 배우 캐스팅에서부터 시나

리오 입수, 투자 유치업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이용을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화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보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즉시색>이나 

<그놈은 멋있었다> 등의 화는 캐스팅 단계에서 온라인 공개오디션을 실시했다. 또 다양한 

화들이 인터넷 상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네티즌 펀드를 조성했다. <반칙왕>, <친구>, 

<바람난 가족>, <엽기적인 그녀>, <신라의 달밤> 등 많은 화들이 일반인들로부터 펀드를 

모집하여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

로 이용했다.6) 일반대중은 물질적 생산단계에서 기획, 제작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

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는 예컨대 네티즌 펀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배우, 스탭 등의 생산자 집단에 진입하기 위한 정보와 기회를 더 수월하

게 얻을 수 있다. 또 양 집단 모두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에 맞는 새로운 생산물이나 장르를 

고안할 수도 있다.

  물질적 생산단계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장르의 실험이다. 국

내에서 인터넷 전용 화는 1999년 (주)한글과 컴퓨터에서 제작한 《예카》로 시작된 이후

로, 2000년 12월 류승완 감독이 제작한 《다찌마와 Lee》가 온라인 극장에서 개봉 3개월 

만에 130만이 넘는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넓히기 시작하 다. 특히 《다찌

마와 Lee》와 같은 경우는 일반 극장에서 적절한 배급로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이다. 인터넷 화가 발전하면서, 스토리와 시나리오, 출연배우 등 

화 제작에 직결되는 부분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 하는 

형식으로 변모하 다(권상희, 2006, pp. 292). 전통적인 극장 공간에서의 소비자는 단순히 

관람자로서 ‘보는’ 행위에 만족해야 했다면, 인터넷 상 관의 소비자는 화의 일부에 직접 

개입하고, 이야기를 맞추어나가는 복합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다(이동후, 2001, p. 250). 인

터넷 화는 이러한 관객의 상호작용성을 텍스트 양식으로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하위장르

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화 중간중간에 관객 스스로가 이야기 전개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객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상호작용 화, 실사 화와 컴퓨터게임을 합성해 

관객이 화 속 인물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극전개가 이루어지도록 된 게임 화, 몇 개

의 단편을 하나로 엮어 장편으로 만든 릴레이 화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그나마 무료로 상 되는 전용 화는 극장용, 비디오용 화의 인터넷 재상 에 

6) 2000년부터 시작된 ‘네티즌 화 펀드’는 2004년 이후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성이 힘들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화 ‘안녕, 형아’에 대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ꡔ한국일보ꡕ, 2004년 9월 9일, “‘네티즌 화펀드’ 존폐 기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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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아직까지 수익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유승호, 2002, 103-107). 

따라서 기술적 가능성과 텍스트 상의 실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나갈지는 아직까지 불확실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기존의 화라는 예술형식과 장르의 관념을 더욱 

확장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인터넷은 이처럼 아직까지는 대중문화, 하위문화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기존의 문화적 위

계를 흔들거나 다양화하는 새로운 장르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매개로 소

설에서도 다양하고도 자의적인 하위장르가 번성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 정착된 팬픽뿐만 

아니라, 게임을 원본으로 하는 게임소설, 야오이 소설, (글, 그림, 사진, 음악, 노래가 결합

된) 멀티미디어 소설7) 등이 그것들이다(김예림, 2006).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사회

적 향력을 가질지,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와는 별 문제로, 일상 속에 깊숙

이 파고들어 기존의 정당화된 문화적 위계에 대한 사고에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일반 대중에 의해 변형된 형식의 물질적 생산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화 예고편이나 패러디 상

물과 같은 이른바 UCC나 동 상 자막 제작8)과 같은 활동이 그것이다. 

  (2) 배급

  다음으로 마케팅을 포함한 배급 차원에서 공인된 행위자 집단은 인터넷을 VOD 서비스나 

유료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 이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화관이 새로운 배급채널로 등장하 다. 이는 아직까지 시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화 배급체계에 나름대로의 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화산업은 극장상 에서 

지상파 방송에 이르기까지 창구별로 단계적인 배급경로를 구축해왔고, (홀드백을 통해) 

시간적으로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해왔다. 그 과정에 인터넷이 개입하다보니, 기존의 배급

창구별 판권이나 배급순서, 홀드백 기간 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 것이다. 사실 국

내의 화수익구조는 극장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75%에 이르고, 비디오나 DVD 시장

과 같은 부가판권의 수익은 미미한 실정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VOD 시장과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의 활성화는 화시장의 부가판권 수익구조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 이는 귀여니를 작가로 내걸고 신생복합장르 기획상품으로 출현한 것이다. 

8) 외국의 유명 화들뿐만 아니라 미드(미국 드라마), 일드(일본 드라마)에 한국어로 자막을 입히는 많

은 ‘자막 제작자들’이 있다. 이들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취미로 인해 자막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동 상에 대한 자막 제작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팀 단위로 활동하기도 하 으나, 일반적으로 상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화 제작

사나 방송사에 의해 제재를 당하면서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렇게 인터넷 소비자들

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유통된 많은 상물들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다시 수입하여 공식적으로 방

하거나 개봉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되었다(씨네 21, 2007. 1. 30, 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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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극장개봉은 물론이고 비디오나 DVD 창구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독립 화나 단편 화

의 경우엔 인터넷 화관이 중요한 배급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접근

이 쉽지 않았던 화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관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는 대안적 하위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매개로 예전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저

비용으로 문화재화 소비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린다. 이른바 ‘롱테

일(long tail)’ 현상(Anderson, 2006)은 이러한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배급단

계에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새로운 집단의 문화생산 장 진입이 

쉽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저비용의 대량유통망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

접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특별한 생산도구가 필요 없는 문학뿐만 아니라, 음

악, 신문, 방송, 만화, 화 등의 분야에서도 각종 디지털 “생산도구의 대중화”(Anderson, 

2006)와 더불어 많은 대중이 아마추어 집단으로, 아마추어 집단이 전문생산자 집단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화 분야에서는 앞서 말한 독립 화, 단편 화 생산자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상길, 2007). 

  이는 비단 화 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문학 분야에서도 많은 대중작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등단하고, 이 공간을 그들 미학과 인식론의 주무대로 활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예림, 2006).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어린’ 작가들이 새로운 전문작가 내지 아

마추어 소설가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귀여니는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인터넷에 소

설쓰기는 “특정 스타나 만화, 게임 등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팬덤문화의 대표적인 

형식”(김예림, 2006, p. 254)이기도 하다. 팬픽은 작가 자신에 의해 인쇄되어 팬북으로 출판

되며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소설가 서진 씨는 ‘한 페이지 단편소설’이라는 

사이트를 운 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누구라도 한 페이지 소설을 써서 응모한 후, 당선작

을 책으로 묶었다. 회원들과 운 자가 소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당선작을 가린다(FILM 

2.0, 2007. 9. 16). 새로운 작가의 진입만이 아닌 장르의 부상 역시 인터넷이 자극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학에서 판타지 장르의 본격적인 인기가 온라인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작가 이 도 씨가 PC통신 하이텔에 연재한 <드래곤 라자>가 큰 반향

을 일으키면서 1998년 출판되었고 곧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는 후에 여러 출판사들

이 한국 판타지물의 출간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음악 분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은 저렴한 제작, 유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소규모 독립음반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음반산업은 창작자가 특정 음반사에 소속되어 음반사가 배급 및 홍보

의 주도권을 지니는 구조 다. 그런데 인터넷 음악의 활성화는 창작자가 홍보 및 유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조PD는 PC통신 나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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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인가수 코너에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MP3 파일 8곡을 통신에 올렸고, 1주만에 다

운로드가 2만 건에 달하면서,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통해 얼굴 없는 스타가 되었다. 그는 

1999년 1월에 첫 음반을 냈으며, 국내에서만 20여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후 노이즈가

든, 언니네 이발관, 델리스파이스, 오츠, 프리즘, 배드 테이스트, 청바지, 리치 등등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음악계에 진출한 가수 및 그룹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 일렉트로니카 계열 프로

젝트 그룹인 클래지콰이의 작곡가이자 DJ인 클래지의 경우 캐나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제작한 음악을 업로드 하던 것이 음악 ‘고수’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메이저로 

데뷔한 후 인기와 인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례다. 비슷한 음악 스타일의 ‘허밍어반스테레

오’ 역시 이지린의 원맨 프로젝트 그룹으로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컬을 모집하고 음원

을 사전 공개하며 창작활동을 진행해오다 정식 음반을 취입하고 본격적으로 음악 시장에 뛰

어들었다. 두 아티스트 모두 창작자가 인터넷 음원공유와 의견 교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서 작업을 이어갔고, 소비자 역시 소비자이기 이전에 적극적 음원 탐색자로서 이들의 음악

이 ‘등단’하는데 기여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장 내에 진입한 생산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종의 하위문화 내지는 인디씬(Indie scene)을 구성하는 세력으로 충원

된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3) 상징적 생산

  상징적 생산의 차원에서 인터넷은 공인된 행위자 집단이 배급과 연계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화계에서 홈페이지의 제작과 활용은 이제 새로운 화

의 마케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홍보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차

원에서 탈피해, 이벤트와 결합한다든지, 캐릭터 판매, 관련 게임 제공 등 부가수익의 창출도

구로도 활용된다. 홈페이지의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해 일종의 관객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두드러진다. 출판계에서도 블로그 마케팅이 베스트셀러 만들기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04년에 15만질(전 2권) 이상이 팔린 전경린의 소설 ꡔ황진

이ꡕ라든지 2005년 1백만 부 이상이 팔린 ꡔ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ꡕ 등은 블로그

의 개설을 통한 홍보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정훈, 2006). 한편 화저널리

즘은 화비평의 도구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화교육의 목적을 위한 공공기관의 

인터넷 활용 역시 가능하다. 지금은 폐간된 화월간지 <키노>의 경우, 화정보관련 사이

트 엔키노와 보완적으로 운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했고, 화주간지 <필름2.0>은 원래 웹사

이트로 출발해 본격적인 오프라인 화정보지로 자리 잡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외에 화

교육사이트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인터넷은 일반대중이 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창구가 된다. 일반대

중은 또 블로그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단평에서부터 본격적인 비평에 이르는 상징



세션❶ - 발표문 ❙39

적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화교육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수용자

들은 화 홍보사이트나 관련 카페, 블로그, 비평동호회, 팬 커뮤니티 등에서 화에 관한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을 한다. 이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문화생산자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선별되거나 관객 수 등으로 단순하게 계량화하여 

나타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소극적으로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화 사이트에 관람소감, 평

점을 올리는 형식으로 감상을 제시한다. 나아가 좀 더 능동적인 수용자들은 특정 화를 중

심으로 한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이나 평론을 개진하면서 

상징적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전의 ‘와라나고’ 운동이나 

최근의 <기담> 재상  운동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또 기

존의 공인된 지식인, 평론가 중심 평판체계의 정당성을 문제시하기도 한다. 최근 화 <디

워>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펼쳐진 논쟁은 그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

다. 즉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견개진과 대량유통에 유리한 인터넷을 무기삼아 기존 

평론가들의 권위에 반격하고자 한, 일종의 상징투쟁이었던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매개로 

상징적 생산의 주체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문화적 위계와 평가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

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 인터넷과 문화권력의 이동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생산 장의 특징과 그에 대한 인터넷의 현실적, 잠재적 향을 검토

해보았다. 이제 그것이 기존의 문화생산 부문에서의 공인된 권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기제가 그 변화를 특징지을 것인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이

론적 논의에서 제기한 문화권력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터넷에 의한 문화권력의 

이동을 인지, 행위자, 구조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 장의 경우를 중심으

로 한 여러 경험적 사례들의 관찰결과는 우리에게 이 세 차원에서 모두 일정한 권력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5>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5> 인터넷과 문화권력의 이동

인지적 차원 문화적 위계에 대한 지배적 기준의 변화

행위자 차원
- 생산자 ⇄ 소비자

- 새로운 혁신자들의 등장

구조적 차원 제한생산의 하위 장 ⇄ 대량생산의 하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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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는 인터넷이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문화적 위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교양으로서 고전적인 예술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으

며, 예술적 모더니즘의 진보성 역시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인터넷만이 유

일한 동인으로 작용한 현상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예술의 상업화, 예술장르의 다양한 분

화, 마케팅의 확장을 통한 상품생산의 미학화, (학교교육 이외에) 미디어를 통한 자연스런 

문화교육과 수용의 확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 등이 그 배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Cf. 

Featherstone, 1997). 그럼에도 인터넷이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에 이의를 달긴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기존에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제도화되지도 못했던 많은 문

화형식들을 가시화시켰고 유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시성과 소수집단에 의한 수용은 그 자

체만으로도 기성의 문화적 위계를 상대화하고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

로 여겨진다.

  둘째, 행위자 차원에서 인터넷은 기존에 절대적인 세력불균형 상태에 있었던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술이 주도한 “생산도구의 대중화”와 인터

넷을 통한 직접적 배급망의 확보에 힘입어 소비자는 그동안 공인된 생산자에 의해 일방적으

로 주도되었던 장 안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 다. 우선 상징적 생산을 통해 소비 자체

가 훨씬 적극적, 쌍방향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문화생산 장을 지배했던 

생산자 중심적 질서(생산과 소비/수용의 실천적 분리)가 변화의 조짐을 드러낸다. 인터넷이 

소비자 수요와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통로로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생산자들

의 민감성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생산과 소비/수용의 혼합현상, 그리고 콘텐트 

원본을 텍스트로 한 ‘부수적 생산(패러디, 콜라주, 패스티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Cf. 

김 찬, 이기형, 2003).

  소비자들에 의한 상징적 생산의 증가는 사실 그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피스크

(Fiske, 1989, 1992)에 따르면, 문화재화는 본래의 일차텍스트(primary text) -예컨대, 화-, 

그것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이차텍스트(secondary text) -신문기사, 광고, 비평-, 그

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삼차텍스트(tertiary text) - 화에 관한 사

적인 대화나 잡담에서부터 공적인 감상편지 등등- 사이에서 상호텍스트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징생산 과정은 수용자들의 의미와 쾌락을 생산하면서 문화

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9) 이차텍스트가 일차텍스트의 특정한 의미를 선별해서 

9) 피스크에 따르면, 문화재화의 본래 텍스트 구조는 그로부터 생산가능한 새 텍스트의 범위를 제한하거

나 결정할 수는 있지만, 결코 수용자들의 창조적인 텍스트 이용의 기질을 제한할 수는 없다. 대중은 

단순히 문화적 자원의 목록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의 지속적인 

재생산과정 속에서 선택된 의미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문화상품은 브

리콜라주 형태로 재결합되고 활용되며, 텍스트와 일상생활 사이에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Fiske, 198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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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키며, 홍보하는 제도화된 텍스트라면, 삼차텍스트는 수용자가 자신의 사회관계 수준에

서 발생시키는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그동안 이차텍스트의 생산주체는 

제도화된 미디어나 생산기구 던 데 반해, 인터넷은 수용자를 이차텍스트 또한 생산하고 유

통시키는 또다른 주체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수용자가 문화재화의 의미생산

과정에 직접 더욱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전반에 자기들의 예

술, 건축, 패션 취향을 펼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향형성자”(Brower, 1992)로서 부상하

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덕분에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 집단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 기

존의 문화생산 장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창작자들의 활동무대 다면, 인터넷은 

생산자 교육의 다원화 및 다양한 충원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아마추어들의 문화생산

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장으로의 참여를 자극하고 있다. 인터넷은 문화생산 장 내 전반적인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행위자들의 진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인된 생산

자들 중에서도 경제자본이 적은 행위자들에게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터넷

에서는 상징재화의 생산비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때도 배포비용은 더 떨어지고, 

복잡한 거래비용이나 공인 절차 등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이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로 문화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고,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징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생산자들 역시 상징자본이 적은 생산자들에 의

해 도전받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상징생산에 종사하는 문화매개자들

(cultural intermediaries) 즉 학자, 비평가 등의 경우, 이 현상은 두드러진다. 인터넷이 등장

하기 이전 문화 부문에서 생산자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 

이외에도, 문화매개자들에 의한 배급과 평판체계(비평, 상, 저널리즘 등)의 인정단계를 거쳐

야 했다. 인터넷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도 텍스트의 배급과 수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문화매개자들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매개자들이 

인지적 차원의 문화적 위계를 유지,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기존 문화적 위계의 약화와 당연히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문화생산 장에서는 공인된 소수의 문화매개자들에 의한 문화적 정당화 및 

상징자본 부여가 이루어져왔다. 이들은 일종의 정보/지식의 독점구조를 형성하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준거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인터넷은 일반대중의 상징적 생산과 능동적 수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러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이 비공식

적 문화지식 및 ‘하위문화자본’, ‘대중문화자본’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문화적 권위에 도전

하게 만드는 것이 한 예다. 대중문화자본이나 하위문화자본은 공식적인 문화자본과는 달리 

경제자본 등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취향공동체 내 동료들의 존중과 인정, 즐거움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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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받는다. 수용자들은 공식문화 속에서 습득되지 않는 특정 문화장르에 대한 지식을 자발적

으로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대중문화 혹은 하위문화자본을 마련하고 그들의 취향과 

생산물을 장 내에 배치한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팬덤 형성, 음악이나 화파일 유

통 및 정보 공유 등은 이와 같은 비공식적 자본축적의 대표적 실천이다. 이 모든 경향은 

다시 문화적 위계질서에 대한 기존의 체화되고 객관화된 기준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

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이 문화예술의 혼종화를 촉진하고, 기존의 권력독점 집단의 권위

에 도전하며, 다양한 하위문화의 발전을 통한 문화적 중심의 해체, 분산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위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상징자본의 재정의는 전반적으로 대중문화, 

상업문화적 가치기준에 의한 고급문화의 침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제한생산 

장의 위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 구조적 권력 역시 약화된다는 것이다. 문화의 상업화, 

상업주의적 문화가 당연시되며, 이는 인터넷 상에서 시장주의의 변형된 형태인 대중주의

(populism)으로 드러난다. 최근의 <디워> 논란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실 

30대 이하가 주축이 되는 인터넷 이용자의 세대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새로운 세대는 

‘문화자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 자본’에 있어 기존 세대보다 우위에 있

고, 상업문화(commercial culture, nobrow culture)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문화생산/소비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기존 문화 권력의 

상당한 이동 내지 분산이 ‘인지적’, ‘행위자적’, ‘구조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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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문화권력의 이동

이 기 형

  1. 흔히 ‘넷 파워’ 혹은 ‘접속의 시대’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의 상용화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 Cultural Technologies)의 일상적인 사용이 문화권력의 

형성과 존재에 야기한 향이나 문화와 기술이 결합되는 양상을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field) 이론을 가져와서 큰 맥락에서 탐색하고 있는 이 글은, 이제까지 특정 테크놀로지와 

대중문화물과의 관계를 미시적인 수용이나 활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입장이나, 매체의 상

용화를 거시적인 사회문화의 변동의 측면에서 주로 분석하는 제도론적인 분석이 놓치고 있

는 부분을 크고 조 한 해석틀로 접근하고, 또한 두 접근 방식이 놓치고 있는 측면을 이 연

구가 탐색․연계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와 함의를 지닌다고 일단 평가한다. 

  전자의 접근의 경우, 그간 특정 사회집단이나 일부 어얼리 어댑터들의 정보화 테크놀로지

의 사회적인 활용(social use)과 수용을 텍스트분석에서 담론분석과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거

나 혹은 질적인 차원의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연구들을 매개로 제시해왔다. 이 접

근방식은 거대담론 혹은 전문가들의 언술만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과 미시적인 환경 속에서 

테크놀로지의 사용자들의 활동이나 테크놀로지와 문화가 접합되는 현실의 단면을 매우 구체

적이고, 과정지향적, 그리고 귀납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공해왔다. 한편 후자의 경우, 테

크놀로지는 산업혁명의 뒤를 잇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을 

가져오는 사회변동의 절대적인 견인차 혹은 혁명적인 행위자로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주목

하고, 이러한 기술변환의 결과 혹은 구성물로서 집합적인 의미의 메가트렌드들이 사회적으

로 부상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주종을 이루어왔다.1) 

  하지만 상당한 성과와 관찰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접근 방식의 한계점 역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 테크놀로지의 이용과 수용과정의 역사사회적인 함의를 

1) 물론 이러한 나눔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구성주의적인 시각이나 생태학적 시각을 제한 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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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이 결여되거나 관찰과 해석의 시각이 상당히 좁다

는 - 경험연구의 형식으로 일반성을 띠기에는 - 한계를 지닌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문화권력의 측면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에 속하는 집단에 대

한 고려와 숙고가 미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테크놀로지의 진화와 역할

에 대한 단선적이거나 진화론적인(linear and monocaual) 해석이 주로 채용되었다는 한계점

을 들 수 있다. 

  <인터넷과 문화권력의 이동>은, 특히 부르디외의 이론틀을 가져와서 인터넷과 같은 테크

놀로지의 사회적인 사용에 주목하면서, 물질적인 생산 역과 비물질적인 역, 혹은 제도

역과 상징 역을 접합시키면서 그러한 접합과 분산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역할들을 맡고, 

수행하고 있는 제도와 복수의 조직들 그리고 행위자들을 배치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경제

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상징자본을 가진 세력과 집단들이 문화의 역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이면서 동시에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효과들을 탐색함으로서, 일정부분 앞에서 언급한 연

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테크놀로지와 문화권력 간의 

제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이 연구의 독특한 분석방식과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

을 다면적인 지도와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작업은, 상당히 야심적이면서 동시에 정교하다

고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저자가 말한대로 “문화생산자와 문화재화 그리고 문화소비자에 대한 통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며, 엿보게 해준다는데 상당 부분 동의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분화된 역으로 다루어지거나 분리되어 분석되는, 예컨대 테크놀로지와 

상징 역 그리고 정치 역과 사회권력들이 문화라는 장을 두고 벌리는 관계망과 힘겨루기, 

전략과 전술, 재매개(remeidation)의 과정과 불균등한 결합의 사례들, 그리고 동원(mobilization)

의 양상들을 포착하고자 하는 상당히 치 한 해석과 지도 그리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현재 대중문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하지만 기존의 IT관련 연구에서는 조명이 활발

하게 되고 있지 않은. 화 장(cinematic field)의 예를 들어서 부르디외의 논의를 예시적으

로 풀어가고 있는 측면은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일정한 한계 역시 감지된다: 첫째, 저자와 상당수의 부르디외 전공

자들이 인정하듯이, 부르디외의 모델은 프랑스 사회의 특정한 계급구조와 기호내지는 취향

문화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모델이기에,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

다. 그러기에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지만, 한국사회에 특화된 혹은 재맥락화와 재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체화된 장이론의 적용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은 부

족함이 느껴진다.

  둘째, 문화와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다루는 글로써 이 글의 톤은 전반적으로 다소 드라이

하고,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배어나오기도 한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글의 



세션❶ - 토론문 ❙47

주된 목적이 문화판과 대중문화라는 역에서 벌어지는 구별짓기와 문화권력의 작동을 이론

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일부 기인한다. 하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논의의 수준과 예

시가 적절하게 어우러지지 않고 있거나, 추상화된 논조로 흐르는 대목들이 있다. 문화연구

자의 글쓰기에 걸맞는 보다 탄력적인 글쓰기와 탈장르화를 지향하는 가로지르기가 좀 더 창

의적으로 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토론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갖게 되기도 한다.

  셋째, 이미 밝혔듯이 이론적인 층위의 분석과 이론틀을 중심으로 제시된 글이라, 연구자

의 관찰이나 주장을 보다 정치하게 기술하고 예시해 낼 수 있는 사례들이 이 글에서 충분

할 만큼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저자가 주요한 예시로 든 화장 속에서 벌어졌

던 최근의 기억할만한 사례로서, 얼마 전에 불거졌던 <D-War>를 둘러싼 일부 네티즌과 대

중의 활동과 같은 사례가 부르디외의 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접근될 수 있는지 현재 제공

된 해석보다는 보다 세 한 개념화와 분석, 관찰과 조심스런 예측이 제시되지 않아서 미진

함을 남긴다. 저자가 논한 해석틀 속에서 특정 대중문화물을 중심으로 한 대중 혹은 다중의 

부상과 힘겨루기 혹은 개입의 새로운 양상은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기 때문이

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거칠게 기술하면, 대중 혹은 보다 정확하게 네티즌은 문화권력의 한 

‘실세’라고도 말할 수 있다. <D-War>를 둘러싼 국면에서 문화 생산자의 논리가 강력한 담

론과 마케팅의 형식으로, 그리고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부 결합되어 사회 내에 유포되면서, 

단시간 내에, 상당한 수의 대중 혹은 ‘ 리한 군중’(smart mob)의 지원과 화답을 얻게 되었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한 그리고 격렬한 게임과 부정의 논리와 절단선이 설정되었

다. 또한 대부분의 미디어와 저널리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성찰적인 거리두기를 유

지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심정적인 동조나 방관을 하거나 소수의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매

체와 비평가 집단들로 나누어졌었다. 여기서 이 사례는 장이론의 틀 안에서 넷 파워 시대의 

문화판의 구도를 파악하려는 연구자가, 문화/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과 자본에 대한 분

석들 외에, 문화권력으로 이미 등장하고, 상당한 존재감을 행사하는 - 혹은 국면에 따라서는 

매우 폭발적이면서 동시에 변칙적인 - 역량을 이미 발휘하기 시작한 대중과 그들의 집합적

인 열망, 정서와 에너지, 크게는 포스트 IMF시대에 한국사회내에 존재하는 불안감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회의가 대중의 욕망과 감정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질료로서 동원되고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특히 포털과 싸이월드 그리고 블로그 등을 연결하는 인터넷의 공간과 채널들을 대중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의 문화현실과의 대면은, 

<D-War> 사태에서 예시되듯이, 재맥락화된 장이론의 내부에 대중 혹은 다중들의 집합적 심

성과 감정구조 혹은 욕망이 주요한 문화권력과 문화투쟁을 둘러싼 동인이나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에 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토론자는 문화판 혹은 화의 장 속에서 벌어지는 구별짓기(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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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힘겨루기, 일탈과 탈주는 특정국면에 따라서는 일회적으로 표출되지만 않는, 앞으로도 

충분히 재연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인 게임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

각한다. 개인적으로 이 현상은 온과 오프를 연결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흐름의 권

력’(the power of flows)이 형성되고 있는 한 단층을 예시하고 있다고 본다. <D-War>와 같

은 사안은 매우 희소하거나 일시적으로 분출된 사례로만 볼 수 없는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분위기(milieu)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혹은 신문화사나 미시사적인 관

점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풀어내는 작업 역시 부르디외의 틀을 원용한 저자의 해석틀 속에서 

적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

  넷째, 화의 장이나 문화판을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개입이나 가치판단을 가능케 하는

가라는 문제와 문화권력과 테크놀로지의 정치성에 관한 물음은, 부르디외의 상당히 포괄적

인 모델을 수용하거나 테크놀로지의 사회적인 배치와 활용을 다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시도하는 학자들이 보다 긴 호흡으로 숙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르디외의 모델이 은연중에 강조하는 규범성내지는 일종의 법칙성을 염두에 둔다면, IT를 

매개로 하는 문화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동력과 그것의 역사적, 정치적인 변화상과 사건들의 

계열화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에 반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연구자가 더욱 천착해주

기 바란다. 또 다른 시각에서 ‘반자율적인’ 하위문화나 ‘문화백수현상’ 혹은 대중문화자본의 

생성과 부상을 주류의 문화경제학적 논의가 아닌,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 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개입적인’ 논의가 어떻게 부르디외의 해석틀과 접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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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검색과 작은 지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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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지식검색

  1) 지식을 찾는 사람들

  10여년전 등장했던 인터넷은 이제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도 같은 기술이 되어 버렸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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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이 없으면 자료도 제대로 주고 받을 수 없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또 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세상이 ‘재미없어’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없어진다면 가장 불편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대답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터넷은 무궁무진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그 정보는 네티즌들에 의해

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된다. 날씨가 궁금하더라도 이제 9시 

뉴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터넷에 클릭 한번만 하면 오늘과 내일 날씨 뿐 아니

라 그 주의 날씨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의 날씨 역시 쉽게 알 

수 있기도 하다. 친구들과 저녁을 오랜만에 맛있게 먹고 싶은데 맛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래서 검색창에 다른 이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 음식집은 어떤 데가 있

는지를 입력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뜨게 되어 오히려 어떤 집으로 가야할지 모를 정도가 된

다. 이제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검색창에 입력부터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단순히 날씨라든지, 맛집이라든지와 같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심오한 것들을 묻기 시작하 다. ‘허위계

약으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받는 법’, ‘버스, 지하철 간의 환승제도를 시행할 때 그 시의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오른쪽하지 임파부종, 재활치료를 하면 되나요?’, ‘초등학교 5학년 

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지’와 같이 변호사, 공무원, 의사, 교사 등 전문 직업인들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쉽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는 한국

의 인터넷 문화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 예로 암에 관한 다양한 질

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해보면, 현직 의사 2-3명이 아무런 댓가 없이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항섭, 2006). 이는 다른 

이로부터의 친절한 도움을 경험하게 해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으로,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2)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지식을 묻고,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답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지식을 물어도 답해줄 사람이 없고, 질문과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아무리 큰 규모의 포탈이라도 너무나 

다양한 역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을 내부적으로 소화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수백, 수천명의 전문 답변팀을 구성해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해답은 질문을 올리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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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인 것처럼 답변을 해주는 이도 일반인이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포털권력으로 부상해버린 네이버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성공신화를 

이끌어냈다. 네이버는 199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인터넷을 커뮤니티의 컨셉을 통해 주도하던 

다음과의 경쟁에서 크게 열세 다. 당시 네이버가 잡은 기업비즈니스의 컨셉은 다음의 커뮤

니티가 아닌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전과’ 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았다. 위에서 이미 지적

한 대로 수천명이 동시에 올리는 수천개의 질문들을 한 기업내에서 소화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네이버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

하 고, 이를 ‘지식iN’이라는 서비스로 제공하여 한국 인터넷계의 신화를 창조하 다. 네이

버의 지식iN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자 한국의 다른 포탈들도 이와 유사한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하 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하나의 장소’만으로 몰렸고 

그 장소를 네이버로 설정해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한국의 지식검색으로 네이버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과 위키피디아가 있다. 먼저 

구글의 검색은 네이버와는 다르게 강력한 검색엔진만을 제공할 뿐, 지식이나 정보를 일반인

들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들은 ‘포털’

이 아니라 ‘검색엔진’에 가깝다. 구글의 첫 페이지에는 아무런 광고배너가 나와 있지 않다. 

마치 인터넷 초보자가 만든 것 같은 첫 페이지이다. 이는 구글이 광고배너를 달지 않고 공

익을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기업방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글의 공익우선 비즈니스 전략은 구글에 대한 유저들의 전폭적인 신뢰로 이

어졌고, 이 신뢰는 구글에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주고 있다. 구글은 네이버와는 달리 

유저들이 답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웹페이지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찾는 속도와 그 정확도, 그리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찾아

주는 능력이 구글의 최대강점이다. 

  네이버와 가까운 지식검색 사이트로는 위키피디아가 있다. 위키피디아는 쉽게 말해 인터

넷 백과사전이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들이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 마르크스를 입력하면, 마르크스의 생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저

작들과 저작들의 요약들, 그리고 유물론, 상부구조, 하부구조, 계급과 같은 전문적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한 사람이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익명

의 유저들(아마도 사회학적 지식이 있는)이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구글

에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많은 경우 위키피디아의 자료가 가장 상위에 뜨게 된다. 구글과 위

키피디아는 이러한 윈윈 전략을 통해서 각자의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위키피디아가 구글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2007년 2분기에 구글의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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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방문자 수는 1억1천만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정도 성장하 지만(이것도 크게 성장한 

것이다),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4천7백만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64%나 성장하 다. 위키

피디아는 네이버의 지식iN과 비교해서 그 광범위함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전문성과 

신뢰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1개의 지식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한 명의 유저가 이를 거의 다 소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개의 지식콘텐츠가 있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유저들이 참여를 하

는 것이 위키피디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위키피디아는 네이버의 

지식iN과 차이가 난다. 지식iN에서의 지식은 주로 1명이 1개의 답변을 올리는데, 다른 사람

의 답변을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혁명에 대한 지식이라면 10명의 사람

이 답변을 했다면 10개의 답변이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너무 중복되거나 아니면 너무 다

르거나 하는 점들을 걸러내야 하는 것은 고스란히 답변을 이용해야 하는 지식소비자의 몫이

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수정보완하는 것도 지식생산자들이 미리 한다. 

문제는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유저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건의 발생연도와 같이 사실지식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가 별로 없겠지

만, 어느 대통령이 독재자 는가? 등과 같이 개인의 세계관,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진 지식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페일, 

자프리스, 앙(2006)은 “위키피디아의 협업지식생산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라는 논문을 통

해 위키피디아의 지식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화권별 특성을 분석하 다. 그들에 의하면 

위키피디아는 보통 개인들 각자가 생산하는 문화콘텐츠와는 달리 지식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가능토록 한다. 이는 컴퓨터를 통합 협업(Computer-supported collaborated 

work: CSCW)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Lipnack & Stamps, 1997). 인터넷이 글로벌 

미디어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문화권적 차이가 그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위키피디아의 지식생산에서도 적합한 듯하다. 이 연구의 초점은 위키

피디아의 지식콘텐츠가 변화하는 패턴과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식생산자들의 문화적 배경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맞추어져 있다. 분석은 위키피디아의 불어, 독어, 일본어, 네덜란드

어 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중 하나는 어권 유저들은 어판 위키피디아에만 

지식을 올리는 것처럼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 간의 지식컨텐츠의 생산에 있어서의 교류

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로 만들어진 지식콘텐츠를 그대로 번역해서 불어판 

위키피디아에 올리기 보다는, 불어권 유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생산해서 불어판 위

키피디아에 올리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권의 ‘권력거리 인덱스’(Power 

Distance index)가 차이가 남에 따라 위키피디아의 문화생산 패턴도 달라진다는 점도 밝혔

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상층과 하층의 구분이 뚜렷하고 계층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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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사회구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유저들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으로 지식생산에 참여한다. 즉 프랑스 유저들은 다른 사람이 올린 지

식을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소극적이고 유보적이며, 다른 사람이 올린 지식을 잘 

삭제하지 않는다는 경향을 다른 사회에 비해 뚜렷하게 갖는다(Pfeil, Zaphiris, Ang, 2006: 

103). 

  3) 지식검색의 의미와 일상화

  이제 지식검색이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지식검색은 네이버가 지

식검색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브랜드 명으로 사용하면서 거의 ‘지식iN’ 과 동일시되어 왔

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지식콘텐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고, 

이를 나의 지식학습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인터넷 

보다는 도서관이 선호되고 있다(최항섭, 2006). 인터넷에서는 주로 전문적 지식을 쉽게 풀이

한 자료, 요약한 자료 등이 검색과 사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인터넷을 통

한 지식검색을 다음과 규정해보았다.

- 네이버 등 포털에서 지식iN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학습사이트, 학습커뮤니티를 통해 논문, 리포트, 기출시험문제 등을 검색하고 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 단순한 정보보다는 심층적인 정보, 어려운 지식보다는 쉽게 요약 정리된 지식, 이론적인 지

식보다는 실용적인 지식을 검색하고 사용하는 행위

  이러한 지식검색 행위는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중요

한 사용행위가 되었다. 이제 지식검색은 인터넷 유저들에게는 일상화된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식검색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는 현상 중 하나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인터넷이 그렇고 휴대폰이 그러하다. 지식검색 역시 마찬가

지이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에 먼저 그것을 알만한 주위의 사람들을 

찾았다. 친구에게도 물었으며, 학교 선생님에게도, 직장동료에게도 물었다. 그러나 이는 항

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이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답해주리라는 확신

을 쉽게 가질 수가 없었다. 선생님 역시 그(그녀)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에 답해줄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한 분야에는 다른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또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 물리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별로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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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등의 거주민)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이를 물어볼 기회조차 갖기가 힘들었다. 이러

했던 세상이 인터넷 지식검색이 시작된 후로 크게 바뀌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제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이 한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이는 어느 새 인터넷 유저들에게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일단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가 된 것이다. 친구가 나에

게 무얼 묻더라도 내가 아주 잘 아는 것이 아니면 ‘지식검색에서 한번 물어봐. 더 많은 답

변을 들을 수 있을거야’라고 답한 경험들도 한 두 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습관처럼 

사용하는 지식검색이기에 그것이 없는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식검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많고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 찾다보면 날밤을 새

기 일쑤이다.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자료가 있

을 것 같은 생각에 계속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다. 검색어를 이렇게도 바꾸어보고 저렇게도 

바꾸어보면서 검색을 하다보면 3-4시간은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식검색에 중독

된 것 같다는 유저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몇몇 유저들이 지식검색 습관화를 넘어서 중

독증세까지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유저들의 고백이다(최항섭, 2006).

  “어제 지식iN 처음 했는데. 밥먹고 8시간 하고 오늘 4시간째 지식iN만 하고 있어요..이것

도 중독성이 큰가요? 밥 먹다가도 지식iN에 무슨 질문이 올라왔을까..궁금한 점 생각해서 지

식iN에 물어봐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 충고나 말씀 좀 해주세요. 내공 드림” 

  “지식iN,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많고 배울게 너무 많네요..뭔가 하나 생각 나서 지식iN 

검색 해보면..검색 하는 단어 그 순간 부터 다른 방법까지 쭉 연동 되는 바람에 한 가지 알

고 나면 또 다른걸 알아야 하고 지식iN 검색 안하면 모르는 장면에서는 궁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이렇게 중독증세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지식검색은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여기서 지식검색의 습관적 이용은 일종의 기술사용에 있어서의 

아비투스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인 아비투스(Habitus)는 사회라는 ‘객관적 구조’를 인간이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면화를 통해서 개인에게는 내재화된 구조가 생겨나게 되며, 이는 또한 사회라는 ‘객관적 

구조’를 구성하는 반작용까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을 통해 

인간이 얻게 된 성향, 사고, 판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한다. 물론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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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또 다시 반작용으로 향을 미

치는 것이 아비투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투스는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구조’이면서 동

시에 사회를 ‘구조화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지식검색은 일종의 아비투스처럼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식검색 자체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인 지식들로 구성된 구조라고 본다면, 이 구조를 매일같이 접하는 행위

자들은 그 구조의 특성을 당연시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지식을 찾는 행위, 지식에 대한 인

식 등을 새롭게 갖게 된다. 또한 지식검색을 이용하면서 단지 지식을 찾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검색의 지식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데, 이는 지식검색이라는 지식구조가 행위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지식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며, 기존의 지식개념을 비판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2. 지식검색과 작은 지식의 힘

  1) 작은 지식의 의미

  작은 지식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지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지식에 대한 정

의에 있어서는 지식을 ‘우리 인류가 지니고 있으면서 세대에 걸쳐 계승되는 모든 앎의 총

체’라고 보는 광의의 정의와 지식을 ‘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정리된 과학적·논리적 앎

의 집합’이라고 보는 협의의 정의가 존재한다.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지식은 사실상, 상식, 

정보, 아이디어 등 상이한 수준의 지적가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식을 광의의 개념으

로 이해한 머튼에 의하면 ‘지식은 모든 형식의 사고와 아이디어이며, 도구적 믿음에서 실증

적 과학에서까지 모두 찾아지는 것이다’(Merton, [1957] 1970; 349). 지식사회학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거와 루크만 역시 지식은 ‘한 사회집단 혹은 한 사회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포용한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그들에 의하면 지식의 층위는 실용

적 지식에서부터 희귀한 지식에서까지 그 층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지식에서부터 숙련된 전문가의 난해한 지식에서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이다(Berger, Luckman, 1967:19). 그들이 말한 지식은 어느 상황에서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

는 것으로 인식되는 과학적 지식,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데 통일된 개념을 제공하려는 철학

적 지식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성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 지식에 가깝다(Berger, 

Luckman, 1966: 윤병철, 1998에서 재인용). 매카티에 의하면 지식은 전체 사회의 집합적 

경험의 총체이다. 지식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책이나 데이터를 통



56 ❙ 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해서 생산한 것이 아니며, 경찰, 성직자,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해 나가면서 얻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모두 

포괄한다(McCarthy, 1996:22 )

  그런데 지식에 대한 광의적 정의는 지식의 여러 층위가 분류된다고 할 뿐, 지식에 귀속시

키기 힘든 여러 형태의 지적가치들을 포괄해 버리는 한계 때문에 비판받아 왔다. 그래서 현

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협의의 지식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지식은 ‘일상에서 

무수하게 널린 지적가치들을 특수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

들로 하여금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지적가치’라 할 수 있다. 지식은 여러 산재한 지적가치

들에 과학성과 논리성을 부여한 것이라 풀이된다. 지식에 대한 협의의 정의는 데이터, 정보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을 우월한 지적가치라 인식케 한다.  

  그렇다면 작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작은 지식은 이론적이고 과학적이지는 않지

만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의 

체험에 근거하는, 그래서 흡수하기가 쉬운 지식을 의미한다. 버크에 의하면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지식으로 나누어져 왔다. 이론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검증받은 과학

자, 철학자의 지식이며, 실용적 지식은 경험을 토대로 일상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지식이다. 버거와 루크만적 개념으로 보면 실용적 지식은 수단적 지식(recipe knowledge)이

다. 작은 지식은 이 수단적 지식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수단적 지식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다(윤병철, 1998:94). 나하피

에트와 고살 역시 지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경험에 대한 과학적 성찰, 추상적 개념에 근

거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경험에 근거한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

다(Nahapiet and Ghosal, 125). 

  버크는 16세기 유럽에서는 전문가들이 소유, 사용하는 지식인지, 일반인들이 소유, 사용하

는 지식인지에 따라 ‘높은 지식’(higher knowledge)과 ‘낮은 지식’(lower knowledge)의 위

계가 결정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무역,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은 학자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케 하는 자유적 지식(liberal knowledge)보다 

위상이 낮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Burke, 2000: 84). 골드만은 지식을 ‘강한 지식’(strong 

knowledge)과 ‘약한 지식’(weak knowledge)으로 구분하면서 대부분의 철학과 과학에서 다

루어지는 지식은 ‘강한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강한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어지기 위

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된 지식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

들을 배제한다(Goldman, 1999: 23). 반면 ‘약한 지식’은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은 뚜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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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이라고 믿게 된 과정에서 과학적 증명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언

급한 실용적 지식, 낮은 지식, 유용한 지식, 약한 지식이 모두 ‘작은 지식’을 의미한다.

  2) 흔들리는 큰 지식

  근대에서 지식은 권력적 속성을 뚜렷하게 지녔다. 이는 지식을 독점하는 소수의 지배계층

이 지식에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지식이 생

성되는 과정에서의 과학적, 이론적 지식, 즉 큰 지식은 일반인들에게는 습득하기 어려운 것

이었으며, 소수의 지배계층은 이러한 지적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을 누렸다. 지배계층은 큰 지식만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널리 유포했으며,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하 다. 즉 과학과 논리에 근거한 큰 지식만이 일반인들의 무지, 야만, 

노예성을 극복하게 해주어 전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다. 

반면 일반인들이 일상의 경험에서 축적한 지적가치, 작은 지식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논리성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식에 비해 그 가치가 대단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 다. 큰 지식은 보편적 방법을 통해 증명되고, 보편적 법칙들을 추구하기 때

문에 만인에게 도움을 준다고 보는 반면(Condorset, [1794] 1973 : 803,805), 작은 지식은 

증명되기 이전이며, 보편적 법칙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에 

대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보편적 법칙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일상의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큰 지식에 비해 못 미친다고 보았던 것이다. 

큰 지식은 근대시기에 최고의 지적가치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큰 지식만이 ‘사실’을 담아내

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불변적’이고, 사회와 역사의 변화에 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지적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큰 지식은 그 절대성의 권위를 점차 상실하게 된다. 전통적 

시각에서의 지식은 그것이 불확실하거나,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진실’인 것이냐는 것이다. ‘진실’은 원히 불변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변적이기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만

하임은 과거에 절대적 진리로 군림했던 ‘정 과학’(exact science)은 오늘날 그 위상이 심하

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Mannheim, 1936:271).

  진실이라고 인식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의 절대성에 회의를 품은 대표적 담론으로는 포스

트모던 담론이 있다. 포스트모던 시각에서는 보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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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일 뿐이며 실은 역사적이고 가변적이다. 즉 진실이라는 것은 형이

상학적 개체(metaphysical unity)가 아니고, 단지 어떤 담론들이 조정되고 제도화되어 사람

들에게 ‘진실로 여겨지는 것’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진실은 본질적으로 진실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물일 뿐이라는 것이다(Barny, 2004:16-7). 이러한 

시각은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포스트모던의 대표적인 시각, 즉 거대담론(grand-narrative)

을 부정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정적이고, 통일적이고, 통합되고, 불

변적인 존재들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갖는 것이다. 

  만하임에 의하면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이 내놓은 업적물이 아

니다. 그것은 인간의 집합적 경험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다. 이 집합적 경험은 공통의 분

모를 가지는 동시에 상이성 또한 가진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하나의 크고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경합을 끊임없이 

하는 작고 복수로 존재하는 지식들이다(Mannheim, 1936:269). 레이 스타는 ‘지식은 복수로 

존재하면서 다른 지식들과 복합적 상호관계속에서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생태적

(ecologic)이다’라고 보았다(Star, 1995). 이렇게 지식이 지엽적이고 상황결정적이고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식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즉 지식에 대한 

신뢰는 맹목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중세, 근대의 시각에서 보면 지식에 대한 신뢰는 지식

을 보유하고 생성하는 권력집단의 정당성에 대한 수동적 수용에 기인하 다. 그러나 현대사

회에 들어서 지식의 형성과정의 정당성 약화, 지식생성집단의 권력 약화 등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당연히 신뢰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큰 지식은 위축되었는데, 이는 그 신뢰의 척

도가 특정문화와 특정시기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Burke, 2000: 197).1) 

  3) 지식개념을 바꾸는 지식검색

  큰 지식이 뒤로 물러나고 작은 지식이 전면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

식검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지식의 생산, 소비, 공유에 참여하게 

하는 지식검색은 지식에 대한 기존의 개념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때 모든 이들이 생산, 

소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은 이론적이면서 전문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이면서도 쉬운 지식이

1) 그렇다면 불변적 지식은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 골드만은 역사적·자연적 사실을 설명해주는 불변적 

지식은 물론 존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 발발했다는 것, 물은 위에서 아

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 불변의 사실이며,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지식 역시 불변의 지식이라는 것

이다. 포스트모던 담론은 지식의 역사적·사회적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한 나머지 불변의 지식들에 대

한 존재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Goldman, 199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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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지식검색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이

들이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지식검색은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작은 지식들의 가치를 높여 놓았다. 

지식검색에서는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실제로 이용

하기 까지는 노력과 비용이 들어 실용성이 떨어지는 큰 지식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현실에 

바로 응용될 수 있는 작은 지식은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셀러에 의하면 근세 이후 서

양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밝혀내는 ‘본질적 지식’과 신과 절대자에 대한 지식인 ‘구원

지식’은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인간에게 보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김 래, 2002). 그런데 실용적이

기 위해서 지식은 ‘쉬운 지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소위 ‘부드러운 지식’(soft knowledge)이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지식검색을 통해 가치가 높아지는 지식은 현실의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다. 만하임과 쉘러

에 의하면 지식은 현실 그 자체이지, 현실에서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

존의 ‘지식은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기능을 한

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식은 그 세계 속에 직접 침투해 들어가 세계를 형성하고 

이루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ccarthy. 1996: 4). 만하임 역시 ‘이데올르기와 유토

피아’에서 지식이 제시하는 개념들과 이론들은 실제적 삶을 소극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

들어진 것이다(Mannheim, 1936: 45)라고 주장하 다. 지식검색은 이러한 실제적 삶, 경험과 

지식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작은 지식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지식검색은 쉽고 부드러운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이를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공유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은 과거에는 전문가들만이 공

유하는 것이었지만, 지식검색은 지식을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을 변화

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직접적 소유보다는 일시적인 소유, 혹은 다른 이

들과의 공유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리프킨에 의하면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키

워드는 더 이상 ‘대상물의 소유’가 아니라 ‘대상물의 이용가능성’(access)이다2). 그에 의하면 

2) 리프킨의 저서 ‘The age of acess’(2000)를 ‘접속의 시대’라고 번역하는 이들도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

기에는 리프킨이 이 책을 통해 주장하는 바인 ‘더이상 재화를 자기소유화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

며, 재화를 일시적으로만 가지는(rent의 의미) 시대가 오고 있다’를 명확히 표현하는 데에는 ‘접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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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트워크 경제 하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화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직접적 교환’의 대상이 되는 양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재화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전통적 의미에서 재화의 판매자는 재화를 꼭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제공해주는 공급자들(suppliers)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화의 소비자들은 

재화를 꼭 소비하여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users)들

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Rifkin, 2000:57). 즉 어떤 재화가 판매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손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리프킨의 표현을 빌면 ‘재화의 소외’(alienation of property)-이 

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반면 재화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 동

안이나마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즉 하나의 재화를 하나의 소비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화를 여러 명의 이용자

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보다는 공유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과거 지식은 공유되지 않는 것이었고, 소수의 사회지배층에서 독점하던 것이었다. 중세에

는 당시 최고 지배층이었던 종교집단이 지식의 생산과 전달을 독점하 고, 근대에 와서도 

관료엘리트들에 의해서 지식은 독점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전통적 신분체계가 무

너지고 이에 과거 소수지배계층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던 지식은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도 공유되기 시작하 다.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체계가 바로 

공교육체계이다. 지식은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한 인식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여겨졌

으며, 이를 위해서 모든 이가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21세기 초반에 이른 지금 

대중과 시민의 힘은 더욱 커졌으며, 이들은 가치가 높은 것들을 사회의 소수의 지배층이 독

점하는 어떠한 양상도 용납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은 더욱더 공유되어야 하

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리프킨에 의하면 지식과 같이 인류에게 소중한 가치를 공유한다

는 것은 사회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의사소통은 인류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는 이론가 리 타이어의 말을 빌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

떤 인간문화 내에서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Thayer, 

1987:45). 지식검색 공간은 바로 ‘지식의 공유성’가치가 최대한으로 표출되고 있는 공간이

다. 이 공간에서 사회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시너지 과정을 거쳐 새로

운 지식을 생성하고 있다. 레이먼드가 주장한 ‘전도된 공유지’(the inverse commons, 

Raymond, 1999)로서의 한국에서의 지식검색 공간은 과다한 이용을 해도 재화의 소진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용을 하면할수록 새로운 재화가 축적되어가는 공간이다3). 지식은 

다는 ‘이용가능성’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3)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지식검색 공간에서 축적된 지식들과 정보들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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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도된 공유지, 즉 지식검색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이다. 유형재의 경우

에는 공유가 아니라 소유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만 지식과 같은 무형재의 경우에는 소유의 

대상보다는 공유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리프킨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디지털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인간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을 

일상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Rifkin, 2000:138). 또한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상물의 이용가능성’(access)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식 역시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한 것으로서의 

가치를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하게 지니게 될 것이다. 

3. 결론 : 작은 지식이 바꾸는 세상

  지식검색으로 인한 작은 지식의 부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사

람들의 학습행위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해진 지식만을 학습하

지만 이제는 일반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에서 우러나온 작은 지식들에 대한 학

습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지식들에 대한 학습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멀티플레이어

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제반 역간의 경계가 약화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 역에 제한된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역에서의 지식들을 학습하

는 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아

니더라도 다양한 역에서의 작은 지식들을 고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사선생님이라도 파워포인트 만드는 법을 잘 알아야 하며, 통신기술자라도 사회철학에 대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작은 지식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게 하여 멀티플레이어로의 역할을 재정립시키고 있다. 작은 지

식은 업무 역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급속하게 변하는 업무환경은 수시로 떨어지는 

일들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작은 지식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섭렵하여 이를 재조합하여 정리하는 능력이다. 이는 인터넷 지식검색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제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졌다. 때문에 작은 지식의 부상은 

업무 역에서 신속성과 즉시성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작은 지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마도 여가 역일 것이다. 특히 경험에서 축적된 작은 지식들은 여가활동에 다양하게 쓰이

고 있다. ‘서울에서 경포대까지 자동차로 빨리 가는 법’, ‘휴가지에서 모텔방 싸게 구하는 

노하우’, ‘자전거 허리 아프지 않게 타는 방법’ 등 그야말로 개인들의 체험에서 나온 작은 

지식들이 이제 여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여가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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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입력부터 하며, 곧이어 나타나는 지식검색을 통해 어떤 여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

낼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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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검색과 작은 지식의 힘

김 상 배

(서울대학교)

  2007년 KISDI 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소수자의 부상과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에 제

출된 최항섭 박사의 논문, “지식검색과 작은 지식의 힘”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식의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의 개념 그 자체의 변화에 대

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큰 지식 vs. 작은 지식, 거시지식 vs. 미시지식, 높은 지식 vs. 낮은 지식, hard 지

식 vs. soft 지식, 어려운 지식 vs. 쉬운 지식 등의 대비를 통해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근의 변화를 “쉬운 지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지식이라 하면 학자나 

과학자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는 “큰 지식”을 떠올렸다. 그런

데 필자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네이버 지식iN에서 관찰되는 ‘지식’은 기존에 우

리가 생각해 왔던 지식과는 다른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을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보아 ‘이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식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변천

해 왔고 해당 시기마다 당대인들이 생각하던 지식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개념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네이버 지식iN의 지식도 지식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아야 할지도 모른

다. 실제로 우리는 요즘 “이론적이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실제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의 체험에 근거하는, 그래서 흡수하기

가 쉬운 ‘작은 지식’”의 붐을 본다. 이러한 지식의 변화 이면에는 과학적 합리성과 계몽주의

적 사고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 ‘큰 지식’의 흔들림이 있으며, 이를 포스트 담론의 출

현으로 보는 필자의 인식에도 크게 동감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난무하듯이 부상하는 작은 지식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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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필자는 “지식검색”에 주목한다. 필자의 설명에 의하면 지식검색은 

“쉽고 부드러운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이를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

다. 즉 지식검색의 핵심은 공유 메커니즘의 제공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네이버, 

구글, 위키백과 등에 주목한다. 모두가 다 지식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검색지식 시스템’의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팔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네이버와 구글과 위키백과 등이 모두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현상인가? 필자의 

표현을 빌자면, 검색엔진으로서의 구글,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전과”로서의 네이버, 인터넷 

백과사전으로서의 위키피디아 등은 모두 지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을 분류하고 

검색하며 협업 생산하는 기술지식의 체계이다. 다시 말해 ‘지식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로

서 ‘메타지식(meta-knowledg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구글와 위키백과는 성

격이 다른 종류의 메타지식 시스템이다. 또한 동시에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의 결합

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모두가 다른 종류의 문화와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다. 그냥 

모두 ‘지식검색’의 부류에 넣기에는 대비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 앞으로 좀 더 깊은 고

민이 필요한 연구주제이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현상을 기존의 사회과학적 개념과 분석틀 가지고 얼마나 체계적

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를 끈 부분 중의 하나는 “지식검색이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하는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처럼 기능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대목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을 통해 인간이 얻게 된 성향, 사고, 판

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한다. 다름 아니라 아비투스는 사회라는 객관적 구조를 인간이 내

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식검색의 습관적 이용은 일종의 기술 사용에 있

어서의 아비투스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글을 인용해 보자. “지식검색 자체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인 지식들로 구성된 구조라고 본다면, 이 구조를 매일같이 접하는 행위자들은 

그 구조의 특성을 당연시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지식을 찾는 행위, 지식에 대한 인식 등을 

새롭게 갖게 된다. 또한 지식검색을 이용하면서 단지 지식을 찾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지

식검색의 지식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데, 이는 지식검색이라는 지식구조가 행위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지식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며, 기존의 지식개념을 비판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매우 흥미로운 지적인 동시에 향

후 좀 더 엄 한 개념화가 필요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 하나가 빠졌다. 이러한 지식검색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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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권력(power)은 무엇인가? 누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엇을 더 많이 얻는가? 

지식검색의 과정이 단순한 중립적이고 호혜적인 과정이 아니라면 그 이면에 흐르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정보검색 사이트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gateway)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문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소비하는 과정에 ‘표준’을 제시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프로그램들은 디지털 코드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는 기술표준과 같은 보이지 않는 형

태로 존재하지만 반드시 거쳐야하는 ‘메타지식’의 관문인 것이다. 이러한 메타지식은 인터넷

이라는 경기의 장에 ‘게임의 규칙’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

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규칙’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면, 싸움을 

벌여보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프로그램은 정

보화시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대변한다. 이 또한 향후 지식검색의 연구가 탐

구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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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❸ - 발표문❙

디지털 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미래*1)

김 예 란 

목  차

1. 서론

2. 디지털 저널리즘의 문화적 특징: 대중 저널리즘과 타블로이드 저널리즘

3. 뉴스 생비자의 부상 

4.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

5. 디지털 뉴스 생비자의 실제 - 블로그 

6. 소결

1. 서  론

  대중의 저널리즘 참여 가능성은 주로 수용자의 능동성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 디지털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수용자의 능동성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시공간적, 물리적 한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인간-기계-인간의 상

호작용성이 확대되어 쌍방적, 다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구

성되어 텍스트들 간 연결과 이동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카와모토는 저널리즘에서 뉴미디어

적 부상을 야기하는 (때로는 상호중첩적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화, 

* 이 발제문은 김은미, 임 호 김경모 김예란이 공동참여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메가트렌드 <뉴

스의 미래변화> 프로젝트 연구내용의 한 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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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소프트웨어의 발전 및 대중화, 네트워킹 능력의 향상, 네트워킹 인프

라구조의 전지구적 향상,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기업 합병, 테크놀로

지 융합, 브로드 밴드와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보급, 컴퓨터의 일상화, 쌍방적

인 멀티미디어 [트랜스 미디어적인] 오락의 발전, 뉴스와 정보(Kawamoto, 1998). 즉 새로운 

디지털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저널리즘(뉴스와 정보)이란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 변

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전제조건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뉴스 생산 조직 및 뉴스 생산 노동 역, 법과 제도의 역, 수

용 역을 아우르고 가로지르며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 다 (Klinenberg, 2005). 본 절에서는 

이러한 뉴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맥락으로 하되, 수용문화의 역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인터넷은 일반 대중이 단지 뉴스를 읽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자유로이 탐색하면

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선택, 수집, 소유하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조직 또는 

재조직하며 자신이 획득한 경험, 지식, 주장 등을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여 인터넷 공간에 

표현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 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저널리즘 역의 전통적 위

계질서, 즉 생산에서 수용으로 흐르는 일방향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되었으며, 보통 사

람들도 정보와 지식을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과연 디지털 시대 대중의 정보 실천 역량은 향상되고 있는가? 저널리즘 역에서 대중의 

능동적 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대중적 참여가 향후의 뉴스의 변화에 미치게 될 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저널리즘의 문화적 특징: 대중 저널리즘과 타블로이드 저널리즘 

  1) 정보, 지식, 뉴스

  리브루는 ICT 발전이 사회적 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Lievrouw, 2001). 흥

미로운 점은 사회의 분화 정도와 정보 및 지식의 생성 및 활용 가능성이 상호연관되어 있

다는 점이다. 우선 리브르의 논의에서 ‘지식’이란 “행위자로 하여금 무엇인가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능력”이다 (Stehr, 1994, p5, Lievrouw, 2001, p.13에서 

재인용). 또한 ‘정보’란 “지식의 효과 또는 결과물로서, 기록, 대화, 작품, 문화적 실천 등 

인공물이나 표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식은 각 개인과 집단의 행위 역에 속하고 

정보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자원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이해를 획

득하거나 의미를 공유하는 조합된 행위이며 지식과 정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앞의 

글, p.13). 행위자의 지식과 정보 사이의 ‘개입’이 곧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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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는, ‘알려주기(informing)’의 역할을 한다. 정보가 지식으로 구체

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가능해짐에 따라 (accessibility) 그들은 정

보를 취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보의 “적합성(relevance)은 접근가능

성의 전조(precursor)이고 접근가능성은 접근의 선재 조건인 것이다.” (앞의 글, p. 15). 여

기서 정보 접근 및 선택에 관련된 사람들의 지적, 행위적 ‘역량(capacity)’은 두 가지 환경적 

요인과 연관된다. 개인적 요인(리터러시, 혁신성, 기술적 또는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동기, 

사회적 지식, 사회적 자본)과 상황적 요인(지리학적 위치, 공동체 규범, 공동 신념, 주어진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시간, 경제적 도구 등)이 그것이다 (Lievrouw, 2001: p.15). 리브루

의 견해에 따르면 “미디어 시스템은 여느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사회성, 공동

체, 사회적 유사성과 차이, 정보의 생산과 분배, 알려진 것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을 모두 포함한, 사회의 속성을 반 한다.” 그리고 특히 ICT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형태

의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보의 적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

하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이끌었다. 접근의 확대가 사람들의 적합성을 인지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앞의 글, p.16). 

  리브루의 논의로부터 정보와 지식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위

치에 있는 개인 및 집단이 개별적 적합성에 따라 정보를 취하는 행위이자 상태가 지식인 

것이다. 정보의 소통이 활발해질수록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과 지식 활용성이 증대된다. 이

렇게 함으로서 사람들의 개입과 전유의 적극적 행위에 따라 지식의 다양화와 맥락화가 이루

어지고, 사회적 분화가 촉진된다. 정보 일반을 지식 특수로 응용시키고, 지식 특수를 정보 

일반의 형태로 공유토록 하는 쌍방적 소통 행위가 즉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이러한 커

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선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중의 참여는 사회

적으로 소통되는 정보 일반에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자원을 지녔고, 정보에 대한 

정신적 필요와 욕구와 동기를 지니며, 특정 정보가 자신에게 지니는 적합성을 ‘인지’할 수 

있고,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활 세계에 유기적이고 맥락화된 지식으로 전유하

고, 사회적으로 유통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보와 지식에 대한 상호작용적인 접근, 

인지, 이해, 응용, 재-생산의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정보와 지식에 관한 논의를 뉴스 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젤리저의 정

의에 따르면, 뉴스란 ‘일부 공중이 공유하는, 공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의미

한다 (Zelizer, 2004, p.24). 즉 집단적 혹은 공공적 시의성이 강조되는 정보가 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뉴스에 있어 뉴스 소비자의 참여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뉴스에 접근하

여, 자신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활세계에 맥락화된 지식으로 활용하고 재구성

하여 사회적으로 재유통을 시키는 다각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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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부르. 정보 환경

  2) 디지털 시대의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와 대중 저널리즘 

  이 절에서는 대중의 뉴스 참여가 어떠한 뉴스 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어떠한 사회적 양상

으로 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뉴스 양식면에서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사

회적 양상으로서 대중 저널리즘에 주목한다.

  저널리즘에 대중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대표적 사례는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이다. 타블로

이드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서사양식과 관련한 개념이다. 그 역사적인 기원은 미국의 경우 

1830년대 페니프레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1890년대 선정주의적인 신문 시대에

서 1920년대 재즈 저널리즘, 그리고 오늘날 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는 대중문화의 성장과 보통교육의 보급과 함께 

전개된 근대 역사에 타블로이드 형태의 담론 문화는 항상 존재하 던 것이다. 현대 사회에

서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특징은 ‘선정적이고 접근성이 크며, 도발적이고 대중적

인 어조를 띠고 파편화된 구조를 취하고 집합적 지식의 스펙타클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Zelizer, 2004; 137). 버드는 타블로이드의 내러티브 형식을 ‘구술적 전통과 연계된 원성

timelessness, 도덕주의, 정치적 보수주의, 예측가능성, 개인주의’로 특징짓고 있다. 또한 자

연재해, 기이한 출생-죽음, 기괴한 사건 등으로 얼룩진 처참한 사고, 셀리브리티 가십, 인간

적 관심사 등의 소재를 주로 다루므로, 전통적인 뉴스 가치인 객관성과 신뢰성에 적나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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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전한다 (Zelizer, 2004, p.136~137에서 재인용). 이처럼 일면 ‘저속한’ 타블로이드 저널

리즘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 저속한 내용

으로부터 사회적 진실을 거꾸로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피스크에 따르

면,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은 ‘집단지성’의 일부로서 ‘당파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뉴스 기사 안에 숨겨진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이 읽고 본 것을 의심하는 법

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 (Zelizer, 2004, p.137에서 재인용). 피스크에게 있어 대중적인 저

널리즘은 대중들에 의한, 대중들을 위한, 대중의 ‘지식’ 역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대중은 

근대 합리적 공론장의 외곽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권위적인 지식-권력 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렇다면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은 “어떤 지식을 사회적 진실로 공

인할 것인가”라는 상징 투쟁의 장이 되는 것이다. 대중적 지식에서는 지적 엄숙주의 대신 

실재성, 생동감, 재미의 가치가 중시된다 (김예란, 2003, 38쪽). 그리고 바로 그 재미의 저

항성이 중요하다.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은 대중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기성의 지식 권력 시각에서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야기들로부터 사회적 진

실을 거꾸로 캐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의 효과를 지

니는 것이다. 

  디지털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계 흐려짐 현상은 ‘해체’와 ‘융합’의 ‘혼합’ 

효과를 동시에 낳고 있다. 특히 뉴스 생산과 수용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뉴스 생산-유통-

소비의 전 역에서 대중이 참여하는 정도와 방식이 양,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콘보이에 

따르면, 저널리즘은 역사적으로 이미-언제나 ‘대중’의 역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수 엘리트

들 중심의 정치 역 경계가 시민, 대중으로까지 열리고 보통 사람들이 공론의 공간에 참여

하게 되면서 상이한 집단들 간에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저널리즘이었다. 따라서 저널리즘은 태생적으

로 자신의 존재 근거로서 ‘보통사람들’을 취해왔다. 17세기 초기 정간지(periodicals)에서 ‘보

통사람들(people)’의 말걸기 대상으로 명시되었고, 19세기 급진적 신문들은 ‘국민(people)’의 

힘을 요구하 으며, 20세기 ‘대중(popular)’은 보다 문제적인 개념으로서, 저널리즘 발전에 

보다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대중 혹은 대중문화가 문제적인 이유는 첫째, 정치적 통치 권

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위치에 있고, 둘째, 엘리트 또는 고급문화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것

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의 복합적인 성격과 저널리즘의 결합 산물이 ‘대

중 저널리즘(popular journalism)’이다. 대중 저널리즘은 보통 사람들이 정보 혹은 오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중 참여적인 문화 담론’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세계를 넘어서 현

대사회의 사건들과 사안들을 발견하고 논의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Convoy, 

2007, p. 2). 콘보이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대중적 저널리즘의 특성을 1) 대중적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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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뉴스의 발전, 2) 대중적 수사가 엘리트 저널리즘 역으로 이동, 전파, 3) 멀티미디어 환

경에서 대중이 다양한 담론을 형성,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Convoy, 2007). 

요약한다면 디지털 저널리즘이 성장하면서 저널리즘 역에서의 대중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대중이란 이미-언제나 저널리즘 역에 상존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정보 테크놀

로지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적인 정보 실천 행위가 뉴스 생산-유통-소비의 전

역에서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 저널리즘과 대중문화 간의 장르 

혼합이 이루어지고, 소수 엘리트 정보 생산자와 대중적 정보 소비자 간의 역할 교환이 활발

해지며, 사람들이 획일적인 매스 미디어 뉴스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주관적이고 응

용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권위적 저널리즘과 대중문화적 담

론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혼합한다. 대중의 뉴스 소비 문화가 곧 뉴스 생산 행위와 연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뉴스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서 뉴스 생비자의 존재가 부상한다. 뉴스의 

생산-유통-소비 실천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 재형성하는 대중의 참여적 역할이 더욱 활

발해지리라 예측할 수 있다. 

  3)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문화적 평가

  오늘날 디지털 저널리즘의 문화의 특징은 대중 저널리즘과 타블로이드 저널리즘 전통의 

디지털 재매개화라 요약할 수 있겠다.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첫째, 전문 저널리즘 역과 일반 대중의 관계가 보다 평등하

고 수평적인 관계로 ‘융합’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취재를 통해서 저널리스트들은 보다 안정

되고 여유있고 폭넓은 취재를 할 수 있고, 물리적인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뉴스원

과 접촉할 수 있으며, 저널리스트와 독자의 쌍방적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두 집단 간 보다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Pavlik, 2007).

  둘째, 대중의 정보 생산 및 뉴스 제공 가능성의 확대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디지털 온라

인, 모바일의 개인 미디어 발전 경향과 맞물리며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차대전이 라

디오 뉴스의 개막을, 베트남 전쟁이 TV 뉴스의 개막을 알렸다면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와 

아랍 지역간의 분쟁은 전지구적 뉴스 네트워크의 형성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발전을 구현

했다 (Allan, 2006).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대중은 사회의 중요한 사건을 인지, 해석

하는 수용자 역할 및 여론의 구성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참여를 해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라인 뉴스의 특징은 대중이 정보의 수용 뿐 아니라 정보 생산 및 유통의 역할을 직접 담

당한다는 점에 있다. 적어도 선중진국 사회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 모바일 테

크놀로지로 무장하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개인의 일상적 정보 

실천 능력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제도 언론이 미처 도달, 취재, 추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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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체험하면서 그 실제 경험의 이야기를 공중에게 알리는 취재 역할, 언론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평가의 역할, 대안적인 정보와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토론과 여론을 형성, 변화시키는 여론주도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대폭 확대되었다. 개인 웹페이지, 뉴스 유저 서버, 토론방의 문화를 거쳐 오늘날 번성하

고 있는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의 숨가쁜 발전 역사가 그러한 변화 양상을 방증한다. 뉴스 

생산의 지형도는 소수 전문 저널리스트 내지 미디어 조직의 독과점 형태로부터 벗어나 다수

의 개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여, 대중 이용자들 간, 그리고 대중과 제도언론 간 복잡

한 상호작용을 벌이는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Allan, 2006).

  한편 대중의 저널리즘 역에 개입, 참여하는 정도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분명하나 이

것이 저널리즘의 질적인 발전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비판적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자본주의화의 연장 또는 심화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다. 저널리즘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종속됨으로써, 정보-뉴스-여론-광고-마케팅이 혼재하고, 

기자는 이렇듯 혼재하는 정보들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며 독자는 단지 상품 

소비자로 호명될 뿐이다 (Williams, 1998). 이러한 뉴스의 상업화 경향은 뉴스가 지면의 제약을 

덜 받게 되고, 독자가 세분화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위의 내용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공론장의 소비시장화에 대한 우려이다. 아프터하이

디는 탈근대적 상황에서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보다 정확히는 소비문화적 실현의 

욕구가 증대하는 반면 공론장과 시민성의 가치가 상실되고 정치 및 공공 생활에 대한 냉소

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Aufderheide, 1998). 이러한 개인주의화 경향은 저널리즘 

역에서도 확산되는 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과연 ‘정보 복지(infowealth)’로 발전하

거나 ‘정보 추수주의’로 하락할 수 있는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우프더헤이드는 

비관적인 전망을 취하는 듯하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화적 현실’이란 뉴스 브랜드와 미디

어 조직이 대형 집중화(megamedia)하고, 이들에 의해 개인화된 정보소비자(infoconsumer)

의 다양화된 오락, 소비 욕망에 호응하는 틈새시장이 번성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마케팅

의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집단(mini-demographics)을 타겟으

로 하는 콘텐츠 생산-조작-윤색의 관행을 넘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셋째, 대중적 저널리즘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는 뉴스 독자-정보 이용자의 능동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다. 능동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질문들이 연이어 제기될 수 있다. 대중의 공

론장 참여 의지가 과연 얼마나 큰가, 대중의 능동성이란 오히려 학자들의 환상의 산물인 것

은 아닌가? 사람들이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

는가? 대중의 정보 습득 및 활용 기술이 얼마나 계발되어 있는가? 단지 자신들의 오락적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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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와 관심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적, 행위적 노력을 발휘하는 민주주의적 숙의

성을 지니고 있는가 (Kovach, 2006)? 

  넷째, 가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상황에서, 개인이 그러한 기술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대중의 정보 접근-해석-평가-생산 능력을 ‘뉴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면 (Livinstone, 2004),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존재하는 시민들이 민주적이

고 평등한 방식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계발할 수 기회와 조건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논자들은 대중이 뉴스, 정보,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은 상업적인 시장에서 각자 알아서 취득하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DIY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성 전문적인 

언론인, 언론조직이 그 해석적 기준과 가치를 선도하고 제공하는 역할, 나아가 정보 복지 및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공공 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Newhagen, 

1998).

  디지털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생산과 수용, 전문 기

자와 일반 대중, 저널리즘과 문화가 융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로 수

용의 역할을 하던 대중의 정보 생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적 저널리즘의 디지털 재매개화라 할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해 뉴스 생산-유

통-소비의 흐름의 민주적으로 재편성된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미디어 환경의 전지

구적 기업화와 상업화의 흐름과 정보에 대한 개인주의적 소비문화가 확대될 뿐이라는 비판

적 시각이 있다. 이 문제를 보다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 개인의 뉴스 생산-유통-소비 활동의 

실재를 다음의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뉴스 생비자의 부상 

  미디어 수용자/소비자의 능동성 개념이 현재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선 신문 역에서 김세은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능동성과 

수용성의 정도가 ‘선택, 관여, 활용, 저항’의 네 개 범주에 적용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김세

은, 2004). 그리고 이 네 개 범주들에서 저항을 제외한 선택, 관여, 활용의 요인이 한국 신

문 독자의 충성도, 만족도, 신뢰도를 구성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이고 특히 활용 요인의 설명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신문 독자들이 주어진 정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습득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활 세계에 적용하고 효용을 거두는 능동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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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신문의 수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만큼 디

지털 환경에 무조건적으로 등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과 주체적 

활용의 능동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 경향은 디지털 환경에서 대두되는 대중적 정보 실천 활

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뉴스 역시 대중의 뉴스 생비 능동성이 기대되는 역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서 선택, 관여, 활용, 저항의 가능성은 다양한 미디어를 가로지르는 대중들의 정보실천 활동

을 통해 이루어진다. 디지털 뉴스의 하이퍼텍스트성과 상호작용성의 속성에 따라 대중의 

‘참여’와 ‘공유’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임종수, 2006). 또한 다매체 환경에

서 다중매체 이용자의 이용과 충족 이론적인 능동성이 도출되고 있다. 이준웅, 김은미, 심미

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환경감시 및 학습, 사회관계 통제, 오락 및 여유 추구, 자기 

현시 및 표현’ 과 같은 미디어 이용 동기를 지니고, 각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

로 다수의 미디어를 선택,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웅, 김은미, 심미선, 2006). 더불

어 다중매체 이용자는 ‘학력이 높고 적극적 관여자 또는 정보추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다매체 이용에 있어 사회적인 구별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받

을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대중의 정보 실천 활동의 ‘능동

성’은 단지 수용 또는 이용 뿐 아니라 생산 및 표현, 유통의 역에서도 활기차게 이루어지

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들의 정보 생산 활동에 주목할 수 

있다. 대안적 미디어의 연대적 활동, 시민저널리즘의 확대와 같이 조직적인 활동에서부터 

보통 사람들의 개인 블로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정보 생산-유통-소비의 활동은 디

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다수의 인디 미디어들은 기존의 시민단체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경직된 정치성을 벗어나 ‘포스트모던적 정치 문화’, ‘정치적 액티비즘’, 

‘지식의 생산’의 가치들을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조화로운 방식으로 유연

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Stengrim, 2005). 개인 블로그 역시 일상의 소소한 이

야기로부터 사회적으로 은폐된 중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체험한 ‘진실’을 집단적, 사

회적으로 표방하고 공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이 커뮤니케이터가 되어 기

존 전문 저널리스트나 언론조직에 대해 경쟁적, 도전적,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유의미한 

뉴스 생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All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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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

  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생비자에 대한 징후적, 예견적 논의는 많지만 막상 뉴스생비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뉴스생비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정보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뉴스생비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겠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확장되어왔다. 미디어 비평가

인 포스트만 (Postman, 1971, p. 26)은 고대 로마시대의 리터러시는 알파벳 문자, 기껏해야 

편지의 해독 정도로 이해되었으나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하면서 용어의 정의도 변화를 거듭해 

오늘날 리터러시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 다.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는 인쇄문화에 한정된 개념으로서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지도되고 학습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Silverblatt, 1995). 그러나  출판, 화, 라디오, 사진,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리터러시 개념 역시 ‘콘텐트, 형식/스타일, 

효과, 산업, 제작의 맥락 안에서 선택, 이해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고 창조/제작, 대응하는 능력’으로 확대 재정의되기에 이르렀다 (National Telemedia 

Council, Silverblatt, p.2에서 인용). 실버블랏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음의 다섯 요소로 정

의하고 있다: 1)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인지하는 것 2) 매스 커뮤니케이션

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 3)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 

4) 미디어 컨텐츠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와 우리자신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는 텍스트

로서 이해하는 것 5) 미디어 컨텐츠를 즐기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향상, 계발하는 

것. 이상 실버블랏의 논의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매스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란, 

주어진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해석하고, 나아가 그 텍스트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의미구조, 이념, 신화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분석능력으로서 중시되었

다 (Silverblatt, Ferry and Finan, 1999). 즉 주로 의미의 수용 역에서 발휘될 수 있는 수

용자의 능력이며 기술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또한 실버블랏이 “비판적 해석은 우리가 미

디어를 최선으로 감상하고 즐기는 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르

로서 성찰적 기사, 정보적인 뉴스 프로그램, 품질좋은 화의 예를 드는 것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다소 교육적이고 계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즉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변화에 적합한 리터러시의 개념이 요청되

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리터러시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지는 이유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 체제에서는 수용자가 ‘피해자’ 혹은 ‘소비자’로 개념화되어왔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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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정보의 생산 - 유통 - 수용의 전 역에서 대중이 뉴스 생비자로서 참여하는 정도

와 방향이 대폭 성장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여전히 중요하되 충분치는 않다. 멀티미디어 체제에서 미디어 특성

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보덴은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개념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이를 '기술기반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로 대별한다 (Bawden, 2001).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 리터러시, 하이퍼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구

분을 시도한 타이너(Tyner, 1998)는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테크로놀로지 리터러

시, 비주얼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컴퓨

터, 네트워크, 테크놀러지 리터러시는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습득과 

관련이 있는 반면, 정보, 미디어, 비주얼 리터러시는 교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전

자는 도구적 리터러시로, 후자는 표상적 리터러시(literacies of representation)로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강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뉴스 리

터러시’라 명명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한 트랜스미디어 활동이 중시된다. 내용해독의 측면도 여

전히 중요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특히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의 통합적 특성으

로 인해 ‘멀티리터러시 (multiliteracies)'와 같은 다중적 의미를 지닌 리터러시 용어가 등장하

기도 한다(Tyner, 1998, 안정임, 2002에서 재인용). 아프터하이디와 파이어스톤 (Aufderheide 

& Firestone, 1993, p. 1)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인쇄매체 이후 각종 전자매체나 인

터넷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 개념은 미디어에서 제공된 메시지들을 해독

하고, 이해하며 평가, 분석하는 능력 뿐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

는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길스터(Gilster, 1997)는 새로운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라고 까지 강조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제안한다. 디

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은 지식통합(Knowledge assembly) 기능에 있다. 길스터의 디지털 리

터러시 개념은 단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정보의 이해뿐 아니라 전통적 형식의 콘텐츠, 즉 

신문, 잡지, 서적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을 네트워크 도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웹 리터러시(혹은 인터넷 리터러시)와는 차별적이다. 

  둘째,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도구적 유용성이 더욱 중시된다. 생산자와 

수용자, 미디어 전문 조직과 대중 일반, 제도 역과 문화의 경계가 해체되며, 미디어의 융

합과 복잡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수용자 집단의 다양성과 가변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향을 ‘받느냐’보다는 미

디어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이 더욱 중요해진다. 맥클루어 (McClure, 1994)는 정보 리터



82 ❙ 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러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이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보다 총체

적인 문제해결능력 (information problem-solving process) 속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위

치를 강조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

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의 측면인데 어떠한 정보에 대한, 그리고 더 앞서서 어떠한 미디어 기술의 채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각 이용자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욕

구는 미디어 이용의 동기가 되어 특정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게 된다는 논의로 발전시

킬 수 있다. 

  셋째,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용성은 물론이고 미디어의 사회적 조직 원리와 작동방식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현실적 ‘활동성’을 수반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즉, 미디어가 

운용되는 방식, 의미 생산 방식, 현실의 조직과 구성방식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1989, pp. 6~7)이다.  이 

모든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해 국 Ofcom의 지원을 받아 진행

된 2004년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저자인 버킹엄에 의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이해

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Buckingham, 2004). 이 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접근-이

해-창조의 역으로 구성되며, 각 역은 ‘기능적-비판적-행위적 리터러시functional-critical- 

active)’의 축을 포함한다.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란 전달된 정보를 적절히 이해, 해석하고 

나아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적 질서와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통찰하여 자신 및 사

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광범위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켈너 역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와 함께 비판적 리터러시가 현대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동일하게 

중시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임을 강조한 바 있다 (Kellner, 2002).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적 접근, 의미의 해석 및 평가, 생산의 제 

역이 연계된 개념이다. 이 관점에서 리빙스턴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뉴미디어 

리터러시’를 제안하고 있다. 리빙스턴에 의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뉴미디어 리터러시'란 ‘접

근-해석-평가-생산’의 네 개 역으로 확장, 재정의된다 (Livingstone, 2004). 그리고 후자의 

두 요소인 평가와 생산 기능이 확대/증대된 대중의 미디어 참여 경향에 더욱 적절성을 지닌

다는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미디어의 쌍방적 상호작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직접 미디어를 

다루고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하는 생산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s)’라 할 수 있는 10대~20대 젊은 세대들에 있어 디지털 온라인 활동이란, 자

신들만의 고유한 생산, 소비 스타일을 형성, 실천함으로써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이자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Beach & Bruce, 2002). 이런 점에서 품질

좋은 텍스트만을 선별하여 정확히 이해, 해석, 평가, 감상하는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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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들을 이해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적절히 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회적 집단이 특정한 현실/가

상공간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맺으며 특정한 스타일로 자신의 문화적 역량

과 취향을 획득하고 발휘하는 정보 실천양식으로 그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정보 실천이란 단지 해석 및 향유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용자의 응용-전유에 따라 정보는 재맥락화와 다양화의 자원이 된다. 정보화의 

양질적 발전과 사회의 다양화가 진전해가는 상황에서, 완결된 콘텐츠가 일방적 채널을 통해 

수용자 일반에게 전달된다고 보는 시각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이다. 이보다는 수용

자들이 어떠한 내적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미디어 네트워크상에는 

무한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노드(node)가 연결될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정보가 생성되며 수

용자에 따라 다른 해석과 활용이 가능하다 (정애리, 2005). 유비쿼터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정보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대중적 생비자

들의 정보의 유통과 재형성의 기능이 중요해지며, 대중적 뉴스생비자들의 활동이 중시되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유포된 정보 일반으로서의 ‘씨앗뉴스’를 자신의 생활세계 안으로 옮겨

와서 재맥락화하고 주체적 지식 특수로 재구성하는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이 과정

에서 대중적 뉴스 생비자는 자신이 위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요청하며,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여섯째,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네트워크의 효과를 도모하고 집단지성의 실

현을 지향한다. 단지 수용자가 아닌 이용자로서의 참여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보다 적극화

한다면, 주어진 미디어와 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운용되는 규범과 질서 자

체를 이용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가능성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관점에서 버저스

는 ‘네크워크 리터러시’ 개념을 통해, 플리커(Flickr)와 같은 ‘이용자-주도적인 컨텐츠user-led 

content’ 웹사이트에서는 일반 대중이 ‘집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규범’을 형성해나간

다고 주장한다 (Burgess, 2006). 사람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 언어vernacular literacy’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아비투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정보 자원을 단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이 조직되는 질서를 통제

하고 변용하고자 한다. 이 때 대중의 개입은 이미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변용과 응용에 가

깝다. 이러한 대중들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뉴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들이 매일 일

구어내는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의 일상적 규범’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된 ‘자

국어 리터러시vernacular literacies’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위의 글,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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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트 생산에 있어 연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 사회적 대화 및 창의적 실천 규범 양식으로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networked 

individualism)

  -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미디어 이용

  - 적극 대응적인 (pro-active) 발견, 변용, 통제 

  버저스는 네트워크 리터러시가 기성의 문화적, 교육적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이라고 본다. 

그는 기존의 사회적 위치로부터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실천 능력과 

효과가 집합적으로 발휘되리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위의 글). 물론 그의 주장은 여전히 검

토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적, 교육적 

자본과는 차별적인 성격이 자본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곱째, 단순한 테크놀로지 사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 실천 활동으로의 발전을 도모한

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전통적인 리터러시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메세지의 해독

능력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에 타일러가 제시한 도구 리터러시 (Tool Literacies)의 

개념을 포함시킨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이다. (McClure, 1994) 브라운 

(Brown, 2000)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를 찾는 능력 (즉 인터넷에서의 ‘항해’의 개념 

‘Navigation') 이 가장 중요한 리터러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개인

사서 (personal librarian)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안정임, 2002 재인용). 매스미디어

라는 거대조직에 의해서 구성된 메시지를 해독해야 하는 미디어 환경 하에서 주어진 메시지 

내용에 관한 의미파악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용의 해독 이전에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

하는 차원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컴퓨터의 작동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인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 Sutton, 1994: 11)와 네트워크화

된 정보의 이용, 접근 등의 지식과 다양한 정보 검색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skills)을 일컫는 

네트워크 리터러시 (Network Literacy) (McClure, 1994: 119) 등의 유사 개념들이 함께 고

려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맥클루어의 도식

화를 참고하겠다 (McClure, 1994). 그는 다양한 종류의 리터러시의 연계를 다음과 같이 도

식화한다 (<그림 2> 참고). 각각의 리터러시는 고유한 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호 공통성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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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리터러시
    

                          전통적 리터러시
    
      정보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컴퓨터 
                    리터러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출처: McClure (1994)

<그림 2> Information Literacy Typology

  수용자의 능동성을 이용과 충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 맥클루어는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

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의 측면’을 고려한 총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계발이라

는 관점에서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cClure, 1994). 여기서 미디어 리

터러시 개념이 수용자의 이용적 차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 리터러시에서는 다중적인 지능 (multiple intelligence)을 요구하는 최초의 미디어로서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Brown, 2000, 은혜정, 2002에서 재인용). 텍스트가 중심

이 되는 미디어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가장 핵심이었으나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정보의 검

색, 요약능력, 쓰기 능력, 시각적, 음악적 능력, 사회적 교류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능력

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은혜정, 2002)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확장

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이 정보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포

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다. 디

지털 뉴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접근하여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실

적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기능적/비판적/행동적 능력이다. 제공된 정보를 정확히 해독

하고 재맥락화하여 활용하는 수용 및 이용의 차원과, 기존의 정보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하고 유통하는 생산의 차원이 상호연관적으로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를 구성한다.  

  뉴스 리터러시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미디어 체계 및 작동방식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특성에 의해 상이하게 형성되고 실천되리라 생각된다. 뉴스 리터러시

가 단지 개인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사안으

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대중 일반이 하나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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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 사회의 각 개인과 집단은 나름대로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특정한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어지는 절에서는 오늘날 한국 디지털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형성, 수행되고 있는 뉴스 리

터러시의 실제를 블로거 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 디지털 뉴스 생비자의 실제 - 블로그 

  1) 블로그, 새로운 저널리즘?

  인터넷은 미디어의 역을 ‘전문가와 대중 커뮤니케이터의 관계’로부터 ‘대중주의적인 커

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이행시켰다 (Singer, 2007). 싱거는 인터넷 기반 대중적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과연 대중적 저널리즘 역에서 일정한 커뮤니케이션/저널리스틱한 

원칙과 윤리가 함께 형성되고 있는지, 그러하다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대표적인 온

라인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의 역에서 조사한 바 있다. 그녀의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앞

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온라인 대중저널리즘이 개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의

해 운 되는 것이라는 다소 결정론적이고 거시적인 비판에 대해, 대중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개인들 역시 전문 언론사 못지않게 고유한 원칙과 가치를 정립해가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

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윤리를 추구한다는, 일종의 디지털 대중들의 정보 실천적 능동성을 

시사한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좋은 저널리즘이란 진실성, 신뢰성, 투명성을 

실천하는 저널리즘이라고 정의되어져 왔다. 

  대중 저널리즘이 개인적,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널리즘의 윤리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리라는 견해에 반대하며, 싱거는 블로거들도 전문 저널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진실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Singer, 2007). 단지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론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적, 조직적 차

원에서 허용되는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진실을 추구한다. 반면 블로거들은 진실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데에 있어 일반 저널리스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자율성의 폭을 지니는 대신, 

전문 언론 조직보다 훨씬 느슨하고 유연하게 구성된 규범적 가치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다. 또한 저널리스트와 블로거들은 공히 투명성과 신뢰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한다. 그

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방법론 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저널리스트들은 사실과 의견, 뉴스와 

광고를 구분하고, 오류와 수정을 명시하고 조직과 독자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의 공식적

인 방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의 가치를 실천한다. 반면 조직과 제도적 규범으로부터 독

립적인 블로거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 심지어 종종 ‘편향된’ 자기 동기와 기사 작성 방

식까지 정당하다고 주장하되, 그 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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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다른 자료와 정보원에 접근하고 링크할 수 있는 자유와 의무

를 누린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로서 독자를 ‘초대하고 그들이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블로그는 단지 테크놀로지 형식적인 ‘연결 connection’ 뿐 아니라 ‘공동체 

community’의 관계 속에서 남과 ‘차별되는 인간적 목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글, p.88). 즉 전문 저널리스트와 블로거 공히, 그러나 상이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윤

리를 준수하며 그 수행 과정상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성 미디어와 블로그는 상호 경합,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우선 상호 경합 관계에 있

어, 블로거들의 도전성은 기성 미디어가 제공한 종자 뉴스를 재료로 하여 상호 교환, 토론

을 벌임으로써, 기성 미디어의 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성 미디어 기사의 진위를 검토

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기능에 있다. 또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 기성 미디어는 블

로그들에 재료(씨앗뉴스)를 제공한다. 이에 상응하여 블로거들에 의해 확산, 논의되는 씨앗 

뉴스는 보다 많은 수의 공중으로부터 관심을 얻고, 뉴스로서 더 큰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싱거가 주장하듯이 대중 저널리즘이 부상하면서 기성의 전문적 저널리

즘이 누리된 자율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 투명성의 가치는 양쪽에 있어서 

공히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앞의 글, p. 91).

  싱거의 논의에 근거한다면, 개인적인 미디어 역할을 자임, 수행하는 대중들이 비판논자가 

지적하듯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향에 빠지지만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블로거들이 개인주

의적인 자율성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규범과 가치에 의해 자

율 규제를 하고/받는 것이다. 향력이 큰 인기블로거일수록 (마치 오프라인의 일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인상관리와 표현전략을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연구결과

는 블로고스피어에 암묵적인 규율 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Trammell and 

Keshelashvili, 2005).   

  그러나 블로거들의 저널리즘적 자율성과 수행성이 과대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블로

깅에 낙관적인 기대를 보이는 견해와 달리, 블로거들이 아직까지는 전통 저널리즘 장르와 

모호한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유보적 입장을 지지한다. 블로그 역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블로거들의 자기 정체성 역시 기성 언론제도 지향적인 블로그들, 기

성 언론제도에 양가적인 태도를 지니는 블로그들, 그리고 기성 언론제도와 차별적이거나 대

립적인 저널리스트임을 자임하는 대안적 블로그 등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Matheson, 2004). 이렇듯 블로그들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성 저널리즘에 대해 매개, 타

협, 도전의 역할을 다양하게 벌인다. 블로그의 효과는 단순히 장르를 섞어 ‘혼종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저널리즘의 고정된 역들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형태의 텍스들이 상호소통,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공간(liminal space)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앞의 글, p. 5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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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근본적으로 진보적인 저널리즘이라 단언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앞의 글, p.50). 

대신 기성 저널리즘과 신생 미디어인 블로그의 매개적 관계 및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전제로 

할 때만이, 대중의 정보 생산 및 유통의 능동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블로그 뉴스의 실제

  (1) 대중적 디지털 저널리즘의 실례로서 ‘다음 블로거 뉴스’

  개인 활동인 블로그와 저널리즘의 결합형태로서 다음 블로거 뉴스에 주목한다. 일반 시민

이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저널리즘 양식은 이미 참여 저널리즘, 시민저널리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블로그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 정보 실천 문화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2005년 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블로거 뉴스가 오

픈하 고, 올블로그 등 메타 블로그 사이트들이 급속도로 성장하 으며, 이글루스, 티스토리

와 같은 전문 블로그가 성장하 다. 이러한 블로그 사이트들의 급격한 성장은 시민참여와 

인터넷 저널리즘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 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가 출범 초기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인터넷에 맞는 기사의 형식을 찾아가는 것, 즉 기존 매체에서 쓰던 기사

의 형식을 깨는 것이었다. 뉴스의 역사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그 미디어에 알맞은 기사

의 형식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상기할 때, 블로거 뉴스는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기사 형식을 형성하는 일종의 실험적 과정에 있다. 

  다음 블로거 뉴스는 약 35,000명의 블로거 기자들이 쓴 자체 기사들로 운 되고 있다. 이

것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들 블로거 기자들이 전송하는 기사는 

평일 1700~2000개, 주말에는 1000~1300개 정도로 인터넷 뉴스 매체와 비슷한 양적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뉴스 메이커, 2007.9.11일). 이중에서 미디어 다음의 자체 에디팅을 거쳐 블

로거 뉴스 메인에 기사가 50~100여 개의 기사가 배치된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펀 글’이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기사, 퀄리티가 낮은 기사 등 초창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하려는 노력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일례로 5월부터 시행된 ‘오픈 에디터 제

도’를 통해 외부사이트에 기사 전송을 개방하면서, 전문 슈퍼 블로거들이 유입되어 기사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현재 블로거 기자단 신규 가입의 10%, 전송기

사의 20~30%, 배치기사의 30~40%가 다음 블로그에 속하지 않는 외부 블로그들에서 온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블로거 뉴스는 다음 미디어라는 기성 미디어 조직과 일

반 대중의 참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의 뉴스 생비자의 현황을 자세

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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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서, 2006년 7월 - 2007년 6월 (1년간)까지 다음 사이트에서 일반 ‘블로거뉴스베

스트’와 ‘특종! 블로거뉴스’에서 총 407개를 표집대상으로 삼았다. 주제별로, 시사(131), 생활경

제(6), 문화예술(39), 해외관련(40), 스포츠(21), IT과학(7), 방송연예(19), 책 관련(6), 사는이야

기(123), 여행(11), 요리맛집(4) 뉴스로 세분되었다. 블로거 뉴스란 블로거가 직접 생산하는 뉴

스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미디어 다음’의 하부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로 한정한다. 공식 URL은 다음과 같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

  블로거 뉴스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사용하 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를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접근하거나 오전․오후에 걸쳐 하루에 두 번 접근하는 것이다. 지나간 

블로거 뉴스 중 ‘블로거뉴스베스트’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7~20개 사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10개를 선정하고,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코딩하는 것으로 

하 다.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X 가치: 블로거 뉴스에서 중시되는 뉴스 가치는 무엇인가?

  블로거 뉴스는 어느 정도의 전통적 뉴스가치를 보유하며, 어떠한 새로운 뉴스가치를 포함

하고 있는가?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뉴스가치’로서 <저명성, 시의성, 

근접성, 향성, 인간적 흥미, 갈등성, 신기성, 일탈성, 유용성, 상/볼거리> 항목을 선정, 

분석하 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뉴스가치’로서 <도발성, 

파당성, 낙관주의, 국지적 관심사, 특종성>을 선정, 분석하 다. (김경모 선생님께서 쓰신 앞

의 장을 참고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론적 근거 보완 필요)

  (2) 주제 X 심층성: 블로거 뉴스 기사에서 심층성이 얼마나 중시되는가?

  심층성은 기사가 얼마나 사건 추이를 정확히 기술하고, 인과관계 및 대안을 충실히 제공

하고 있는가에 관련한 문제이다. 블로거 뉴스 주제별로 심층적인 정도를 분석하되 ‘원인-과

정-결과-반응-대안’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많을수록 심층성이 크

다고 평가했다.

  (3) 주제 X 뉴스유형: 블로거 뉴스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기존의 저널리즘 유형을 참조하여, 스트레이트, 해설, 의견, 기타로 유형 구분을 하고 주

제별 유형 빈도수를 조사하 다.

  (4) 주제 X 뉴스길이: 블로거 뉴스의 주제에 따라 뉴스 길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가? 



90 ❙ 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시공간적 제약성과 타협해야 한다.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뉴

스는 길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뉴스는 길이가 짧다. 한편 디지털 저널리

즘은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블로거 뉴스의 경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다는 점에

서 기사 길이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주제별 분석하 다.   

  

  (5) 주제 X 댓글수: 블로거 뉴스에서 주제별 독자의 반응은 어떻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

는가 조사하 다.

 

  (6) 주제 X 방문자수: 방문자수는 뉴스에 대한 주목의 정도를 나타낸다. 블로거 뉴스에서 

주제별 방문자수는 어떻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가 조사하 다.

  (7) 심층성 X 방문자수: 블로거 뉴스의 심층성에 따라 방문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지 조사하 다.

  (8) 심층성 X 댓글수: 댓글수는 뉴스에 대한 독자의 반응 정도를 나타낸다. 블로거 뉴스

의 심층성에 따라 댓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 다. 

  (3) 연구결과

  위의 분석항목 중에서 현재까지 일차적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주제 X 가치

  (가) 전통가치

  블로거 뉴스에서 전통적인 뉴스가치가 구현되는 양상을 주제별로 교차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전통적 뉴스가치에서 갈등성, 시의성, 유용성, 향성, 저명성, 인간적 흥미, 상/볼거

리 는 뉴스가치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접성, 신기성, 일탈성은 유의

미한 뉴스가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통적 뉴스가치가 블로거 뉴스에서도 여

전히 준수되고 있되, 지나치게 특별하거나 정상을 벗어난 소재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현실적 근접성의 정도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요컨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서적 사실성이 높고, 감정적 친화성

이 큰 주제가 블로거 뉴스에서 중시되는 것이다. 

 시의성의 경우 블로거 뉴스에서도 뉴스가치로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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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저명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88  43  131

 % of Total  21.6%  10.6%  32.2%

 생활경제  Count  2  4  6

 % of Total  .5%  1.0%  1.5%
 문화예술  Count  27  12  39

 해외
 % of Total  6.6%  2.9%  9.6%

 Count  29  11  40

<표 4-1> 주제 X 시의성 교차분석 결과

 가치-시의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73  58  131

 % of Total  17.9%  14.3%  32.2%

 생활경제
 Count  4  2  6

 % of Total  1.0%  .5%  1.5%

 문화예술
 Count  26  13  39

 % of Total  6.4%  3.2%  9.6%

 해외
 Count  28  12  40

 % of Total  6.9%  2.9%  9.8%

 스포츠
 Count  13  8  21

 % of Total  3.2%  2.0%  5.2%

 IT과학
 Count  5  2  7

 % of Total  1.2%  .5%  1.7%

 방송연예
 Count  15  4  19

 % of Total  3.7%  1.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90  33  123

 % of Total  22.1%  8.1%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2  2  4

 % of Total  .5%  .5%  1.0%

 Total
 Count  273  134  407

 % of Total  67.1%  32.9%  100.0%

X2 = 20.269, p(.027)<.05 

  저명성 역시 블로거 뉴스에서 뉴스가치로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제 X 저명성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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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저명성
 Total

 없다  있다

 % of Total  7.1%  2.7%  9.8%
 스포츠

 Count  9  12  21

 % of Total  2.2%  2.9%  5.2%
 IT과학

 Count  5  2  7

 % of Total  1.2%  .5%  1.7%
 방송연예

 Count  7  12  19

 % of Total  1.7%  2.9%  4.7%
 책이야기

 Count  5  1  6

 % of Total  1.2%  .2%  1.5%

 사는이야기  Count  101  22  123

 % of Total  24.8%  5.4%  30.2%

 여행
 Count  8  3  11

 % of Total  2.0%  .7%  2.7%

 요리맛집

 Count  3  1  4

 % of Total  .7%  .2%  1.0%

 Count  284  123  407

 Total  % of Total  69.8%  30.2%  100.0%

 가치-근접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94  37  131

 % of Total  23.1%  9.1%  32.2%

 생활경제
 Count  3  3  6

 % of Total  .7%  .7%  1.5%

 문화예술
 Count  30  9  39

 % of Total  7.4%  2.2%  9.6%

 해외
 Count  31  9  40

 % of Total  7.6%  2.2%  9.8%

 스포츠
 Count  18  3  21

 % of Total  4.4%  .7%  5.2%

 IT과학
 Count  4  3  7

 % of Total  1.0%  .7%  1.7%

 방송연예
 Count  10  9  19

 % of Total  2.5%  2.2%  4.7%

 책이야기
 Count  5  1  6

 % of Total  1.2%  .2%  1.5%

X2 = 30.841, p(.001)<.05

근접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주제 X 근접성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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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근접성
 Total

 없다  있다

 사는이야기
 Count  92  31  123

 % of Total  22.6%  7.6%  30.2%

 여행
 Count  10  1  11

 % of Total  2.5%  .2%  2.7%

 요리맛집
 Count  2  2  4

 % of Total  .5%  .5%  1.0%

 Total
 Count  299  108  407

 % of Total  73.5%  26.5%  100.0%

X2 = 12. 526, p(=.251)>.05

향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제 X 영향성 교차분석 결과

 가치-영향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99  32  131

 % of Total  24.3%  7.9%  32.2%

 생활경제
 Count  4  2  6

 % of Total  1.0%  .5%  1.5%

 문화예술
 Count  37  2  39

 % of Total  9.1%  .5%  9.6%

 해외
 Count  37  3  40

 % of Total  9.1%  .7%  9.8%

 스포츠
 Count  21  0  21

 % of Total  5.2%  .0%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9  0  19

 % of Total  4.7%  .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11  12  123

 % of Total  27.3%  2.9%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3  1  4

 % of Total  .7%  .2%  1.0%

 Total
 Count  355  52  407

 % of Total  87.2%  12.8%  100.0%

X2 = 32.197, P(=.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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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갈등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84  47  131

 % of Total  20.6%  11.5%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인간적 흥미는 뉴스가치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주제 X 인간적흥미 교차분석 결과

 가치-인간적흥미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12  19  131

 % of Total  27.5%  4.7%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27  12  39

 % of Total  6.6%  2.9%  9.6%

 해외
 Count  18  22  40

 % of Total  4.4%  5.4%  9.8%

 스포츠
 Count  12  9  21

 % of Total  2.9%  2.2%  5.2%

 IT과학
 Count  4  3  7

 % of Total  1.0%  .7%  1.7%

 방송연예
 Count  9  10  19

 % of Total  2.2%  2.5%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62  61  123

 % of Total  15.2%  15.0%  30.2%

 여행
 Count  6  5  11

 % of Total  1.5%  1.2%  2.7%

 요리맛집
 Count  2  2  4

 % of Total  .5%  .5%  1.0%

 Total
 Count  264  143  407

 % of Total  64.9%  35.1%  100.0%

X2= 53.867, P(=.000)<.05

갈등성 역시 블로거 뉴스에서 유지되는 뉴스가치이다.  

<표 4-6> 주제 X 갈등성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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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갈등성
 Total

 없다  있다

 문화예술
 Count  31  8  39

 % of Total  7.6%  2.0%  9.6%

 해외
 Count  38  2  40

 % of Total  9.3%  .5%  9.8%

 스포츠
 Count  19  2  21

 % of Total  4.7%  .5%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6  3  19

 % of Total  3.9%  .7%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16  7  123

 % of Total  28.5%  1.7%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3  1  4

 % of Total  .7%  .2%  1.0%

 Total
 Count  337  70  407

 % of Total  82.8%  17.2%  100.0%

 가치-신기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30  1  131

 % of Total  31.9%  .2%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36  3  39

 % of Total  8.8%  .7%  9.6%

 해외
 Count  38  2  40

 % of Total  9.3%  .5%  9.8%

 스포츠
 Count  21  0  21

 % of Total  5.2%  .0%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X2 = 55.311, P(=.000)<.05

신기성은 뉴스가치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주제 X 신기성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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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일탈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29  2  131

 % of Total  31.7%  .5%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36  3  39

 % of Total  8.8%  .7%  9.6%

 해외
 Count  39  1  40

 % of Total  9.6%  .2%  9.8%

 스포츠
 Count  21  0  21

 % of Total  5.2%  .0%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9  0  19

 % of Total  4.7%  .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20  3  123

 % of Total  29.5%  .7%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가치-신기성
 Total

 없다  있다

 방송연예
 Count  19  0  19

 % of Total  4.7%  .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20  3  123

 % of Total  29.5%  .7%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398  9  407

 % of Total  97.8%  2.2%  100.0%

X2=9.830, P(=.456)>.05

일탈성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가치로 나타났다. 

<표 4-8> 주제 X 일탈성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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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일탈성
 Total

 없다  있다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398  9  407

 % of Total  97.8%  2.2%  100.0%

X2 = 7.420, P(=.685) >.05

유용성은 블로거 뉴스에서 유지되는 뉴스 가치이다.

<표 4-9> 주제 X 유용성 교차분석 결과

 가치-유용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17  14  131

 % of Total  28.7%  3.4%  32.2%

 생활경제
 Count  2  4  6

 % of Total  .5%  1.0%  1.5%

 문화예술
 Count  36  3  39

 % of Total  8.8%  .7%  9.6%

 해외
 Count  37  3  40

 % of Total  9.1%  .7%  9.8%

 스포츠
 Count  19  2  21

 % of Total  4.7%  .5%  5.2%

 IT과학
 Count  5  2  7

 % of Total  1.2%  .5%  1.7%

 방송연예
 Count  18  1  19

 % of Total  4.4%  .2%  4.7%

 책이야기
 Count  4  2  6

 % of Total  1.0%  .5%  1.5%

 사는이야기
 Count  97  26  123

 % of Total  23.8%  6.4%  30.2%

 여행
 Count  8  3  11

 % of Total  2.0%  .7%  2.7%

 요리맛집
 Count  3  1  4

 % of Total  .7%  .2%  1.0%

 Total
 Count  346  61  407

 % of Total  85.0%  15.0%  100.0%

X2 = 27.638, P(=.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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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볼거리 역시 뉴스가치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주제 X 영상/볼거리 교차분석 결과

 가치-영상볼거리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21  10  131

 % of Total  29.7%  2.5%  32.2%

 생활경제
 Count  4  2  6

 % of Total  1.0%  .5%  1.5%

 문화예술
 Count  29  10  39

 % of Total  7.1%  2.5%  9.6%

 해외
 Count  28  12  40

 % of Total  6.9%  2.9%  9.8%

 스포츠
 Count  18  3  21

 % of Total  4.4%  .7%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5  4  19

 % of Total  3.7%  1.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06  17  123

 % of Total  26.0%  4.2%  30.2%

 여행
 Count  7  4  11

 % of Total  1.7%  1.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345  62  407

 % of Total  84.8%  15.2%  100.0%

X2 =24.969, P(=.005)<.05

  (나) 신가치

  블로거 뉴스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뉴스가치를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유의미한 뉴스가치

로서 파당성이 도출되었다. 반면 도발성, 낙관주의, 국지적 관심사, 특종성은 뉴스가치로서 

중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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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치-파당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13  18  131

 % of Total  27.8%  4.4%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38  1  39

 % of Total  9.3%  .2%  9.6%

 해외
 Count  40  0  40

 % of Total  9.8%  .0%  9.8%

  - 도발성

<표 4-11> 주제 X 도발성 교차분석 결과

 새가치-도발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28  3  131

 % of Total  31.4%  .7%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36  3  39

 % of Total  8.8%  .7%  9.6%

 해외
 Count  40  0  40

 % of Total  9.8%  .0%  9.8%

 스포츠
 Count  21  0  21

 % of Total  5.2%  .0%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9  0  19

 % of Total  4.7%  .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22  1  123

 % of Total  30.0%  .2%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400  7  407

 % of Total  98.3%  1.7%  100.0%

X2 = 11.075, P(=.352)>.05

- 파당성

<표 4-12> 주제 X 파당성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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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치-파당성
 Total

 없다  있다

 스포츠
 Count  21  0  21

 % of Total  5.2%  .0%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9  0  19

 % of Total  4.7%  .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23  0  123

 % of Total  30.2%  .0%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388  19  407

 % of Total  95.3%  4.7%  100.0%

 새가치-낙관주의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31  0  131

 % of Total  32.2%  .0%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38  1  39

 % of Total  9.3%  .2%  9.6%

 해외
 Count  38  2  40

 % of Total  9.3%  .5%  9.8%

 스포츠
 Count  21  0  21

 % of Total  5.2%  .0%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9  0  19

 % of Total  4.7%  .0%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21  2  123

 % of Total  29.7%  .5%  30.2%

X2=36.220, P(=.000)<.05

  - 낙관주의

<표 4-13> 주제 X 낙관주의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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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치-낙관주의
 Total

 없다  있다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402  5  407

 % of Total  98.8%  1.2%  100.0%

X2 = 7.972, P(=.632)>.05

  - 국지적 관심사

<표 4-14> 주제 X 국지적 관심사 교차분석 결과

 새가치-국지적관심사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05  26  131

 % of Total  25.8%  6.4%  32.2%

 생활경제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문화예술
 Count  35  4  39

 % of Total  8.6%  1.0%  9.6%

 해외
 Count  39  1  40

 % of Total  9.6%  .2%  9.8%

 스포츠
 Count  20  1  21

 % of Total  4.9%  .2%  5.2%

 IT과학
 Count  7  0  7

 % of Total  1.7%  .0%  1.7%

 방송연예
 Count  17  2  19

 % of Total  4.2%  .5%  4.7%

 책이야기
 Count  5  1  6

 % of Total  1.2%  .2%  1.5%

 사는이야기
 Count  107  16  123

 % of Total  26.3%  3.9%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356  51  407

 % of Total  87.5%  12.5%  100.0%

X2 =15.611, P(=.111)>.05



102 ❙ 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 특종성

<표 4-15> 주제 X 특종성 교차분석 결과

 새가치-특종성
 Total

 없다  있다

 다음주제

 시사
 Count  125  6  131

 % of Total  30.7%  1.5%  32.2%

 생활경제
 Count  5  1  6

 % of Total  1.2%  .2%  1.5%

 문화예술
 Count  35  4  39

 % of Total  8.6%  1.0%  9.6%

 해외
 Count  35  5  40

 % of Total  8.6%  1.2%  9.8%

 스포츠
 Count  20  1  21

 % of Total  4.9%  .2%  5.2%

 IT과학
 Count  6  1  7

 % of Total  1.5%  .2%  1.7%

 방송연예
 Count  16  3  19

 % of Total  3.9%  .7%  4.7%

 책이야기
 Count  6  0  6

 % of Total  1.5%  .0%  1.5%

 사는이야기
 Count  115  8  123

 % of Total  28.3%  2.0%  30.2%

 여행
 Count  11  0  11

 % of Total  2.7%  .0%  2.7%

 요리맛집
 Count  4  0  4

 % of Total  1.0%  .0%  1.0%

 Total
 Count  378  29  407

 % of Total  92.9%  7.1%  100.0%

X2 = 8.989, P(=.533)>.05

  이로써, 블로거 뉴스에서도 전통적인 뉴스 가치 (갈등성, 시의성, 유용성, 향성, 저명성, 

인간적 흥미, 상/볼거리)가 여전히 유지되는 성격이 큰 반면, 이론적으로 새로운 뉴스가치

라고 여겨진 요소들 (도발성, 낙관주의, 국지적 관심사, 특종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뉴스가치로서 단지 당파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블로거

가 사회적으로 시의적인 이슈를 다루는 대신, 개인 혹은 집단의 주관적인 생각, 의견, 감정

을 표현하고 소통하기에 유리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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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제와 뉴스유형 

  주제별 뉴스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기사 장르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유형을 제외하고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 의견(주장)기사 유형에 따

른 주제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제와 뉴스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χ2=30.587, P=.032<.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사’와 ‘사는 이야기’의 경우 해설기사보다는 스트레이트기사와 

의견기사의 수가 많았고, 문화예술과 해외, 스포츠 주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송연예의 경우는 해설(분석)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블로그뉴스에서 해설(분석)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 뉴스와는 다르게 

블로그뉴스에서는 방송연예와 같은 연성 주제가 단순 재미나 정보취득의 수준을 넘어 심도 

있는 비평과 해석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4-16> 주제 X 기사 장르의 유형 교차분석 결과

주제
 기사 장르의 유형(빈도, %)

 전체
 스트레이트 기사  해설(분석) 기사  의견(주장) 기사

다음
주제

 시사
 25  10  29  64

 16.8%  6.7%  19.5%  43.0%

 생활경제
 0  1  0  1

 .0%  .7%  .0%  .7%

 문화예술
 8  2  6  16

 5.4%  1.3%  4.0%  10.7%

 해외
 7  5  1  13

 4.7%  3.4%  .7%  8.7%

 스포츠
 6  3  2  11

 4.0%  2.0%  1.3%  7.4%

 IT과학
 1  1  1  3

 .7%  .7%  .7%  2.0%

 방송연예
 0  5  3  8

 .0%  3.4%  2.0%  5.4%

 책이야기
 0  1  0  1

 .0%  .7%  .0%  .7%

 사는이야기
 10  5  16  31

 6.7%  3.4%  10.7%  20.8%

 요리맛집
 0  0  1  1

 .0%  .0%  .7%  .7%

 전체
 57  33  59  149

 38.3%  22.1%  39.6%  100.0%

 

χ2=30.587, P=.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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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제 X 댓글수 

  주제와 댓글수의 결과를 조사한 결과 주제별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F= 2.031, P(=.029)<.05), post hoc test를 해본 결과 실제 집단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21> 댓글수에 따른 주제간 차이 분석 결과표

시사 생활경제 문화예술 해외 스포츠 IT과학 방송연예 책이야기
사는 

이야기
여행 요리맛집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댓
글
수

23.
58

75.
55

76.
17

57.
53

8.82
13.
19

7.25 6.72 6.14
10.
58

47.
00

90.
28

6.16
10.
76

5.67 8.17
14.
11

31.
57

6.73 9.37 5.50 6.40
2.031

**

합
계
(N)

131 6 39 40 21 7 19 6 123 11 4 407

주. 영문 아래첨자를 지닌 수치는 동변량 검증에 의거 실시한 Scheffe 사후 검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간의 

차이를 뜻함.

  라. 주제와 방문자수

  주제별 방문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제별 방문자수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F= 1.684, P(=.082)>.05). 해당 주제의 빈도수가 적은 생활

경제(N=6), IT과학(N=7), 책이야기(N+6), 여행(N=11), 요리맛집(N=4) 5개 항목을 제외하고 시사, 

문화예술, 해외, 스포츠, 방송연예, 사는 이야기 등 6개 주제와 방문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제와 방문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 2.391, P(=.037)>.05). 이를 다시 사

후분석을 통해 특정 항목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시사와 방송연예 사이에 방문자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블로거 뉴스 역에서 전통 저널리즘에서 가

장 중시되어 온 시사보다는 방송연예 기사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22> 방문자수에 따른 주제간 차이 분석 결과표 

시사 문화예술 해외 스포츠 방송연예 사는 이야기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방
문
자
수

60285.68a 74320.47 74446.62 106753.91 75463.38 84056.33 68920.24 78380.14 137596.16a 125832.80 75424.86 102906.32 2.391**

합
계
(N)

131 39 40 21 19 123 373

주. 영문 아래첨자를 지닌 수치는 동변량 검증에 의거 실시한 Scheffe 사후 검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간의 

차이를 뜻함.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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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심층성과 방문자수

  심층성과 방문자수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F= 2.524, 

P(=.008)<.05), post hoc test 결과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표 4-23> 방문자수에 따른 심층성간 차이 분석 결과표 

과정/결과 원인+과정/결과 과정/결과+반응
원안+과정/결과

+반응
원인+과정/결과

+반응+대안
계기+과정/결과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방
문
자
수

79286.41 86116.40 65498.29 56947.66 79392.24 8107915.61 45642.24 50029.06 80379.50 96679.06 48123.63 132826.11 2.524

합
계
(N)

32 14 82 68 44 8 407

계기+원인/
과정+결과

계기+과정/
결과+반응

계기+원인+과정/
결과+반응

계기+원인+과정/결과+
반응+대안 F

M SD M SD M SD M SD

방
문
자
수

32289.33  23252.69 93925.16 123679.39 79582.18 94788.55 39909.31 36071.95 2.524

합
계
(N)

3 51 57 48 407

  바. 심층성과 댓글수

  심층성과 댓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F= 1.896, P(=.051)>.05).

<표 4- 24> 댓글수에 따른 심층성간 차이 분석 결과표 

과정/결과 원인+과정/결과 과정/결과+반응
원안+과정/결과+

반응
원인+과정/결과

+반응+대안
계기+과정/결과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댓
글
수

6.66 8.67 3.29 3.75 8.20 12.36 16.29 60.90 38.25 102.47 8.75 10.593 1.896

합
계
(N)

32 14 82 68 44 8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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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원인/
과정+결과

계기+과정/
결과+반응

계기+원인+과정/
결과+반응

계기+원인+과정/결과+
반응+대안 F

M SD M SD M SD M SD

방
문
자
수

3.00 1.73 9.10 18.57 20.44 42.56 24.81 45.31 11.896

합
계
(N)

3 51 57 48 407

  사. 주제와 방문자수

  주제별 방문자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중시된 시사뉴스와 연성뉴스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방송연예 뉴스의 방문자수를 비교해본 결과 후자의 방문자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블로거 뉴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기대는 오락, 소비문화

적 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블로거 뉴스의 심층성에 있어서, 뉴스 

주제별 분석이나 방문자수 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블로거 

뉴스 기사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심층성의 정도나 유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

한다.   

소  결

  본 장에서는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대중의 뉴스 생산과 소비의 역할 및 효과가 양질

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제시하 다. 이론적 차

원에서 미디어 및 뉴스 수용자의 능동성에 대한 논의의 궤적을 검토하 다. 대중 소비자/수

용자는 언제나 능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사회적 저널리즘의 장에 참여하 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성은 주로 의미 해석과 미디어 이용에 관한 수용의 입장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명

시적이기보다는 암묵적이고, 대중의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했다. 이

제 디지털 인터랙티브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의 역뿐 아니라 생산의 역에까지 대

중의 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참여 과정과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수용자의 능동성 양상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이 대중 참여가 전지구적 미디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소비주의와 상업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촉진/강요되는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있지만, 뉴스 수용자가 아니라 뉴스 생비자로서 대중의 역할이 양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뉴스 생비자에 대한 낭만화 또는 비판이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벗어나 그 실제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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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우선 뉴스 생비자의 능력과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

하 다. 그간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개념과 정보 리터러시 관련 개념

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기초 위에서 정의된 바,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접근하여 정보와 지식

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기능적/비판

적/행동적 능력을 의미한다. 제공된 정보를 정확히 해독하고 재맥락화하여 활용하는 수용 

및 이용의 차원과, 기존의 정보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하고 유통하는 생산의 차원이 상호연관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 다.

  대중이 일상적으로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를 발휘하는 공간으로서 블로거 뉴스에 주목하

다. 다음 블로거 뉴스에서 베스트와 특종으로 선정된 블로거 뉴스 기사 407개를 내용분석하

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별 빈도

수와 관련하여 시사뉴스와 사는 이야기의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전통적인 저널리즘 

시각에서 볼 때 경성뉴스와 연성뉴스의 대표적인 유형이 여전히 주류적인 기사주제로 다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전통적 뉴스가치가 블로거 뉴스에서도 여전히 준수되고 

있되, 주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서적 사실성이 높고, 감정적 친화성이 큰 주제가 

블로거 뉴스에서 중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뉴스 가치에서 파당성만이 유의미한 뉴

스 가치로서 도출된 반면 도발성, 낙관주의, 국지적 관심사, 특종성은 유의미한 가치로 밝혀

지지 않은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입증한다. 또한 주제별 방문자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전통

적 저널리즘에서 중시된 시사뉴스와 연성뉴스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방송연예 뉴스의 

방문자수를 비교해본 결과 후자의 방문자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블로거 뉴스

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기대는 오락, 소비문화적 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블로거 뉴스의 심층성에 있어서, 뉴스 주제별 분석이나 방문자수 분석에서 모두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블로거 뉴스 기사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심층성의 

정도나 유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블로거 뉴스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적 경험과 지식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저널리즘의 형태로서 분명 주목할 만하다. 공적 질서에 의해 규제되거

나 제한되던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판단할 때 이렇듯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오락적

인 뉴스가 주로 주목받고 읽히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의 전

달 기능을 해야 하는 뉴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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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미래

권 상 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skweon@skku.edu)

1. 들어가면서 

  우선 흥미 있는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라고 생

각됩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블로그 저널리즘을 디지털뉴스 리터러시와 

뉴스 생비자란 관점으로 접근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대중의 능동성에 

대한 선험적인 비판이나 과도한 환상을 경계하고 실제 연구를 통해 찬찬히 접근하고자 한 

점 역시 이 논문에서 높이 살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미

디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향을 받느냐 보다는 미디어로 무엇을 하

느냐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기”(9쪽) 때문이다.

  또 그 동안 블로그에 대한 연구들이 커뮤니티적인 측면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새로운 

저널리즘적 가능성과 뉴스의 미래를 탐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온라

인 시민 참여 저널리즘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제를 연구 대상

으로 삼은 점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디지털 시대 대중과 뉴스미디어 상호구성주의

  연구자들이 대중과 저널리즘을 상호 공진화 대중 구성주의 (public constructionism) 패러

다임으로 본 것은 유용한 시각이다.  블로그의 직접 저널리즘은 일반 시민들, 즉 대중과 뉴

스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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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은 태생적으로 자신의 존재 근거로서 ‘보통사람들’을 취해왔다. 17세기 초

기 정간지(periodicals)에서 ‘보통사람들(people)’의 말 걸기 대상으로 명시되었고, 

19세기 급진적 신문들은 ‘국민(people)’의 힘을 요구하 으며, 20세기 ‘대중

(popular)’은 보다 문제적인 개념으로서, 저널리즘 발전에 보다 큰 향을 미치게 

된다(발제문). 

  역사적으로도 저널리즘 양식과 대중들의 공적 역간의 이상적인 형태에 관한 이슈는 큰 

관심과 연구 역이다. 언론의 자유, 뉴스제공방식은 한 나라의 문화양식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ꡔ의

사소통 행위이론ꡕ저서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어(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한 의사소통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변화(미디어시스템, 통신시스템)에 따른 상호 이해의 

행위를 목표로 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디지털시대 누구나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때 ‘공론의 장’이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에 관계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라 보

고, 이러한 이상적인 언론 형태가 중세 봉건 사회가 몰락한 뒤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나타

나는 신문이나, 출판, 의회 등이라고 평가하 다. 그는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을 

‘공공 역’(public sphere)라고 이름 지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이 사회미디어 시스템의 발

달이 진행되면서 의사 소통행위 공간도 신문에서 방송, 방송에서 인터넷, 여기에는 포털, 커

뮤니티, 블로그, UCC등이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저널리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블로

그와 UCC등은 새로운 형태의 공론 장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시스템이자, 언론 형

태이다.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포털, 블로그, UCC 미디어는 단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전

통미디어시대에 공론의 장에서는 매스미디어 언론의  독점화가 건전한 공공 역을 소수(자

본)에 의한 여론의 독점 현상으로, 진정한 공론의 장(場, champ)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디지털 인터넷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가

능성이자 미성숙된 공공성으로 파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디지털시대 저널리즘제공형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크게 재매개부

분과 1차 저널리즘 역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미디어 공공 역은 블로그, 포털, UCC 등 

개인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듯 보인다. 아울러 매스미디어의 

중앙 집중성과 일방성은 케이블, 위성 TV의 등장으로 인해 사용의 대중성이 되면서 그 다

양성이 강화된 반면, 그 지위는 디지털로 대표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흐름에 

의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뉴스양식에서 블로그와 UCC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진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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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UCC, 포털, 블로그에서 생비자의 등장은 인터넷의 ‘탈집

중화’가 공론장 내부를 지나치게 분절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디지털미디어의 상호작용성과 뉴스의 수용자 능동적인 선택권의 부여는 뉴스의 생활 적용성

은 높일 수 있지만, 국가의 아젠다와 의견접합기능에는 더욱 약화된 뉴스 미디어 양식으로 

보인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자의 자유선택권, 독립성, 다원주의, 개인주의 등 인터

넷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소통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공

적 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디지털시대 다채널멀티미디어나 블록과 같

은 개인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양식(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이 구성원 상호 이해를 통한 합

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실증적인 연구문제로 남는다. 

대
중
성

뉴스유형

“재매개형” “블로그형”

정
치
/사
호

국
가
/경
재

생
활
중
심
c

개
인
중
심

전
문
가

포털뉴스

블로그뉴스

미디어 뉴스

검색 뉴스소비

1차저널리즘

생활,시민뉴스

뉴스의 미래

3. 뉴스 생비자(Pro-sumer)의 부상과 상호지향성

  뉴스의 생비자의 부상은 뉴스의 의제설정방식과 뉴스 유통, 선택, 소비과정에 있어 매스

미디어시대의 표준을 파괴시켰다. 디지털시대에는  뉴스 이용의 선택성 측면에서 기존 언론

에 비해 정보의 선택이 자유롭다. 디지털시대 미디어수용자는 정보의 선택, 정보의 중요성

에 대한 평가 및 해석, 그리고 뉴스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용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것은 정보유통의 주도권이 뉴스생산자에서 뉴스이용자로 넘어왔으며, 뉴스의 선택과 배제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전통적인 미디어역할인 의제설정(Agenda–setting)이 이제 일

반 사용자가 결정하는 역(逆)의제설정(Reverse-agenda-setting)의 저널리즘의 양식 시대이다.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는 인쇄문화에 한정된 개념으로서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지

도되고 학습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리터러시,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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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UCC, 포털검색, 블로그 구성(RSS, Track-Back, XML), 디지털콘텐츠의 구성 등이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의 검색과 재구성, 재가공을 통한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 제

공능력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4. 디지털 뉴스 생비자로서 블로그: 뉴스진화 모델

  뉴미디어 기술, 특히 개인 출판 형식의 뉴미디어 기술이 등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들도 단순히 소비자로서 미디어 수용자 뿐 아니라 매스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수용자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생비자(Pro-sumer) 차원에서의 상호지향성 모델입장에 

바라본 새로운 유형뉴스인 블로그(Blog)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는가? 미디어 규범적인 이

미지(media image)는 ‘미디어 이용과 사용에 특정한 시각 또는 필연적인 전제를 하고 특정 

선입견을 갖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즉 현상을 완전히 불신한 상태에서 사물을 설명하는 

것이다(Starblind, 1995). 전자는 블로그소비자인 수용자가 갖는 스키마, 후자는 블로그뉴스

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널리스트적인 스키마라고 볼 수 있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설득에 관련된 태도변화만

으로 파악하여, 이해와 관련된 효과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 다. 따라서 상

호지향성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논할 때, '설득'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바

로 그러한 이유로, Chaffee와 McLeod(1968)는 상호지향성을·어떠한 개념이나 사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때, 두 사람간의 이해는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대상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향할 때 가장 높아진다. 결국 상호지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두 집단의 상호이해가 높아지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의사소통행위)도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풀뿌리 저널리즘에서 <그림>은 제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지향성에 관한 연구도 

있고, 비저널리즘 내에서의 블로그에 관한 상호지향성을 연구할 수도 있다. 즉 오늘날 우리

가 보는 블로그의 저널리즘 인식과 실제의 뉴스적인 형태는 어떤 것인가 이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블로그의 저널리즘적인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생산자나 사용자들이 전통적인 차원에서 블로그뉴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의 내용이 일상생활과 연관된 내용과 주제가 대부분이고 전통 매스미디어의 형식을 차

용하여 연성/경성뉴스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유형은 전통뉴스와 비슷한 비율이

지만 블로그 내용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연예와 개인적인 활용도나 감성적인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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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뉴스

소비자생산자

  디지털시대 블로그 뉴스는 일차 저널리즘(first hand journalism)이다. 포털에서 재매개 뉴

스를 생산한다면, 블로그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뉴스저널리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  블로그 형태로 제공되는 저널리즘을 일차저널리즘(first hand journalism)이라고 

한다.  블로그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글을 쓰고, 보

도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잠재커뮤니케이터(potential communicator)가 되었으며 

이러한 일차저널리즘은 블로그 테크놀로지와 뉴스의 실생활연관성과 더불어 뉴스의 분절화

와 더불어 '진화'를 거듭하게 된 것이다. 뉴스의 미래진화 중간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블로그는 시민기자, NGO, 지식인,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직접 보도

(firsthand reporting)저널리즘, 블로깅(blogging: 블로그 활동) 저널리즘의 개념을 확장시키

고, 저널리스트는 단순히 정보 수집이나 뉴스 보도에 있어 훈련을 받은 전문인이 아니라 정

보들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석과 분석은 물론 사건의 사회적 파급 효과나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장이 되었다. 직접보도저널리즘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게이트키

핑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여적이고 시민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전통 저널

리즘에서 엄선된 뉴스를 다시 포털에서 이차게이트키핑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와 더불어 뉴

스의 스펙트럼을 확장해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형태인 블로그 뉴스는 미래의 뉴스 

진화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5. 나가면서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뉴스분석을 통한 풀뿌리 저널리즘(root journalism, 

civic journalism)의 특성파악을 통한 미래예측을 위한 연구인데, 블로그 내용분석과 이론적 

배경에서 현재와 미래처럼 따로 분리되어져있는 것 같다. 디지털 저널리즘이 가지는 문화적

인 특징들, 디지털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이론들을 블로그 내용분석을 통해 그 현상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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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해내어 연결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현장성, 선정성, 이용가능성 등과의 인결성이나, 

해체, 융합, 혼합의 경향이라는 풀뿌리 저널리즘의 특성과 진화 경향을 파악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는 진화과정의 초기형태로 뉴스의 미래의 한 단초를 제공하는 유형과 미디어 양식

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인 UCC나, 블로그, 포털, 뉴스버스터등이 새로운 풀

뿌리(civic) 저널리즘의 다른 차원인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블로거의 뉴스가 포털에 제공

되는 재(再)매개저널리즘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 뉴스는 긴 꼬리

(Long-tail)에 놓이는 포털의 한 장르가 될 것인지 이를 통한 비교도 관심이다.

  뉴스의 미래변화에서 대중의 역할이 미디어양식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큰 것인지, 콘

텐츠에 의한 향이 큰 것인지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블로그가 보여주는 뉴스의 

유형이 생비자의 바람직한 유형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더불어 블로그 뉴스

생산자와 블로그 뉴스 소비자는 같은 그룹인지, 이들은 상호지향을 하고 있는지  블로그 뉴

스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시작인지, 연구자의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 대해 몇 가지 세부적인 의문은 본 토론자가 연구자님

들의 연구를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의문일 수 있는 질문이다.

  첫째, 주제X 기사장르 교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해설 분석이나 

의견 주장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대로라면 그 동안 알고 있던 블로그 뉴스의 상

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둘째, 연구자는 “주제별 방문자 수 비교에 따르면 시사뉴스에 비해 방송연예 뉴스 방문자

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블로그 뉴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기대는 오락, 소비 

문화적 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런 진단이 틀리지는 않

지만, 이게 과연 블로그 뉴스만의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포털 뉴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 연구자는 심층성에 있어 뉴스 주제별 분석이나 방문자수 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

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블로거 뉴스 기사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심층성의 정도

나 유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 역시 블로거뉴



세션❸ - 토론문 ❙ 117

스 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단을 해볼 수 있

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건 블로거 뉴스의 특징이 아니라 온라인 뉴스의 일반적인 

특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개인적이고 소비오락적인 뉴스가 주로 주목받고 읽히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의 전달 기능을 해야 하는 뉴스로서는 한

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고 매듭짓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저널리즘

이란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엔 이 같은 결론이 지극히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풀뿌리 저널리즘의 미래’란 이 논문의 제목을 토대로 할 경우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과연 디지털 뉴스 리터러시나 생비자란 이론적 개념들

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연구자가 블로거 뉴스 분석

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풀뿌

리 저널리즘의 미래’란 이 논문의 키워드를 탐구하려는 이 논문의 목적에 맞추어 결과를 재

구성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댓글 수나 방문자 수 같은 계량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댓글들

이 주로 있는지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방문자 수와 함께 추천 

수 같은 좀 더 ‘적극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새로운 뉴스 진화 과정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

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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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생태계 이론 도입 필요성

○ 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이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선도하여 

왔으나 최근 성장의 한계 노정

  - 2000년대 초반까지 이동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충분한 잠재수요를 바탕으로 IT 사업환경

은 ‘공급 및 기술 주도’, ‘정부의 리더십’, ‘인프라 중심 사업’으로 특징지워짐

  - 최근 IT 사업환경은 ‘기존 서비스 시장의 성장 한계 노정’,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미흡’, 

‘정보통신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여력의 한계’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는 최근의 IT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는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IT 산업의 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

  -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올 생태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의 생태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정부 차원

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 동인과 컨버전스 시장의 동태성(dynamics)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동태성 분석을 통해 국가와 기업차원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그림 1> 디지컨 컨버전스 생태계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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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컨버전스와 디지털 생태계 

  1) 디지털 컨버전스

○ 디지털 컨버전스 개념은 1977년에 등장하여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전략으로 본격 활용

  - Farber & Baran(1977)의 “The convergence of computing and telecommunication 

system”에서 최초로 등장

  - 1978년 MIT의 네그로폰테(Negroponte) 교수가 computing, publishing, broadcasting의 

3가지 역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관

심을 받게 됨

○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기기간, 기기와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

태의 산업과 가치사슬이 창출되는 현상

  - 제품통합, 제품 컨버전스, 프로세스 통합, 프로세스 컨버전스를 모두 포괄하는 수평적 

통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치사슬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

<그림 2> 디지털 컨버전스의 개념

○ 디지털 컨버전스의 유형/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류 이론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유형을 디바이스 컨버전스, 네트워크 컨버전스, 미디어 컨버전스, 서

비스 컨버전스, 산업간 컨버전스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고 생태계 이론과 접목시킴

  - Greenstein & Khanna(1997)는 컨버전스를 대체(substitute)와 보완(complement)으로 구분

  - 인텔(2003)은 마이크로 컨버전스(기술 컨버전스 개념)와 매크로 컨버전스(기술 컨버전스

로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 개념)로 구분

  - 텍사스 대학(2005)은 디지털 컨버전스를 플랫폼 컨버전스, 조직 컨버전스, 제품 및 서비

스 컨버전스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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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산업/시장 메커니즘의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 경쟁 양상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음

  - 수평적 통합시장에서 최적의 기능조합을 찾는 경쟁

  - 최적의 제휴 생산체제를 모색하는 경쟁

  - 신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출범, 안정적인 성숙시장으로 키우는 비즈니스 기동성을 

확보하는 경쟁

○ 디지털화에 따른 IT 및 가전 분야의 기능통합, 이종 네트워크간 융합을 통한 동일한 구

성의 컨텐츠 전달,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간 융합을 통한 신사

업의 등장으로 기기간, 기기와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가치사슬이 창출

되는 현상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래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IT 산업 내 통합에서 산업간 컨버전스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는 인간과 IT가 컨버전스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

○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화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가시화될 것

으로 예상

  - 컨버전스를 통해 타 산업과 시장에서 잠재수요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

장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경쟁, 협력, 대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가치

사슬에 따른 경쟁구도 뿐만 아니라 협력과 공진화를 포함한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진화 개념으로 발전할 것임 

  - 상이한 고객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기업이 새로운 컨버전스 가치를 만

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디지털 생태계

  (1) 디지털 생태계 개념과 도입 필요성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컨버전스 진행은 기업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복잡성을 증대시

킴. 이는 산업/경  Risk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경 환경 및 기업의 생존조건에 

대한 근본적 재인식이 필요 → ‘생태계’ 이론 등장

○ 디지털 생태계 개념은 가치창출 개념의 변화를 반 하고 있음. 고객은 co-creator, 

prosumer로, 가치사슬을 가치 네트워크로, 제품가치는 네트워크 가치로, 단순 협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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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잡한 co-competition과 co-evolution으로, 개별 기업 전략은 전체적인 value ecology

를 고려한 전략을 의미

  - 생태계 개념은 network/web 형태의 관계를 강조하고 정적 선형 관점이 아닌 holistic 

dynamic view를 제공. 가치가 제품에만 내재된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가치가 중

요함을 주장하며, 환경적 변수를 포괄하고 진화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그림 3> 생태계 관점의 가치창출 개념 변화

○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기술, 서비스, 산업간 경계 붕괴와 산업내/산업간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가치사슬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가치를 포괄하고 진화와 선순

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생태계 이론 적용은 새로운 시각의 다수의 정책적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음

<그림 4>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변화 예시(Home Media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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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생태계 이론 비교 분석

○ J. F. Moore는 1996년 “The Death of Competi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

(business Ecosystem)의 개념을 정의

  - “An economic community supported by a foundation of interacting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 the organisms of the business world”

○ 기존의 조직구조에 대한 관점은 시장(market)과 계층(hierarchy)을 주로 고려하 으나, 무

어는 세 번째 유형으로 생태계(ecosystem)를 제안

  - 전통적인 정책/규제 개념은 ‘market power’, ‘leading firm’, ‘excessive concentration’

  - 이러한 개념을 비즈니스 생태계에 적합하게 정확히 정의하거나, 적합한 별도의 규제 모

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표 1> Moore의 시장, 계층, 생태계 관점 비교

비교 Market Hierarchies Ecosystems

내부화 해당없음
시장을 내부화하여 
기업가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함

기업들로 형성되는 시스템, 는 
이를 연결한 시장을 내부화하여 
커뮤니티 리더가 이끌도록 함

진 상 제품의 교환 활동에 한 통제
신(innovation), 

공진화(co-evolution)

이상  성과 투명한 거래
임무에 한 완벽한 

통제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perfect 
co-evolution of innovations

메커니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기업의 “보이는 손” “visible imagination"

○ 비즈니스 생태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는 저자와 논문간의 개념 비교 분석

(conceptual analysis)을 통해 각각이 주장하는 바와 차이점을 파악

  - Moore (1996, 1998)

  - Isbsiti & Levien (2004, 2005)

  - Power & Jerjian (2001)

  - Gossain & Kandiah (1998)

  - Lewin & Regin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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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 비교 분석

자 주요 주장

Moore

- economic community supported by a foundation of interac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996)
 *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요한 것은 leadership companies → keystone
  species
- extended systems of mutually supportive organizations (1998)
- 1996년은 비즈니스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강조, 1998년은 분산된 의사
 결정과 자기조직화 강조
- industry를 ecosystem으로 용어를 체하자고 주장
- life-cycle: birth → expansion → leadership → self-renewal or death
- Moore의 개념은 cluster 는 value network과 한 계를 가짐

Isbsiti
&

Levien 

- Business ecosystem의 주요 특징: fragmentation, interconnectedness, 
 cooperation, competition (2004)
- 3가지 성공요인: productivity, robustness, the ability to create niches and
 opportunities
- 기업의 4가지 역할: keystones, niche players, dominators, hub-landlords 
 (Marco Iansiti, "Managing the Ecosystem," Optimize, Feb 2005. 참조)
- 자연계와 다른 
 * actor가 지능 이며, 미래를 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춤
 * 비즈니스 생태계는 가능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 경쟁함
 * 자연계는 순수한 생존을 목 으로 하는 반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함

Power
&

Jerjian

- 생태계는 integrated electronic business를 구성 (2001)
- 많은 비즈니스가 WWW에 매우 의존하는 것에 주목함
- 기술 인 연결성을 시하나 가상기업도 포 하여 설명하고 있음
- 주요 이해 계자: shareholders, employees, businesses, customers
- 비즈니스 생태계는 매우 연결성이 높은 단일 기업에 의해 형성됨을 주장

기타

o Gossain and Kandiah (1998)
 - 가치 창조의 요성 인식
 - 생태계의 심  역할은 트   공 자들과의 계가 요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만 business ecosystem에 포함
 - integrated value chain의 개념과 기본 으로 유사함
o Lewin and Regine (1999)
 - 복잡계 개념의 용 필요성 시사

  (3) 디지털 생태계 주요 개념 분석

  ① 공진화(Co-evolution)

○ 두 개 이상의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

  - Cooperative or Mutualistic : 공생관계에서의 진화, 예) 협력기업들이 함께 진화, 기업

과 소비자간 서비스 개발과 요구의 피드백

  - Competitive: 경쟁을 통한 진화, 예) 동물들이 먹이찾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냥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각기 진화, 인간의 면역체계와 병원균

  - Exploitative or Predator-Prey : 먹이사슬에서의 포식자와 피식자, 예) 포식자인 치타는 

달리기가 빠른 종자만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으므로 결국 달리기가 느린 종자는 도

태됨. 또한 피식자인 양은 달리기가 빠른 종자만이 치타의 사냥에서 살아남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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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결국 달리기가 느린 종자는 도태됨. 궁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사냥의 경쟁

력이 우수한) 치타와 (생존력이 우수한) 양의 달리기 속도는 각기 점점 더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함

○ 개체와 그 개체가 속한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

  - 예) 기업과 기업이 속한 산업이 함께 진화, 규제와 산업구조가 함께 진화, 인터넷 기술

과 전체 경제시스템이 함께 진화

    ※ Red Queen 효과 : 생물체가 생태계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변화를 거듭하

지만, 동시에 생태계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되는 

현상

  ②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 시스템 구성요소들이 자발적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

  - 열린 시스템 환경하에서 시스템이 섭동·요동에 의해 평형상태를 이탈하게 되고,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개별 구성요소들의 무작위적 

일탈을 억누르면서 거시적인 흐름으로 모아주는 현상

  - 강제로 조직된 top-down의 질서형성 과정이 아닌, 자발적으로 조직된 bottom-up의 질

서형성 과정

    ※ 시장가격의 형성: 시장이라는 복잡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도출되는 가격

    ※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de facto standard : VHS, MS Windows 등의 표준

들은 bottom-up으로 형성된 표준

    ※ 인터넷: 중앙 통제 없이도 crash 되지 않고 잘 운용되고 있음

○ 서로 다른 개체들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협력)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시너지 효

과’로도 해석가능 cf) H. Haken's Synergetics Theory

  ③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

○ 사회·경제시스템에서 흔히 관찰되는, 적응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잡계

  - 기본 구성개체는 ‘지적인 인간’이며, 이들은 행위자(agent)로서의 소비자, 기업, 정부 등

  - 서로 다양한 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또한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함

    ※ 예) 기업이 기업규제환경(산업규범)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개별기업들이 선택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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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여서 산업규범과 같은 관행으로 굳어지기도 함

○ 여기서 ‘적응적(Adaptive)’이라 함은 행위자들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진화하며, 더 나아

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함을 의미

  ④ 복잡(적응)계로서의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

○ 디지털 생태계의 개념

  -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는 각 주체(agent)가 상호작용하는(interacting) 과정에서 동반 성

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생태계의 번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

  -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

○ 결국 디지털 생태계도 복잡하고 동태적인 디지털 환경하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적응 및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복잡(적응)계로 정의가능  

○ 디지털 생태계의 복잡성(Complexity)

  - 최근 소비자 역할의 변화(prosuming), 기업간 관계의 변화, 기술 진화 및 혁신, 시장여

건의 변화 등 디지털 생태계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해 이해관계자들간 전략적 상호작

용의 복잡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최근의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은 디지털 생태계의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주요

인으로 작용

○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디지털 생태계에 미치는 향

  -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는 산업 및 서비스 역이 구분되어 각 역 내에서 경쟁자들이 등

장하면서 일시적인 비평형상태를 초래하지만 곧 평형(equilibrium)상태로 복귀하는 형태

  - 최근의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환경변화로 인해 경쟁의 범위가 산업 및 

서비스 역간으로 확대되면서 일종의 혼돈(chaos)상태에 진입

○ 따라서 최근의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 등 디지털 생태계의 동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주체인 ICT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혁신적으로 진

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

  - 본 연구에서는 컨버전스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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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 생태계 관련 국내외 동향

○ 해외와 국내 모두 디지털 생태계 연구 추진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념이 모

호하고 구체적인 적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① 해외 동향

○ 세계경제포럼(WEF)의 디지털 생태계 프로젝트

  - 2006년 1월 디지털 생태계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디지털 생태계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 

2007년에는 시나리오 연구에 이어 시나리오의 적용을 목표로 함

  - WEF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모토로 고객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 구성주체들이 생산

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진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

로는 사회번 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

  - WEF이 추구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은 협력(Collaborative), 다양성(Diverse), 생산성

(Productive), 진화(Evolutionary), 건강(Robust), 참여(Participatory)임

○ EU의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DBE: Digital Business Ecosystem) 프로젝트

  - EU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Digital Business Ecosystem(DB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SME를 통한 혁신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ME의 더 많은 ICT 활용을 촉진

  - DBE 프로젝트 : 소프트웨어 서비스, 콤포넌트, 어플리케이션의 자생적 진화와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형 환경을 개발하는 Digital Infra 구축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이는 EU에서의 지역격차(regional divide), 대기업/중소기업 격차(size 

divide)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 EU의 프로젝트는 산업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중

  ② 국내동향

○ 삼성경제연구소, KT, 디지털융합연구원 등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직까지 

연구초기 단계로 개념정립 및 도입방안 연구 등에 머물러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 복잡계 이론을 현실이해와 문제 해결에 활용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

도. 2005년 11월부터 복잡계 네트워크 운용

  - KT와 디지털융합연구원 : 2006년부터 디지털 생태계 연구를 진행. 2006년 11월 ‘IT 

2.0: 참여와 공 의 디지털생태계’ 심포지움 개최. 2007년 8월 공동으로 ‘디지털생태계 

미래전략’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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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의 기업전략

  1)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주요 이슈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구축의 동인

  - 기업들은 Market-pull 동인과 Technology-push 동인에 의해, 즉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

족시키고 기술적 혁신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컨버전스를 

시도

  - 궁극적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는

    ․ Cost-sharing/risk-sharing/resource-sharing/role-dividing의 개념

    ․ Value-exchange/value-creation/value-sharing의 개념을 포함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성공의 핵심 요인

  -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하에서 IT/Telecom/M&E 산업간 선순환의 상생구도 구축이 핵심

  - 생태계 협력기업들간 공감할 수 있는 Incentive/Profit-sharing Mechanisms 구현 

  - 이러한 선순환의 상생구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생태계는 결국 도태됨

○ 네트워크 컨버전스의 진화와 개방 구조 진전에 따른 디지털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 IP 기반 환경에서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정도가 고려될 수 있음

    ․ 네트워크 트래픽 연결 사업자(Network Traffic Aggregator)

    ․ 결합서비스 접근권 제공 사업자 (Triple and Quad-play Access Provider)

    ․ 콘텐츠와 서비스 결합사업자 (Content and Service Bundler)

    ․ 생태계 촉매자(Ecosystem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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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P기반 환경에서 정보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 수평적 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 기존의 정보통신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레이어별로 분리되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

성하 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레이어간 구분 없이 서로간 

복잡하게 연계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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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EF, 2006, 디지털 생태계 미래전략 연구, KT, 2007.

<그림 6>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 수평적 산업 구조의 진전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기업과의 관계 및 시장의 변화 속

도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우위 확보 비즈니스 모델 (Niche)

  - 파트너십 강화로 기업가치 간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Keystone)

  - 자사의 필요한 기술과 기능 인수로 스스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비즈니스 모델 (Physical 

Dominator)

<그림 7> 수평적 산업 구조 진전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에서 경쟁과 협력

  - 생태계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탄생-성장-쇠퇴-적

응과 혁신에 의한 재탄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자들은 경쟁과 협력간의 정도

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132 ❙ 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참여자와 수익배분

  - 과거에는 기술․가격기반 수익 배분이 주요 이슈 으나,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는 

네트워크 수의 증가, 네트워크 간 연계 증가로 인한 상호접속, 가치 사슬 분화 등 다양

한 기업간 경쟁과 협력의 발생으로 다양한 수익 분배 이슈가 등장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는 방송시장(방송콘텐츠 등), 통신 시장(상호접속 등), 화, 

음악, 모바일 콘텐츠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장 등에서 다양한 수익배분 이슈가 제기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수익배분은 향후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생태계에서 전체 수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 생태계 참여자 또는 협력자들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수익분배 기준은?

    ․ 수익분배에 있어 참여자들간 시장지배력 차이를 어느 정도 반 해야 하는가?

2)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ICT 기업 전략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하에서 ICT기업의 진화 방안으로는 Keystone 진화전략과 Niche 

player 진화전략을 고려

  - Keystone 진화전략 : Platform developer/provider로서 Niche player들의 의존도를 증대

시킴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통제력 장악

  - Niche player 진화전략 : Keystone이 제공하는 platform 및 동일 생태계내 다른 Niche 

player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

  - 지속적 혁신을 통한 차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됨. 이는 Keystone이 기존 

Niche player들의 특화된 핵심역량을 platform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때문 

(Iansiti & Levien, 2004)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소비자

  - 기업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써 생태계에 참여하여 다

양한 컨버전스를 시도하게 되며, 그러한 컨버전스의 성공/실패여부는 결국 소비자의 선

택에 달림

  - 기업의 가장 좋은 파트너는 소비자 :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제품개발에 참여하는 시스템

이 가장 바람직한 Open Innovation 모델임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 IT산업 경쟁 전략의 중요한 축은 Open paradigm과 

Prosuming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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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Paradigm은 타사업자의 참여와 공유를 촉진시키고, Proprietary 자산을 Common 

Infrastructure로 전환시키는 의미. IT산업의 발전 단계가 CAOM(Closed and Owned & 

Managed)에서 OBOM(Opened But Owned & Managed)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음

을 의미

  - Prosuming Paradigm은 소비자의 참여와 공유를 촉진시키고, Distributed Intelligence와 

Personalization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 주요 전략적 이슈

  - 공통 인프라(Common Infrastructure)기반에서의 B2B Collaboration과 이를 촉진하는 IT 

infrastructure로서 BcN, Web 2.0, SOA, Enterprise 2.0 등의 구축

  - Prosuming을 통한 B2C Collaboration

  - Telecommuting, Customer sourcing, Open API, Open B2C Interface를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진화 : 한국형 DcE 구축 프로젝트

○ 정부는 공급 및 기술주도의 산업촉진 정책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생태계 활성자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프로슈머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효과적인 가치사슬이 

구성될 수 있도록 open network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 시장 조성자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진화할 수 있도록 open network을 구축하는 사업을 모색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진화를 위한 한국형 디지털 컨

버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함

○ 한국형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DcE) 구축 프로젝트 도입

  - IT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창출되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추

는 것이 필요

  - IT산업(제조업 2005년 기준)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3.7%에 불과하고 생산성은 대기업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처럼 취약한 경

쟁력으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 적기에 시장에 

공급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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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버전스 관련 중소기업들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형

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요

  - EU의 DB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함. EU의 

DBE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에 디

지털 컨버전스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형 프로젝트의 대상 산업을 IT산업 위주로 시작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형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는 공개된 표준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기반

의 분산형 협력/혁신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Digital Convergence Infra 구축사업으로 ICT 

기업과 컨버전스 관련 중소기업들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디지털 컨버전스 기업에게 최상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

  - 전통적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이론에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진화 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을 도입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R&D 협업, 비즈니스 모델 공유, 인력교류, 시장

거래 등 기업간 협업 증대를 추구

 

<그림 8> 한국형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개요

 

○ EU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Digital Business Ecosystem(DB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SME를 통한 혁신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ME의 더 많은 ICT 활용을 촉진

  - DBE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콤포넌트, 어플리케이션의 자생적 진화와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형 환경을 개발하는 Digital Infra 구축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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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음. 이는 EU에서의 지역격차(regional divide), 대기업/중소기업 격차(size 

divide)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 DcE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관리의 용이성 확보, 시장 기회의 확대, 서비스 결합

을 통한 비즈니스 재혁신, 금융, 법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최신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한국형 DcE 구현 방안

  - 한국형 DcE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세부 프로젝트로 이론(네트워크 구성방안, 지능형 알고리즘), 컴퓨팅(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비즈니스(정책, 교육, 전문가 양성) 분야 하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추진

  - 초기에 IT 벤처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수도권, 대덕연구단지, 전국에 있는 

혁신클러스터 중 일부를 지역 촉진자(local catalyst)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생태계

가 스스로 조직화되도록 인프라를 구축

<그림 9> 한국형 DcE 구축 프로젝트 구현 논리

○ 세부프로젝트 추진 방안

  - 이론, 컴퓨팅, 비즈니스 분야별로 중요성을 고려하여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로드맵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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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형 DcE 구축 프로젝트 세부추진과제 개요

번호 과제명 분류 과제 개요

1 Network 이론,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델링

2 Language 이론, 컴퓨
모델링 언어 구

ex) BML(Business Modeling Language)

3 Intelligence 이론, 컴퓨 지능형 학습 시스템

4 Evolution 이론, 컴퓨 진화 최 화 연구

5 Architecture 컴퓨 핵심 아키텍처 설계

6
Production & 
Population

컴퓨 산출  용

7 Training 비즈니스 교육  진

8 Regulatory 비즈니스, 컴퓨 규제 임워크

9 Viability 비즈니스 표 화, 특허 등

○ 동북아 DcE 구축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한국이 이를 주도

  - 한국형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향후 중국, 일본, 대만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 디지털 컨버전스 프로젝트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이 이를 주도함

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격상시킴

  - 추후 북한의 해주, 개성단지, 홍콩 등 잠재적 DcE 활용 국가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외

연을 확대

<그림 10> 동북아 DcE 구축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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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진화

김 도 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주제에 대하여

- 디지털 컨버전스와 생태계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룬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주제로 사료됨.

- 단순히 제품 및 서비스 간 컨버전스를 넘어서서, 산업간 컨버전스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컨버전스 현상의 추세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올바르게 짚어 볼 필

요가 있음. 또한 컨버전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차세대 인터넷과 관련

된 제반 이슈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기반한 방법론과 접근법들이 산업과 정책을 지나치게 경

쟁중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봄에 따라, 장기적이고 동태적 관점에서의 최적화된 의사결정

이나 산업정책 기획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었음.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시킴에 있어서는 인식과 접근법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생태계’라

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방향 전환에 부합하는 키워드임.

- 특히 생태계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비자와 공급자, 

공급자간 발전적 경쟁 등을 육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본 연구과제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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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존과 동시 번 을 다룸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한 주제로 보임.

2. 구성에 대하여

- 전반적인 구성과 흐름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히 2장의 생태계에 대한 소개는 체계적으

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음. 다만, 3장의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에서의 기업전략’이라는 

타이틀은 4장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진화 : 한국형 DCE 구축 프로젝트’와 대비하여 

볼 때,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가능하다면 3장의 타이틀을 ‘디지털 컨버전스 생

태계에서의 기업 활동’과 같이, 생태계적 접근과 맥을 함께 하는 형태로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즉, ‘전략’이라는 단어는 생태계 ‘자체’를 육성하고 번 시키기에 적합한 용어

이지만, 생태계 ‘내부’의 구성원에 국한시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등의 주체가 취할 수 있는 포

지션과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이, 전체 구도에서 3장이 조화롭고 원활한 논리적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맥락에서 4장의 타이틀은 모범적 명칭으로 보임. 좀 더 사족을 달자면, 가치중립

적인 ‘공진화’라는 단어의 수식어가 있다면, 그 취지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음: 

예를 들어, ‘발전적 공진화’ 혹은 ‘협력과 공생’ 등.

3. 방법론에 대하여

- 생태계적 접근법이 경 /경제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부문이

어서 마땅한 방법론을 찾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함. 생물학에서의 생태학적 접근

을 analogy 차원에서 시도하는 방법이나 조직생태학의 연구방법론 등을 차용하는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본 과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음.

- 이를 위해서는 다소 현실성은 떨어지더라도, 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장기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즉, 당장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생태학적 개념을 중심

으로 case study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하여, KISDI와 같은 think tan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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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이론적이고 차분한 기초연구도 담당해야 할 것임.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충분한 

manpower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함.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기획되어야 할 것임.

4. 정책적 의미에 대하여

- EU의 DBE(Digital Business Ecosystem)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IT 강국으

로서의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따라서 DBE 등을 벤

치마킹하여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본 과제의 제안은 반갑게 느껴짐.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으며, BcN을 비롯하

여 WiBro, 3G, Web2.0, Enterprise2.0,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등의 첨단 기

술이 주도하는 시장 여건도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부의 역할을, 과거 공급 및 기술주도의 산업촉진 정책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생태계 활성자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

분 공감함. 그리고 이를 위한 방향으로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prosuming 등의 소비자행태(consumer behavior)적 차원에서의 혁신까지 고려하려고 한다

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문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규제를 포함하여 open 

network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사전 연구와 명확한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임

(예를 들어, 망중립성,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이슈 등). 이는 비단 이번 과제

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님.

- 한국형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도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

향으로 보임. 이러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IT 관련 중소기업들이 자유롭

게 생성되고 (심지어 soft-landing 형태로 소멸되는)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 

- 다만, 한국형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가 반드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분산형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 한 검토가 요구됨.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나 ICT 분야

의 글로벌화 가능성이 제조업 등에 비하여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개방형 플랫폼만이 사

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물론,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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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결과가 산출될 때까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open question으로 남겨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 협력/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버전스를 바탕으로 ICT 및 비ICT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한다는 목표 수립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선순

환 구조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이 전파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하위 모형이나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공급자 주도적 혁신뿐만 

아니라 prosuming 등을 통한 소비자 주도형 혁신이 산업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이번 과제의 제안에서는 아니고, 차기 과제에서).

- 우리의 DCE 모형이 동북아 DCE 모형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확

대되기를 희망함. 우리나라가 이를 주도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그 대상으로 북한에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아이

디어에 대해서도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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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User Created Contents)가

웹 2.0 흐름의 중심

‘참 여’ ‘개 방’

- 특히 동영상 UCC -

웹2.0시대 핵심 키워드

UCC

< A. 웹 2.0 시대 핵심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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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성향의
변화

• 텍스트 + 사진중심 ->  멀티미디어중심 ( *특히 Video)

• 게시판중심 -> 블로그중심

• 병렬형 ->  입체형

• 오픈 백과사전 (WiKi)

협업방식의
변화

UCC

• 검색엔진 -> 검색 + 추천 + 링크

• 메타정보 + 구글 알고리즘

• Mass Media ->  Social Media

• 거대 담론 -> Micro

• Big item -> Small item

< B. 웹 2.0 시대 UCC 흐름>

01_ 웹 2.0과 UCC열풍

정보매개 및
확산방식의

변화

매체형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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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소비 패턴 변화

채널 시대 - 시간단위 영상소비

1. IT 인프라의 완성
초고속 인터넷망 완성

2. 만국 공통, 동영상 매체의 특성
인종, 언어를 넘는 매체

리모콘 시대 - 분단위 영상 소비

마우스 시대 - 초단위 영상 소비

직관적 매체
대용량 정보저장 장치의 대중화

감성적 매체

검색형 시청

동영상 촬영장비의 대중화

인터넷 기반 시청

실시간 시청

< C. 동영상 UCC 열풍 배경 >

01_ 웹 2.0과 UCC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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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Publisher

Everyone, Broadcaster

Social Media 인프라 덕분

여론 형성 메카니즘의 급속한 변화

매스미디어 -> Social Media 영향력 이동

Everyone, Creator People are the Message

UCC

< D. UCC의 사회적 의미>

01_ 웹 2.0과 UCC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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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 점증

엔터테인먼트산업 구조 변화

‘Meme’ - 모방 메카니즘에 의한 대중화 문화 확산
-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에서 유래
- Assimilation -> retention  -> expression  -> transmission

‘Mania’ / ‘오타쿠’ - 1% 소수 문화층,  사회적 영향력 확대

미디어 산업 빅뱅

산업 측면

[ 공공 ] - 정당/선거/행정 등에 UCC접목 시도

[ 마케팅 ] - 입소문/블로그 마케팅 열풍

[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
- 블로그/미니홈피 통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측면 지식 문화 측면

대중 문화 측면

UCC

* 사례 : Diet Coke and Mentos 분수 실험 확산 /  마빡이 변형시리즈 확산

사회적 협업에 의한 지식 인프라 구축 시도

< E. UCC에 대한 전방위적인 영향>

01_ 웹 2.0과 UCC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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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_ UCC와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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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세계 이슈를 일반 대중에게 중계

Social Media
란?

[ 정의 ] Open platform for creating content and sharing with others

구조와 작동원리

Blogosphere - Audiences 구축

Meta information link - distribution - 청중규모의 확대

Vote system - Interestingness 측정 - 청중규모의 추가 확대

Google Search Algorithm - Relevance 측정 - 불특정 다수의 가세

Mass Media catch up - 사이버스페이스 이외 세계 청중과 연결

Mass Media와 관계

< 이전 Social Media와의 차별성 >
PC통신시절부터 Social Media 프로토타입 존재 - 의미있는 청중 집결력 한계

웹2.0시대 인프라와 기술 표준 ->   의미있는 청중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집결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 완성

->  초고속망 / XML / 디카 / 검색 / 매쉬업

02_ UCC와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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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_ UCC 시대와 1Per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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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UCC시대와 1Percenters

“1%는 누구이며, 왜 행동하나”
• 1%, You

• Hobbyism

• 자연, 사회, 문화 현상, 가장 큰 트래픽은 특정 경우에 집중

[사례]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큰 지진,
. 방문자가 가장 많은 사이트 등

“Power Law 와 1% 법칙”“누가 Social Media를 이끄나”
• 인터넷상의 빅마우스들의 영향력 막강

• 1% 법칙이 관찰됨

• 1%는 1947년 미국 오토바이 폭주족관련 사건에서 유래

- 기성질서에 저항하는 문화 이단자 집단 상징

- 위키피디아 방문자의 1%가량이 지식 생산
-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 동일한 현상, 관찰됨
- 1%의 콘텐트생산자, 10%의 합성자가 사이트 주도

“1%의 UCC파워”
• 정치/경제/문화 등 전방위에서 파워 발휘

[사례]  동영상 UCC
.  I need some sleep!  - 미국 Comcast 서비스 실태 고발
.  Milk and Cereal  - 시리얼, 공짜 PPL 혜택
.  Diet Coke and Mentos  - Mentos 공짜 PPL 혜택
.  iPod Dirty Secret  - 애플사, 서비스실태 고발

1%

- People Are the Message
- Authenticity   :  not commercial 

:  not astroturfer

- not astroturfer
- Personal Relevance
- Common Good
-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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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대 만인의 커뮤니케이션’ 시대 부작용 해결

영어 지식 자본의 영향력 가속화 현상 대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

창의력 1% 육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토대 마련

- 프라이버시 침해 /  - 저작권 침해

-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원천, 영어권 편중 현상 심화

- 매스미디어 중심에서 소셜 미디어로
- PR중심에서 MR(Mania Relation) 중심으로

- 글쓰기 교육 / - 창의력 교육 / - 이타적 덕성 교육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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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진화 방향

미디어 플랫폼 ( IPTV / HSDPA / WiBro) 이슈는
Extension 이슈

- Blog + Wiki  개체성과 공동체성의 조합
.  “Blog” 는 Identity 추구 상징
.  “Wiki” 는 Common Good 추구 상징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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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발전과정과 웹2.0의 특징

1) 웹의 발전과정
1.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  웹

2. 웹+GUI                         = 웹의 대중화

3. 웹+GUI+Infrastructure =  웹2.0

4. 웹+GUI+Infra+Offline   = 쉬운웹(EasyWeb), 밝은웹

2) 웹2.0 상품의 기술 기반
- 블로그로 대표되는 쉬운 저작도구

- RSS로 대표되는 배포도구

- 꼬리표(tag)를 이용한 분류와 검색의 보완

- Ajax로 변화하는 쉬운 인터페이스

- 웹표준의 중요성과 웹접근성 향상

- 유비쿼터스 기술로 모바일 기기와 연동

- 공개API와 혼합(mash-up)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과 지배력 확산

- UTF8, 예쁜 주소, 가벼운 플랫폼, 확장 기능, 풍부한 웹 애플리케이션 등

3) 쉬운웹(EasyWeb) 
1인 매체시대와 긴꼬리(longtail) 경제, 정보 프로슈머 시대를 연 기반

[보기1] 1차 취재권의 변화: 10년 전에는 사고 나면 공중전화 찾아 기자를 불렀으나 출근길에 항상 카메라를 들고다니는 지금은 사
고 나면 자리에서 디카 폰카로 촬영한 후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글을 쓰기 때문에 1차 취재권이 기자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기2] 개인글 배포과정의 변화: 10년 전에는 개인홈페이지에 글을 써도 이를 알릴 방법이 없었으나 지금은 RSS를 통해 글을 쓰는
순간 구독자와 메타사이트에게 새글 소식이 전달

[보기3] 광고 주체의 변화: 개인이 키워드광고의 광고주가 되어 홍보를 하는 한편, 광고 게시자가 되어 게시 수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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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문화의 특징

1) 웹2.0의 문화적 특징
- 학습 필요 없는 쉬운웹(EasyWeb)으로

- 어둔웹에서 밝은웹으로 변화

- PC에서 모든 기기로

- 쌍방향이 강화되는 웹

- 장점을 수렴하는 사이트로 변화

- 플랫폼과 자료가 중시되는 웹

- 정보소비자인 개인이 정보생산자로

- 개인 매체의 확산

- 협업과 집단지성의 참여

- 긴꼬리 문화와 긴꼬리 경제의 확산

-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시스템으로

-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되는 웹

2) 개인 브랜드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의 출현
- 휴대폰과 폰카 등 24시간 휴대하는 기록 도구

- 미니홈피, 블로그, 동영상UCC 서비스와 같은 쉬운 저작도구

- RSS, 위젯 등의 쉬운 배포도구

- RSS구독기, 메타사이트, 소셜북마크, SNS 등의 개인 문서 수집 시스템과 평판 시스템의 발전

- 오픈마켓, 임대몰, 유료강좌와 같은 개인유통 서비스의 출현

- 검색광고와 같은 개인, 소상인 홍보 서비스의 출현

- 애드센스와 같은 개인경제 서비스의 등장

- 레드윙과 같은 유목민웹(NomadWeb) 서비스의 출현

웹2.0 서비스와 개인브랜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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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에 의한 개인 브랜드의 확산

1) 웹2.0 서비스에 의한 변화
1인매체시장의 형성과 정보 분산: 1차취재, 1차저작물 생산, 2차저작물 생산의 주역으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유통

시장 형성. 정보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중앙언론이 가지던 정보 권력을 견제하는 새로운 축 형성.

1인경제시장의 형성과 경제 분산 : 개인과 지역, 중소상인 경제의 대두로 개인유통 시장 생성, 긴꼬리 경제의 형
성.

2) 블로그로 큰 개인 브랜드 사례

[블로거로 유명해지면서 전업한 경우]
문성실: ‘문성실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평범한 주부에서 억대 연봉 수준의 파워블로거로 브랜드 확산. 

홍난영: ‘먹는 언니의 foodplay’로 프로블로거 선언

김선미: ‘컬처 레시피’로 독문학 강사에서 요리 전문가로 전업

김태우: 대기업 직원에서 프로블로거로 독립

[블로그를 바탕으로 창업한 경우]
박수만: 엔비, 미투데이 창업

노정석: 태터툴즈 인수해 태터앤컴퍼니 창업

박영욱: 학생에서 블로그칵테일 창업

피터로하스: Engadget을 성장시켜 AOL에 합병

마이크애링턴: TechCrunch 창업

[블로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
구글검색, 네이버 검색, 지식인 등에 블로거의 글(원글, 펌글)이 상위권에 위치. 많은 글에 인용됨.

개인의 글이 펌질, 링크되고 수 백 만 네티즌에게 읽히면서 여론 형성

다음 블로거뉴스처럼 블로거가 기자 역할

블로거로 유명해지면서 이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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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랜드 형성과정의 변화

1) 개인 브랜드 형성과정의 현재와 미래
1. 그룹브랜드로 확산 : 팁블로그 확산으로 개인에서 그룹으로

[보기] 스마트플레이스, 스마트가젯, 익스트림무비

2. 기업과 협력 : 기업과 연계해 더욱 강한 영향력 발휘

[보기] 태터앤미디어, 올블릿, 브랜드카페

3. 브랜드 네트웍 구성 : 개인끼리 서로 연합해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

[보기] 블로그링크, 블로그얌, 블로그카페

4. 전문브랜드화 : 자신의 직업과 취미를 바탕으로 한 전문 정보 제공으로 개인 전문가로 대두

[보기] 전쟁영화블로거, 여행 블로거, 요리 블로거, 영화평론 블로거, 블로거 기자 등으로 전문화

5. 개인포탈화 : 개인이 글을 쓰는 수준에서 확대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 편집해 운영하는 전문포탈로 확대

[보기] 레드윙, 태터앤미디어

2) 결론: 쉬운웹을 통해 개인의 경험이 브랜드로 계속 확산

개인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배포하는 쉬운웹의 발전은 재야에 묻혀있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웹으로

표출시키고, 개인 브랜드의 성장을 돕는다. 특히 다양한 배포도구와 평판시스템의 발전은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개인 브랜드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사회패러다임변화(메가트렌드) 연구발표회

㈜알라딘커뮤니케이션(http://www.aladdin.co.kr) 웹기획팀장김성동(ziririt@aladdin.co.kr)

인터넷서점에 롱테일이 다?

인터넷서점 알라딘, 최근 하루동안의 매출 기준

이날은 하루 16,883권의 책이 판매

80:20 파레토의 법칙이 깨지다

이중, 상위 20%의 책의 판매 권수 비중이 57%

하위 80% 책의 판매 권수 비중이 43%로

80:20 파레토의 법칙이 깨짐

긴꼬리 현상이 명확하다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머리 부분은 높고, 꼬리 부분이 매우 긴 L자를 띄고 있음

머리에서 거의 바로 꼬리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대략 하루에 10권 팔린 책

10권 이상 판매된 책이 전체 판매 권수의 27%를 차지하며,

10권 미만 판매된 책이 전체 판매 권수의 73%를 차지함

1권씩 판매된 책이 이렇게 많다니!

1위가 247권, 2위가 234권… 머리 부분은 짧고 높다

1558위~2560위 : 3권씩 판매된 책. 3권 이하 팔린 책이 73%

2561위~5116위 : 2권씩 판매된 책

5117위~16883위 : 1권씩 판매된 책



인터넷서점에 롱테일이 있다!

블로거들의 사랑을 받으면 뜬다!

알라딘엔 베스트셀러 순위 외에 <서재가 사랑한 책> 순위가 있음(바로가기)

서재가 사랑한 책 순위 : 한 주간의, 리뷰, 페이퍼(블로그 포스트), 리스트, 오늘의 리스트로 만들어진 횟수, 보관함에 담긴 횟수 등 서재 블로거

들의 활동에 의한 인기도를 반영. 

베스트셀러 순위와는 다른, 신간 위주의 인기예감 도서들을 발빠르게 만날 수 있음.

매주 2회씩 20위까지의 순위 산정

평균 출간된지 3주 이내의 따끈따끈한 도서들이 나옴

‘서재가 사랑한 책’ 순위에 든 도서와 일반 도서의 판매량 비교

참고로, 출간 3주 이내의 상위 100위 베스트셀러 도서의 평균 판매량은 171.6권. 베스트셀러 순위에 드는 것 보다 ‘서재가 사랑한 책’ 순위에

드는 것이 2배 정도 위력이 강함

출간3주이내일반도서 ‘서재가사랑한책’중
출간 3주이내도서

도서종수 3,529종 12종

누적판매량 31,541권 2,934권

평균판매량 8.9권 244.5권



독자 리뷰가 곧 책의 생명이다

출간 3개월이하의신간도서에게는더욱독자리뷰가생명이다

독자리뷰가많이달리는편인, 문학분야의경우, 리뷰가많이달린신간 50위도

서와그밖의도서의리뷰개수차이는 30.3배, 판매량차이는 18.4배에이른다.

어린이분야도리뷰개수는 22.2배, 판매량은 6.5배차이가나며

출간종수도리뷰도그렇게많지않은분야인사회과학분야도리뷰수는 127.8
배, 판매량은 9배차이가난다. 사회과학분야는리뷰가없는도서는거의판매가

되지않는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

분야
도서종수
(출간1~3개
월이내)

리뷰개수 판매량

리뷰개수상
위 50위 상위 50위밖 차이

리뷰개수상
위 50위 상위 50위밖 차이

문학분야 1,154종 23.7편 0.78편 30.3배 632권 34권 18.4배

어린이분야 794종 9.3편 0.4편 22.2배 212권 32권 6.5배

사회과학분야 193종 3.6편 0.03편 127.8
배

174권 19권 9배



블로거는 죽은 책도 살린다!

알라딘에 1999년3월11일 <눈에대한스밀라의감각> 등록

3년반동안 113권판매될정도로매우부진한판매를보인책

2002년8월절판된이후, 알라딘리뷰에 ‘괜찮은책인데절판되어

아쉽다’는호평의리뷰가몇편올라옴(리뷰링크)

그 3년뒤, 같은내용의개정판 <스밀라의눈에대한감각>이
2005년 8월13일에출간

출간직후, 알라딘리뷰에호평을담은리뷰들이등록(리뷰링크)

출간된 8월13일이후반달간 1,204권이팔려베스트셀러가되어

주목받음

2005년연말까지베스트셀러를유지하고, 

2년이지난지금까지도월평균 100권내외판매되는스테디셀러

가됨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판매 현상



독자리뷰를 쓰면 책 사볼 돈이 생긴다!

알라딘에는 2003년12월부터 시행된 Thanks to 라는 제도가 있음

책을 사는 사람이 독자리뷰를 보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thanks to’ 버튼을 누르고

구매를 하며, 독자리뷰 작성자에게 책 값의 1%가 지급되는 수익 분배 프로그램

알라딘에는 좋은 독자리뷰를 지속적으로 낳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자, 블로거에게는 책

을 사볼 수 있는 독서지원금 역할을 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음

2007.8.31일 현재, 총 35,000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이 지급되었음

상위 500명에게는 1인당 평균 23,846원이 지급, 이들의 평균 리뷰수는 206편

상위 100명에게는 1인당 평균 98,891원이 지급, 이들의 평균 리뷰수는 77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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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6

이호영 (KISDI)

[[메가트렌드메가트렌드 중간발표회중간발표회]]

네트워크화된 관객:
수용자가 주도하는 문화시장
네트워크화된 관객:
수용자가 주도하는 문화시장

1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문화 권력, 수용자에게로 가는가?""문화 권력, 수용자에게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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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장의 변화 추이문화시장의 변화 추이

출처:정보통신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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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11,178 11,921 12,190 14,043

89,364

105,138

135,166
145,524 153,414

450

911

1,342

2,112
2,486

1,850

초고속 가입자수 영화 관람객수 온라인 음반시장 오프라인 음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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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입 이전의 문화수용자인터넷 도입 이전의 문화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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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입 이후의 문화수용자인터넷 도입 이후의 문화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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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가능성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비주류 혹은 소수취향의 문화
상품도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해짐

• 과거에는 주류의 취향을 가지지 못한 경우 자신의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단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현재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음.(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재공
연이 이루어지기도 함) 

수용자들의 문화상품 수요 다변화수용자들의 문화상품 수요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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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문화매개활동수용자의 문화매개활동

소비자소비자 주도형주도형 –– 온라인온라인 커뮤니티커뮤니티, , 개인개인 블로그블로그, , 배우배우 팬클럽팬클럽

공급자공급자 주도형주도형 -- 작품작품, , 배우배우, , 공연장공연장, , 공연기획사에서공연기획사에서 운영하는운영하는 사이트사이트

매개자매개자//유통업자유통업자 주도형주도형 -- 티켓예매사이트티켓예매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 커뮤니티 기획사의 마케팅 사이트기획사의 마케팅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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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팬클럽온라인 팬클럽

팬덤 문화는 힘없는 사람들, 보다 큰
커뮤니티 안에서 개인의 지위를 결정
짓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취향과 관련됨(Fiske)

온라인 팬클럽은 ‘반복가능한 네트워크 관계’
로 준거집단을 형성 (Théberge)

온라인 팬클럽은 아티스트와 팬/ 팬들간, 
그리고 팬과 문화산업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띰

팬들에 의한 스타관련 상품 수집: 
그림자 문화경제 (shadow  cultural economy,      
Fiske). 

수용자의 동류선호수용자의 동류선호

창작자와 관련된 팬클럽에서는 작가(소설가, 만화가), 배우와 출판
사와 기획사 사이의 대립선을 긋게 된다. 팬클럽의 일부 회원들은
실제로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문제로서
이 사태를 인식한다. 종종 어떤 작품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
어도 원작자에게는 그 이익이 배분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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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게로의 피드백생산자에게로의 피드백

공연 관람 후 카페/블로그에 후기를 작성

하거나 랭킹 매기기를 통해 문화 생산집

단에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단체 관람(과거에는 직장 중심의 단체

관람이었으나 지금은 동호회 중심]을 통

한 티켓파워 확대

온라인에서 문화상품/스타에 대한 평판
여론을 좌우하는 준전문가급 아마추어, 
마니아층 부상으로 수평적 평판체계 형
성

과시적 소비와 무의식중에 부르주아
스탠다드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 유발

40

35

67

24

3

18

18

10

1

2

6

3

0% 20% 40% 60% 80% 100%

공연기획/제작

창작 스태프

출연자

기술 스태프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수용자의 세력화수용자의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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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학습을 통한 문화 자본 축적 ->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증가:  
유익한 중독(beneficial addiction)   

문화소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추구 행위
- 문화생산자와 언론/비평가의 담합에 대한 불신 고조/Peer 그룹 의견 중시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 고조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 고조 수용자들의 순위 매기기수용자들의 순위 매기기

수용자들의 문화상품 선택 준거 변화수용자들의 문화상품 선택 준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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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정책적 시사점



웹웹 2.0 2.0 시대시대, , 
참여민주주의를참여민주주의를 다시다시 생각하며생각하며

강원택강원택

((숭실대숭실대 정외과정외과))

인터넷이인터넷이 바꾸는바꾸는 정치정치

20022002년의년의 경험경험

참여의참여의 폭발폭발

자발성자발성

국가와국가와 시민사회의시민사회의 직접적직접적 연계연계

참여민주주의의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새로운 기원기원



눈에눈에 보이지보이지 않는않는 정치적정치적 변화변화??

일상성일상성
이슈의이슈의 연성화연성화
•• 생활생활 정치정치, low politics , low politics 

사적사적 공간과공간과 공적공적 공간의공간의 혼재혼재

감성적감성적 매체매체
재미와재미와 놀이의놀이의 공간공간

→→ 정치적정치적 관심사나관심사나
참여참여 형태에형태에 커다란커다란 변화가변화가
발생발생

LongLong--tail Politics?tail Politics?

대의제대의제 민주주의민주주의

다수의다수의 지배지배 –– a majority rulea majority rule

대중정당대중정당, , 여론여론, , 대중매체대중매체 –– massmass의의 지배지배

다수의다수의 지지나지지나 관심을관심을 얻지얻지 못한못한 사회적사회적 의제는의제는 정치적정치적
대표성대표성 얻지얻지 못함못함 [[긴긴 꼬리꼬리 부분부분]]

Web 2.0 Web 2.0 
참여참여, , 공유공유, , 개방개방

소수의소수의 정치적정치적 영향력영향력 확대확대



1. 1. 의제의제 설정의설정의 민주화민주화

•• 미군미군 장갑차장갑차 사건사건 촛불시위촛불시위 (ID: (ID: 앙마앙마))

•• 대구대구 어린이집어린이집 원장원장, , 자매자매 폭행폭행 사건사건 (ID: (ID: 복부글래머복부글래머))

•• ““국민연금의국민연금의 비밀비밀””
•• 서귀포서귀포 부실부실 도시락도시락 사건사건

•• 육군육군 훈련소훈련소 인분인분 사건사건

→→ 정책정책 변화를변화를 이끌어이끌어 냄냄

2. 2. 뉴스뉴스 생성생성 및및 정보정보 유통유통 주체의주체의 민주화민주화

오마이뉴스오마이뉴스
•• ““뉴스뉴스 게릴라게릴라””

게릴라게릴라 –– 마을마을 주민주민, , 농부농부, , 동시에동시에 전사전사((戰士戰士))

•• 정치의정치의 일상성일상성 강화강화

BlogBlog
•• 11인인 미디어미디어
•• 20032003년년 이라크이라크 전전 SalamSalam PaxPax
•• 미국미국 선거에서선거에서 블로그의블로그의 영향영향

DailykosDailykos 2004. 8. 7002004. 8. 700만만 명이명이 방문방문
(Fox News 570(Fox News 570만만))

국가국가 권력권력, , 정당정당, , 정치인에정치인에 대한대한 감시감시 감독의감독의 강화강화
전통적전통적 기구의기구의 GatekeepingGatekeeping 권한권한 약화약화



3. 3. 개별화개별화, , 산재된산재된 견해의견해의 결집과결집과 집단집단 형성형성

노사모노사모, , 개혁당개혁당, , 촛불시위촛불시위

안티안티 사이트사이트

•• 개별화된개별화된 불만의불만의 결집결집

•• 주류주류, , 거대거대 조직에조직에 대항할대항할 수수 있는있는 소수자나소수자나 개인의개인의 저항저항
가능가능

억압되거나억압되거나 대표되기대표되기 어려웠던어려웠던 의제의의제의 표출표출

4. 4. 프로슈머프로슈머((prosumerprosumer) ) 유권자유권자

정치적정치적 정보의정보의 수동적수동적 소비자에서소비자에서 능동적능동적 생산자로생산자로
변화변화

선거운동선거운동 주체의주체의 변화변화

•• 노사모노사모, , 박사모박사모
조직조직 결성의결성의 주체가주체가 정당이나정당이나 정치인이정치인이 아닌아닌 유권자유권자

•• 댓글댓글, , 펌질펌질
의견의견 개진개진, , 정보정보 공유공유, , 확산확산

여론여론 형성형성, , 확산에확산에 기여기여



UCC (User Created Content), UGC (User Generated Content)UCC (User Created Content), UGC (User Generated Content)

•• 텍스트텍스트 →→ 이미지이미지 →→ 동영상동영상

20062006년년 미국미국 중간선거중간선거
•• George Allen George Allen 상원의원상원의원 –– macacamacaca

James Webb (D) 49.6%, Allen 49.2%James Webb (D) 49.6%, Allen 49.2%

•• Conrad Burns Conrad Burns 상원의원상원의원 –– 졸음졸음

‘‘관리되지관리되지 않은않은’’, , ‘‘기획되지기획되지 않은않은’’ 모습모습 vsvs 부정적이부정적이
고고 우스꽝스러운우스꽝스러운 모습모습

CNNCNN--YouTubeYouTube 토론토론

•• UserUser--generated video generated video 방식으로방식으로 민주당민주당 대선대선 후보자에게후보자에게
질의질의

•• 언론언론, , 정당정당, , 시민단체의시민단체의 개입개입 없이없이 후보자후보자 검증검증 과정에과정에 유유
권자가권자가 참여참여

유권자유권자 주도의주도의 선거선거 운동운동

•• ““19841984”” Hilary Clinton  Hilary Clinton  

•• www.u4prez.comwww.u4prez.com



어떻게어떻게 볼볼 것인가것인가

자발적자발적 참여와참여와 놀이놀이, , 즐김즐김
정치인이나정치인이나 정당이정당이 생성한생성한 정보의정보의 수동적수동적 소비자에서소비자에서
적극적인적극적인 생산자로생산자로 전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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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보화

기술적

(사회)구조적

문화적

HCI

연계화
(Connectivity)

유연화

(Flexibility)

전산화
(Computer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2차 정보화 3차 정보화

네트워크 문명의 도래
신체적

4차 정보화

네트워크 사회자동화 사회
후기

네트워크 사회
사이보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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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의 특성

- 사회적 연계성, 유연성 증대 (2차 정보화의 정의적 특성) 

- 내파와 융합에 의한 사회적 경계 파괴

- 시간적, 공간적, 규범적, 의식적 제약성 약화

- 사회적 다원성, 이질성, 다중성 증가 (高엔트로피 사회) 

- 脫물질성, 超현실성, 모사성, 가상성 강화

궁극적으로 “초개방적 복잡계”

(ultra-open complexity system)를 지향

4

네트워크 사회의 권력론 (I) :  존재론(Ontology)

- 존재이유 :  "통제의 문제"(problem of control)에서

“인정의 문제"(problem of recognition)로

- 소재지(locale)  :  노드(node)에서 링크(link)로

- 존재양식 :  소유적 권력(possessive power)에서

접속적 권력(connective power)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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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의 권력론 (Ⅱ) : 특성론(Characterology) 

- 구성양식 :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 분포형태 :  과두제(oligarchy)에서 다두제(polyarchy)로

- 실현방식 :  강요-복종(coercion-obedience)에서

설득-순응(persuasion-compliance)으로

- 동학 :  유착적(adhesive) 경향에서 유동적(shifting) 경향으로

6

네트워크 문명기의 권력이동

- 정향 :  수렴(convergence)에서 발산(diversion)으로

- 구조 :  위계(hierarchy)에서 혼계(heterarchy)로

- 속성 :  경성 정치권력(solid political power)에서

연성 문화권력(soft cultural power)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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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대의 권력구도

다원화 사회 (Plural Society)

“주변의 반란” (Revolt of the Periphery)

다중심 사회 (Multi-Centric Society)

중심없는 사회 (Centerless Society) ???

8

오히려 명사(名士)와 다중(多衆)으로 양단화

명사 (Celebrity)

다중 (Multitude)

상위계급

중간계급

하위계급

속류층 교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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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종(Cultural Ethnicity)의 출현과 내적 인종갈등

- 권력구도가 소수의 사회문화적 주도층과 다수의 추종층으로 분화

- 양자 간에는 경계 투쟁(boundary struggle)이 전개("평양 감사의

법칙")

- 동종간의 문화적 인종갈등(intra-racial cultural conflict)이 격화

- "사회적 불평등에서 사회적 단절로“(from inequality to cleavage)  

-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 에서 사회문화적 통합(socio-cultural 

integration)으로 사회정책의 관심축 이동

10

사회문화적 단절의 해소방안

- 사회적 관용성에 기초한 新사회통합논리의 탐색

- "분배에서 포섭으로”(from distribution to inclusion)

- 정서적 교감을 통한 단절 극복이 가장 절박한 사회정책적 과제

- 마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 전략의 요청

- IT의 파상력(wave power)를 활용한 국민화합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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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적 공진화에 의한
사회통합의 가능성과 논리

Web 1.0Web 1.0

정보 교환의
Tool 

Web 2.0Web 2.0

사회 교류의
Field

Web 3.0 Web 3.0 

의미 소통의
Agent

도구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Medium is Medium is 
MessageMessage””

““Message is Message is 
MassageMass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