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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 I사 포럼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래한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커뮤

니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기술은 나날이 그 역할이 

중요해짐과 아울러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은 컴퓨터로 매개되는 의사소통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에 의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역으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새로운 대상과의 접촉 기회는 증가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과 단절은 오프라인보다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계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이나 제재가 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인터넷에서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

데, 이를 통칭하여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의성과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에서의 관계형성이 

개인들의 삶을 양적․질적으로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

는 현재 사회과학 전반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자본론에서 강

조하는 내용인 관계를 통한 다양한 가치의 창출이라는 문제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사이버 공간이 아닌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재적 관계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이

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형성도 행위자들의 실생활에 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그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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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봄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사이버 커뮤

니티인 I사 포럼을 통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조건과 요소가 어울려질 때 익명적인 

사이버 상에서의 관계도 개인과 집단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사회자본으

로서 역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연구 결과, 사이버에서의 관계 형성은 매우 약한 유대나 적은 정보에 기반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만, I사의 포럼 중에서 지속적인 관계망의 형성과 

사이버 커뮤니티 내부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는 회원들에게 관계망 속에서의 자

원의 전유나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자본으로 작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I사 포럼들 중 회원들이 포럼 활동을 통해 도구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도구적 사회자본과 도구적 혜택 및 정서적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

는 완성적 사회자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사회적․기술적 조건에서 

형성된 사이버 커뮤니티라도 리더의 역할이나 커뮤니티가 갖추고 있는 제도적 차

이에 의해 회원들의 경험과 인식은 달라질 수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자본의 

형성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핵심되는 말: 사이버 공간, 사회자본, 사이버 커뮤니티, 컴퓨터로 매개되는 

            의사소통, 약한 유대, I사 포럼, 완성적 사회자본, 도구적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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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전통 사회에서 생활의 장(場)이자 삶의 환경으로 기능해 온 공동체(共同體)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 개인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 역

할과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다. 더욱이 생득적(生得的)인  혈연과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은 도시화로 인해 아련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

다. 근대 이후 ‘개인권리의 우선성’, ‘자기 충족적인 개인’, ‘선택적 합리성’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또한 이러한 가치가 경쟁적인 시장원리와 결합

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나 ‘관계 속에서의 나’보다는 ‘나만의 삶’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고립된 개인들의 무한 경쟁으로 대표되는 현대인의 삶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들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relation)에 대한 연구인 ‘사회자본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은 간단히 말해서 유무형의 혜택을 가져다 주는 관계 맺음에 대한 

논의이다. 실제 삶의 역에서 개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기본적인 삶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필수적이고 어디에나 편재되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삶의 요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

도적인 형성을 통해 하나의 ‘자본’으로서 창출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

미를 갖게 된 것이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자본은 협력이나 신뢰를 통해 이

루어진 관계의 유효성을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

와 양상에 따라 사회적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Lin, 2001; Coleman, 1988, 

1990; Podolny, 1997),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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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나가는데  사회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Putnam, 

1993a, Woolcock, 1998). 이러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학 뿐 만 

아니라 정치학이나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사회적 함의는 정보사회의 도래

와 함께 그 적용범위 또한 넓혀졌다.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

운 정보기술은 나날이 그 역할이 중요해짐과 아울러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차지하

는 비중이 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 공간

(Cyber Space)1)은 컴퓨터로 매개되는 의사소통(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이 이루어지는 역으로, 이전의 PC통신에서 주로 이용되었

던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과 함께 동화상을 통한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

화 전반에 미치는 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특정 전문집단에서 업

무적인 용도로 이용이 되던 인터넷이 이제는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

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2).  이러한 기반 위에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

해 새로운 대상과의 접촉 기회는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형

성과 단절은 오프라인보다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계 자체에 

1)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은 ‘눈으로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공간’의 의미로 1984년 소설가인 깁슨(Gibson)이 뉴로맨서(Neuromancer) 라

는 공상과학소설에서 처음 사용했다. Time, 1995. 5 p.4

2) 다음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최근의 조사자료를 요약

한 표이다(자료: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행태 조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7).



- 3 -

대한 사회적인 제약이나 제재가 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

진다. 더욱이 인터넷 상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칭하여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

라고 부르고 있다3).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인

터넷을 이용하기 전에도 PC통신이나 뉴스그룹을 통한 개인들 간의 관계망 형성은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

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향을 미치게 된 것은 90년대 

후반의 인터넷의 확산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중장

년층에 비해 현재 사회화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층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의미와 향력이 사회

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배 , 2001). 

그렇다면 이렇게 편의성과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에서의 관계형성이 

개인들의 삶을 양적․질적으로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

는 사회자본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관계를 통한 다양한 가치의 창출이라는 문제

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사이버 

공간이 아닌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재적(實在的) 관계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형성도 행위자들의 실

생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상에 존재하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만남이 지속적

인 사회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익명적이고 제한된 정보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

이 형성된다면 그것을 사회자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개인과 집단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사이

버 커뮤니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조건과 요소가 어울려질 때 익명적인 사

3) 사이버 커뮤니티 외에도 온라인(on line) 커뮤니티, 버추얼(virtual) 커뮤니티, 웹

(web) 커뮤니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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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상에서의 관계도 개인과 집단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서 역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사이버에서의 관계 형성

은 매우 약한 유대나 적은 정보에 기반하여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

듯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서도 호혜성에 기반한 신뢰가 이루

어지고 지속적인 관계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

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사회자본 연구 뿐 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효용성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이나 사회자본 모두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다양한 사회적 함의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개념적 

모호함과 현실 적용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유형화를 시도해 보

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의미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들의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망의 성격과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자료에 기반한다. 먼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관계망에 대한 자료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해 

2002년에 이루어진 ｢세계 인터넷 프로젝트(World Internet Project)｣의 한국 데이

터를 이용하 고, 온라인에서의 자료는 정보통신 기업인 I사의 회원 및 포럼 자료

와 함께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 다. 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사회관계망과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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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개인들의 관계망을 알아

보기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2002년 4월 전국 단위의 조사

로 시행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을 이용하 다(별첨1 참조). 연구에 

이용된 문항들은 응답자들이 일상에서 관계 맺고 있는 타인 및 모임의 종류와 평

균 만나는 빈도, 알고 지낸 기간, 그리고 관계망의 존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에 있어 모집단은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고 있

는 만 12세부터 64세까지의 남․여를 대상으로 하 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표집 대상지역으로 하여 다단계 층화 집락 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구체적인 표본의 설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표본 수는 2,300명이다.

② 표본대상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특별/광역시, 시

부, 군부별 행정구역에 따라 조사지역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표집 단위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③ 조사대상자는 만 12세에서 64세까지의 남․여로 설정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연령층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했다. 

④ 통계청에서 발행한 2000 인구 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나타나 있

는 행정구역별, 연령대별, 성별 인구수를 토대로 하여 조사단위별 

조사대상의 구성비율을 설정했다. 

⑤ 조사기간은 2002년 4월 12일 ∼ 4월 26일이었다.

세부적인 표집의 틀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 구역별 조사지역의 층화:  전국을 7개 특별/광역시, 9개 도별 

시부 및 군부로 총 25개의 조사지역으로 층화시켰다.

② 25개 조사지역별 인구크기 비례 표본 수 할당:  25개 조사 지역별 

총 인구 대비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각 조사 지역별 표본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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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할당했다.  

③ 25개 조사 지역별 1차 표집 단위의 집락화: 각 조사지역 내의 하위 

행정 구역들을 생활 권역별로 크게 둘로 집락화했다. 즉, 특별/광

역시는 구(區)에 따라, 각 도의 시부는 시(市)에 따라, 그리고 각 

도의 군부는 군에 따라 집락화했다.

④ 1차 표집 단위의 표본 수 할당: 집락화 된 각 층(stratum)내에서 계

통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2개∼25개 지역(구 

또는 시/군)을 1차 표집 단위(primary sampling unit)로 할당했다.

⑤ 2차 표집 단위의 표본 수 할당: 선정된 1차 표집 단위 내의 세부 

행정구역들, 즉, 구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동, 그리고 군부의 경우

는 읍 또는 면들의 수와 인구 크기를 고려하여, 2개∼25개 지역

(동 또는 읍/면)을 2차 표집 단위(secondary sampling unit)로 할당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

성
남 1,164 50.6

여 1,137 49.4

연령

10대 375 16.3

20대 534 23.2

30대 540 23.5

40대 438 19.0

50대 272 11.8

60대 이상 142 6.2

학력

초등학교 이하 191 8.3

중학교 졸업 278 12.1

고등학교 졸업 1,011 43.9

전문대학 졸업 171 7.4

대학교 이상 650 28.2

거주지
시 부 2,022 87.9

군 부 279 12.1

전  체 2,3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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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⑥ 2차 표집 단위의 선정: 우편 번호부를 이용하여, 할당된 표본 수만

큼 2차 표집단위를 무작위 추출했다. 

⑦ 2차 표집 단위當 최종 조사 대상자 수 할당: 최종 조사 대상자의 

수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각 동當 20명, 각 도의 시부의 경우 각 

동當 15명, 각 도의 군부의 경우 각 읍/면當 5명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할당된 2차 표집단위 수를 감안하여 약간의 수정

을 거쳤다. 

⑧ 3차 표집 단위: 선정된 2차 표집 단위(동 또는 읍․면)내의 읍․면 

또는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인접한 5-20가구를 3차 표집 

단위(tertiary sampling unit)로 선정하도록 했다.

⑨ 최종응답자: 각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의 성별, 연령을 확인하여 

할당된 조건에 부합하면 최종응답자로 선정하되, 동일한 방법으로 

성별․연령별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한국의 사이버 커뮤니티와 분석 자료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양상과 관계 형성을 다각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보통신 컨설팅 관련 기업인 I사4)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

원으로 가입해 있는 30,000여 명의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 자료와 포럼 자료를 이

용한다. 

4) I사와의 협약에 따라 회사명은 밝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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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I사는 데이터웨어 하우징(DWH),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BM), 고객관계경 (CRM) 분야의 솔루션과 컨설팅 및 마케팅, 그리고 각

종 e-비즈니스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많은 IT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가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높은 평가

와 함께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I사는 창립 초창기인 1999년 7월 비교적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24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회원들의 꾸준한 호응과 관련 업

계 내부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지속적으로 가입 회원이 증가하여 2002년 8월 현

재 회원수는 33,104명을 나타내고 있다. I사 개발 담당자의 평가에 의하면 이들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의 숫자는 약 3,500명 선이라고 한다. 

I사의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보아 IT Information Service, Community(IT 

Forum), Profile, Guide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Profile은 개인정보 관

<그림 2> I사 월별 회원수(누계), 1999년 6월-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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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한 부분이고, Guide는 사이트 맵(site map) 및 연락처 등을 담고 있는 부

분이므로 사실상 회원들의 활동 공간은 IT Information Service와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Community부분

인 IT Forum은 비슷한 주제나 업무에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 상에서 정보교환 및 토론, 의견제시 등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사

이버 커뮤니티로,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2002년 8월 현재 

58개의 IT Forum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포럼은 

3,158명, 가장 적은 회원을 가진 포럼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557명의 회

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I사 관련 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는 포럼 관련 자료이고, 다음으로는 I사 회원 관련 

자료이다. 먼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활동의 비교 및 분석에 이용

되는 포럼 관련 데이터는 개별 포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변수(포럼 개설일, 회

원수 등)와 함께 내용 변수(게시물 수, 자료물 수, 게시물의 성격, 오프모임의 여부 

등)도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포럼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포럼 활동 내용을 볼 수 

있는 게시판 데이터는 전체 58개 포럼 중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28개

의 포럼을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2000년 3월, 2000년 12월, 그리고 2001년 12

월 분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 다. 3년 3개월 간의 전체 게시판 데이터를 이용하

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의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다는 점과 내용 분석을 위한 현

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대신 전반적인 사이트 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포럼의 형

성이 이루어진 2000년 3월과 연구의 시작 시점이었던 2002년 12월, 그리고 중간 

기간으로서의 2000년 12월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포럼과 유저의 내

부적 양상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은 IT 관련 정보

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만들어나가기도 한다. 

I사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러한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정보도 모두 담겨져 있다. 회

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뿐 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운 방향에 대한 건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포럼 게시판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는 예시화면이다. 그림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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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포럼 고유 코드와  올린 사람의 아이디,  올린 날짜, 올린 의 제목 및 

내용, 답 의 개수 등이 모두 나와있다. 

두 번째로 이용되는 데이터는 회원관련 자료이다. 회원관련 자료에는 ‘개별 행

동자료’와 ‘설문자료’가 포함된다. 회원 자료는 회원들의 성(sex)․직장 및 직무, 

인터넷 경력, 인터넷 접속환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변수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1999년 6월부터 2002년 8월에 이르는 약 3년 3개월의 기간 동안 각 회원들

이 언제 어느 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예: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한 

업로드, 자료 읽기, 메모 교환, 클릭 시점, 클릭 지점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져 있다. 또한 게시판에 을 올린 내용과 함께 회원 중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메모를 보냈으며, 상대방은 그것을 열어보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이 자

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회원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번 클릭을 할 때

마다 데이타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Click Stream Data라고도 부른다.

 <그림 3>은 Trace Data 화면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자료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원자료(original data)는 I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위의 그림은 데이터 

가공을 통해 Trace Data 중 일부만을 엑셀 파일로 변환한 것이다. 화면에서 보듯

이 회원의 아이디와 접속시간, 접속경로, 그 시간에 회원이 보고 있는 화면의 이름 

및 코드, 접속하고 있는 회원의 IP 주소, 회원이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검색을 했을 

경우 사용된 키워드 및 검색결과 등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Trace 

Data 중 일부만을 예시한 것이고 실제의 자료는 이보다 더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

<그림 3> 포럼 BBS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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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자료는 회원들의 실제 행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서 설문조사의 

필요성 자체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며,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는 불가능하고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페이지 단위의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I사만의 특허 기술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과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인해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온라인 상의 행동자료(behavioral data)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전례는 한번도 없

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 행동 자료와 함께 포럼 구성원들의 개별적이고 주

관적인 의식과 의도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2002년 8월에 I사 홈페이지에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이 조사에는 총 176명이 참여하 으나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분

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57명의 응답이다. 여기에서는 포럼과 다른 구성원들에 대

한 응답자의 인식과 개별적인 참여 정도 및 태도 등을 알아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방법은 양적 방법인 통계적 연구방법과 질적 방법인 문

헌조사와 면접법을 병행하여 이용하 다. 통계적 연구방법의 경우 I사 포럼과 회

<그림 4> Trace Data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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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에서부터 포럼의 속성과 전반적인 활동내용과의 

관계, 그리고 포럼 지수별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포

럼 경험과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했던 요인분석과 요인별 포럼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이르기까지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의 성격과 범위에 적

합한 방법들을 이용하 다. 또한 실제 관계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연령대별로 

관계망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성격에 따른 관계의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집단간 평균차 

검증도 실시하 다. 

질적 연구방법은 두 부분에서 이용되었다. 먼저 게시판 분석을 위해 이용되었

는데,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2000년 3월, 2000년 12월, 그리고 2001년 12월의 전

체 포럼에 대한 게시판 내용확인을 실시하 다. 이러한 내용 확인과 함께 내용 분

류를 통해 전체 게시물들을 도구적인 게시물과 정서적인 게시물로 구분하 고, 각 

포럼별 게시물의 구분을 변수화해서 포럼별 지수로 만들어 다른 변수들과의 연관

성을 살펴보는 기초 자료로써 이용하 다. 아울러 매우 활발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포럼인 e-공감의 정기모임과 비정기모임에 대한 조사를 게시판과 

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하 다. 또한 포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e-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의 회원 및 시삽에 대한 인터뷰도 실시하 다. 

이렇듯 기본적인 분석은 양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양적 연구방법

이 채워주지 못하는 설명의 여백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참고로 양적 연구방법을 위해서는 통계패키지인 SPSS 10.0을 

주로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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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주장 그리고 분석의 틀

  (1) 사회자본: 닫힌 연결망과 열린 연결망

사회자본은 사회의 다양한 현안, 예를 들면 민주주의나 경제적 성과, 교육 및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이재열, 1998). 사회자본이 기존의 ‘자본’개념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

소와는 다른 차원인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주

요한 자원의 근거를 찾아냈다는 발견적 측면과 아울러 구조 속에서의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가진 다양한 속성과 개념적 적용에 있어서의 광범위함으로 

말미암아 개념 규정 및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학자들마다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전제나 조건들이 다르게 

주장되어 왔고, 논의의 수준 역시 개인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변적인 요소로

서의 사회자본에서, 조직이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신뢰의 결과물로 

보는 관점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Fukuyama, 1995a, 1995b; 

Lipset, 2001; Putnam, 1993a, 1993b, 1995; Pye 1999; Woolcock, 1998; Zucker, 

1986). 

이 절에서는 사회자본을 이루고 있는 연결망의 성격이 폐쇄적인 성격에 주안

점을 두는지, 아니면 개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나누어보고 각각의 

논의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닫힌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인 사회분석을 위해 사

용했던 부르디외와 콜만의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르디외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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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상호 인지적 관계로부터 제도화된 지속적 관계망을 소유함으로써 현재적

이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본”, 또는 “친근감이나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또는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 다(Bourdieu, 1986: 

248-9).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양은 한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

기와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의 총합에 의해

서 결정된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유무나 인지의 정도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는 물질적 자본이나 문화자본 논의에서 볼 수 있는 생산수단이나 교육기회의 

유무에 따른 기회와 접근의 ‘차이’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사회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자원(resource)

이 됨을 지적하 다. 

콜만은 사회자본을 행위자간의 관계의 구조 뿐 만 아니라 개인간의 행위를 규

율하는 규범의 총체로서 포괄적으로 사용하 다. 콜만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

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라

고 규정한다(Coleman, 1988: 101-105).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

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

(Coleman, 1990: 304). 사회자본이 다른 종류의 자본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사회자

본이 가진 ‘사회적’ 속성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물리적 생산요소나 개인적 속성 속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 존재한다. 또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촉

진하는 사회구조로 사회연결망의 폐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5), 이는 사회자

본이 ‘의무와 기대 그리고 신뢰의 구조(obligations, expectations, and 

trustworthiness of structure)를 가지고 ‘의사소통의 통로(information channels)'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norm and effective sanctions)'가 가능

해 질 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Coleman, 1988: S101-105). 이렇듯 콜만이 의

5) 이에 대해 이재혁은 콜만이 얘기하는 클로우져는 폐쇄성, 즉 ‘닫힌 연결망’으로서가 

아니라 ‘높은 도의 연결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네트워크의 

도란 네트워크 내부에서 ‘가능한 연결의 수에 대한 실제 연결의 수’의 비율을 의

미한다(이재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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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사회자본은 행위자의 개인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가지

고 있는 같은 집단내 개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식의 습득이나 숙

련의 과정을 거쳐 두뇌와 근육에 축적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인적자본과 대비된다.  

이탈리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개인들 간의 관계의 형성이나 조직에의 

참여가 어떻게 거시적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퍼트남은 “사

회자본이란 조정화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하며, 특정사회 혹은 사회의 특정부

문에서 신뢰의 확산에 의해 생기는 능력”이라고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퍼트

남, 2000: 281). 사회자본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신뢰는 공공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호혜성에 기반하여 거래비용을 낮추어주고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퍼트남, 2000: 285). 또한 호혜성 중에서도 포괄적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형성

에 매우 생산적인 요소인데,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

러 퍼트남은 포괄적 호혜성의 효율적 규범은 사회적 교환의 도가 높은 네트워

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퍼트남, 2000: 288-290). 퍼트남

의 연구가 미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이탈리아의 예를 통해 볼 때 현

재 미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주의의 심화는 결국 시민사회적인 연대나 사

회적 관계망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

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퍼트남은 후속 연구에서 팽배해가고 있

는 미국 사회의 개인화 경향을 결사체에 대한 참여율 저하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많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Putnam, 1995).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사회자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공동체적 책임감과 도덕적 공감을 마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사회자본을 이룰 수 있는 집단이 공동체이든 아니면 볼링 클럽과 같은 자발

적 결사체이든, 집단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그 결과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유대

는 공유된 규범에 대한 준수와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포르테스는 사회자본을 “일차적으로 상호성의 규범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다른 



- 16 -

사람에 대한 의무의 축적체계”라고 본다(Portes, 1998: 7). 행위자는 차후의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자본과 달리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나 위치가 동시에 혹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 포르테스가 말하는 상호간의 기대와 의무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폐쇄성

(closure)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는 두가지 동기를 통해 사회자본의 근원을 해명해 보려 시도하 다(Portes, 

1998: 7-9). 먼저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e)는 가치주입(value injection)

이나 제한적인 연대(bounded solidarity)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가치주입이란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나 채무를 상환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과 같이 내재화되어 있는 규범에 입각해서 타인에게 지원을 행하거나 자원의 양

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제한적인 연대는 맑스의 의식화된 계급의 출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내재화된 규범 때문이 아니라 공동의 목

표나 운명에 의해 같은 입장에 위치하게 된 타인에게 지원을 행하거나 자원의 양

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순수 이타적 동기에 의한 선택적 행

위라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율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적인 기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사회자본의 두 번째 

근원이 되는 도구적 동기는 상호 교환(reciprocity exchange)과 강제적 신뢰

(enforceable trust)를 포함한다. 상호 교환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중재된 선물을 하

는 기증자의 동기는 같은 정도의 보답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는 도구적이지만 보

상에 대한 기대가 수혜자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구조 

내에 행위자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도구적 동기의 또 다른 축

인 강제적 신뢰는 행위자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부담지워지는 것으로 같은 종

교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보증없이 대출을 해주는 행위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나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의무로 강제

되는 신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닫힌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자본은 

반복되는 인지적 관계와 호혜성에 기반한 강한 유대, 폐쇄적이고 조 한 연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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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폐쇄

성이나 조 한 연결망은 공공재의 비극이나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스트롬은 여러 사회의 공유자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계’와 ‘감시와 제재에 대한 공유된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오스트롬, 1999: 189). 여기에서 경계는 자원에 대해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구성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인데, 누구나 자원으로의 접

근이 자유롭고 그에 따라 수혜의 대상이 애매하다면 개인들은 자원보존의 노력을 

제공할 동기가 없어지고 공유자원은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

양한 사회의 실례를 통해 살펴 보았을 때 견고한 제도의 존속은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감시와 제재에 대한 공유된 규범이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스트롬, 1999: 195).

2) 열린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자본

부르디외나 콜만, 그리고 퍼트남 등의 논의가 연결망이 담고 있는 내용과 특성

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갔다면 버트는 구조 내에서의 위치에 

기반한 사회자본의 개념과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교

환의 구조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일정한 자산을 갖는 것과 같고, 자산의 

성격을 띤 특정한 위치가 사회자본이 되는 것이다. 특정한 위치의 점유는 행위자

들에게 차별화된 시장(differentiated markets)에서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Burt, 2001; 32). 사회자본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인

데,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완전시장이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질

이나 능력에 의해 모든 성과가 좌우될 수 있지만 경쟁의 승패가 실제로는 개인이 

어떠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6), 그 안에서의 구조적 위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

되고 있다는 것이다(Burt, 1992). 

6) 이러한 관점은 버트의 다음과 같은 얘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더 잘되는 사람은 

어쨌든 더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the people who do better are somehow 

better connected)"(Burt, 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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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말하는 사회자본은 그라노베터가 강조하는 약한 유대의 중요성과도 같은 

맥락, 즉 중복(redundant)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는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라노

베터가 연결망 속에서의 관계의 정도나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버트는 

앞에서 살펴 본 구조적 위치와 함께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을 얼마나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조적 구멍이란 연결망 내에서 

연결 가능한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나 지점을 의미

한다.7) 때문에 연결망 구조 내에서 구조적 구멍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개자의 역

할을 하는 행위자(broker), 다시 말해 자신은 타인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지만 타

인들끼리는 연결이 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의 행위자는 구조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정보(information)와 통제(control)의 이점(benefit)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구조

적 구멍을 가지지 못한 행위자는 구조적으로 제약(constraint)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구조적 구멍을 많이 가

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타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린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사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진행되

는 점을 비판하면서 몇 가지 차원에 의거해서 사회자본을 구분하고 있다(Lin, 

2001). 우선 사회자본을 “행위를 위해 행위자들이 접근하고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

망에 배태된 자원”으로 정의한다(Lin, 2001: 24). 이 정의에 의해 두 가지 요소로 

사회자본은 구성되는데, 하나는 사회자본이 개인의 속성에서 파생하는 자원이 아

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된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

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Lin, 2001: 25). 앞에서 제

시한 요소는 사회자본이 기존의 경제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차별적으로 존재한다

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시된 요소는 관계나 자원은 존재만으로 사회

자본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다. 또한 폐쇄성의 유무나 관계 맺고 있는 유대의 정도도 특정한 어떤 요소가 사

7) 버트는 구조적 구멍을 전자회로의 절연체(insulator)와 같은 버퍼(buffer)라고 설명하

고 있다(Bur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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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목적

을 이룰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부르디외나 콜만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기존의 자원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하고 폐쇄적인 연결망이 상

대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Bourdieu, 1986; Coleman 1990).  반

면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나 마스덴(Marsden, 1984)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찾고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회부

여와 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약한 유대에 기반한 열려진 관계가 유용하다는 

것이 린의 주장이다8).  

약한 유대의 연결망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가져다 주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한

다. 하지만 그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성과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

용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의 조직이나 집단 전체의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논

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버트가 말하는 구조적 구멍에 의해 취할 수 있

는 경제적 성과는 그 구조적 구멍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행위자에만 국한된 문제

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의 총체적인 성과의 측면에서는 구조적 구멍의 존

가 자원의 공유를 막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애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직간의 경쟁적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연결망 내에서 구조적 구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구조적 위치가 가

져다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특정한 조직이 아

니라 그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구조적 구멍

의 존재보다는 호혜적인 규범 속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도가 높은 연결망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9). 

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버트도 폐쇄성과 구조적 구멍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즉, 구

조적 구멍들 사이의 중개에 기반한 행위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폐쇄성에 기반한 관계는 구조적 구멍 사이에 묻혀져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Burt, 2001). 

9) 여기에서도 거시적인 한 사회의 성과에 연결망의 형태가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측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지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소될 수 있는 비용의 측면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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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자본 논의의 쟁점

 ① 개념과 차원의 문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에 있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개념규정에 관한 

것이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진 모호함과 적용되는 대상 자체의 다양함

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어 범위나 강도에 있어 사회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

도 제기될 수 있다10).

우선 ‘사회자본’의 성격과 관련한 부분이다. 콜만(Coleman, 1990)은 사회자본을 

다른 행위의 부산물(by-product)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타인

과의 관계 맺음은 미래의 특정한 결과 산출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자신

이 가진 속성이나 자신이 속해있는 관계망의 관행과 상황에 따라 우연적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항상 다른 행위의 부산물로 산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는 특정한 관계 맺음에 대해 의식적인 판단이나 자기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의 형성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든 합리적인 

판단과 의도 속에 이루어지든, 두 경우 모두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과 결과에 대

한 일반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본’으로서의 사회자본을 생각해 볼 때, 사회자

본을 우연적인 ‘산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투여하는 노력

이나 시간과 같은 ‘비용’에 대한 측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호작용이나 규

범의 공유 과정의 결과로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자본’으로서 필요한 

10)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에 뿐 만 아니라 사회자본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규정

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된다. 예를 들어 퍼트남은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성에 있어서의 일반화의 정도나 

규범에 대한 동의수준은 어떻게 합의되어야 하는지가 전제되어야 보다 발전적인 논

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최적일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추

구하는 목적과 이해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사회자본에 대한 적

절한 유형화와 실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범위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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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에 동원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자본을 린(Lin, 2001)과 같이 행위자들의 의도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자본이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

서 우선 적절하게 투자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투자에 따르는 이익(profit)의 생산

이 예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그 고유한 특성상 투자 시점과 이

윤 생산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투자 대상과 이익 획득(capture) 대상도 상이할 

수 있다11). 즉, 투자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본이라면 갖추어야 할 예상 수익률(ROI)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회자

본 자체를 특정한 성과의 요소나 조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구조 속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산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Adler, 2000). 더 나아가 

사회자본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나 규범, 의무감, 그리고 경계와 호혜

성과 같은  요소들을 사회자본 형성의 조건으로 볼 것인지 결과나 혜택으로 볼 

것인지는 판단 자체가 쉽지 않다. ‘신뢰’의 경우 후쿠야마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등

위에 놓고 있고, 퍼트남은 신뢰를 사회자본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콜만은 신뢰

를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또한 애들러(Adler, 2000)는 이러한 입장들을 

총괄하여 신뢰는 개인의 심리학적 상태인 반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의 한 측면이

라는 입장에서 신뢰를 사회자본의 원천이자 결과로 본다. 즉 신뢰와 사회자본은 

상호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사회자본은 신뢰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신뢰

는 사회자본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가 학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적인 적용의 대상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가 

때에 따라서는 부채(liability)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동일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가 특정한 시점이나 공간에서는 자본으로 작용하고 다른 시점

에서는 부채로 작용하여 행위자들의 선택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박찬웅, 

11) 이는 포르테스가 말하는 ‘포괄적인 호혜성’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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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때문에 이제까지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

소나 결과에 대한 평면적 논의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과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고려도 이루어져 보

다 정교화된 사회자본의 유형화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

퍼트남은 사회자본이 사유재의 성격을 지니는 전통적인 자본과는 달리 공공재

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퍼트남, 2000: 286). 콜만도 규범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자본이 개인에게 사유되지도 않고 그 이익이 관계망 내의 모든 사

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서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을 얘기하고 있다

(Coleman, 1988: s116-s118). 반면 이재열은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면서 퍼트남식의 논의, 즉 집합적인 사회적 자본을 단순한 개인들의 

사회적 자본의 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다시 말해 ‘사회

적 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나 집

단이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잃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이

다.’(이재열, 1998: 70)라고 주장한다. 또한 후쿠야마도 관계망의 성격과 내용에 따

라 전 사회적으로 유해한 자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피아의 예를 통해 밝히

고 있다(Fukuyama, 2000: 99).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자본은 공공재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떠

한 상황과 조건에서 사회자본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유재와 대비되는 공공재의 특성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

을 수 있는 비경쟁성과 비선택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

외시키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비배제성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

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사회자본을 공공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자본 자체의 형태와 성격

에 주목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특정인이 가진 관계망은 특정인의 선택과 상황



- 23 -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관계망의 경우 타인의 선택과 직접적으로 충돌

되지 않는 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회적 

자본은 그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진 않는

다. 하지만 회원수가 정해진 특정한 클럽과 같은 집단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

은 의도를 가진 다른 회원과 경쟁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A

라는 특정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할 때 B라는 사람도 나와 비슷한 이유로 그러

한 관계를 A와 맺고 싶어 한다면 A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한 사람이 소유한 시간과 같은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불

가피하게 관계에 있어서의 선후(先後)나 경중(輕重)을 정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

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다른 타인이나 집단과 관계 맺기’가 다른 사

람의 관계 맺기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조기 축구회나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이 자

신의 조기축구회나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내가 사회자본을 확장 혹은 증가시키는 것은 타인의 사회자본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사회자본은 총량적으로 보았을 때 제로섬(zero sum)이라기 

보다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증가는 위에서 제시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회의 전

반적인 사회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을 공공재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전

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자본을 관계망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재화나 성과의 생산과 분배, 혹은 그에 대한 접근의 

가능여부를 통해 사회자본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자본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그것을 잃을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benefit)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한 가지는 

정서적․감정적 차원에서 관계망 내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뢰의 

증가나 정서적 안정, 규범의 증대12) 등이다. 다른 한 가지는 도구적 차원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는 정보의 획득이나 유통에 관한 것이다. 비물질적 재화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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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정보 자체가 물리적 자본으로 전화

(transformation)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혜택 중에서 특히 정서

적․감정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혜택은 앞에서 살펴 본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 및 유대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자본은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개인들에게 보다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폐쇄성, 유대의 정도

린은 사회자본에 있어 연결망의 조 성이나 폐쇄성이라는 요소는 필요하지도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다(Lin, 2001). 왜냐하면 사회자본 논의에서 

도나 폐쇄성에 대한 강조는 약한 유대나 구조적 구멍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

과 같기 때문이며, 보다 유용한 논의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연결망이 

유리한가에 대한 구분이 보다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린이 사회자본을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갖는 “사회적 관계”에의 투자’라고 보

고, ‘개인들은 이윤(profit)을 생산하기 위해 상호작용과 연결망에 관여한다’라는 생

각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즉 연결망에 대한 접속은 이윤을 생산하기 위한 의도적

인 행위로 볼 때 약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콜만도 언급한 바 있듯이 폐쇄성의 존재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다(Coleman, 1988).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폐쇄성은 집단이나 조직 형성 초기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의 배타적인 폐쇄성 뿐 만 아니라 그것의 운

12) ‘규범의 증대’라는 문제는 공동체 내부의 전제적인 성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

드시 구성원들에게 혜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콜만(Coleman, 1988)의 

다이아몬드 시장에서의 신뢰나 디트로이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가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의 측면을 고

려해보면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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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경계(boundary)의식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초의 집단 형성이 폐쇄성에 기반한 조직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인 선택과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었더라도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

한 호혜성과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집단과 외

집단에 대한 구분이라는 폐쇄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쇄성이 기반

이 될 때 구성원들의 유대의 정도는 보다 강해지고 신뢰는 높아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커질 것이다13). 이런 의미에서 약한 유대에 기반하여 형성된 사이버 커뮤니

티도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폐쇄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떻게 만났느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난 후 어떠했는

가’의 문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폐쇄성에 기반한 관계망의 경우 개방적인 관계망보다 강한 유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구성원들간에 나타나는 정보의 중복성이나 위계적 

조직 형태가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흔히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 구직을 통해 약한 유대의 강함을 보여준 그라노베터의 논의(Granovetter, 1974)

와 기업 내에서 약한 유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에서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한 버트를 들 수 있을 것이다(Burt, 1992). 하지만 논

의의 차원을 한 단계 심화시키면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구직이나 정보 취득의 경우 얼마나 많은 일자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양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구직 당사자나 행위자가 원하는 일자리나 

수준 높은 정보 는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외나 전반적인 사회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강한 유대가 오히려 개인의 성과

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한 상

황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보다는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원이 

13) 폐쇄성에 기반한 사회자본은 김필동이 얘기하는 이차적 공동체(secondary 

community)와도 개념적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동은 이차적 공동체를 

공동체의 순수형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사람들이 의도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

어 낸’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이차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갖는 의의는 집단, 조직의 

현실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데, 여러 가지 점에서 공동체의 개념적 특징에 잘 부합

되지만, 사람들의 의식적 참여로 만들어지며, 구성원의 삶 대부분을 포괄한다고 보

기는 어려운, 따라서 결사체의 특징을 갖는 공동체를 가리킨다(김필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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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약한 유대나 강한 유대를 이념형적 모델로 놓고 상대적 유불리를 논하기 

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유대가 보다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 약한 유대나 강한 유대가 유지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이며, 약한 유대에서 강

한 유대로 전환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④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

사회자본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신뢰(trust)이다. 신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해 그 활용에 있어

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뢰하는 관계가 가져다 주

는 다양한 혜택은 사회자본의 논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등치시키기도 했고

(Fukuyama, 1995),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신뢰가 사회자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결과로 설명되기도 하 다(Portes, 1998). 

신뢰에 대해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신뢰의 대상을 구분하고 이에 

기반하여 미시적 차원의 신뢰와 거시적 차원의 신뢰를 비교하기도 한다(Paxton 

1999). 여기에서 말하는 미시적 차원의 신뢰는 개인에 대한 신뢰, 즉 사적 신뢰라

고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며, 거시적 차원의 신뢰는 사회 혹은 제도에 대한 신뢰

로서 공적 신뢰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사

적 신뢰’는 과잉되어 있는 반면에 제도에 대한 신뢰인 ‘공적 신뢰’는 매우 결핍되

어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이재열, 2001; 이재혁, 1998; 이승환, 1999). 이러한 

주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폐해로 연고주의를 들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감시체제의 확립이나 법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적인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

고 있다(이재열, 2001).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고주의를 서구 근대 시장

이 탈인격화 시킨 개인을 다시 공동체적 관계 속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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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보는 주장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유석춘, 2001: 205). 

두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사적 신뢰’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즉 연고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불신을 제도화한 서구와는 반대로 

이미 한국사회는 탈근대의 전개에 필요한 간주간성(inter-subjectivity)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사회자본 즉 인격윤리와 이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간직하고 있

기 때문에 연고에 기반한 사적 신뢰는 유지, 계승시켜야 할 자원이지 축소되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유석춘, 2001).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과잉 양상을 보이

고 있는 사적 신뢰는 공적 신뢰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재혁, 1998). 연

고주의는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성을 복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단 이 시점에서 구분이 필요한 것은 연고에 의해 

가능한 관계망의 존재와 연고주의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다. 다시 

말해 연고가 가져다 주는 강한 유대의 사회적 관계망은 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규범이 강한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을 운용의 결

과 나타날 수도 있는 결과물인 ‘폐해’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잃

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급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적 신뢰의 축소가 아니라 사적 신뢰에 기반한 관계망들이 올바른 운

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제도적 환경은 법과 규칙의 재확립과 같은 집단 외부적 요소 뿐 만 아니라 

관계망 내부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규범의 강화도 포함된다. 스웨덴과 

덴마크,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서구 

선진국이 모두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가 합적이 아닌 포지티브섬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다(유석춘 외, 2002)14). 또 박

희봉(2000)의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에서 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자본의 형태나 요

14)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집단의 폐쇄성이 높고 구성원들간의 응집력이나 

감정적인 결속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학교동창, 직장상사 및 낯선 자국

인, 그리고 낯선 외국인 등 집단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

를 측정하 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국회, 정당, 노동조합, 언론, 법률체계, 

공공관서, 경찰, 군대, 대기업, 그리고 교육제도 등과 같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존재

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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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조직의 속성상 수평적 단체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수직적 단체에 대한 참여

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봉, 2000; 228). 이렇듯 사회

자본 연구에 있어 서구의 기준에 따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는 우리가 가진 역사적 경험과 개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습성 등 기본적인 요소

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닫힌 연결망을 중심으로 사

회자본을 파악하는 학자들과 열린 연결망 속에서 사회자본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네

트워크의 형태나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자본에 대한 4가지 쟁점을 정리한 것

이 <표 2>이다. 

 

<표 2> 사회자본 논의의 쟁점들 

         사회자본의 형태

    쟁   점                
닫힌 연결망 열린 연결망

개념과 차원
행위의 부산물로 우연적 

요소

미래의 예상수익을 위한 

의도적 형성과 이용

공공재에 대한 의견 positive sum zero sum

폐쇄성과 유대의 정도
폐쇄적이어야 사회자본

강한 유대 강조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 

폐쇄성의 필요유무가 결정

약한 유대 강조

공적신뢰와 사적신뢰 관행 및 규범적 틀 중시 제도적 규칙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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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커뮤니티

1) 사이버 커뮤니티의 의미와 주요 논의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지역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

만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사이버 공동체는 이러한 지역적 제한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Hampton & Wellman, 2001; 

Wellman, 1996, 1999, 2001a). 우선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주

로 인용되는 레인골드의 정의는 “(1)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통신망상에서 (2) 충분

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3) 개인적 관계들의 망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한 기간동안 (4) 사이버 공간에서 공적인 토론을 수행할 때 출현하는 사회적 집합

체”로 사이버 커뮤니티를 규정하고 있다(Rheingold, 1993). 이러한 입장에서 레인

골드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실재 공동체가 발현된 한 형태로 파악하며, 기술의 발

전과 확산에 따라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전

통적인 공동체의 소멸이 이루어졌다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

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사이

버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위한 구성요소나 조건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요건

들이 갖추어졌을 때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실재 공동체’로 역

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공동체’에 머물게 될 것

인지, 또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전이 개인들의 일상과 전반적인 사회에 

어떻게 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도 활발한 논의와 모색이 나타났다.  

① 매개적 도구로서의 사이버 커뮤니티

사이버 커뮤니티 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볼 수 있는 웰만은 다양하고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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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사이버 커뮤니티의 문제를 다루었다(Wellman, 1979, 1996, 

1999, 2001a, 2001b). 기본적으로 웰만은 현대의 공동체가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체

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위에서 언급한 공간의 소멸 문제와 공동체에 

대한 선택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이는 실제적인 공동체와 사이버 커뮤니티 모두

에 적용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공동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즉 그는 뉴욕 동부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확대된 일차적 관계

를 제시하며,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인간관계의 형성이 

달라지는 확산적 성격의 존재를 주장한다(Wellman, 1979).  현대 도시 주민들의 

일차적 관계망은 공동체의 유지 혹은 확산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적인 

일차적 유대인 혈연, 지연, 학연의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으로 특정의 지역적 경계

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혈연의 폭이 감소하고 지리적 근

접성에 의한 관계보다 새로운 관계인 이차적 관계를 중심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

하고 친 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관계망이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시인들 사이에 일차적 유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전통적인 일차적 관계와 달리 개인의 자의성과 관심에 의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존의 강한 

유대를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그라노베터가 얘기하는 약한 유대의 현대적 유용성

을 주장하는 것으로, 관계망이 집단적이고 조 하며, 반복적이기보다는 개별화되고 

분절화되어 개별적 관계망을 이루는, 일종의 느슨하고 확산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웰만은 사이버 커뮤니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적 연결망으로서의 컴퓨

터 네트워크가 특정 관계 뿐 만 아니라 폭넓은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정보

의 획득이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한, 중간적인, 그리고 약한 유대 모두를 유

지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Wellman, 1996). 또한 햄튼과의 ‘넷빌’에 대한 공동 연

구를 통해서는 온라인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와 오프라인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인터넷

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강하고 지원적인 성격의 유대

를 유지함은 물론 약한 유대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더불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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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중간정도의 유대(intermediated-strength 

tie)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Wellman, 1999).

햄튼과 웰만(Hampton & Wellman, 1999, 2001)은 보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사

이버 커뮤니티와 실제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들은 내부 네트워크가 

완비된 주택단지인 넷빌에 직접 거주하며 참여관찰의 방법과 설문지법을 이용하

여 인접하여 살고 있는 넷빌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연구

의 결과는 새로운 사이버 커뮤니티의 생성보다는 현실적인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햄튼의 연구는 정보화 사

회라는 기반 위에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체와 같은 지역적인 커뮤니티가 운 되는 

동학을 보여주려 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를 갖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행동 양식을 

응답자들의 설문을 통해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넷빌이라는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주민들의 인터넷 상에서의 행위양식을 연구자의 주관성

이 개입된 설문이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의 로그파일(log file)을 통해 살펴 봄으로

써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 주요 논의들의 결론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상 공간에서 

동호인들 간에 공동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대화하며, 정보교환 등의 행위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차적 관계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연장선상에 이루어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이버 커뮤니

티가 공동체의 속성을 갖춘 실재적인 공동체라기 보다는 기존의 공동체적 관계를 

지원하는 도구적 의미가 지배적이라는 것이고,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가능태’이지 

아직은 ‘현실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②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사이버 커뮤니티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나 접촉없이 순수하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우 가상이 아닌 실재(real)하는 공동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인

가? 사이버 커뮤니티를 실재하는 공동체로 보고 있는 펀백(Fernback)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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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발견했다

고 믿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재하는 것이다”(펀백, 2000:136)라고 말한다. 또한 왓

슨(Watson, 1997)도 ‘가상(Virtual)’ 공동체와 ‘실재’ 공동체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

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프라인 세계의 사람들이 사이버 커뮤니티를 가상적인 것으

로 보고자 하지만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은 그것을 아주 실재적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최초의 형성 자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커뮤니티

이지만 실재하는 공동체로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

고 있다. 다시 말해 장소나 지역과 같은 물리적 요소나 관계에 있어서의 대면성을 

넘어서서 같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정한 

구성요소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

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사이버 커뮤니

티가 개인화와 파편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동경하는 정서적 결합

체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의 획득 및 공유에 있어서 저장소 혹은 연결고리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③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두 개념 자체가 비교적 최

근에 형성된 것이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 방식

이자 관계망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 점차 향력을 더해가면서  새로운 

사회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웰만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원적 조직이나 정치에 대한 참여

를 높이는 것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Wellman, 2001b).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의 이용이 퍼트남이 얘기하는 기준에서의 사회자본을 향상시키

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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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도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가 오히려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웰만은 다

음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이 많을수록 약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의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약한 유대가 많아질

수록 관계의 내용은 이질적(heterogeneous)이고 성긴(sparsely) 관계가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관계일수록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을 독려(encourage)할 수 있는 통제력

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선택 가능한 대안적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맘

에 들지 않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쉽게 등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되풀이 될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린(Lin, 2001: 210-239)도 사이버 네트워크와 사회자본간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인 차원에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퍼트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이버 네트

워크의 유용성을 설명하는데, 퍼트남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현대 미국사회에서 텔

레비전 시청으로 인한 사회자본의 감소는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먼저 사회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측정을 제대로 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변수보다 더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린이 

주장하는 바는 사회자본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오히려 증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이버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지역 공동체나 국

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 지역적인 사회자본의 출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

이버 네트워크는 중국에서의 팔룽궁(Falun Gong)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

듯이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원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로 인한 관계의 강화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린은 사회자본의 성격을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의 활용이라

는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사이버 네트워크의 연결망 형태가 새로운 자원의 

탐색과 가치의 창출에 유리한 약한 유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자본의 축적에 매우 효율적인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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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향후 보다 적실성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이버 네트워크에

서 사람들 간의 관계 양상이 시간과 노력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및 정보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의 획득 과정에 있

어서 전통적인 매체와의 비교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브란차드와 호란(Blanchard & Horan, 2000)은 어떻게 가상공동체가 사회자본

을 구성하는 요소인 연결망이나 규범, 신뢰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경험적

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먼저 사이버 커뮤니티를 지역분산형과 지

역기반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있어 사회자본을 향상 혹은 감소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구분해보았다. 우선 지역기반형 사이버 커뮤니티가 지역 분산형보다 사

회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쉽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이버에서의 연결망이 대면적 

연결망과 중첩되고 정보의 통로를 활용할 수 있을 때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기반형 커뮤니티에 의해 시민참여의 기회가 

늘어날 때 사회자본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스와 연구자들(Haase et al., 2002)은 인터넷의 이용 양상을 통해 사이버 상

에서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사이버 커뮤니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National Geographic Site)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이용하여 살

펴보고 있다. 경험적 분석에 있어 사회자본을 사회적 접촉의 빈도로 나타나는 연

결망 자본, 자원적 결사체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는 시민적 참여, 

그리고 소속감과 같은 공동체 의식과 같은 요소를 통해 파악한다.  그리고 사이트 

방문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터넷 상에서의 행태와 의식이 어떻

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의식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사회자본의 요소들과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 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E-mail이나 게시판 활동과 같은 사이버 상

에서의 행위가 현존하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적 관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망 자본의 측면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적 참여에 있

어서도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인 부문에 대한 관심이 이

전 세대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단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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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은 오프라인 공동체와 사이버 커뮤니티 간에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인터넷의 사용이 빈번해 질수록 일반적인 공동체 의식

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이버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공동체 

의식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무엇보다도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

고, 대면적인 관계가 아닌 약한 유대에 기반한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적인 관계일

지라도 반복되는 상호 작용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

인 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스와 연구자들의 논의는 추상적인 논의 속에서의 사회자본을 좀 더 

객관적인 분석형태로 재설정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구분하고, 사이버 상에서 활동

하고 있는 행위자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관계 양상을 파악했다는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들 중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인터넷 접속 시간이나 빈도, 활동 내역 등이 모두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또한 가지게 된다고 

보여진다.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현재 다각적으로 시도되

고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특정인들만의 역이 아니고 향후 우리

의 일상에 미치는 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

울러 개인들 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로 인해 가능해지는 사회자본의 잇

점도 개별화된 개인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또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다른 대상들과

의 관계 맺음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은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다. 사이버 커뮤니티도 그 종류와 형태

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고, 사회자본 또한 그것을 연구하는 학

자들의 관심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사이버 커뮤니티가 현대 사회에서 사회자본으로

서 역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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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대해 갖는 함의와 접합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커뮤

니티에 대한 참여는 그 성격상 개인의 관심과 목적에 따른 선택적인 측면이 강하

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연결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커뮤니

티 중에서 특정한 기준, 예를 들어 출신지역이나 특정학교, 특정 경험을 가입의 기

준으로 제시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가입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커뮤니티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참여의 정도는 개인

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렇듯 사이버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성격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열려있는 연결망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닫힌 연결망에 기반한 사회자본론에서 주장하는 강한 유대가 생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인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기 희생에 기반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면 커뮤니티를 

통해 생성된 개인들 간의 관계는 공공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규범적 틀이 

중시되고 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도 가능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자본을 이루기 위해 우선 형성되어야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

티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와 유형

① 사이버 커뮤니티의 5가지 요소

‘사이버 커뮤니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양한 관심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망의 단위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형성되고 있다. 개별적, 그리

고 집합적 관계는 추구하는 나름의 목적 속에서 각각의 특성과 형태를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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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에서의 관계들이 사이버 커뮤니티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에서는 적어도 다음에 나타나는 5가지 요소를 기준으

로 하여 그것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사이버 커뮤니티로 인정하고자 한다. 

먼저 경계(boundary)의 설정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회원의 신분확인, 사진확인 등 철저한 회원제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의 

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부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비회원

들까지도 커뮤니티의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곳까지 다

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하지만 상호간의 신뢰와 호혜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

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통해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경계의 존재가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경계의 존재를 통한 회원들의 신분 보장과 커뮤니티 자원

에 대한 접근의 차별화는 오스트롬의 논의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내부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오스트롬, 1999: 189).  

다음으로 구성원들간에 커뮤니티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에 대한 공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가입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주

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요건이

라고 보여진다. 때문에 유사한 관심분야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기 쉽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 간에 보다 전문적인 관계망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의 지속성이다.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사

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주로 비대면적인 CMC(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인지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상호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으로까지 작용한다.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회적인 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채

팅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에서의 관계망을 공동체적 관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커뮤니티 내부에 질서(order)를 위한 규범의 존재 여부이다. 전통적

인 공동체적 관계가 갖는 장점이자 약점은 타인 또는 공동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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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면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제한적으로 표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

이다. 구성원의 행위가 공유하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무형의 제재가 

행위자에게 가해진다. 제재는 행위자 개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제로 다가

올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의 합리적 운 을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로 기

능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커뮤티니에서도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직이나 

집단의 운 을 위해 일정한 규칙과 규범이 마련되어 있어야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규범은 구성원들이 커

뮤니티 가입시 동의하게 되는 규약 뿐 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구성원들 

간의 관행적인 규칙이나 제제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존재이다.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이버에

서의 관계가 일정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활

동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의 확보와 함께 전반적인 운 을 책임지

는 것이 마스터 혹은 시삽으로 불리우는 리더이다.  다른 오프라인에서의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도 리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에 

따라 커뮤니티의 성과나 발전이 크게 좌우된다. 커뮤니티의 성숙에 따라 커뮤니티

를 창립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리더의 역할을 수

행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립자가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리더가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커뮤니티 자체의 운 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② 두 가지 차원에 의한 유형화

사이버 커뮤니티는 다양한 차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매우 많은 종류 및 형

태가 존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일반적인 공동체에 대해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온라인의 사이버 커뮤니티 또한 특정한 기준이나 요소

를 통해 나누는 작업이 용이하진 않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

고 분류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15). 대신 커뮤니티가 속해있는 상황이나 커뮤니티 내부의 특성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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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틀이 학자별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분류를 시도해

본다. 첫 번째 기준은 커뮤니티의 생성이 어떤 기반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커뮤니티의 형성이 오프라인에 근거한 경우인데, 각종 동창회 커

뮤니티나 연고에 기반한 모임과 같이 사이버 커뮤니티 성립이전부터 모임이 이루

어지고 있던 유형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반면 특정한 관심에 의거해서 오프라

인에서의 서로에 대한 인지없이 순수하게 사이버공간 상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임도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처음 시

작의 기반은 사이버 다는 점에서 전자의 모임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여기에는 각

종 동호회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모임들이 포함될 것이다. 학교 커뮤니티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앞의 동문회 유형과 차별성을 갖는다.

<표 3> 사이버 커뮤니티의 분류 및 유형화 

공동체 형성 기반

Off-Line On-Line

커
뮤
니
티
속
성

연고/귀속적
동문회 

B

학교 커뮤니티

A

선택/자발적
시민단체

C

동호회

D

커뮤니티 분류를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커뮤니티 속성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

15) 강대기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경우 힐러리가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 즉 물리적 공

간을 말해주는 ‘지리적 역’,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

의식을 나타내는 ‘공통의 유대’가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와 속성을 평가하는 준거틀

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강대기,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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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원자격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가진 

연고나 개인적 경험에 의해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에 의한 분류이다. 연고/

귀속적인 커뮤니티에는 학연과 지연에 기반한 동문회나 향우회가 대표적으로 나

타날 수 있고, 선택/자발적인 커뮤니티는 각종 동호회 및 시민단체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이러한 유형화에 따라 대표적인 커뮤니티를 분류해 본 것이다. 여기

에서 공동체의 형성기반은 온라인이고 속성은 연고/귀속적인 ‘학교 커뮤니티’는 

‘모교사랑(www.iloveschool.co.kr)’이나 ‘다모임(www.damoim.net)’에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졸업 후 서로에 

대한 연락이 끊어져 있던 상황에서 ‘모교사랑’이라는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이 매개

가 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오프라인

이 공동체의 형성기반이고 커뮤니티의 속성은 연고/귀속적인 ‘동문회’커뮤니티는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 이전에 이미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커뮤니

티’의 경우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관

계인 반면, ‘동문회’는 기존의 관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사이버 커뮤니티가 담당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호회’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경험

이 없더라도 구성원들의 관심 공유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이고, ‘시민단체’의 경우에

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사이버 상에도 커뮤니티를 만들어 원할한 운

과 확장을 꾀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16). 

위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D 역에 속한 커뮤니티들이 온라인에서 커

뮤니티의 형성이 이루어졌고, 선택/자발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약한 유대에 기반한 커뮤니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B 역에 

속하는 커뮤니티들은 이미 대면적 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상호간의 인

지의 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유형의 커뮤니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16) 같은 맥락에서 동호회의 경우 이미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

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이버 커뮤니티를 개설했다면 그것은 C 역에 자

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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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 본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와 커뮤니티에 대한 유형화를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사이버 커뮤니티가 참여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 함께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닫힌 연결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드

러내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커뮤니티는 B 역에 속하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가입

에 있어서도 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최초의 모임이 시작된 

만큼 대면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열린 

연결망’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D 역에 속하는 커뮤니티이다. 선택적이

고 온라인에서 모임이 형성되었으며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가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유형화

는 고정된 것은 아니다. 최초의 만남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귀속적인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라도 커뮤니티 내부나 구성원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효

용이 크지 않거나 줄어든다면, 또는 온라인에서 서로의 관심에 의해 형성된 커뮤

니티라도 활발한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친 한 관계 형성과 함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구성원들에 대한,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유대의 정도는 변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 분석대상이 되는 사이버 커뮤니티인 I사 포럼의 경우는 위의 

유형화에 대입시켜보면 전형적으로 D 역에 속하는,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 형성되

어 약한 유대에 기반하고 있고, 커뮤니티의 속성은 선택/자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분석 속에서 나타나겠지만 I사 포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가진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 일단 I사 회

원으로 가입한 개인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특정한 포럼에 단수 혹은 복수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포럼의 시삽들은 개인들의 신청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

라 가입의 허락 여부를 통보해주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가입조건 없이 가

입이 이루어지고, 포럼 활동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포럼에 대한 탈퇴의 절차도 탈퇴를 원하는 회원이 탈퇴를 요청하

면 곧바로 받아들여진다는 측면에서 회원과 포럼과의 관계가 약한 유대에 기반하

고 있는, 관계의 맺고 끊음이 매우 용이한 커뮤니티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러한 커뮤니티의 유형이 커뮤니티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성원들의 행위



- 42 -

에 따라 어떠한 모습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앞으로의 분석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3) 이론적 주장과 분석의 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사이버 커뮤니티로 형성되기 위해서

는 앞에서 밝힌 바 있는 다섯 가지의 조건, 즉 경계의 설정과 커뮤니티 목적의 공

유, 상호작용의 지속성, 규범의 존재, 그리고 리더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오

프라인에서의 관계망이 그 운 과 유지의 편리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 커뮤니티

를 만든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이버 상에서 만남부터 관계의 형성까지 이

루어져 그것이 지속되면서 구성원들 간에 유대와 소속감이 형성되는 경우를 상정

해 보자. 이는 정보사회의 출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

이자 나아가 이제까지의 관계망들과 근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자본의 출현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5가지 요건들이 갖춰져 이루어진 사이버 

커뮤니티는 어떠한 환경과 동기 속에 새로운 사회자본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인가?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으로의 논의 속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설정은 다음과 같다. 즉, 

상호 인지하는 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자원의 전유나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망을 사회자본이라고 한다.  

특정한 타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개인의 사회자본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개인과 호혜적인 수혜관계를 맺고 있던지, 아니면 앞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

는 자원에 대해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원의 종류는 반드시 물질적인 재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

정이나 감정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특정한 

상황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타인의 자원이 필요할 때, 그 자원의 획득이나 

전유의 여부는 가능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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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회자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어

디까지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혹은 전유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자본을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주로 주관적인 의식에 기반한 기준이라

는 점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활용하게 될 가능태라는 점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을 기존의 공동체와의 다음과 같은 

비교 속에 위치시키고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표 3> 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굵은 실선의 ‘공동체’는 오프라인 

상에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이다. 여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간관

계의 단위로 지역이나 경험, 혈연과 같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생

득적으로 주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와 함께, 생득적인 속성보다는 구성원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지만 내부적인 규범이나 생활양식은 견고한 공동

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의도된 공동체’나 ‘생활공동체’, ‘자활 공동체’ 등이 모두 포

함된다.  

다음으로 얇은 실선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이버 공간

< 표 4 > 사회자본과 사이버 커뮤니티, 공동체의 역과

상대적 위치

  사회자본 개인 혹은 
일회적 만남

(f)(e)

공

동 (a)   (b) 사이버

체 (c) 커뮤니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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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다양한 관심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망의 단위이다. 사이버 커뮤니티

의 역이 (b), (c), (d)의 세 차원으로 나뉘어진 것은 앞에서 살펴 본 사이버 커뮤

니티의 유형화와 함께 연속적인 개념으로서의 사이버 커뮤니티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선으로 나타나는 사회자본에 대한 설정은 사이버 커뮤니티와 관

련하여 크게 보면 두 가지 역을 갖는다. 즉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이

버 커뮤니티와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전통적인 공동체는 모두 사회자본의 역에 포함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그림에서 (a)가 나타내고 있는 역은 순수하게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를 대표적인 예

로 볼 수 있다. (b) 역은 오프라인에서의 공동체이고 사이버에서도 커뮤니티를 

운 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향우회 및 동창회 커뮤니티나 생활공동체이자 

같은 목적을 가진 생활공동체들의 관계망을 사이버상에서도 가지고 있는 ‘신안마

을(http://www.yamagishism.co.kr)’과 같은 경우이다. (c)는 오프라인에서 사회자

본으로 기능하고 있는 관계망이 사이버에서도 커뮤니티를 운 하고 있는 경우이

다. (d)는 같은 사이버 커뮤니티에 속해 있더라도 별다른 교류나 교환이 이루어지

지 않는 약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의 역이다. 그리고 (e)는 오프라인에서만 존재

하는 사회자본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커뮤니티를 운 하고 있지 않은 조기 축구

회나 학부모회 같은 조직들이다. 마지막으로 (f)는 관계 맺고 있지 않은 개인 혹은 

우연한 만남과 같이 일회적이고 비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 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틀을 놓고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시도해본다. 즉 모든 공동체는 사회자

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회자본이 공동체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다 특정한 요소가 결합되어야만 공

동체적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주장이다. 또한 (b)와 (c) 역의 경

우 위에서 역을 구분한 기준의 역방향은 성립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다. 공동체나 사회자본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이 사이버공간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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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설하는게 아니라, 사이버 커뮤니티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망이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공동체나 사회자본으로 전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

한 이러한 전이가 가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자본을 연속적 개념(continuous concept)으로 분석에 이용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논문의 

분석은 사회자본으로서 사이버 커뮤니티가 기능할 수 있게 되는 조건과 요소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대 및 결속의 정도를 연속선상에서 표현할 때 (f)

의 역은 관계 맺지 않은, 혹은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나 커뮤니타스17)적인 공동

체를 의미한다. 반면 (a)와 (b)는 완전한 형태의 공동체를 상정한다. 관계 형성자

체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약한 유대에 기반하여 비롯된 사이버 커뮤니티는 그 숫

17) 커뮤니타스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적 느낌으로,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일상의 지위․신분․계층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함께 ‘하나되는’ 느낌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간의 축구경기가 벌

어질 때 운동장에 있는 한국인들의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싸이버스페이스의 

열린 공동체, 2001 싸이버 스페이스, 홍성욱․백욱인 엮음, 2001, 창작과 비평사, 

pp.134-135.

<그림 4> 분석의 틀



- 46 -

자 만큼이나 매우 넓은 범위에 존재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이버 커뮤니티인 I사 

포럼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어떠한 조건과 과정을 통해 사회

자본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 포럼, 즉 사이버 커뮤니티가 형성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적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의 지속성

을 지니며, 규범과 리더가 존재하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어떠한 요소와 결합하여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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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사회자본과 사이버 커뮤니티의 현황

(1) 한국의 사회자본

우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관계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관계의 정도나 주고 받고 있는 도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

해 보았다. 조사에 이용된 자료는 2002년 4월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정보화 수준  중 일부분이다.

1) 개인의 관계망 현황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

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양식과 행동반경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제

까지 살펴 본 사회자본의 측면에서도 어떠한 사회자본이냐는 질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사회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의 문제까지도 살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서 ‘현재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는 친한 사람을 

네 사람까지 거명 해달라’고 하 다. 또한 거명된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 거주지, 

학력, 접촉 빈도, 알게된 기간,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 받은 도움의 종류를 기입하

도록 하 고 마지막으로 거명된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기입

하도록 하 다. 

<그림 5>는 거명된 사람들과 응답자 간의 관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

으로 관계1에서 관계4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관계는 학교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웃, 직장동료, 그리

고 동향 사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계1’보다는 ‘관계4’

에서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응답자 중 일상

에서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네 사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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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오프라인의 개인 관계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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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의 종류를 성별로 분리해서 전체 관계 수를 나타낸 것이 <표 4> 

이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학교 동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동향 사람과 같은 항목에서는 남성들이, 그리고 이

웃이나 친인척 등에서는 여성들이 보다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동기의 경우 응답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는데, 10대의 경우 약 93.3%가, 그리고 20대는 약 70.9% 정도가 

학교동기를 가장 자주 보는 친한 관계로 응답하 다. 반면 30대의 경우는 47.4%, 

40대는 31.3%, 50대는 33.1%,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16.9% 정도의 점유율을 보

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교 동기에 대한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18). 

18) 이에 비해 ‘이웃’의 경우, 10대는 1.6%, 20대는 5.8%에 그치고 50대는 37.7%, 60대 

이상에서는 51.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학교 동기’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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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 개인 관계망의 종류 

남  자 여  자 소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친인척 58 1.55 80 2.23 138 1.89

학교동기 2,216 59.31 1,834 51.26 4,050 55.37

학교선후배 162 4.34 99 2.76 261 3.57

직장동료 371 9.93 147 4.11 518 7.08

직장선후배 97 2.60 67 1.87 164 2.24

동호회 및 서클친구 80 2.14 96 2.68 176 2.41

타사의 업무파트너 41 1.09 9 0.25 50 0.68

군대동료 36 0.96 1 0.03 37 0.51

이웃 415 11.10 1,023 28.59 1,438 19.66

동향사람 170 4.55 104 2.91 274 3.75

기타 90 2.41 118 3.30 208 2.84

계 3,646 100.00 3,460 100.00 7,106 100.00

 응답자들이 거명한 사람들은 응답자들의 분류를 통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환

경 속에서 관계의 정도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의 정도는 다

양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만나는 빈도’와 ‘알고 지

낸 기간’을 가지고 유형화해 보았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동거하는 가족은 만나는 빈도나 알고 지낸 기간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제시된 사람의 경우 연 평균 136.9회 정도의 접촉을 갖고 

평균 12.4년 간 알고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1’에서 ‘관계4‘까지 거명된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접촉 빈도와 기간 모두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유대의 정도와 접촉 횟수 및 접촉 기간은 모두 양(+)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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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관계의 정도 

평균 만나는 빈도 알고지낸 기간

N 빈도(년) N 기간(년)

관계 1 2,241 136.93 2,244 12.3725

관계 2 2,048 119.99 2,051 11.7741

관계 3 1,685 118.50 1,687 11.2730

관계 4 1,366 114.98 1,367 10.7960

접촉 빈도와 접촉 기간을 표준화하여 관계의 종류와 같이 나타낸 결과가 <그

림 6> 이다. 그림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유형화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접촉 빈도에 비해 접촉 기간이 더 높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접촉 기간이 접촉 빈

도에 비해 더 높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접촉 빈도와 기간이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친인척, 동

향사람, 군대 동료라고 할 수 있는데, 생득적인 연고에 기반한 관계가 주축을 이룬

다. 군대의 경우 생득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원적 선택에 의한 관계 맺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는 현재는 상대적으로 자주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직장동료와 직장 선후배, 타사의 업무 파트너, 그리고 이웃 등

을 들 수 있다. 이 관계의 특징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현재 빈번한 횟수

로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유대에 기반하

고 있지만 빈번한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유대가 형성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볼 수 있었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게

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연령대가 높아지거나 여성들의 경

우 활발한 접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학교동기나 학교 선후배, 동호회 및 서클 친구 등

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이 생득적인 요소가 지배적이고 두 번째 유형이 선택

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이 경우는 양자의 사이에서 유형적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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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생득적이진 않지만 같은 범주 내에서의 이동이 쉽지 않은, 

‘학연’이라는 연고에 기반한 관계이고,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점 때문에 접촉도 빈번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6> 관계의 종류별 관계 정도 

-0.6

-0.4

-0.2

0

0.2

0.4

0.6

0.8

1

1.2

친인척

학교동기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선후배

동호회 및 서클친구

타사의 업무파트너

군대동료

이웃

동향사람

알고지낸기간(표준화)

평균 만나는 빈도(표준화)

다음으로는 응답자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망의 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반

적으로 관계망의 도를 ‘가능한 관계 수에 대한 실제 이루어진 관계의 수’라고 할 

때, 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용적

으로는 동형적(homophilous)이고, 구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가 형성되기 쉬운 구조

를 의미한다. 반면 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른 행위자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구멍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개별 행위자들을 연결 시켜 줄 수 

있는 중개자(broker)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또한 중개자를 거쳐서 특정인에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이질적(heterophilous)이고 약한 유대에 

기반한 모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Lin, 2001: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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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연령대별로 관계망의 도가 어떠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여기에서도 성별 도차와 마찬가지로 집단간 평균차 검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0대와 2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의 연령 층에서 관계망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30대와 40대가 비교적 

낮은 도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나 20대, 60대 이상에 비해 다양

한 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10 대 367 0.832 0.208778 0.010898

20 대 512 0.745 0.232508 0.010276

30 대 508 0.727 0.231853 0.010287

40 대 405 0.737 0.237312 0.011792

50 대 240 0.740 0.235153 0.015179

60 대 이상 117 0.742 0.240774 0.02226

Total 2149 0.753 0.232694 0.00502

<표 6> 연령대별 관계망 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781674 5 0.556335 10.50188 .000

Within Groups 113.525 2143 0.052975

Total 116.3067 2148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망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도움이나 

혜택은 무엇일까?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자신이 투여하는 비용과 산출할 수 있는 

결과물 사이에서 이익이 산출되는 방향으로 행동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

회적인 관계망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는 향후 개인의 관계망 유지 

및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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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관계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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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상적 대화 상대(43.4%)’나 ‘정서적 위로(23.9%)’가 모

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중에서 정서적인 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의 그림이 각각의 범주에 대한 빈도만을 대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인 ‘학교 동기’의 향이 강하게 미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가의 활용(9.2%)’이나 ‘각종 유용한 정보

(6.8%)’, 그리고 ‘학업관련(6.3%)’과 같은 도구적인 성격의 혜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참여 집단의 유형과 정도

특정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때 누

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와 함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가 일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현재 참여하고 있

는 모임 중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임에 대해 가입기간과 평균 참여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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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모임의 내용, 구성원 수, 그리고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같은 것들을 

물어보았다. 

우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301명 중 

1,519명이 특정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되어 있는 모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더니 총 107가지의 모임이 

조사되었다. 이를 각 모임이 가진 성격이나 목적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해 보았다. 먼저 정의적(情誼的) 모임은 친목을 도모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모임으로 대표적인 형태는 동창회나 상조계, 향우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도구적(道具的) 모임은 관심이나 이해 관계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 모

임으로 각종 취미활동 동아리, 자원 봉사회,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등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애착을 느끼고 있는 모임으로 정의적 모임을 선택

한 응답자가 전체의 82.2%인 1,248명으로 나타났고, 17.8%의 응답자들만이 도구적 

모임을 들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개인별 관계망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서적

인 측면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의 정의적/도구적 모임을 포함해서 몇 개 정도의 모임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정의적 모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2.29개의 모임이라고 응답했고, 도구적 모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응답

자는 평균 2.73개의 모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른 모임

들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임과 성격을 같이 할 것인지 혹은 달리 할 것인

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도구적인 목적의 모임을 우선시 하는 응답자의 경우 정의

<표 7> 모임의 성격과 속성 

모임의 성격
응답자 소속 

현황(%)

참여 모임 

갯수

평균 

참여횟수

평균 

구성원수(명)
가입기간(년)

정의적 모임 1,248(82.2) 2.29 14.93 44.47 9.07

도구적 모임 271(17.8) 2.73 53.02 103.63 4.71

Total 1,519 2.37 21.68 54.94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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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임에 비해 유대의 정도가 약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과 새

로운 정보와 같은 자원을 추구하기에는 소수의 모임보다는 다수의 모임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적 모임과 도구적 모임이 같은 정도의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유대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의 조사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모임에 대한 참여 횟수의 경우도 앞의 개인적 연결망

의 제2유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참여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훨씬 많

이 접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행위자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혹은 유지할 때 얼마나 많은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유대의 정

도에 부(-)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구적 모임의 평균 구성 인원

수가 정의적 모임에 비해 훨씬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표준화하여 하나의 평면에 나타낸 것이 <그림 8> 이다.

<그림 8> 모임성격별 관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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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정의적 모임과 도구적 모임에서 각각 나타나는 혜택을 나타낸 것

이다. 정의적 모임과 도구적 모임 모두에서 정서적 차원의 대화나 위로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의적 모임의 경우에는 원래 모임의 목적을 정서적 

차원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구적 모임은 

모임 초기의 목적이 여가의 활용이나 정보 수집, 관심의 공유 었던 점을 생각하

면 약간의 의외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임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관계 자체의 성숙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유대가 형성되고 인지의 폭이 넓어

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도구적 모임이 접촉 자체

에 있어서는 빈번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이 정서적인 요소와 결합하

게 되면 실제 일상 생활에서 정의적 모임에 비해 더 많은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9> 모임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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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과 같이 개인 관계망과 참여 집단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 바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먼저 현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망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동기의 경우 가장 높은 사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망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웃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이웃과의 친 도가 훨씬 높은 것을 나타났다. 

관계의 종류별 유대 강도는 접촉 기간과 접촉 빈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

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도 접촉 기간이나 접촉 빈도 모두에서 가장 안정

적인 관계망으로 나타난 것이 학교동기와 동호회 및 서클 친구이다. 학교동기와 

동호회의 친구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격의 관계로 분류된다. 학교 동기는 비자발적

인 학연에 기반한 연고적인 관계로 볼 수 있고 동호회의 친구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비롯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학교 동기와 동호회 

친구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4,050: 170), 관계 정도의 측면에서는 학교 동

기와 동호회에서 만났지만 친해진 대상 간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약하지만 학교 동기라는 학연에 기반한 유대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의 종류로 동호회를 통한 유대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단초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 집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를 설

명하는 기존의 논의들이 우리의 상황과도 잘 부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

의적 모임을 우선시하는 응답자가 도구적 모임을 선택한 응답자에 비해 훨씬 많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모임을 구성하는 인원의 수에 있어서 도구적 모임

은 폐쇄성보다는 개방적인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적 모임에 비해 

구성원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참여하고 있는 관계 집단이 도구적인 

성격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경우 정의적 모임의 행위자들 보다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관심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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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은 정의적 모임의 행위자들보다 짧을 수 있지만 만나는 빈도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의적 사회라고 할 만큼 정서적인 요소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계망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정의적인 요소가 중

요시되는 학연에 기반한 관계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사회도 급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은 수의 농촌 거주자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전통

적인 공동체 중심의 생활구조가 서구적인 핵가족 중심의 생활구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즉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역 공동체적 연대는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혹은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정체성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동기는 자연스럽게 현대인의 새로

운 관계망에 대한 모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위의 조사에서도 나타나

듯이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혈연이나 지연을 기반으로 한 

관계망보다는 생득적(生得的)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연고에 비해서는 선택적 요

소가 존재하는 학연에 기반한 관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연 

중심의 관계망은 생득적인 요소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출신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정도는 선택․성취적인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고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대다수의 사

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

이다.  

(2) 한국의 사이버 커뮤니티

1) 한국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전

한국에서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초는 PC통신 동호회로 볼 수 있다. 1987년 

한국경제신문사가 KETEL이라는 이름의 통신망을 개설하면서 국내의 PC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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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는데, 시작 초기에는 커뮤니티란 용어는 쓰여지지 않았고 'BBS'나 '동호

회'라고 불렸다. 통신상에서 처음 시도된 모임은 운 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다양

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PC통신에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 때

문에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상에서의 불건전 정보의 유통

이나 통신예절의 문제는 자율적인 통제를 통해 일어나지 않았다.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하고 통신이용자도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하이텔, 유니텔, 천리안, 그리고 나우누리 등의 공격적

인 마케팅 전략도 한 요소가 되었는데 1995-96년의 시기가 PC통신동호회에 있어

서는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의 보급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인터넷은 접속 자체가 PC통신에 

비해 어려웠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웹에서는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작업을 주로 하 고, 검색한 정보나 검

색할 정보에 대한 공유 및 교환은 PC통신 동호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97년 IMF 이후 불어닥친 벤처열풍과 함께 인터넷에서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

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PC통신동호회는 향력은 남아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급속하게 회원 수와 

동호회 수(클럽이나 카페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가 늘어나고 있었다. 회원수의 

증가는 인터넷 업체들이 수익모델로 생각하고 있던 배너 광고 유치나 메일링 리

스트의 확보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추동된 것도 있지만, 회원 트래픽과 충성도 

유지를 통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회원수가 회사가치의 기준으로 주식시장

에서 많은 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더욱 치열한 회원유치활

동을 벌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이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다. 

무료 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나 학교 동창생들을 연결시켜주면서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던 ‘모교사랑’, 

커뮤니티 서비스를 주 사업 역으로 특화시켰던 ‘프리챌’ 등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커뮤니티 관련 업체로 발전한 경우이다.  2002년 2월 기준으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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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2,000만명을 넘어섰고, 카페 가입자만도 1,550만명을 넘어섰다. ‘모교사랑’은 

900만명, 프리챌은 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다음의 카페는 130만

개, 프리챌은 12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운 되고 있다. 

 2) PC 통신 동호회에서 웹 기반 사이버 커뮤니티로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도 변화

를 겪어왔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사이버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 활동의 주된 환경이 PC 통신 동호회에

서 웹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각각의 모임이 어떠한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PC 통신 동호회에서 웹 기반 사이버 커뮤니티로 사용자들이 

이동하게 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내용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역사에서 비교적 초기에 형성된 PC 통신 동호회는 대부분

의 경우 동호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이 때 발

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해당 PC 통신의 가입자인데, 이 시기의 PC통신 이용자

는 대부분이 월 일정액을 부담하는 유료회원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PC통신에 가입

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접촉의 기회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

리고 같은 PC 통신업체의 내부에는 같은 종류의 동호회가 중복되어 설립될 수 없

었다. 다시 말해 후발 동호회의 형성 자체가 제도적으로 닫혀있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웹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서비스 자

체가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부분 무료로 지원되고 있고, 커뮤니티의 개설

도 회사의 규약에 동의만 한다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탑(ONE-STOP)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웹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진 환경적인 요인으

로 ‘가입해서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함께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활

동’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숫자나 종류 자체도 급격하게 증

가하여 커뮤니티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매우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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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과정 자체가 다른 만큼 그 구성이나 운 방식 또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PC통신 기반 동호회의 경우 모임의 리더를 시삽(SYSOP)이라고 하는데, 시삽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회원 중 다른 회원들의 동의나 추천을 통해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시 말해 동호회의 개설자가 동호회의 대표자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이거나 능력이 뛰어난 회원이 대표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웹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에

서는 개설자가 마스터(master)라는 이름으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커

뮤니티 중 ‘마스터 이양(移讓)’이라는 제도가 있는 곳도 있지만20), 일반적으로 마

스터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마스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PC통신 동호회의 경우 리더가 가진 권한의 공유나 이양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특정한 회원이 빠지는 경우에도 동호회 자체가 운 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

을 수 있는 반면, 웹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특정한 리더의 퇴장은 곧 커뮤니

티 폐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8> PC통신 동호회와 웹기반 커뮤니티 

구분 PC통신 동호회 웹기반 커뮤니티

성격 집단적/폐쇄적 개인적/개방적 

지속정도 비교적 오래 지속 다양함. 일반화하기 어려움.

인지도 및 

신뢰도

높은 인지도 및 신뢰도 가능

(반 익명적)

인지도 및 신뢰도가 비교적 낮음

(익명적)

커뮤니티별 

규모

대규모

(대부분 만명 이상)

소규모

(수명 - 수천명)

커뮤니티 수 소수 다수

19) 프리챌의 경우 총 19개의 대분류에 188개의 소분류에 따라 121여만개의 커뮤니티

가 운 되고 있다(www.freechal.com). 각 분류에 따른 커뮤니티 개수는 <표 9>를 

참고할 것.

20) 대표적으로 프리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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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교적 소수의 동호회가 운 되고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PC 통신망 내

부에서 동호회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그래서 특정한 동호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 거나 시삽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서에 그 내용을 

밝히기도 하고, 어느 동호회 ‘출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력처럼 인

식되기도 하 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두 PC 통신업체의 유료 가입자이기 때문

에 통신상에서의 예절 준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만일 과도한 일탈을 일삼는 

회원의 경우에는 시삽이 동호회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PC 통신업체에 연락을 

취해 적절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었다. PC 통신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가입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인터넷 사용자

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익명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반(semi) 익

명적인 환경이 오히려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

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초기의 PC 통신 동호회가 웹기반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요소들과 훨씬 더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C 통신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비롯해

서, 기반 환경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형성에 유리하고, 비교적 지속적인 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에서 공동체적 관계가 담고 있는 속성들과의 유사성

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PC 통신 동호회는 이제 거의 자

취를 감추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 속에는 우선 유료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PC통신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무너질 수 밖에 없

었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21). 또한 문자에 기반해

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던 PC 통신 동호회보다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의한 웹 기반 커뮤니티가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기술적

인 발달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PC 통신 동호회의 

21) PC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망에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한 업체에 유료로 가입하

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후 그 아이디를 통해 접속해야 하는데 비해, 인터넷은 접

속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접속을 위한 아이디가 필요없게 된다. 학교에서의 PC통신 

이용과 인터넷 이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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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활동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한 부담도 동호회 회원들의 이탈

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선

택이 가능한 관계망으로의 사용자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사이버 커뮤니티의 지형

이 절에서는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인 

다음의 카페(cafe.daum.net)와 프리챌의 사이버 커뮤니티(www.freechal.com)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한국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커뮤니티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프리챌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2002년 9월 1일 현재). 

다음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카페(Cafe)는 1999년 5월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개

설 후 7개월 만인 1999년 12월 카페 수 3만여 개, 회원수 100여만 명을 돌파하

으며 2002년 9월 현재 22개의 하위 분류에 130만여 개의 카페가 운 되고 있다. 

다음의 카페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게 된 계기는 다음의 주력 사업이라

고 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무료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는 메일 서비스와 카페가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적인 특성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채팅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카페 회원들끼리 서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메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메일 회원으로 가입시 

필요한 기본 정보가 가입을 원하는 카페에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번거로운 카페 가입과정을 상당 부분 해소 할 수 있다는 점도 카페 회원의 증가

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프리챌은 2000년 1월 1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 다. 개설 초기부터 커뮤

니티 서비스에 주력하 고 시작한 지 한달만에 회원수가 3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2002년 9월 현재 19개 하위분류에 120여만 개의 커

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프리챌에서는 커뮤니티의 내용과 주제, 형식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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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회원들의 활동 상황과 컨텐츠에 따라 우수 커뮤니티와 인증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보다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수 커

뮤니티나 인증 커뮤니티로 선정되면 커뮤니티 용량의 증가나 오프라인에서의 정

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표 9>은 다음의 카페와 프리챌의 커뮤니티가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를 몇 개

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 두 업체의 하위 분류를 5개의 카테고리(취미/오락, 학습/지식, 학교 

관련, 친목, 기타)로 재분류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이다.  

<표 9> 다음의 카페와 프리챌 커뮤니티 현황 

(※ 재분류 기호: 1.취미/오락 2.학습/지식 3.학교관련 4.친목 5.기타) 

Daum의 카페 프리챌의 커뮤니티

분류(재분류 기호) 숫자(개) 분류(재분류 기호) 숫자(개)

컴퓨터/인터넷(1) 48,043 기관/단체(5)  32,846  

게임(1) 83,757 동문회/동창회(3)   96,808

교육/외국어(2)  18,263 학교/학원(3)  156,879

종교(5)  48,359 친목/동년배(4)  354,144

생활/건강(1)  12,491 가족/어린이(4)   83,904

과학/인문(3)  4,157 지역(4)  19,744

경제/금융(2)  8,093 컴퓨터/인터넷(1)   40,525

정치/사회(2)  2,715 게임(1)   80,981

방송/연예(1)  14,388 스포츠/레저(1)   26,990

음악(1)  44,290 취미/오락(1)  59,505

문학/예술(1)  47,519 신문/방송(1)  7,672

만화/애니메이션(1)  24,089 팬클럽(5)  59,297 

화(1)  13,682 학문/연구(2)  42,031 

취미(1)  81,570 정치/경제(2)   8,689

스포츠/레저(1)  36,856 사회/종교(5)  27,659

친목(4)  414,413 생활/건강(1)   13,063

팬클럽(5)  88,455 문화/예술(1)   43,739

동문회(3)  144,308 연극/ 화(1)  16,098 

대학/대학원(3)  72,078 음악(1)  47,622 

중고교(3)  58,785

여성(5)  18,931

지역/고향(4)  19,947

계 1,305,189 계 1,21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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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업체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

장 많은 비중을 보인 커뮤니티의 내용 및 성격은 ‘친목’ 관련이었고, 다음으로 ‘취

미/오락’, 그리고 ‘학교 관련’ 커뮤니티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관련’ 커뮤니

티나 ‘친목’ 커뮤니티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접촉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형성되

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에서의 관계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취미/오락’관련 커뮤니티와는 형성 기반 자체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취미/오락’관련 커뮤니티는 회원들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호회의 성

격이 강하고, 이러한 커뮤니티 내부의 관계망은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가진 전형적

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약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취미/오락’관련 커뮤니티 중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먼저 관계망을 형성하고, 

보다 원활한 운 을 위해 온라인에도 자신들의 공간을 만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취미/오락’관련 커뮤니티는 특정한 연고에 기반한 관계라고 보기

보다는 선택적 측면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림 10> 다음과 프리챌 커뮤니티 재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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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친목’관련 커뮤니티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제 인터넷이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적 목

적과 함께 개인들간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관계지원의 역할도 충분

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웰만과 굴리아(Wellman & Gulia, 1999)가 밝힌 

것처럼 인터넷이 단지 정보 교환과 수집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면 사이버 커뮤

니티는 매우 범위가 좁고 특정화된 관계가 지배적일 것이다. 하지만 정보는 인터

넷에서 교환되는 많은 사회적 자원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

회적 존재로서 상호간의 교제나 감정적 지원, 소속감의 형성 등을 사이버 커뮤니

티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Rheingold, 1993). 

이러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지형 속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적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개인적 관심이나 목적과 같은 개개

인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사이버 

커뮤니티가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행위자들의 개인주의적인 성

향이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장소라는 것이다. 커뮤니티 참여는 주로 원하는 정보나 

자원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

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커뮤티니의 효용성은 소진된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다른 커뮤니티로 자신의 역을 이동하게 되는 약한 유대의 연속 속

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학교나 친목 관련 커뮤니

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이루어

지는 것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이버 커뮤니

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운 되는 커뮤니티이지만 개인들의 선

택에 따라 같은 성격의 커뮤니티 간에 이동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경계는 보다 견고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이버 커뮤니티가 강한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 교환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형

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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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과 개입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가 많을 것이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성격과 형태, 즉 정보사회의 원리와 잘 부합하는 약한 유대

의 ‘시장형’ 사이버 커뮤니티와 귀속적이고 강한 유대에 기반한 ‘공동체형’ 사이버 

커뮤니티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하고 향후 사회에 적합하게 형성될지에 대해

서는 아직 섣부른 전망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

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보화에 의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뿐 만 아니라 한

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환경이 사이버 커뮤니티에 미치게 될 향도 간

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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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커뮤니티 사례 분석: I사 포럼  

 (1) 분석 대상의 기술적 특성 및 주요 변수

1) I사 포럼 및 회원의 구성과 특징

① I사 포럼 구성 현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I사22)는 1999년 2월에 창립한 기업으로 클라이언트 업

체의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컨설팅,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e-business

와 관련한 솔루션 제공 등을 주력 분야로 하는 IT관련업체이다. 

I사는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정보기술(IT) 분야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00개 이상의 국내 IT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정보기술 관련 솔루션의 소개 및 IT 관련 분야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신기술

동향 및 해외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자사의 사이트와 자사 회원들에 대한 이

메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이 되는 I사의 포럼은 모두 58개이다. I사의 포럼 역

시 정보기술 관련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크게 보면 비즈니스와 일반지식, 

해외정보, 그리고 전문연구의 4개 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표 10>과 <표 11>는 

포럼의 일반적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총 58개의 포럼 중 많게는 2766명의 회원을 가진 포럼부터 작게는 9명의 회원

으로 이루어진 포럼까지 다양한 규모의 포럼들이 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분석

에 이용되는 포럼은 활동정도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28개 포럼을 대상으로 하 다

(굵은 제목으로 표시). 이 때 활동정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각 포럼에서 운 하

고 있는 게시판과 자료실의 활용도이다. 연구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게시물과 자

료의 등록이 이루어 졌는지와 신규회원의 가입정도, 기존 회원의 유지 등을 파악

22) I사와의 협약에 의해 회사명은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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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에 이용하 고, 분석이 진행되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나타낸 포럼에 

대해서는 양적, 질적인 방법을 다각적으로 이용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하 다. 

<표 10> I사 포럼 현황(1) 

분야 포럼명 개설일 공개여부 회원수

비

지

니

스

B2B제휴를통한시너지창출을위한포럼 2000-10-08 공개 482

EBPP연구회 2002-01-26 공개 51

EC파워(전자상거래) 2000-02-17 공개 1029

GAME 2000-11-02 공개 294

WirelessInternetForum(무선인터넷포럼) 2001-03-21 공개 1862

e-BIZ나도한다! 2000-03-27 공개 743

efinance 2001-04-28 공개 94

e공감(마케팅포럼) 2000-05-12 공개 2716

브랜드경 2001-05-14 공개 122

인터넷교육 2001-01-04 공개 320

제조업중심의e-business 2000-10-14 공개 418

컨비(contentsbiz:컨텐츠비즈니스모임) 2001-02-11 공개 332

홈네트워킹홈서버(H/A) 2001-09-18 공개 61

일

반

지

식

ITBusinessIssue 2000-09-15 공개 526

IT용어쉽게배우기클럽 2000-02-18 공개 1305

IT프론티어(정보의제공을위한모임) 2001-08-23 공개 536

MS-UsersClub 2000-07-27 공개 229

WebDesign 2000-02-16 공개 451

Web기획 2000-12-27 공개 975

인터넷신기술연구회 2000-05-31 공개 523

전자상거래법연구모임 2001-02-13 공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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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사 포럼 현황(2) 

분야 포럼명 개설일 공개여부 회원수

해
외
정
보

21세기광개토대제(중국IT이해하기) 2000-12-19 공개 323

SiliconAlley(미국뉴욕)비즈니스정보교류 2001-03-13 공개 294

일본IT현황 2000-12-16 공개 612

인도네시아 IT현주소 2002-04-20 공개 87

전

문

연

구

ApplicationServiceProvider(ASP)연구회 2000-07-22 공개 701

BREW 2001-08-18 공개 71

BillingForum 2001-04-23 공개 275

CMS에대한이해 2001-12-07 공개 185

CRM잘이해하기 2000-02-16 공개 2766

Component-basedDevelopment(CBD) 2001-01-03 공개 382

ContentManagementSystem(CMS)연구 2000-12-09 공개 435

DW100%활용하기 2000-02-18 공개 1218

EAI(EnterpriseApplicationIntegration)솔루션연구회 2000-06-29 공개 846

EIP연구회 2001-06-05 공개 432

ERP/SEM 2001-06-06 공개 524

Fingerprint/Biometrics/SmartCard기술&마케팅 2001-01-05 공개 119

INTERNETBROADCASTING 2000-03-16 공개 349

IT신기술연구(기획인들의모임) 2001-05-26 공개 431

KnowledgeManagementSystem연구 2000-06-06 공개 913

MSP(ManagementServiceProvider)연구회 2000-08-25 공개 212

MobileGIS/WEBGIS 2001-02-19 공개 232

OraclePower 2000-07-27 공개 815

P2P연구회 2000-07-15 공개 971

StorageStory 2001-04-14 공개 167

VoIP실무자Forum 2001-04-09 공개 370

WearablePC연구회 2001-12-28 공개 9

XMLForever 2001-05-04 공개 457

개발지원방법론및솔루션(CASETool) 2001-03-30 공개 229

정보시스템구축방법론관련지식공유 2000-07-28 공개 1227

정보시스템보안포럼 2001-05-03   비공개 225

ARC Styler 2002-08-28 공개 96

SCIP KOREA 2002-09-18 공개 82

PLAN IT 2002-09-17 공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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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사 회원의 구성과 특징

I사의 회원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 대한 정

보는 I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작성해야 하는 가입 신청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때문에 가입자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응답 처

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래의 현황은 유효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 다. 

<표 12> I사 회원의 일반적 현황 

구   분 인 원(명) 비 율(%)

성 별
남성 21,676 80.3

여성 5,324 19.7

회 원

등 급

골드 26,107 83.3

실버 1,117 3.6

브론즈 4,120 13.1

연령대

10대 113 0.4

20대 10,484 39.1

30대 13,827 51.6

40대 2,184 8.2

50대이상 181 0.7

소속회사 

성격

IT 관련기업 18,831 74.5

비IT 관련기업 6,451 25.5

통신경력

3년 미만 915 3.6

3년 - 5년 미만 4,413 17.5

5년 - 7년 미만 8,999 35.6

7년 - 9년 미만 7,353 29.1

9년 - 11년 미만 2,131 8.4

 11년 이상 1,468 5.8

성별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80.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속회사의 성격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IT

관련 업종 종사자가 74.5%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관

련 산업에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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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회원등급은 I사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

요성을 갖는데, 제일 높은 등급인 골드회원이 전체 회원의 83.3%를 차지하고 있

다. I사는 회원 가입 시 회원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 스스로 어떤 등급의 회

원이 될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어느 등급을 택하느냐에 따라 I사 사이

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 I사의 사이트가 IT 전

문인들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부분의 회원들은 최상위 등급을 선택

한다. 그런데 I사는 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선택해야 하는 회원등급이 하나

씩 올라갈 때마다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도 조금씩 더 상세해지도록 만

드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즉 회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I사 포럼은 연령대로 볼 때 20대와 30대의 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대 

회원의 경우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30대

는 51.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8.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IT관련 분야가 최근에 형성된 산업 분야로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

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20, 30대 보다는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덜 활발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 사이

트나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10대의 경우 I사가 IT관련 전문 사

이트라는 점 때문에 활발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회원들의 통신 경력은 ‘5년 - 7년 미만’과 ‘7년 - 9년 미만’의 경우가 35.6%와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3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 회원은 

3.6%에 불과해 상당 기간 꾸준히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석 대상 자료의 소개 및 추출 방법

I사의 포럼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들 중 본 논문의 분석에 이용될 사항

들을 종류별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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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race Data: 회원들이 언제 I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느 페이지를 

클릭하고 그 페이지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회

원들의 활동이 클릭 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클릭 스트림 데이터

(click stream data)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료의 구축이 가능한 것은 I사

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의 각 페이지마다 코드를 부여하

고 회원이 특정 페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그 코드 및 관련 정보가 기록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 추출방법은 I사에서 특허를 출원해 놓은 트레이

스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회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포럼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해 왔는지를 클릭수와 접속일 수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② 회원정보: 회원들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 가지는 익명성과는 달리 I사의 회원 정보는 대단히 상세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듯

이 보다 많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도 많아져야 하는 

회원등급제 때문이다. 회원 등급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야 하는 수준도 높아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원이 골드 회원이라는 것은 보다 많

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 제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로 I사의 사이트는 IT 전문인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이고, 인력

이동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상 회원들은 이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통해 언제 누구

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각 포럼의 게시

판에서도 구인 관련 게시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회원들은 자신에 대해 솔직한 

정보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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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회원 정보 예시

<그림 11>은 회원정보의 일부를 보여주는 예시화면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회원등급, 회사이름, 부서, 맡고 있는 업무, 

산업분류, 회사주소, 연락처, 회사규모, 인터넷 접속환경 등의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③ 포럼 자료: IT Forum에서 회원들의 각종 정보 관련 활동 내역을 상세히 보

여주는 자료이다. 회원들은 정보를 파일과 함께 자발적으로 포럼에 게시하기도 하

고 필요한 자료를 다른 회원에게 요청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의 유통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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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포럼 자료 예시

<그림 12>는 포럼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는 예시화면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

느 포럼에서, 어느 회원이, 언제, 어떤 제목의 을 올렸으며, 그 의 내용은 무엇

이고, 첨부한 파일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에 대해 답 이 몇 개나 올라왔는지, 

몇 명이 이 을 읽었는지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특히 화살표를 통해 확대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원이 올린 의 내용까지도 모두 알 수 있

는 상세한 자료이다.

④ 포럼 게시판 자료: I사의 포럼에서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한가지는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쪽지 혹은 메신저 프

로그램을 이용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대다(一對多)의 의사소통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쪽지나 메신저를 통한 

의사 소통은 일대일(一對一)의 구조 속에 이루어진다. 게시판에는 커뮤니티 관련 

행사에 대한 안내나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어야 할 정보, 다른 구성원들이 인지

해야 할 사항들과 같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들과 자신을 구성원 전체에 홍보하

기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또한 시삽이나 운 진, 다른 회원들에 대해 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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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등의 정서적인 차원의 게시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각의 게

시물은 다른 구성원들이 열람한 후 그에 대해 동의나 반대, 보충을 위한 답

(reply)이 이어져 나타나기도 한다. 게시판은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게시자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표명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

성원들의 의도와 태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처럼 분석 대상인 I사의 데이터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을 클릭 단위로 파악하게 해주는 자료로서, 서베이 

위주의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자료의 질을 크게 뛰어넘는 자료이다. 더구나 사이

트가 처음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3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최근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에 걸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생성

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 간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정과 관계 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포럼 구성변수를 이용한 포럼 분석

사이버 커뮤니티의 구조와 동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매우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커뮤니티인지, 가입과 탈퇴의 조

건은 있는지, 회원들의 성향이나 특성은 타 커뮤니티와 비교할 때 어떠한지 등 커

뮤니티 자체나 회원들이 갖는 다양한 내용과 속성에 따라 분석 대상 요소와 수준

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 듯이 연구대상인 I사 포럼의 경우 

IT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커뮤니티로, 회원들의 주관심은 새로

운 정보의 획득을 포함한 시장의 트랜드 파악과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에 대한 학습정보 공유의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게 이루

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정보추구를 위한 도구적 목적의, 그리고 약한 유

대에 기반한 사이버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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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포럼의 회원들이 유익하

게 느낄 수 있는 정보의 빠른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

소로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 비록 대면적인 관계가 아닌 익명성에 기초하여 상호

관계를 맺는 사이버 커뮤니티이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반복되

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감정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포럼 게시판과 기타 포럼 구성 변수를 중심으로 I사 포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다. 우선 각 포럼에서 운 하고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그 내용

과 게시물의 수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물의 

숫자를 각 포럼별, 유저 아이디별로 파악하여 포럼의 경우에는 3개 이상, 유저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을 게시한 경우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구 대상 

기간 동안 게시된 내용을 질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대분류는 정서적 혹은 도구

적(정보)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인지에 따라 2개로 분류하 고 소분류는 앞의 

2개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다시 6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하 다23). 연구대상 

게시물 중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3>와 같다.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게시판에서 제일 많은 빈도를 보인 범주의 은 도

구적인 성격의 ‘정보제공 및 안내’에 관한 이었다. 하지만 정보추구가 주목적인 

I사의 포럼게시판에서 정서적인 성격의 게시물이 연구대상기간의 게시물중 61.5%

를 차지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운 이 활

성화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체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유대의 존

재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I사의 포럼에서 정서적인 게시물이 도구적(정보적)인 게

시물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좀 더 세부적인 각 포럼 운 에 있어 게시물의 내용이나 성격이 어떠한 향

23) 게시물에 대한 범주화는 최초에는 12개의 범주로 시작했으나 배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6개의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후 작업은 모두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

단계에서는 2명의 조사자가 모든 게시물을 읽고 위의 <표 13>의 범주 역에 맞추

어 분류하 다. 2단계에서는 각자가 분류한 게시물들을 대조하여 범주값이 차이나

는 게시물들을 골라내었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게시물들에 대해 2명의 조사자와 

연구자가 함께 살펴보고 적절한 범주값을 부여하 다. 3단계에서 다시 살펴본 게시

물의 수는 전체 1620개 중 9개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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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비율’이라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는 포럼별 

게시물 수에 대한 정서적 게시물의 비율로 규정했다. 또한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자료의 수와 게시물 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비율’지수를 만들었다. 게시판에 

존재하는 정보적 게시물은 특정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소개 및 답변이 주로 이루

어지는데 비해 자료실의 게시물은 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자료도 같이 

올려지게 된다. 

개별적인 포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지수화한 정서비율과 정보비율,  

각 포럼별 전체 게시물의  수, 전체 회원수, 그리고 포럼의 개설일 등을 가지고 상

관분석을 시도했다. 여기에서 전체 게시물 수는 연구대상기간을 포함해서 포럼이 

만들어진 때부터 연구시점까지 전 기간에 게시된 의 총 합계를 의미한다. 이 때 

분석에 이용된 포럼은 전체 58개의 포럼 중에서 연구기간 중 게시된 게시물의 수

가 3개 이상인 28개의 포럼을 대상으로 하 다. 

 <표 14>의 상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전체 회원수와 게시물 수 사이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전체 회원수가 많으면 게시물 수도 증가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포럼 개설일과 전체 회원수의 경우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포럼 개설일이 오래 되었을수록 전체 회원수도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게시물 수와 정서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

<표 13> 게시물 내용 분류 결과

대분류 소분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구적

정보제공 및 안내 421 26.1

620 38.5문의 105 6.5

의견제시 94 5.8

정서적

인사 및 안부 412 25.6

990 61.5응답 361 22.4

조언 및 동의 217 13.5

합        계 1,620 100.0 1,620 100.0



- 79 -

는데 이는 정서비율이 높을수록 게시물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정서비율과 포럼 개설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포럼이 개설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재미있는 결과는 

정보비율과 관련해서 나타났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포럼 개설일과 정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포럼이 운 되면서 정보비율은 낮아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포럼 개설의 목적이 정보적인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개설 초기에 활발한 자료의 게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

러 정서비율과도 정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포럼 내의 정서비율

이 높아지면 정보비율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활성화정도와 집중도 지수를 도입하 다. 여기에서 참여활

성화정도는 포럼의 게시판이 회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수로 포럼 전체 회원 수에 대한 게시물 게재 인원수의 비로 측정하 다.  

집중도는 게시판의 게시물 중 그 빈도에 있어 상위 2인이 올린 게시물의 전체게

시물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마스터 혹은 시삽

과 같은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 내의 운 과 행사를 주도하고 회

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커

뮤니티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리더의 활동은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리더를 포함한 소수의 의견 표출만이 나타나고 커

뮤니티 내부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커뮤니티 활성화는 매우 어

<표 14>정서비율과 포럼 속성과의 관계 (**: p < .01 )
 

전체회원수 전체게시물 정서비율 정보비율

포럼개설일 .421** .155** .440** -.653**

전체회원수 .538** .531** -.205**

전체게시물 .689** -.104**

정서비율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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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집중도가 높을수록 해당 포럼은 게시판에서의 회원들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24). 

아래의 <표 15>은 28개 포럼별 해당 지수값이다. 참여 활성화정도와 집중도 

등의 지수를 가지고 살펴 보았을 때 ‘e공감’과 ‘EC파워’ 등의 포럼이 각각의 항목

24) 집중도가 1이라는 얘기는 1인 혹은 2인이 해당기간 중의 게시물을 모두 작성한 경

우이다.

<표 15> 포럼별 지수값

포 럼 명 활성화정도 집중도 정서비율 정보비율

CRM잘이해하기          0.0054 0.3273 0.2545 3.50 

EC파워(전자상거래)       0.0330 0.3497 0.5738 1.19 

IT용어쉽게배우기클럽     0.0077 0.5128 0.3333 0.08 

DW100%활용하기         0.0082 0.5750 0.4000 2.38 

INTERNET BROADCASTING 0.0086 0.5000 0.3333 3.50 

e-BIZ나도한다!           0.0081 0.5294 0.4118 1.00 

e공감(마케팅포럼)        0.0332 0.1926 0.8098 1.91 

Knowledge Management System연구 0.0033 0.3636 0.2727 5.67 

P2P연구회                      0.0062 0.7391 0.0580 9.00 

Application Service Provider(ASP)연구회 0.0043 0.5714 0.1429 17.00 

Oracle Power                 0.0049 0.3478 0.2174 9.20 

정보시스템구축방법론관련지식공유 0.0008 0.6471 0.2353 4.00 

IT Business Issue               0.0057 0.8824 0.3529 2.67 

B2B제휴를 통한 시너지창출을 위한 포럼 0.0041 0.8000 0.2000 21.00 

제조업중심의e-business      0.0072 0.5556 0.2222 5.50 

GAME                     0.0170 0.5385 0.2308 4.00 

Content Management System(CMS)연구 0.0138 0.4848 0.6667 0.45 

일본IT현황            0.0082 0.2667 0.5333 0.75 

21세기광개토대제(중국IT이해하기) 0.0062 0.8182 0.3182 2.43 

Web기획         0.0092 0.1786 0.7143 7.05 

Wireless Internet Forum(무선인터넷포럼) 0.0024 0.5833 0.1667 256.50 

VoIP실무자Forum          0.0054 0.7059 0.8235 4.21 

정보시스템보안포럼   0.0044 1.0000 0.1111 110.00 

브랜드경        0.0082 1.0000 0.0909 46.00 

CMS에대한이해    0.0162 0.7778 0.1111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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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비교적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항목들

을 앞에서 살펴본 사이버 커뮤니티가 사회자본으로 형성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I사의 포럼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

는 사람들의 집합이고, 전체 포럼들 중에서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

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활동의 결과이자 중요한 조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유대 또한 각 포럼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공감의 경우 포럼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정서비율도 다른 

포럼에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 정보비율에서 다른 포럼과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집중도도 

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회원들의 활동은 매우 미미하고 포럼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의 역할이 자료실을 중심으로 포럼 내에서 매우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럼들의 지수값은 각각의 포럼들의 전반적인 활동과 어떤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표 16>은 포럼별로 계산한 활성화 정도와 집중도, 그리고 정서비율과 정보

비율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활성화정도와 정서비율 사이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서비율이 높은 포럼이 활성화에 유

리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반면 집중도와 정서비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포럼 내에서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정서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 p < .01 )

<표 16> 지수간 상관관계 분석 

정보비율 활성화정도 집중도

정서비율 -.614** .563** -.646**

정보비율 -.369** .453**

활성화정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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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말해서 화기애애한 포럼 분위기를 위해서는 집중도가 낮아져야 할 것이

라는 의미이다. 반면 정보비율과 집중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정보비율이 높은 포럼일수록 소수의 특정한 행위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포럼의 활

성화가 높게 이루어져있는 포럼의 경우 정서비율은 높고 정보비율과 집중도는 낮

은 형태라는 것이다. 

<그림 12> 정서비율과 지수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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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보비율과 지수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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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각 포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집중도와 활성화정도, 정서비

율, 그리고 정보비율을 가지고 3차원 스캐터(scatter)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가 <그

림 13>와 <그림 14>이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여활성화정도가 상위인 포

럼들은 대체적으로 (1) 집중도가 낮고 (2) 정서비율이 높으며 (3) 정보비율은 낮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참여활성화정도가 하위인 포럼들은 (1) 집중

도가 높고 (2) 정서비율이 낮으며, (3) 정보비율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e 공감’의 경우 앞에서 제시했던 사이버 커뮤니티가 사회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게시판의 내용 분석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정기/비정기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정팅과 번개팅)과 ‘돌보미’제

도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감정적 유대 형성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돌보

미’란 새로 가입한 신규회원에게 매칭되는 기존 회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보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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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신규회원들이 포럼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의 

역할과 함께, 보다 직접적인 유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과 돌보

미 제도는 회원들의 결속이나 포럼에 대한 애착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

<표 17> 포럼별 최근현황

포 럼 명
2002.9월 

게시물수

2002.9월 

자료 수 

2002.9월 

가입자수

e공감(마케팅포럼) 628 77 82

Wireless Internet Forum (무선인터넷 포럼) 14 71 80

CRM 잘 이해하기 2 2 31

Web 기획 2 34

정보보호포럼 1 9 12

DW 100%활용하기 1 3 33

VoIP 실무자 Forum 1 1 24

CMS에 대한 이해 1 12

e-BIZ 나도한다! 1 12

정보시스템 구축방법론 관련 지식 공유 22

OraclePower 11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연구 10

IT Business Issue 9

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연구 8

일본IT현황 7

21세기 광개토대제(중국IT 이해하기) 6

브랜드 경 6

GAME 5

B2B 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포럼 4

제조업 중심의 e-business 4

EC파워(전자상거래) 3

P2P 연구회 3

IT 용어 쉽게 배우기 클럽 2

INTERNET BROADCAST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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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표 17>는 최근 한 달간 새로 증가한 포럼 별 게시물수, 자료 수, 그리고 가입

자 수이다.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은 다른 포

럼들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달간의 게시물 수의 증가에 있어서

는 e 공감이 628개에 달해 회원들 간의 포럼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가한 자료 수는 e 공감이 77개, Wireless Internet Forum은 71개로 나타났고, 

회원 수의 경우에는 e 공감이 82명, Wireless Internet Forum이 80명의 증가를 보

이고 있다. 이렇듯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지

속성이 필수적인데, 다음의 그림에서도 드러나듯이 두 포럼은 비교적 안정적인 관

계망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 공감은 2000년 4월 개설된 이래 꾸준히 

회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게시물의 경우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 볼 수 있다. Wireless Internet Forum은 e 공감에 비해서는 게

시물의 수가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자료의 수는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회원수의 증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4> e 공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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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Wireless Internet Forum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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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설문조사 자료와 I사의 포럼 중 지속적인 포럼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는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분

석을 통해 포럼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간의 비교를 시도해본다. 지속적인 회원 수

의 증가라는 면에서는 e 공감이나 Wireless Internet Forum 모두 높은 수치를 나

타내고 있지만, 내부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다른 것을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즉 e 공감은 정서비율이 매우 높고, 게시판의 활성화 정도가 높

은 포럼이고 Wireless Internet Forum은 정보비율이 높은 반면 게시판의 활성화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다른 포럼에 비해 활발한 모습을 보이

는 두 포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고, 두 포럼의 요소들은 구성원들의 행태

와 인식과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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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의 행위와 태도에 기반한 포럼분석

이 절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된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새로

운 기술적 환경이자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만족(혹은 불만족)을 가져다 주어서 어떤 종류의 행동

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2002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와 응답자들의 개별 행태 자료를 연계한 것이다(별첨 참조).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분석은 (1) 응답자들의 응답내용, (2) 응답자들의 트레이스, (3) 

가장 많은 응답자를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포럼구성원과 기타 포럼 구성원에 대

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설문 조사는 총 176명이 참여하 으나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157명의 응답이다. 응답자 중 e 공감 소

속 회원은 47명이었고, Wireless Internet Forum 소속 회원은 32명이었으며 기타 

포럼의 회원은 78명이었다. 

 1)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먼저 개별 행위자들이 포럼과 포럼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8개의 질문을 통해 물어보았다25). 변수

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질문은 포럼에서 접할 수 있는 관계나 정보에 

대한 태도 및 응답자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8개의 질문에 대한 포럼별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25) 여기에 포함되는 질문 8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포럼에는 내게 필요한 정보나 사람이 많은 편이다.

   2. 포럼의 구성원들은 믿을 만하다.

   3. 내가 포럼활동이 뜸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인다.

   4. 나는 포럼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5. 나는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포럼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

   7. 포럼에서 알게 되는 정보는 믿을 만하다.

   8. 포럼회원들간에 공유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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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8개 질문에 대한 포럼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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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질문에서 포럼 간에 비교적 비슷한 유형의 패턴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 속에 내재된 유사성을 찾아보고 사례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해 위의 8개 변수를 투입하여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26).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

재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표 18>는 요인분석에 투입한 8개의 변수를 

두 개의 요인(factor)로 환원하면 자료가 지니고 있는 전체 변량 가운데 약 60.3%

가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림18>은 추출할 수 있는 최대 8개의 

요인 중에 두 개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크리(scree)방식으로 재확인해 주

고 있다. 

26)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나는 포럼에서 중요

한 사람이다’, ‘나는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포럼회

원에게 도움되는 행동을 한다’, ‘포럼에서 알게 되는 정보는 믿을만 하다’, ‘포럼 회

원들간에 공유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등의 변수가 매우 편포되어있음이 나타났

다. 이를 요인분석에서 이용하기 위해 정상분포로 전환시켰다. 이 중 ‘나는 포럼에

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변수는 상용대수로 전환

(common logarithm transformation)시켰고, 나머지는 제곱으로 전환(square 

transformation)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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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8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특정치와 변량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Com-

ponent

Total % of 

Variance

Cumu-l

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

ative%

Total % of 

Variance

Cumu-l

ative %

1 3.088 38.605 38.605 3.088 38.605 38.605 2.612 32.652 32.652

2 1.739 21.739 60.343 1.739 21.739 60.343 2.215 27.691 60.343

3 .839 10.489 70.833

4 .644 8.054 78.887

5 .525 6.564 85.451

6 .492 6.145 91.596

7 .390 4.876 96.472

8 .282 3.528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림 17> 요인분석에 대한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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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는 추출된 두 개의 요인을 직교 회전시킨 후 각각의 변수가 최종적으

로 두 요인에 얼마나 요인부하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리한 내용이다.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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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내용적인 검토를 하여 ‘요인1’을 ‘포럼 소속감 및 정체성’으로, ‘요인2’를 

‘포럼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명명하 다.

 

<표 19> 요인1과 요인2의 요인부하값

문항 내용
Component
1 2

나는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 .859 .155

나는 포럼에서 중요한 사람 .836 .159

내가 포럼활동이 뜸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인다 .743 .085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포럼회원에게게도움되는 행동을 한다 .710 .044

포럼에서 알게 되는 정보는 믿을 만하다 -.121 .813

포럼의 구성원들은 믿을 만하다 .246 .749

포럼에는 내게 필요한 정보나 사람이 많은 편이다 .126 .710

포럼회원들간에 공유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165 .657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3 iterations.

다음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두 개의 요인을 각각 요인점수(factor 

score)라는 두 개의 변수로 만들어 분석의 대상이 된 포럼들이 이 두 요인으로 구

성되는 공간에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 편의상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 소속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기타 포럼’으로 

구분하 다.  

<표 20>는 직교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요인 점수에서 각 포럼이 평균적으로 차

지하고 있는 점수를 보여준다27). ‘포럼 소속감 및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요인1’

에서 e 공감(.219)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Wireless Internet 

Forum(-.288)과 기타 포럼(-.013)은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포럼에 대

한 긍정적 평가’를 양화한 ‘요인2’에서는 e 공감(-.122)만이 음의 값을 갖을 뿐 

Wireless Internet Forum(.019)이나 기타 포럼(.066)은 양의 값을 갖고 있다. <그림 

27) 요인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분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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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은 앞의 양적인 분석 결과에서 추출한 포럼별 평균을 ‘요인1’과 ‘요인2’로 구성

된 공간에 시각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의 이러한 결과는 앞장에서 살펴 본 포럼 차

원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포럼의 성격과 비교했을 때 잘 부합된다고 보여

진다.  소속감 및 정체성이라는 요인은 그 구성에 있어서 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여부나 포럼내에서 자신의 중요도, 다른 구성원들의 자신에 대한 관심도, 그

리고 헌신의 가능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게시판 분석을 통해 정서비율

이 높게 나타난 e 공감에서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내용에 대해 Wireless Internet Forum은 음의 값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는 Wireless Internet Forum은 도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비율이 높은 포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정체성과 같은 정서

적인 측면의 요소는 e 공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중요성을 갖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포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요인2’는 포럼 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포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 포럼별 F1, F2 평균값 

포럼코드
F1

포럼 소속감 및 정체성

F2

포럼에 대한 긍정적평가

e공감
Mean .219 -.122

N 47 47

wireless
Mean -.288 .019

N 32 32

기타 포럼
Mean -.013 .066

N 78 78

Total
Mean .000 .000

N 15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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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나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나 그렇게 

얻게 된 자원의 신뢰여부, 그리고 회원들간에 공유하는 목표의 존재 여부 등을 통

해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포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I사 포럼의 성격상 구성원들이 우선 추

구하는 것이 정보나 자료의 획득과 같은 도구적인 목적 추구라고 봤을 때28), 자신

이 속한 커뮤니티가 가져다 주는 도구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만족도

는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정

서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값을 나타낸 e 공감이 상대적으로 ‘포럼에 대한 긍정적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Wireless 

28) 이는 I사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57명의 응답자 중 포럼의 가

입 동기를 묻는 질문에 80.9%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18> F1, F2에 의한 포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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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Forum의 ‘요인 2’의 값이 기타 포럼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요인 1’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구성원들이 포럼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

성도 낮고, 이에 비해 포럼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으로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만족요소와 행동의 차이

이번에는 포럼 활동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클릭/접속 행위를 종

속변수로 하여 ‘요인 1’, ‘요인 2’와 회귀분석을 시도해 본다. 클릭 수와 접속일 수

는 I사의 트레이스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행태 자료이다. 클릭 수는 포럼의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포럼에 로그인 한 후 포럼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의 양적인 측면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다시 말해 포럼에 

대한 관심과 필요는 클릭 수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접

속일의 경우도 회원들의 포럼 충성도(loyalty)를 측정하기 위한 좋은 지표로 볼 수 

있다. 클릭 수는 회원들이 원하는 자료의 검색이나 게시판에 새로운 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성격인 반면, 접속일 수는 회원 개

개인의 일상에서 포럼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다 잘 살

펴 볼 수 있게 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트레이스 데이터에는 접속 

시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었지만 이를 양화해서 변수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

이 많이 발견되어 분석을 위한 변수로 이용하지 않았다29).  

분석의 틀은 우선 표본을 포럼별로 나눈 다음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소속

감 및 정체성’과 ‘포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인을 회귀시킨다. 이를 통계적 방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 된다. 만약 이 모형의 계수(coefficients)가 포

럼별 표본에서 서로 동일하다면 포럼별 특성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셈이다. 

29) 구체적인 접속시간의 경우 트레이스 데이터에서는 클릭시점 단위로 데이터가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클릭시점간의 시간계산을 통해 얼마동안 포럼에 머물러 있었는

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으나, 보다 세 히 살펴 본 결과 포럼에 접속한 

상태에서 포럼 창은 풀다운시켜 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회원들의 행태가 다수 발견

되어 객관적인 지표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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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 a1 + b1F1 + b2F2 + u

Y2 = a2 + b1F1 + b2F2 + u

   Y1 = 클릭 수

   Y2 = 접속일 수

   F1 = 소속감 및 정체성

   F2 = 포럼에 대한 긍정적 평가

    u = error

<표 21>는 클릭 수와 접속일 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비교집단에 관계없이 소속감 및 정체성 변수(F1)만이 클릭 수나 접속

일 수를 늘리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포럼에 대한 평가변수(F2)는 

클릭 수나 접속일 수를 늘리는 데에는 별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소속감 및 정체성 변수가 클릭 

수와 접속일 수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beta값이 각각 .411과 .354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 반면 포럼에 대한 평가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소속 포럼별로 세분화시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도구적 효용

성이 포럼 활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Wireless Internet Forum에서 

소속감 및 정체성 변수의 클릭수와 접속일 수에 대한 beta값이 .597과 .46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포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도구적인 측면이 강하더

라도 포럼에 대해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e공감에서뿐만 아니라 Wireless 

Internet Forum이나 기타 집단의 경우에도 클릭 수나 접속일 수를 늘리는 것은 

정서적인 차원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소속감 및 정체성(F1)임이 드러났다. 즉 I

사의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포럼 경험을 통해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형성하고, 포럼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형성되면 접속 횟수의 증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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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포럼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되었던 포럼에 대한 평가 요소는 회원들의 포럼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tandard Error in (   ), **: p < .01

<표 21> 포럼별 클릭수와 접속일수 회귀분석 

클릭수 접속일수

구 분 beta s.e beta s.e

전체

(n=157)

constant 1.803** (.049)   .893** (.032)

F1  .411** (.050)   .354** (.032)

F2 -.035 (.050)  -.001 (.032)

R2 .170 .125

e 공감

(n=47)

constant 2.026** (.101)  1.047** (.064)

F1  .474** (.091)   .400** (.057)

F2  .108 (.091)   .061 (.058)

R2 .218 .155

Wireless 

Internet 

Forum

(n=32)

constant 1.914** (.101)   .970** (.070)

F1  .597** (.118)   .467** (.082)

F2 -.186 (.123)   .020 (.085)

R2 .296 .227

기타 포럼

(n=78)

constant 1.642** (.065)   .776** (.041)

F1  .317** (.070)   .259** (.044)

F2 -.077 (.067)  -.026 (.042)

R2 .105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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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그림 20> 분석 요약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의 

경험과 

인식

(8개항목)

요인1
(소속감 
및 

정체성)

클릭/

접속행동
요인2
(소속 
포럼에 
대한 
평가)

정서적 만족

도구적 만족

기술적조건 경험요인 포럼인식 행동의차이

이제까지의 분석을 <그림 20>에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우선 I사 사이트

에서 포럼을 개설한 사람이나 개설되어 있는 포럼에 회원 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포럼은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기술적 

조건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I사 사이트에 포럼을 개설하는 순간 기술적(technical) 

의미에서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조건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티는 단순히 기술적인 환경에 머물

지 않게 되며,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과정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포럼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면 그들은 기술적 조건에 기반하여 포럼이라고 하

는 사회적 실체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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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에 대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애착(혹은 혐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림 20>의 경험 요인에 해당한다. 포럼 경험에 대한 평가와 정서적인 

애착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개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인 만족 혹은 불만족

을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접속 행동이나 클릭 행동 등에도 이러한 차이

는 반 되어 나타나리라고 본다. 분석결과는 포럼에 대한 소속감 및 정체성을 많

이 느낄수록 포럼 활동에 적극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과

정들은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적 조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점

에서 단순한 기술적 조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커뮤니티는 그 후에 개입하는 사회

적 과정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체’로 변모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질적인 기술적 조건에 사회적 과정이 개입한 결과 최종적으로 나

타나는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남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콜만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관

계 속에 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할 일을 

사회적 자본이 존재함으로써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포럼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 관계 속에 내재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두 번째 조건은 

각 비교집단의 회원들이 자신의 포럼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분석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두 가지 포럼인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을 살펴 봄으로써 

각 포럼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징과 운 방식이 포럼 회원들에게 미치는 향

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관계 형성의 구조 및 포럼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의 

유형을 비교해 봄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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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자본의 유형화: 포럼내 관계 유형과 혜택

현재 I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포럼인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은 포럼의 생성 취지에서부터 활동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포럼이 가진 다양한 내용 중에서 특히 회원들에

게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요소인 포럼의 운 방식과 포럼내 관계의 유형, 그리

고 포럼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 등을 살펴 봄으로써 사이버 상

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포럼의 운 제도에 대해서는 각 포럼에 대한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포럼

활동을 통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용했던 설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도

록 한다. 또한 포럼 내 관계의 유형 부분에 있어서는 시삽 및 회원들에 대한 인터

뷰와 함께 설문자료에서 추출한 실제적 관계망을 통해 두 포럼이 가진 일치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포럼 운  방식을 통한 비교: 

e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대상포럼인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에 대

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 공감은 온라인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연구하고, 실제 이루

어지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목적으로 2000년 5월 

12일 개설된 포럼이다. 2002년 9월 현재 포럼 회원은 총 2,716명에 달하고 있다. 

Wireless Internet Forum은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든 역을 다루는 포럼으로 

휴대폰이나 무선 랜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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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환경과 단말기환경, 통신환경, 컨텐츠 비지니스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데에 포럼의 목적을 두고 있다. 개설일은 e 공감보다 약 10개월 

늦은 2001년 3월 21일이고 포럼 회원 수는 2002년 9월 현재 1,862명이다. 

1) e 공감

먼저 I사의 다른 포럼과 비교해 볼 때 e 공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로서 ‘돌보미와 보미’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돌보미’란 ‘보미(포럼의 신

입회원)’의 후견인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보미가 포럼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낯설음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에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

시키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돌보미의 구체적

인 활동내용을 살펴 보면 ‘보미에게 일회이상 전화 및 메일 주고 받기, 포럼 게시

판에 보미가 올린 에 대해 리플(reply)달아 주기, 보미에게 메모 2번 이상 보내

기, 오프라인에서의 행사 같이 참석하기, 오프에서 돌보미들끼리 자기 보미 서로 

소개해주기’ 등이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모임 역시 e 공감 회원들의 결속에 매우 큰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다. I사의 다른 포럼들이 주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에 치중하

고 있는데 비해, e 공감은 온라인에서의 정보 교환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기명적

(記名的)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모임은 크게 

정기적인 모임과 비정기적인 모임으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적인 모임의 경우 평균 

월 1회 정도 이루어진다. 모임은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일반적인 친목도모

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미나 중심의 모임은 일반적으

로 전반부에서는 포럼의 운  목적에 잘 부합하는 사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거나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후반부에는 회원들 간의 친목

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진다. 

아래의 <표 22>와 <표 23>은 e 공감의 성립 이후 주요한 정모가 이루어진 장

소 및 일시, 참여 인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모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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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특정한 곳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해당 모임의 주제 및 성격에 맞춰 

그때 그때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청 강연이나 세미나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연사를 선정해서 정보통신관련 시

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됨은 물론, 참여하는 회원들의 주관적

인 의식속에 e 공감의 정기모임을 매우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효과성도 나타난다고 보여진다30). 

30) e 공감 회원인 B씨의 인터뷰(2002년 11월 3일).

<표 22> e 공감의 정모 내용 및 일시(1)

 날짜 장    소  인  원 내          용

2000
6/2 MSA빌딩 지하1층 교육장 10여명 인터넷 마케팅 강의+상견례

7/7 MSA 빌딩1층 카페 20여명 운 진 구성

8/19 가평 뫼오름 농원   8명 정모대체 MT(세미나 포함)

9/21
대한상공회의소1층 

국제회의실 세미나(P2P모델 현황, 전망)

10/6 종각 민속주점 친목

11/29 당근(압구정) 운 진 구성(포럼 이름변경, 조직화)

2001
1/19 아셈타워8층 세미나 + 만남의 시간 

2/3 10여명 마케팅 스터디(매주 약 2시간씩) 

3/31 연세빌딩 50여명 소비자 행동론 세미나 + 뒤풀이 

6/29
프레지던트호텔19층 

신세기홀
50여명 e공감 1주년 기념행사 

7/6
삼성동 코스모타워3층 

세미나실
330여명 브랜드 마케팅 세미나 

7/26 아주대 경 대학원 
서울캠퍼스302호 B2B, C비지니스 모델링 세미나

9/7 선릉역 근처 30여명 세미나 없음, 친목 모임

10/31 동국대 PR전략과 실무지침 세미나

11/14
삼성동 코스모타워3층 

아트홀
기업가치평가와 가치경  세미나

12/7 방배역 OB's Cabin 100여명 송년모임

12/26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 10여명 돌보미/보미팀 모임

2002
1/25

삼성동 미래에셋 
벤처타워8층 세미나실

화와 마케팅 세미나

2/22 방배역 OB's Cabin 어스터디 및 친목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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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거(Wenger, 2002: 43-45)는 조직 내에서의 학습(learning)이 어떻게 구성원들

의 결속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학습은 특정한 정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보다는 조직내의 

관습 및 실천(practice)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조

직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조직을 벵거는 실천의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고 말하는데, 같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 조직이라도 그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나 취향, 의견 조정 등의 상이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e 공

감에서 이루어지는 정모는 포럼내의 구성원들에게 벵거가 말하는 실천의 장(場)을 

만들어 주고, 포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화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는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결속력 향상과 소속감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시삽을 비롯한 운 진도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정모가 보

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MT나 워크샵, 산행, 세미나 등

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비정기적 모임31)의 경우 정기모임에 비해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지지

<표 23> e 공감의 정모 내용 및 일시(2)

 날짜 장    소  인  원 내          용

3/29
삼성동 미래에셋 

벤처타워8층 세미나실
온라인 게임과 마케팅 세미나

4/20
-21 여주 **산장 MT(봄맞이 바비큐 파티)

5/11
-12

을왕리(인천신공항고속도로 
이용)

운 진 워크샵(3차년도 사업준비)

5/23 강남역 부근 여성회원모임

6/11 강북 엠베서더 호텔 OK라이온스클럽과 공동행사

7/19 교대역 프린스 오브쿠바
한방에서 바라본 직장인의 건강과 

피부관리 강의 및 세미나

8/31 북한산(불광역 2번출구) 여름산행

10/4 강남역 근처의 BEER MAD 20명 스터디 모임 

10/11 스카이벤처 강의실 직장인의 이력관리 강의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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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훨씬 빈번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의 모임에서 볼 수 있는 회원들간

의 보다 접한 유대의 형성 및 강화가 나타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한다. 비정기

모임의 횟수나 참여 인원, 내용과 같은 부분을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

웠다. 그 이유는 정기모임에 비해 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개인과 

개인 간의 일대일 의사소통에 의해 모임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

기모임의 경우 게시판을 통해 모임의 일시와 내용에 대해 공지가 이루어져서 포

럼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위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msn을 중심으로 한 개

인간 의사소통수단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 다. 하지만 게시판에 나타난 

비정기모임에 대한 공지만 살펴 볼 때도 매우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32).  또한  비정기모임은 그 때 그 때 모임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즉 e 공감이 추구하는 목적

에 부합된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회원들 간의 안부교환을 위해 만나기도 

하고 각자가 가진 취미에 따른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33).  

e 공감이 가진 특징적인 세 번째 운  제도는 구인․구직 관련 정보의 공유이

다. IT 기업의 경우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시장환경에 훨씬 민감하고, 관련 종

사자들의 이동도 빈번하다. e 공감에서는 시삽이 이러한 구인․구직에 있어서 가

교(架橋)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업종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 

때, 구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포럼의 게시판에 을 직접 올리기도 하지

만 관련 정보를 시삽에게 알려주면 시삽은 포럼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함과 동시

에 모든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인관련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끼리 게시판에서 해당 구인 정보에 대한 문

의 및 답변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도움도 서로 주고받게 된다. 때문에 

다른 취업 관련 사이트나 정보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 때

31) 흔히 ‘번개팅’‘벙개’‘번팅’이라고 지칭된다

32) e 공감의 포럼 게시판에 공지된 비정기 모임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

월간 총 45회의 모임 공지를 찾을 수 있었다.

33) 현재 e 공감 내에는 여행, 등산, 볼링, 화, 레프팅, 스키(스노우보드), 인라인 스케

이트 등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모임과 등산모임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소규모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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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보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고,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이 많은 관계로 실제적인 성사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1 > 구인관련 게시물

이러한 e공감이 가지고 있는 ‘돌보미와 보미’제도나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접촉

은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e 공감의 포럼 게시물에 있어서 정서비율

이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회원들끼리 최초에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은 익명적인 공간인 온라인이었지만, 게시판에서의 활

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인지의 폭을 넓혀가고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접촉 과

정을 거치면서 한층 더 강화된 관계 구조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장의 인터넷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구분 기준의 한 축이었던 형성기반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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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생각해보면, e 공감은 분명히 온라인에서의 관계 형성이 우선된 사이버 커뮤

니티라고 할 수 있다. 익명적이고 구성원간의 관심 혹은 이해(interest)에 기반한 

커뮤니티이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

루어지는 정기모임이나 비정기모임과 같은 교류를 통해 구성원 상호 간, 그리고 

구성원과 e 공감이라는 무형의 커뮤니티 간에 보다 친 한 관계의 형성을 가능하

게 하 다34).  또한 구인정보는 e 공감 회원들에게 포럼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이버 커뮤니티의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도구

적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Wireless Internet Forum

Wireless Internet Forum이 운 제도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시삽의 역할이 다른 어떤 포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e 공감의 경우 5개

의 하위부분35)을 나누어 각각의 부시삽을 임명해서 운 하고, 각 부분에는 서포터 

그룹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4-5인씩 존재하고 있다. 반면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시삽이 혼자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는 실정

이다. 포럼의 운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삽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각종 정보에 관

한 문의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을 혼자 답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게시판과 자료실은 모두 시삽이 올린 게시물(515개)과 

자료(865개)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포럼 운 을 위해 자신의 시

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시삽의 의도와 이유는 무엇인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

보았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질문1.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 다른 포럼보다도 훨씬 시삽의 역할

34) 반대의 경우, 즉 오프라인에서 우선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후 편의성을 비롯한 다

양한 이유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 형성되는 때에도 온라인 활동은 

오프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35) e 공감에서 운 하는 5개 부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세미나 부문, 커뮤니케이션 

부문, 행사운  부문, 온라인운  부문, 그리고 여성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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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비중이 커보입니다. 포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포

럼 활동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 현대에는 정보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 생각하는 데 

이걸 몰라 실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동호회를 운 합니다. 저와 비슷한 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드리고 싶어서입

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분

야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고 사회에서 직위가 올

라가면 자연히 넓게 알고 많은 경험이 곧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

료를 수집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다보면 수많은 무선인터넷 역이 존재

함을 알게 되고 제가 업무적으로 접할 수 없는 부분에 접근하면 한계가 

느껴지게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넓게 접하면 저의 직무분야에서 나의 

가치가 언젠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원님들이 질문을 해오면 자료를 찾아 공부해서 얘기해 주고 그 

노력으로 저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삽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포럼 운 에 있어 개인적인 목적

과 의도가 이타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었다. Wireless 

Internet Forum의 시삽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를 공유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한 그러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향후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 2. 예를 들어 e-공감과 같은 포럼은 매우 활발한 정모나 번개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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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습니다. Wireless Internet Forum에서는 회원들의 결속을 고

양하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모를 계획하신 적은 없으신지

요? 또 정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그전에 오프라인 모임을 2회 정도 했습니다. e-공감은 아주 훌룡한 포

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 하는 포럼과 e-공감 포럼이 다른 점은 

e-공감은 온라인 비즈니스 기술 역이라는 굉장히 큰 역을 다루고 

있고 무선 인터넷 포럼은 무선인터넷 및 이동통신 이라는 제한된 역

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e-공감은 다수의 운 진이 있고 무선인터넷포럼은 저 혼자 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모임이 e-공감 같은 경우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전에 오프라인 모임을 해 봤으나 술만 먹고 

끝난 경우가 있어서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운

진을 보강해 정말로 무선인터넷 및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는 자리(세미나)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정모는 산악회, 

낚시, 볼링 같은 모여서 즐기는 동호회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만 정보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자주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만나야 정이 통하니 적절한 주기를 두고 목적

이 뚜렷한 정모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무선인터넷포럼 같은 경우는 무선인터넷 및 이동통신 관련 정보에 

관심있는 분들이 회원이시니 정모도 얼굴보다 얘기하고 뭐..그런 자리보

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 형태가 되어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것에 대해 얼마간의 소득을 얻어갈 수 있으니 회원들이 본 동호회의 중

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Wireless Internet Forum의 시삽은 운 진의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포럼의 성격상 정보 제공 및 교류가 중심이 된 운 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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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정모를 통한 유대의 강화보다는 정모를 하더라도 세미나의 형태로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었다. 

질문 3. 포럼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요?

    ☞  저는 포럼 회원들에게 새로운 자료가 올라갈 때마다 신규자료 목록을 

소개하는 전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무선인터넷포럼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

재 한 1,000명의 회원들에게 신청한 메일 주소로 모바일 뉴스레터를 매

일 아침 수작업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지 벌써 4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면 가끔가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시거나,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 문의를 저의 메일로 해오시는 분이 있는 데 제가 

답을 해드리면 메일로 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주시곤 합니다. 

또 자료가 많아서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게시판에 을 올려주시고도 

하고요. 이럴 때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

다.

e 공감의 운 방식에 대한 분석과 Wireless Internet Forum 시삽과의 인터뷰에

서 드러났듯이 특정한 목적을 갖는 포럼 즉, 사이버 커뮤니티의 운 은 커뮤니티

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성격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 그리고 커뮤니티 운

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운 진의 존재와 역할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 공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

침 속에서 회원들의 참여와 포럼의 운 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시삽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시삽을 도와주는 운 진과 서포터즈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게시물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e 공감 회원들의 정서적 만족

도는 높아질 수 있었고, 이는 다시 포럼에 대한 소속감 및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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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 Wireless Internet Forum은 무엇보다도 시삽 1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의 이용과 교환이 오프라인

에서의 접촉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정모와 

같은 형태의 오프라인 만남이 회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는 느끼고 있지만, 그 보다는 정보 교환과 공유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세미나와 같은 형태의 오프라인 만남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2) 포럼내 관계 유형의 특징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각 포럼이 가지고 있는 운 방식과 제도적 기반은 포

럼 참여자들의 행위에 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이는 전반적인 포럼의 분위기나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포럼 활동과정에서 형성

되는 관계망의 형태와 내용은 또한 포럼의 운 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살

펴본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포럼 회원들 간의 인지관계망과 두 포

럼 게시판의 댓 (reply)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전 분석을 통해 e 공감은 포럼의 운 에 있어 시삽 뿐 만 아니라 부시삽이나 

서포터즈와 같은 다양한 회원들의 도움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에는 시삽이 포럼내 운 에 관계된 모든 일을 도

맡아 하는 1인 중심의 운 체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Wireless Internet Forum과 e공감 내부에서의 소시오그램

(sociogram)을 보여주는 <그림22>과 <그림23>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두 그림은 설문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소속 포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소시오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응답이 집중되는 ‘단일 핵’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이 포럼에서의 모

든 자료를 제공하는 시삽이다. 반면 e공감은 복수의 연결망 허브(hub)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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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핵’ 형태를 보여준다. 앞에서의 분석결과와 관련해서 보면 Wireless Internet 

Forum은 회원간의 상호작용이나 관심과 같은 수평적 사회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포럼의 유일한 목적인 정보제공자하고만 인지적 관계를 맺는 수직적 형태인 반면 

e공감은 여러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중재하는 수평적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의 관계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서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관계망의 구조가 도구적인 목적이 우선시되는 관계망보다 

그 구조에 있어서 보다 견고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Wireless Internet 

Forum은 ‘1번’, 즉 시삽이 없어지면 관계 자체나 포럼의 운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집중도가 높고 약한 형태의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36), e 공감의 경우는 시삽

36) 이러한 예상은 다음과 같은 Wireless Internet Forum 시삽과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질문4. 만약 시삽이신 최선생님께서 이제까지와 같은 포럼에 대한 노력을 기울

이시지 않는다면 Wireless Internet Forum은 과연 현재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

<그림 23 > Wireless Internet Forum의 소시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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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번’이 없더라도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회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포럼의 활동 

및 존재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는 버트나 린의 논의 속에

까요?

   ☞ 쎄요…제가 보기에는 그리 쉽지 않았을 거라 보입니다. 제가 정보 중심의 다

른 여러 IT 뉴스 사이트의 동호회에 가보아도 운 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 관련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 중 70 % 이상은 늘 동호회에 관심이 있

는 게 아니고 어쩌다 자신이 관심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관련 동호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갖추고 있느냐는 사이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사이트

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있어서 회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

여 움직일 수 있는 중심은 바로 운 진 또는 시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21> e공감의 소시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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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나타난 관계망의 내용에 따라 보다 유리한 관계망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

실과도 잘 부합됨을 볼 수 있다(Burt, 2001;Lin, 2001). 즉, 새로운 정보나 자원의 

동원을 위해서는 약한 유대에 기반하여 관계망의 도가 낮고 중첩된 양상을 보

이지 않는 Wireless Internet Forum과 같은 형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기존 

자원의 보존과 유지나 관계 구성원들의 내적인 결속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망

의 도가 높고 다핵적인 e 공감의 관계 구조와 같은 형태가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의 포럼 게시판을 나타낸 것

이다. 여기에서는 포럼 내 관계 유형을 포럼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게시물 작성

과 이에 대한 댓 (reply)의 형태와 정도를 이용해서 살펴보고, 인지관계망에서 나

타난 포럼별 유형차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 23> e 공감의 게시판의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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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라

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커뮤니티의 목적성과 함께,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 동기 부

여나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커뮤니티의 목적성이나 참여 동기는 회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인들의 속성(attribute)과 같지만, 회원가입 이후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의 측면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형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

해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기 보다는 타인과의 협력적인 행위 속

에서 구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인터넷, 즉 온라인에서의 게시판을 통한 협력적인 행위의 형성은 오프

라인에서의 개인들간 상호작용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온라인

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상호 작용의 대상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게시물 작성과 같은 의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응대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작용의 형식이 주로 문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사나 감정의 전달이 대면적인 상황에서보다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37).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에서 관계의 형성

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더욱 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유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곧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댓 을 생각해보면, 게시자의 입장에

서는 댓 의 개수와 내용,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게시물과 댓 의 전반적인 양상에 따라 커뮤니티 구성

원들 간의 협력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커뮤니티나 다른 구성

3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게시자의 감정 상태를 간결하면서도 재

미있게 표현하는 이모티콘(emoticon)의 사용이고,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이나 채팅

등의 방법을 함께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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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 대한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의견을 

게시판에 표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격려 혹은 보완해주는 댓 을 

많이 달아주는 경우와 내 의견을 열람을 하면서도 아무런 응대가 없는 상황을 상

정해 본다면 댓 이 보이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서운함을 쉽게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 24>과 <그림 25>은 e 공감의 게시판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

그림 24>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게시물에 대해 댓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삽이 올린 (#10977, #10984, #1098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다른 회원들도 시삽의 에 대해서나 다른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서 댓 을 달

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신입회원이 가입인사를 하는 (#10985)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댓 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입회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그림 24> e 공감의 게시판의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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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는 생경함을 다른 회원들이 댓 을 달아줌으로써 덜어주고, 커뮤니티 

가입에 대한 환 의 의미와 함께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인정과 함께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의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시물과 댓 이 등록된 날짜를 

보면, 게시물이 등록된 날에 대부분의 댓 도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성

원들이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은 e 공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게시

판의 내용이다. 회원 중의 한 사람이 ‘7년만의 휴가’에 대해 언급하자 7명의 회원

들이 이에 대한 소감을 댓 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정한 정보에 대한 문의

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내부의 문제도 아닌,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일정에 대해서도 e 공감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매우 적극적으로 밝

히고 있다. 물론 의 게시자가 커뮤니티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거나 활

발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

지만, 커뮤니티 전체로 봤을 때는 매우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개인

의 휴가 문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이슈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진 모습과는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게시판에 을 올리는 것은 그 동기가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지

라도 결과적으로 공론의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소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사안들을 게시

판에 게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e 공감의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친 한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작은 이야기들도 큰 부담없이 오고 갈 수 있는 매우 정

감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e 공감이 오프라인에서 이미 강한 유

대에 기반하여 모임이 형성되어있던 커뮤니티라면 이러한 분위기나 게시판의 내

용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겠지만, 형성기반 자체가 온라인이었고 모임의 형태도 

관심과 목적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의 <그림 26>와 <그림 27>은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게시판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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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인 양상 자체가 앞에서 살펴 본 e 공감과는 매우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그림 26>의 경우 게시물의 반 이상을 시삽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게시물의 제목도 주로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미나에 대한 안내나 

전문 자료의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다시 말해 정보 중심의 게시판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게시물에 대한 댓 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보 중심의 게시판이라는 

성격상 댓 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시판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나 안내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이 

<그림 29> Wireless Internet Forum 게시판의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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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주로 시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 게시판의 운 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

여하는 행위자가 시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댓 도 시삽에 의해 이루어진다. 댓

은 그 성격상 제기된 내용에 대한 동의나 보완,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삽이 자신의 에 대해서 댓 을 다는 경우는 거

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27>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구성원들이 게

시판에 남기는 내용은 대부분 특정한 기술 및 자료에 대한 문의, 가입 인사, 게시

<그림 32> Wireless Internet Forum 게시판의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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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나 자료실 활용시 문의 사항 등이다. 앞서 살펴 본 e 공감의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 시삽 뿐 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자발적인 참여 속에 각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Wireless Internet Forum의 경우 

이는 철저하게 시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시삽이 관련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

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도 다른 구성원들은 별다른 의사개진을 하지 않

고 있다. 예를 들어 #799번과 #804번의 은 새로 가입한 회원이 남긴 가입인사

지만 시삽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에 대해 댓 을 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삽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댓 을 남기지 않는 세 번째는 이유는 포럼이 

가지고 있는 관행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Wireless Internet Forum

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르게 표현하면 친 한 관계의 형

성이나 유대를 갖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보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

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삽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얻게 되면 거기에서 커뮤니티에 참여한 목적은 달성되는 것

이고 행위의 과정도 완결되는 것이다. 이는 시삽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

가능하며, 앞에서 볼 수 있었던 인지관계망에서의 소시오 그램이 나타내는 일방향

적인 관계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만약 시삽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럼 

활동을 그만두게 된다면 Wireless Internet Forum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삽의 

역할을 대신할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은 사실

상 어려워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3) 포럼활동을 통한 혜택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은 포럼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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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관계유형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두 포럼은 모두 분석에 

이용된 기타의 포럼들과 비교했을 때 포럼 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

어지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포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참여를 통

해 포럼으로부터 또는 포럼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행위자가 의도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요소를 만족시키는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과 

같은 유형의 포럼, 즉 사이버 커뮤니티는 앞에서 정의한 사회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에 이용된 I사의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28개의 포럼

은 모두 사이버 커뮤니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포럼 

활동 자체가 미미하여 포럼 내의 행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산출이 어려운 

포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포럼까지 포럼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자본으로 

역할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포럼의 구성원들은 포럼 활동

을 통해 어떤 혜택을 얻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혜택은 향후 포럼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도 많은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통한 조사에 이용된 질

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위의 포럼 활동을 통해 다음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

득이나 혜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

오’38).

<표22>는 포럼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응답자 소속 포럼을 교차시켜 

분석한 것이다39). 혜택의 종류는 정서적, 도구적, 정서적+도구적으로 구분하 다. 

38) 이에 대한 응답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일상적 대화상대’, ‘정서적 위로’,  ‘구직관련’, ‘학업관련’, ‘사업상담 및 소개’, ‘경제

적 지원’, ‘상품 구매시 소개 및 조언’, ‘여가의 활용’, ‘각종 유용한 정보 취득’, ‘기타 

다른 도움’, ‘없다’.

   이러한 범주들을 복수 응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서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으로  재구성하 다. 정서적 혜택에는 ‘일상적 대화상대’, ‘정서적 위로’ 

항목을, 그리고 도구적 혜택에는 ‘구직관련’, ‘학업관련’, ‘사업상담 및 소개’, ‘경제적 

지원’, ‘상품 구매시 소개 및 조언’, ‘여가의 활용’, ‘각종 유용한 정보 취득’ 항목으로 

구성했고 ‘기타 다른 도움’은 내용을 살펴 본 후 성격에 맞게 범주화하 다.

39) 실제 교차표 분석에서는 유의도 검증을 위해 정서적 혜택의 셀은 이용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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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χ2=31.456(p=.000)으로 나타나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응답자들 중 포럼을 통해 일

상적 대화상대나 정서적 위로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혜택만을 얻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응답자들 모두는 도구적 혜택을 얻

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e 공감 소속 응답자 47명 중 17명(36.2%)는 

도구적 혜택과 아울러 정서적 혜택도 얻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Wireless 

Internet Forum 소속의 구성원들은 도구적 혜택은 모두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

면 정서적 혜택을 수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

은 앞서 분석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나타난 도구적 가치 중심의 포럼 활동이

라는 맥락에서 Wireless Internet Forum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오프라인 관계망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들이 주로 정서적인 측면의 도움이나 지원, 혜택을 자신의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즉 사이버에서

의 관계망의 경우 물리적 접촉보다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접촉과 가입 동기 자체

가 도구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점 때문에 응답자 모두 도구적인 면에서의 혜택을 

다.

<표 22> 포럼의 혜택 

포럼을 통한 혜택은?

Total df
Pearson 

Chi-Square정서적 도구적
정서 +

도구적
없다

포럼

코드

e공감 30 17 47

4
31.456

(.000)

wireless 32 32

기타전체 73 4 1 78

Total 135 21 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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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다만 포럼이 운 되는 내용 및 방식에 따라 e 공감과 같은 특정한 

포럼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의 혜택이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혜택들

과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포럼내의 관계 유형도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

다. 다시 말해 포럼의 운 방식과 구성원들의 태도에 따라 구성원들간의 감정적이

고 정서적인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강한 유대와 안정적인 관계망의 형성

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4) 완성적 사회자본과 도구적 사회자본

이제까지의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의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 간의 실제적인 자원의 동원 

및 정서적 지원과 같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은 익명적이고 약한 

유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미 형성된 관계를 지원하는 매개로

서의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강한 유대로의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반드시 강한 유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라고 할 지라도 ‘상호 인지하는 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자

원의 전유나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관

계망이 형성될 수 있을 때’는 사회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 공감과 Wireless Internet Forum은 모두 사회자본의 한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e 공감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최초의 관계 형성이나 만남 자

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의 게시판 등을 이용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돌보미와 보미’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회원들은 포럼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e 공감의 회원들은 정서적인 혜택과 도구적인 혜택을 포럼 활동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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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얻고 있다고 느끼는 회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

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을 포럼 활동을 통해 모두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e 공

감과 같은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티를 ‘완성적 사회자본(comprehensive social 

capital)’으로 유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Wireless Internet Forum은 회원들 간에 

정서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안정된 관계망 속에서 정보의 제공과 공

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구적 사회자본(instrumental social capital)’으

로 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회자본, 즉 완성적 사회자본과 도구적 사회자본 

중에서 어떠한 사회자본이 개인과 집단, 더 나아가서 거시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 집단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강한 연대’의 존재가 사회자본

의 축적에 유리한지 혹은 집단을 외부로 연결하는 ‘약한 연대’의 존재가 사회자본

의 축적에 유리한지에 관한 논쟁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유석

춘, 2002: 192-199).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고자 하는 개인 및 조직

의 내부적인 장단기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반 사회적 환경은 어떠한지에 따

라 다른 맥락의 이해를 요구한다. 만약 사회자본의 형성과 강화를 통해 얻고자하

는 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 및 관계의 유지에 있다면 앞에서도 나타난 강

한 유대에 기반한 정서적 차원의 요소를 강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고, 그 보다는 새로운 자원과 정보의 획득과 창출에 주목적이 있다면 약한 유대에 

기반한 도구적 차원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도구적 차원이 중요한 경우라도 만약 특정한 자원이나 정보를 한정된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경우라면 강한 유대를 통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앞선 분석에서 살펴 본 Wireless Internet Forum이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된다. 무선 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원천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선 인터넷에 관한 보다 활성화된 정보 공유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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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포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한 유대

를 기반으로 해서 운 되기보다는 포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구성원들의 역량

을 모으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분야 자체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

고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것보다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40). 완성적 사회자본을 구성

하는 정서적 요소나 혜택도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만족은 

그 성격상 단기간의 인지 관계로 얻어지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인

데, 이와 함께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시간 등)과 비용이 제한되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약한 유대에 기반한 넓은 역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e 공감이나 Wireless Internet Forum은 모두 정보기

술 관련업체인 I사의 환경에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적 동기로 출발했지

만, 포럼의 운 과정과 그 속에서의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다른 성격의 

포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포럼의 운 을 주도하는 시삽의 역할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유무, 포럼 회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는 

제도적 차이 등을 통해 비슷한 목적과 요건을 갖추고 형성된 사이버 커뮤니티라

도 그 성숙과정을 거쳐 다른 종류의 사회자본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한국 사이버 커뮤니티의 지형에 대한 분석이나 e 공감을 통한 

분석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출현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한

국인들은 여전히 정서적 만족감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러한 정서적 차원의 만족을 

40) 유석춘(2002)은 비슷한 시각에서 거시적인 사회의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기업의 인사

관행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서는 기업집단 내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결속을 강화하는 ‘강한 연대’가 기업집단의 내부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

부와의 교류를 뒷받침하는 ‘약한 연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회자본의 속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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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커뮤니티가 전체 커뮤니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에서 형성되는 강한 유대에 기반한 관계가 커뮤니티 운 에 매우 큰 활력소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한 유대와 익명성을 기본 요소로 하는 사이

버 공간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유대와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

의 전화(轉化)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은 해체되어 가는 전통적 공동체가 

비워 둔 여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증

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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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함의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의 등장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생활에 있어서의 편의와 함께 보다 

많은 정보의 수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새로운 불안과 범죄의 

근원으로 나타난 측면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사이버 

커뮤니티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뒤르케임, 베버, 맑스, 폴라니 등 20세기의 시작을 목격했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의 붕괴와 그 자리를 대신한 국가 및 시장의 폭력성에 대해 고민했지만, 현

대인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들은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 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관계의 등장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

인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는 방향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발

전된 통신망은 개인들을 더욱 더 고립된 존재로 만들것인가, 아니면 약하지만 넓

은 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망의 확장을 가져올 것인가? 익명적이고 비대면적

인 접촉이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사회자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와 조건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질문들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벌어지

는 사회적 삶의 형태와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주로 질적인 관

찰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 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이유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부족했다는 자료

의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자료의 제약을 상당 부분 극

복할 수 있는 I사의 클릭 스트림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

계를 사회자본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 보았다. 아울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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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실제적 현황을 알아보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양상과 비교하 다. 

사회자본론의 등장은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개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은 언제나 사회관계의 구성물로 인식할 수 있

으며, 개인의 행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선택과 아울러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적인 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가진, 어떤 관계 속

의 개인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유무는 다양한 성과의 차이로 

이어졌고, 때문에 실제적인 관심 뿐 만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

다. 새로운 삶의 역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는 이러한 사회자본론의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놓았다.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가상의 공

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맺음 또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게 되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 사회자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즉, 닫힌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자본과 열린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자본이다. 개념 정의에서부터 구성요소까지 

워낙 다앙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자본론이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의 형성

과 유지로 인해 행위자는 혜택을 수혜한다는 것이다. 혜택은 닫힌 연결망에 기반

한 강한 유대에서 비롯되는 정서적인 만족에서부터 열린 연결망의 약한 유대를 

기본으로 한 도구적인 혜택까지 관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이버 커뮤니티 또한 그 형태에 있어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를 매개적 도구로서의 사이버 커뮤니

티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로 정리하고,  

실제적인 사이버 커뮤니티의 양상을 모임의 형성 기반과 선택가능성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을 구분하 다. 이러한 사회자본론과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진 속성과 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 요소와 연

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과정을 거쳐 일시적이고 익명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가 실제적인 사회자본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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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I사의 분석을 통해 발견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I사의 포럼들이 대단

히 도구적인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버 커뮤니티임에도 불구

하고 정서적 요소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전체 포럼의 게시물 중 정서

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61.5%를 차지하며, 정서적인 내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포럼

의 활성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볼 수 있다. 약한 유대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도구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 간에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은 이제까지 상대적

으로 무시되거나 약하게 취급되어져 왔다. 물론 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운 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기존

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지원해주는 성격이 강한 사이버 커뮤니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이버 상에서 익명적 관계의 형성

이 이루어진 사이버 커뮤니티라도 회원들 간에 느끼는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사이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직접적인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향후 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존재 유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사 

사이트에서 포럼을 개설한 사람이나 개설되어 있는 포럼에 회원 가입을 통해 참

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포럼은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기술적 조건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I사 사이트에 포럼을 개설하는 순간 기술적

(technical) 의미에서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적 조건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티는 단순히 기술적인 

환경에 머물지 않게 되며,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과정이 시작된

다. 사람들이 포럼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면 그들은 기술적 조건에 기반하여 

포럼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체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주관적 평가를 하

게 되며, 동시에 그 경험에 대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애착(혹은 혐오)을 형성하

게 된다. 포럼 경험에 대한 평가와 정서적인 애착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개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인 만족 혹은 불만족을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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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나 클릭 행동 등에도 이러한 차이는 반 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분석결과는 

포럼에 대한 소속감 및 정체성을 많이 느낄수록 포럼 활동에 적극적인 양상을 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적 조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조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커뮤니티는 그 후에 개입하는 사회적 과정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사회 자본이라

고 하는 ‘사회적 실체’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을 정서적 혜택과 도

구적 혜택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I사 포럼 중 e 공감과 같은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정서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을 회원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적 사회자본’으로 유형화하 다. 이에 반해 

Wireless Internet Forum은 회원들 간에 정서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안정된 관계망 속에서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구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 다. 두 포럼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는 

포럼 활동에 있어서의 개별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진 제도적 요소와 리더의 역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오프라인으로 관계의 형식과 폭을 

넓혀 가는 기회의 중요성 등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가능하

게 한 사이버 공간의 경험이 매우 짧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인지적 관계의 형성은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높

여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

론적인 분석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들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

서의 사회적 삶과 관련되어 제기되어 온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이나 인터넷이 가능하게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최초의 

관계는 익명적이고 도구적이지만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 논문의 결

과는 정서적 사회관계가 없이는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

다.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등장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절대선이나 절대

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사회에서 보다 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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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풍요로운 관계적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한 것들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공간적인 제약이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롭지만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정보사회가 가능하게 한 사이버 커뮤니티, 더 좁혀서 말하자면 적어도 

향후 한국에서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개인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보람되게 위

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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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I사 포럼 회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사이버커뮤니티 연구팀’

(팀장 배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귀하가 포럼회원으로 가입하신 I사(대표 천명

규)과 공동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

니다. 본 조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저들간의 관계 및 포럼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신상은 밝혀지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조사 자

료 및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귀

찮으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이 보다 효율적인 I사의 운 과 유저에 대한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날로 그 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사이

버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 종료 

후 본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0분을 추첨하여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리

고, 조사 결과는 I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

록 귀하의 의견이 현재 미진한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

로 사용된다는 점 양지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  드립

니다. 

   귀하와 귀댁의 안녕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002년  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이버커뮤니티 연구팀 연구원 일동

I사 OOOOOOO

1. 귀하가 I사 포럼에서 쓰시는 아이디는? (               )

2. I사의 포럼 중 귀하가 가입하고 계신 포럼의 개수는 몇 개 입니까? 

   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포럼은 무엇입니까? 

           (가입포럼 개수-    개, 포럼 이름-                         )

3. 귀하가 제일 많이 방문하는 포럼의 회원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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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떠오르는 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적어주십시오.(                 )

  3-1. 또한 위의 포럼 회원 중 귀하와 메신저나 쪽지, 전화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접촉해 보신 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적어주십시오.(                   )

  3-2. 그 분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3-3. 위의 포럼 회원 중 그 분을 제외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4. (복수응답) 귀하는 위의 포럼 활동을 통해 다음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득이  

   나 혜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일상적 대화상대  □정서적 위로  □구직관련 □학업관련 □사업상담 및 소개  

□ 경제적 지원     □상품 구매시 소개 및 조언  □여가의 활용  □각종 유용한 

정보 취득  □기타 다른 도움   □없다

5. 귀하는 위의 포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자료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매우 가치가  가치가 높은 것들이       그저      가끔 가치있는  모두 가치없는 것들 

   높다             많다             그렇다      것들이 있다        뿐이다

   (1)-----------(2)-----------(3)----------(4)------------(5)

  5-1. 또한 귀하는 위 포럼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회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한          그저        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

   했다           편이다           그렇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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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가 위의 포럼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포럼내 아는 사람이 있어서(문 6-1로)

  □ 포럼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했기 때문에

  □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위해

  □ 포럼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 막연한 호기심으로

  □ 우연히

   6-1. 만약 귀하가 위의 질문에서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포럼내 아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표시하셨다면 그 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는 어떻게 됩니까? 

                                  (                            )

7. 귀하는 위에서 표시하신 제일 많이 방문하는 포럼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포럼에서 비교적 중요한 사람이다

 2) 포럼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3)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편이다

 4) 포럼에는 내게 필요한 정보나 사람이 많은 편이다

 5) 포럼의 구성원들은 믿을 만하다

 6) 포럼에서 알게 되는 각종 정보들은 믿을 만하다

 7) 내가 포럼활동이 뜸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인다

 8) 포럼 회원들 간에 공유하는 뚜렷한 포럼의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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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apital  in Cyberspace:  

Analysis on the Forum of ‘Company I’

Bae Young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ocial capital formation in the 

cyberspace by analyzing cyber communities brought to existence thanks to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ies.

Thes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including the Internet, take up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people. In addition, 

people spend more and more time on-line. The cyber space is one in which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individuals are computer-mediated(CMC), 

where people enjoy more opportunities to get in touch with strangers. The 

formation and disconnection of social relations are more easily carried out 

because the underlying social constraints and sanction might be weaker in the 

cyberspace than in the traditional social setting.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form groups of their own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and 

purposes, which are usually called cyber communities.

If so, will this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 in the cyberspace characterized 

by convenience and freedom contribute to enriching individual lives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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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is question can also be seen in the context 

of social capital research currently in vogue in the social sciences, because the 

latter emphasizes the creation of diverse values by means of relations. 

Although it is true that social capital research so far has largely focused on 

off-line relations, the impact of online relations is also worth careful 

examination especially when we consider the prediction that the latter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a near future.

Starting from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single out the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online 

social capital and thereby enriching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online social relations are formed in a 

unstable situation where the strength of ties are usually weaker and the 

information about one another is scanter, they can be transformed into 

beneficial social capital if there were stability of relationship and a certain set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More specifically, two types of cyber community 

stood out from the many currently alive in the Forum of the ‘Company I’. One 

is those providing instrumental social capital, in which members can get 

practical help and information. The other is those providing a more 

comprehensive form social capital from which member can expect emotional as 

well as practical benefit. This result suggests that  cyber communities, 

originally made possible by identical social and technical conditions, eventually 

diverge into multiple types, leading to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The 

causes underlying this divergence are the role of the leader and th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e community.

 

Key Words: cyberspace, social capital, cyber communit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weak tie, the Forum of the ‘Company I’, comprehensive social 

capital, instrumental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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