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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웹 2.0 시대, 그 흐름과 파급력

                                                            조현진/전 인터뷰 365편집장

웹2.0이란 무엇인가?

- 2004년 초 ‘미디어라이브’ 라는 회사가 2004년 초 IT 관련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아이디어를 협의하
는 과정에서 처음 명명 
- 구글, 위키피디아 등 기존 홈페이지, 포털과는 다른 소비자가 Contents를 직접 만드는 현상 
-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에는 웹2.0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웹2.0은 기술이 아닌 트렌드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반응으로 
인해 웹1.0과 2.0으로 구분.  

웹1.0과 웹2.0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웹(웹 1.0 이라 칭하기도 한다)을 홈페이지라는 개념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의 형태
였다면 2.0은 사용자들의 ‘참여’와 ‘개방성’을 통해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UCC 
(User Create Content)블로그 등을 활용해 스스로 정보 및 네트워크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
다. 

웹 2.0은 UCC를 의미하는가?

그렇다. 하지만 UCC를 동영상이라고만 이해하면 곤란하다. 사용자가 창조하는 모든 문서, 영상 이미
지, 음악 등을 포괄한다고 UCC라고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웹 2.0의 형식은 블로그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IN, 아고라 포함)

블로그(Blog)란? 

- Web Log (인터넷 항해일지)의 약자 
-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발견하고 획득한 모든 정보의 수집, 전시, 파생을 목적으로 하는 Tool
- 1996년 데이브 와이너가 개발 
- 이 서비스를 블로그. 이 블로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블로거.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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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블로깅, 또는 포스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 2001년 미국의 시애틀지진, 9·11테러, 이라크전쟁 등을 거치면서 ＜뉴스게릴라＞적인 성격과 더불어 
실시간 놀라운 전파력으로 전 세계에 블로그붐을 일으켰다.
- 2000년의 블로그 수는 13만 5천개, 2002년 2백만개, 2007년 약 7000만개, 현재 약 1억개 추산 
- 국내 개설 블로그 수 약 2천만 개 추산 
- 지난해 삼성 경제 연구소 조사 연간 16배 성장 중이라고 밝혔으나, 몇 달 전 티스토리 조사 결과 
600배 성장했다고 보고.  
- 촛불집회는 기성언론과 블로그의 대결

블로그와 이전커뮤니티(게시판, 카페, 미니홈피)의 차이는?

- 3I (Individuality Interactive Information)  
-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쌍방의 소통을 위한 정보창조 및 분산 활동이 바로 블로그다.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 내 생각을 세상과 부딪혀보는 실험. 
- 블로그는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채워졌느냐에 따라 규정된다.
- 웹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 저장하며 인터넷의 사용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자로써 훈련의 
도구. 
- 비밀 일기장을 쓰듯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 광장으로 내 포스트를 
보내보면서 세상을 향한 창을 연다.(블로거뉴스, 블링크, 메타블로그)

 
‘웹2.0’ 시대에 블로그의 영향과 파급력은?

- WWW(World Wide Web)라는 호출부호의 뜻을 이해하라.  
- 인터넷은 세계성, 확장성, 의외성을 지향한다. 
- 인터넷세대는 이전세대와 ‘정보’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다르다. 
- Web 이라는 정보의 거미줄
- Blog는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율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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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웹 2.0시대, 진화하는 민주주의 문화와 교회의 공공성

양세진/기윤실 사무총장

문제제기

○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불만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때로는 폭력이 난무하며 우리를 혼돈에 빠트리기도 했지만, 촛불은 2008년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한 민주적 역량과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
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가득,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촛불을 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이 교체되고, 쇠고기 추가협상
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슨 역할을 더 할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촛불집회를 계
기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보다는 
직접행동에 나서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또 그러한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소통 부재의 역사

○ 1911년 반일 민중 봉기 당시, 일본이 폭동 혐의로 기소했던 123명 가운데 98명이 기독교
인이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민족의 행
방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헌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57
년에 남한에는 약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1968년에는 1,873,000명으로 그리고 
1978년에는 5,294,000명으로 그리고 1985년에는 6,487,000명으로, 1995년에는 8,760,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1995년 이후 10년이 지난 2005년도에는 8,616,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인인의 숫자가 줄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기독교가 세상
과 소통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의 소통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과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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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세상을 염려하고 돌보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답답한 마음이다.

웹2.0과 촛불집회

○ 이번 촛불집회는 2003년 오라일리(O'Reilly)에 의해 처음 제안된 웹2.0 시대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지만, 웹2.0 세대는 교회에 단단히 
쓴맛을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 지난 4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안단테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이 제
안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서명 수가 5월4일 100만 명을 넘어선 뒤, 6월29일 현재 
1,369,260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다. (한편, 안단테는 5월8일 촛불을 들고 청계천으로 나가자
는 제안을 하여 촛불집회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웹2.0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 많은 사이트가 있다. 그중 ‘아고
리언’이라는 신조어와 ‘아고라당’으로까지 불린 아고라에 대해 한국언론재단(www.kinds.or.kr)
을 통해 검색해 보았다.

        최근 1년간 : 2007년6월30일-2008년6월29일     579건. 
지난 5년간 : 2003년1월 1일-2008년6월29일     807건. 
최근 2달간 : 2007년5월 1일-2008년6월29일     471건.

○ 지난 4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댓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를 한 인터넷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했다. 게재 글 수 순위로 상위 10명(ID 기준)이 2만1810건
의 글을 썼으며, 1위는 3170개의 글을 올렸고, 10위도 1561개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네티즌 6만7626명 가운데 3.3%(2205명)가 올린 글이 전체 게시물의 50%(37
만 3497개)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6763명)의 네티즌이 쓴 글은 전체 게시판 글의 
71%(53만 365개)를 차지했다. 몇몇 언론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이 소수의 네티즌에 의해 채워진다는 심증은 제기돼 왔으나, 정량(定量)적 수
치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터넷상의 여론이 극소수 네티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웹2.0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 하나의 객관적 현실이기 때문에 분석기관이나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 모두 
웹2.0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 우선 아고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
게 창의적으로 뛰어 놀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매개로서의 공론장이라는 사실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시대가치를 창발 시키는데 매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있다. 아고라 자체가 집단지성이 아니라, 아고라를 매개로 집단지성
이 창발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고라에서 누가 얼마나 글을 많이 올렸느냐에 대한 계량
적 접근은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가라는 접근은 무력화 
되며, 누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글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글의 양이 아니라, 
글의 질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웹2.0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 둘째로 웹2.0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동시다발적인 접속과 소통이 가능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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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한 사람의 글을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접속해서 공유하고 소통하
고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거나 링크를 걸어놓은 문서를 상위에 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인터넷 상에서 어떤 사람이 많은 글을 올리고, 또 그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접속을 했다
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화하는 시민민주주의

○ 웹2.0의 발전을 통해 진화된 촛불집회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시민들의 의식과 
삶 속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 최근 촛불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화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
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역량에 따라 비폭력적으로 발전해 가리라 믿는다.
○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현상은 웹2.0이 결코 하드웨어적인 의미에
서의 온라인의 문화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웹2.0은 ‘참여, 공유, 소통’이
라는 하나의 가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오프를 넘나들면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직접행동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연습한 
Voice와 Exit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시민권리를 오프라인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행동은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성을 초월하여 ‘실질성’을 강화하고, 민주
주의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절차적 대표성의 장막 뒤에 숨어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의 ‘목줄을 바짝 잡아당기려면’ 참여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존중하고 대의적인 정치 경
로를 최대한 준수하되, 그것이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직접행동형 민
주주의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직접행동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tic deficit)'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좌절
감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최근 들어 의회민주주의 제도에서 직접행동적 저항이 늘어
났고,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한
국 사회의 제도 정치가 무력화되고 정부의 신뢰가 하락된 상황을 계기로 기존 민주주의 제
도를 재보완하고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촛불을 드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은 민주적 임파워먼트(democratic empowerment)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접행동은 저항을 계획하고 그러한 저항의 일부 요소인 대안 제
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
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직접행동은 정치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자신감
을 심어준다. 직접행동을 통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치 기술을 익히고, 집회에서 연설을 하
며, 언론을 다루고, 의사 결정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완전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첫째,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의
해 묵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의제 자체가 지배 엘리트에 의한 포섭을 불러올 수 있
고, 대표로 뽑힌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행동은 기존의 
민주제도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창조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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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과 항의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정치․경제적 제도가 생겨나는 경
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루터킹목사는 ‘직접행동은 법정이나 
정부 당국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직접행동과 법적 행동은 서로 보완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 점에서 웹2.0 시대 촛불집회는 온-오프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을 보여주
었으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지없이 노출시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이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진화한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교회가 웹 2.0 시대에 직면하여 소통을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교회 홈페
이지를 개선하고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좀 더 멋있게 꾸미는 등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그
런데, 과연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의 처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겠는
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웹2.0은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만 그 활동이나 가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프로그램적인 접근이나 사업적
인 접근이 아니라 능력(capability)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우선적으로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교회 안의 행정적, 운영적 문제에서 성도들
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실재로 참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경공부 모임과 소그룹 모임 등에서 교회내의 다양한 문
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참여하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들을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아울러 성도들의 삶에 대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빈곤과 장애에 대해 다문화사회에 대해,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회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교회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표현과 참여가 이루어지면, 교회의 운영이 무정부상태 혹은 
질서가 없는 혼란의 상태로 빠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염려와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접근을 조심스럽게 제안 하자면, 우선 예배 스타일
과 문화부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웹2.0 시대에 유효한 예배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와 같이 한 사람의 메신저에 의한 말씀 선포가 아닌 다양한 예배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유효했던 방식이지만, 과연 앞으로의 미래에도 유효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시 처음의 문제제기를 환기하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웹2.0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이 직면
한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임을 설득력 있게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접근방식이 아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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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참여와 공
유가 가능한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
전과 행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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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참여, 개방, 공유의 미디어2.0시대, 교회의 이해와 대응
박웅진/한국방송영상진흥원 선임연구원

● 웹2.0 시대의 도래와 의미

웹2.0 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참여, 개방, 공유로 대변되는 웹2.0의 확산에 전 세계가 주목
웹2.0 이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을 
의미 
- 과거에는 사업자가 정보의 생산ㆍ관리ㆍ배급 등을 주도
  웹2.0 시대로 넘어 오면서 인터넷의 저변 크게 확대 
- 최근 2 년간 블로그 수는 16 배, 월별 게시물 수는 10 배 증가하였으며, 동영상 공유 사이
트 유튜브 에는 2 년 만에 1 억개의 동영상이 게시.
언론, 학계에서도 웹2.0 을 새로운 트렌드로 인정하기 시작  
- "웹2.0 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대 전환"(Andrew P. McAfee 하버드대  교수)
- "웹2.0 은 세계 경제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인(You) 이 2006 년
의 인물"(Time, 2006.12.13)

● 웹2.0의 핵심은 ‘열린 공간’과 ‘이용자 참여’  

웹2.0 에서는 ‘열린 플랫폼' 이 많은 사람이 모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네이버, 구글은 정보, 지식 중심의 플랫폼이며,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인맥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을 수행  
인터넷에서의 주요 콘텐츠가 텍스트에서 사진ㆍ동영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도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에 이어 2006 년에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국내 판도라
TV 등도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 

열린 플랫폼 상에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킴
개인이 직접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외부에서 얻은 정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전파 
-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소장하던 사진과 동영상들이 사회적인 공유 공간으로 대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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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생산주체가 소수 전문가에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되어 정보가 다양해지고 정
보가 전파되는 범위도 확장 
이용자가 정보의 분류․평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정치', ' 경제'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 대신 ‘대선', ‘판교', ‘얼짱' 과 같이 일상적인  단
어를 꼬리표(tag)로 활용하여 분류 → 일반 대중들이 정보를 분류한다는 의미로 
‘folksonomy(folk 와 taxonomy 의  합성어)' 라고 부름 
- 이용자의 클릭과 추천이 많은 콘텐츠 메인 화면에 배치되어 더 쉽게 확산

웹2.0은 개방과 참여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풍부한 정보가 생성․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전통경제에서 웹1.0 시대의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보의 유통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저하 
웹2.0하에서 이용자가 직접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활발한 공유, 전파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보
생산과 유통 비용이 더욱 감소 
- 이용자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의 다양성과 양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 
-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양질의 정보를 저비용으로 획득 가능 

● 콘텐츠 제작․유통비용 감소가 웹2.0 확산의 동인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조성됨 
콘텐cm 제작 유통비용이 감소하여 콘텐츠  생산의 저변이 확대 
-제작도구(휴대폰, 카메라, 캠코더의 대중화, 다양 웹기술의 진화, 브로드밴드의 확산 등이 
기반이 됨 → AJAX, RSS등의 웹 기술의 발달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적은 데이터 용
량만으로도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여기에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앞서 트렌드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분출 
인터넷 업계에서 웹2.0의 잠재력을 겨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들을 제공해 새로
운 트렌드를 창출 

● 웹2.0이 유발하는 변화

이용자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 

웹2.0 트렌드는 ‘인터넷의 생활화'를 진전시키며 사회전반의  다양한 변화를 유발 
참여하는 ‘웹', ‘쉬운 웹' 등으로 진화하며 대중적 저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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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터넷 산업 내부를 넘어 경제․사회 일반과 산업, 기업의 영역으로까지 영향력이 증
대 
일반인의 참여 확대로 인해 생겨난 다양성 증대와 창조적 파워가 새로운 질서를 견인 
- 정보의 양과 다양성 확대→ 정보의 신속한 전파→ 역동적 융합 및 재창조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 형성 

다양성의 증진

웹2.0 은 다품종 소량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매스(mass) 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중매체 하에서는 틈새 제품의 잠재적 구매자가 적절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움 
웹2.0 하에서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여러 틈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촉진 
- 다수의 틈새시장이 롱테일  경제*를 형성
물리적 제약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제되던  틈새 제품의 유통이 용이해짐 

 
   * 롱테일(long-tail) 경제 현상 : 기업 매출의 80%가 20%의 핵심제품에서 창출된다

는 파레토(80/20) 법칙에 따라 과거 많은 기업들이 20%의 히트제품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으나, 최근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던 나머지 80%의 틈새 상품의 경제
적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정보의 생산, 유통 메커니즘이 변화 
 
이용자의 지식 생산 참여 확대로 지식의 공공재화가 가속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통한 지식 생산이 증가 
- 오프라인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에 게재된 항목이 7 만  건인데 비해, 위키피디아는 15 
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160 만 건의 항목이 게재 
- 네이버 지식인, Yahoo Answer 에서는 개인적이거나 엉뚱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수많은  
네티즌 중에서 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식이 창출·진화되는 메커니즘 

웹이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 

기존의 PC 중심에서 웹 기반 서비스 구조로 진화



2008 문화포럼

- 11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웹 기반 서비스로의 이행을 본격화 
- PC 에 탑재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했던 주요 작업을 웹에서 수행  
S/W 판매도 단품 패키지 형태에서 사용료 기반의 서비스 판매로 전환
- 서비스 판매는 실제 사용량․기간에 따른 다양한 과금 형태가 가능 
- 수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되어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웹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시적 
업그레이드 가능 
일부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시도도 전개  
- 단말기는 저가로 제공하고 웹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비, 이용료나  광고 수
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전환을 모색 

이용자 참여형 웹 가전으로 진화

가전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
- 도시바 의 DVD 플레이어는 인터넷에 접속한 10 만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 
- 닛산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카윙스'라는 웹서비스에 상시 접속해 다른 회의의 주행 정보
로부터 최단 경로를 도출  
웹 가전은 인터넷 서버에 연결해 지속적인 기능 갱신이 가능  

UCC, 1인 미디어 등 부상 

� 1인 미디어와 UCC 가 부상하며 미디어 생산 부문이 다원화 
 미니홈피, 블로그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콘텐츠를 발신할 수 있는 인터넷 1인  
미디어가 확산 
- 1인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뉴스 게릴라' 가 등
장하는 등 개인이 뉴스 생산의 주체화 
-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 가 큰 인기를 구가 
� 한국  최초로 뉴욕에서 공연한 B-boy 익스프레션팀이 인형극을 춤으로 표현한 동영상 
UCC 는 1 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 

‘소통', 세상을 바꾸다

‘촛불집회'의 동력은 ‘소통'의 미디어 2.0
교회,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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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티즌 위에 '아날로그' 교회? 

잘못된 ‘소통'은 없느니 못하다… 

교회, 교인과 ‘소통'하고 있는가?

�세상은 2.0의 시대, 교회는 여전히 1.0의 시대
 교회 지체들 간의 소통은 여전히  부족 
- 목회자-신도, 신도-신도 간의 소통 채널이 부족  
‘자유게시판' 을 통한 일방향적 소통이 대부분  

교회, '소통'의 소명에 응답해야

�성육신(incarnation)의 참 의의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과 직접 '소통'하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을  원망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리고 교인과의 적극
적인 ‘소통' 에 나서야 한다.
 가톨릭의 ‘언론 플레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소통'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권위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미디어2.0 시대, 교회가 니버(H. R. Niebuhr) 의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낮은 자세로 ‘소통' 의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

 
 교계 미디어를 통한 ‘소통'
 세속 미디어와의 대화를  통한 ‘소통'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사회 참여를 통한 ‘소통'
 봉사를 통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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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블로그 시대, 교회 디지털 문화선교의 방향
- 블로그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문화선교를 중심으로

김우정/풍류일가 대표

“블로그라는 것은 ‘Face to Face’라는 것이기 보다는 ‘Hip to Hip’적인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히아사

1. 문화선교, 왜 블로그인가?

문화선교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구전 중심이던 선교는 
온라인의 등장으로 홈페이지로 진화했고, 다시 커뮤니티로 그리고 웹2.0시대 블로그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도구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블로그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교회는 블로그를 
정보전달의 매체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은AIDMA에서 AISAS로 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블로그로 
대표되는 크로스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AISAS가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발적, 

자율적 공유를 검색하는 순환확장구조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AISAS모델이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진화: AIDMA에서 AIS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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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 커뮤니케이션이 주목 → 흥미 → 욕구 → 기억 → 행동 의 단계를 거쳤다면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은 주목 → 흥미 → 검색 → 행동 → 공유 의 단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블로그 시대 문화선교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일은 선교의 대상이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 검색엔진과 블로그에 보유하고 있는 교회의 정보콘텐츠와 브랜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블로그 문화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대상이 
원하는 정보를 넘어 이야기(Story)가 첨가된 다른 사용자의 이야기 콘텐츠다.

2. 문화선교 왜 스토리텔링인가?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Jensen)은 “디즈니는 구석기시대의 원시인부터 안데르센의 
동화를 거쳐 인디언 소녀의 삶에 이르는 수없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천 가지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세계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로 
진입했다. 스토리텔링은 전달의 기술이며, 표현의 방법론이다. 그리고 문화야말로 
스토리텔링의 원천임에 분명하다. 결국 이야기 시대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문화이며, 문화는 
이제 그 원천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아인 네로는 벨기에의 플랜더스(플랑드르) 지방 안트베르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그의 
할아버지 다스와 함께살고 있다. 둘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 파트라슈를 발견하여 
키우게 된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우유수레를 끌며 우유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간다. 네로는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 아로아의 초상화를 그려준다. 부유한 곡물상인 아로아의 
아버지는 딸이 가난한 네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로의 할아버지가 죽고 
네로가 그림 경연대회에 출품한 그림마저 잘 안 된다. 설상가상 화재범의 누명이 문제가 
되어 네로와 파트라슈는 지역유지인 아로아의 아버지에 의해마을에서 쫓겨난다. 추운 
겨울날, 네로는 그가 보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안트베르펜 성당에 있는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림을 우연히 볼 수 있게 된다. 다음날 사람들은 
교회의 그림 앞에서 죽어있는 네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한다.

벨기에 북부의 항구도시 앤트워프의 중심가 그로테 막트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도모코(31)씨는 <플랜더스의 개>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다고 했다. 소설 
<플랜더스의 개(A Dog of Flanders)>는 프랑스계 영국작가 마리 루이즈 들라라메(de la 

Ramee)가 1872년 소년 네로와 그의 개 파트라슈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75년 
일본의 쿠로다 요시오 감독이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매일 300~400여 명의 일본인 방문객이 
앤트워프 대성당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플랜더스의 개가 만든 이야기의 힘은 
매년 앤트워프에 무려 6만 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숫자는 앤트워프 
외래관광객 중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수치다. 엔트워프에 일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다. 1975년 플랜더스의 개가 애니메이션으로 일본 TV 방송을 탄 뒤, 이 
만화를 보고 자란 10대 소년소녀들이 성인이 되자 이야기의 배경 무대를 찾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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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용용의의  실실체체  

내내용용의의  형형식식  

서서사사((NNaarrrraattiivvee))  

이이야야기기((SSttoorr yy,,  WWhhaatt)) 

담담화화((DDiissccoouurrssee,,  HHooww))  

사사건건((EEvveenntt)) 

존존재재물물((EExxiisstteennccee)) 

행행동동((AAccttiioonn)) 

사사고고((HHaappppeenniinngg)) 

인인물물((CChhaarraacctteerr)) 

배배경경((SSeettttiinnggss)) 

서서사사전전달달구구조조((SSttrruuccttuurree  ooff  NNaarrrraattiivvee))  

표표현현((MMaanniiffeessttaattiioonn))  

언언어어((VVeerrbbaall))  

그그림림((PPiiccttoorriiaall))  

몸몸짓짓((GGeessttuurraall))  

음음악악((MMuussiiccaall))  

표표현현의의  실실체체  

표표현현의의  형형식식  

것이다. 적어도 30년 넘는 세월 동안 플랜더스의 개의 이야기는 일본인들에게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줄을 잇고 있는데, 이들 또한 
1980년대에 이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들이다. 이 애니메이션이 창출해낸 경제적 가치는 최소 
40억 달러(3조 7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은 니폰애니메이션이 갖고 있으며, 

관광 수입은 벨기에가 챙기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이야기가 창출하는 창구효과(Window 

Effect), 스토리텔링의 연쇄적인 효과다.

스토리텔링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야기(story)와 말하기(telling)의 합성어가 바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서사이론의 대가 시모어 채트먼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를 통해 서사를 이야기와 담화로 구분한다. 

즉, 서사는 이야기와 담화라는 요소로 구분되며, 이들을 하나의 고리로 엮어내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다.

<서사의구조>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전달의 기술이며, 스토리텔링이 블로그와 
만날 때 문화선교는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전달 중심의 
블로그를 지양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전달하는 매체로 블로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홈페이지와는 달리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의 집합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16 -

홈페이지의 운영주체가 교회이고 참여자가 교인이라면, 문화선교 블로그의 주체는 교회가 
아닌 교인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집합체가 교회 블로그라는 것이다.

교회가 문화선교를 위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것은 웹1.0의 패러다임이다. 
교인들이 선교의 장으로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블로그 문화선교시대의 교회의 진정한 역할일 것이다. 36세의 핸드폰 
세일즈맨이었던 폴포츠는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튜브라는 
동영상 블로그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후, 오페라 가수의 꿈을 이루었다. 이처럼 
블로그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선교의 핵심도구다. 지금의 폴포츠가 있기까지는 그를 그 무대에 세운 
보이지 않는 프로듀서의 올바른 선택이 존재했다. 성공하는 블로그 문화선교를 위해서 
폴포츠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데이터에 의존하는 사회는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컴퓨터의 몫이 되면서 인간의 
능력 중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측면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감성과 상상력, 

이야기, 예의, 감성적인 언어가 구매결정부터 협력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에 
뛰어난 기업이 번영할 것이다. 이야기가 상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톰 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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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포럼 관련 자료 스크랩

● 문화변동과 미디어, 그리고 교회

 촛불 시위는 우리의 문화가 변동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시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란 사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함을 통하여 나타나
는 사회현상과 풍조와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며 적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
게 이런 일이 일어나, 대규모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생겼고, 적
지 않은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 ‘우리’들을 당혹케 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매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대부분의 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당혹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인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우리’도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한다. 그 ‘우리’는 자기
표현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회문화적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이
해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활자매체들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다. 그들을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인 미디어는 기존
의 미디어가 아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변동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주목하여야 할 과제를 제
시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획일적인 우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우리’가 모
여 ‘전체로서의 우리’를 형성한다. 예전에는 그 중에서도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큰, 정치권력과 
미디어의 헤게모니를 가진 ‘우리 중의 일부’가 ‘우리’를 대표하여 일방적으로 사회문화를 이
끌어왔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과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
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우리’를 사회문화의 전면으로 떠올리게 하였다. ‘또 다른 
우리’는 인터넷과 영상문화의 발달을 활용하여 활자매체와 일방향적 소통에 익숙한 ‘우리’와
는 다른 세계를 보고, 또한 그 세계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느낌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다
르다면, 그 다음의 문화차이와 갈등은 더욱 격심하여 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의 활용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문화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
늘의 사회문화변동은 영상과 인터넷의 등장에 의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활자매체가 형성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선
교역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미디어문화의 전환기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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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인들의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미디어문화에 대한 복음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수용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문화를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영상문화와 인터넷 문화가 동반하는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의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그 어느 때보다 다음의 말씀을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
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임성빈/문선연 원장,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 웹2.0과 민주주의

<웹2.0이란>

웹2.0 이란 용어는 오레일리(O’Reilly)사와 콤덱스(Comdex) 쇼를 주최했던 미디어라이브
(MediaLive)사가 2004년 IT 컨퍼런스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데일 도허티(Dail 
Dougherty)가 주창한 개념이다. 도허티는 과거 닷컴 버블붕괴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과 실패한 타 기업들의 차별성을 웹2.0이라고 부르면서 부각시
켰다. 웹2.0은, 분산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동태적이며 열린 공간으로 
정의된다.

<웹2.0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웹2.0의 특징으로 첫째 사회 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이 있다. 능력, 재능, 지식, 또는 선호 등의 속성에 따라 사람들의 관계 를 
맺도록 만들어 주는 웹사이트와 그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특징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미치게 될 예상되는 영향으로

1. 정치와 관련된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할 수 있다.

2.접근이 용이하여 수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영향력 행사가능. 

3.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4.정책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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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토론·토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웹2.0을 통하여 방적인 웹 환경을 기반으로 네티즌이 자유롭게 참여해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재창조해내고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Users Created 
Contents)가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UCC를 통하여 대선후보를 홍보하는 용
도로 이용을 하기도 하였다. 사용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알리고 후보에 관한 
정보를 UCC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유로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
다. 웹2.0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현재의 민주주의보다 참된 민주주의다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야 한다. 컴퓨터 이용자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므로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문외한 
노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두가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등을 
통하여 유도하여야 하고, 사용자들은 잘못된 정보의 유출이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릇된 판단·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야할 것이다. 

[출처] 웹2.0과 민주주의. 저자 : 이영선 

● 웹 2.0과 차세대 웹

1. 서론 

올 초 Times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여러분(You), 당신이다. 여기
서 ‘당신’이란 스스로 콘텐츠(정보)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능동적으
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평범한 이용자들을 일컫는다. 즉,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소
수의 전문 지식을 갖춘 파워 엘리트가 아니라 대다수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평범한 네티즌들
이라는 뜻이다.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등극시킨 일등 공신은 ‘웹 2.0’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그 대표
적인 현상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여러
분은 어제도 자신의 블로그(blog)에 새로운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렸을지도 모
른다. 

본 논단에서는 최근 IT 분야의 핵심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웹 2.0의 기본 개념과 특징 및 
기존 웹과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향후 웹 2.0과 차세대 웹 기술이 나아갈 방향
을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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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2.0 이란? 

2001년 가을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 새롭게 성장한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의 괄목
할만한 성장은 인터넷 벤처들을 중심으로 웹 기술과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웹 2.0’의 개념은 지난 2004년 10월 5일, 미국에서 열린 ‘제 1회 웹 2.0 컨퍼런스’에서 오라
일리(O'Reilly)와 미디어라이브 인터내셔널(Medialive International)에 의한 컨퍼런스 브레인스
토밍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웹에 일종의 전환점을 찍은 닷컴 
붕괴와 새 시대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논의를 시작으로, 이를 “웹 2.0으
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웹 2.0이라는 용어와 웹 2.0 컨퍼런스가 탄생하게 되
었다. 

웹 2.0이란 이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뜻하는 개념이다. 기존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
로 묶어주는 웹 1.0 환경이었다면, 인터넷망의 광대역화와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 누구
나 손쉽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해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환경이 바로 웹 2.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웹 2.0 환경에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바로 UCC이다. 

인터넷 기업의 버블이 걷히고 살아남은 성공한 웹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다. 

3. 웹 2.0의 특징 

웹 2.0은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인 기술 또는 응용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복합 비즈니스적
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기존의 독자적인 웹 기술들을 포함하여 차츰 독자적인 개
념과 영역을 형성하는 태동 단계에 있다. 웹 2.0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과 특징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플랫폼으로서의 웹 

최근 들어 RSS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RDF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또는 ‘Rich Site Summary’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블로그나 뉴스에서의 콘텐츠 
표현 방식으로 사이트의 업데이트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XML 기반의 웹 기술이
다. 웹 2.0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 페이지가 고유한 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작성한 블로
그나 싸이의 미니홈피 하나하나가 고유한 주소를 가지며, 또한 일간지의 카테고리별 기사 
하나하나도 고유의 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이들 정보가 새롭게 갱신되면 ‘RSS 리더’라는 프
로그램을 통해 업데이트 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따라서 더 이상 개
별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검색할 필요 없이 RSS 리더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정보가 배달되
면 확인만하면 된다. 따라서 웹 2.0에서는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RSS와 같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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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신디케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콘텐츠 
생산 및 재생산과 유통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 집단지능의 활용 

기존의 검색 결과는 홈페이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자가 작성한 키워드의 
배치를 분석하여 순서를 매기는 방식이지만, 구글의 페이지랭크는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일종의 투표처럼 분석해서 더 많은 링크를 받은 문서를 더 좋은 문서로 취급하여 상위에 랭
크한다. 즉 많이 이용될수록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아마존의 북 리뷰(Book review), 네이버의 지식in, 야후의 앤써스와 같은 집단 지성이 중요하
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즉, 다수인 대중의 지혜가 소수의 전문가보다 낫다는 ‘대중의 지혜’ 
이론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IDIA)’는 ‘빨리’라는 뜻의 하와이어 ‘위키’에 
백과사전이라는 ‘엔크로피디어’의 합성어이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으로 1200여명의 상주 직원이 그 정확도와 전문성을 판단하여 만들어가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이미 세계최대라고 하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정보를 3배 이상 뛰어넘은 대중의 
지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다. 

• 롱테일(Long-tail)의 경제학 개념 

웹 2.0 하면 빠지지 않는 또 다른 특징으로 롱테일이 있다. 롱테일은 제품군 상위 20%가 전
체 80%의 매출을 주도한다는 20대 80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1년에 단 몇 권밖에 
팔리지 않는 ‘흥행성 없는 책’들의 판매량을 모두 합하면, 놀랍게도 ‘잘 팔리는 책’의 매상
을 추월한다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이르는 개념이다. 아마존닷컴의 경우 상위 20%의 베
스트가 아닌 하위 80%의 긴 꼬리들이 57%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역시 일반 사용자들이 소액광고주 역할을 하면서 대형 광고주들이 일으키는 매출을 추월하
고 있다. 

• 매쉬업(Mash-up) 

웹 2.0을 특징짓는 마지막 키워드는 매쉬업이다. 매쉬업이란, 서로 성질이 다른 서비스나 프
로그램 등이 하나로 섞여 전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웹 
2.0의 특징 중 공유와 개방에 관한 것으로 웹 2.0 환경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의 서
비스를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웹 서비스 형태의 개방형 API를 제공하고, 사용
자는 이들 공개된 API를 적절히 조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웹 응용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맵 서비스와 플리커(Flicker)의 사진 공유 서비스를 합치고, 여기에 위치 
정보 등을 결합하여 기존 서비스를 융합시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
럼 구글의 맵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300여개 정도의 전혀 별개의 서비스가 진행 중이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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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는 2006년 보고서에서 웹 2.0 기술 중 Ajax와 매시업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
며, 앞으로 2년 이내에 성숙기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4. 웹 1.0 vs 웹 2.0 

2.0은 단순한 버전업의 개념이 아닌 혁신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광고모델의 겨우 대형광고주 중심에서 접근이 용이한 AdSense 광고라든지 클릭퍼코스트
(click/cost)라는 과금 방식(클릭수를 바탕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 롱테일로 
변화하였으며 현재 구글에는 5,600만개의 AdSense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UCC 콘텐츠의 경우 연예가 뉴스와 같은 일회성 정보에서 끊임없이 다수의 대중이 생
산해내는 UCC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며 이를 통해 독
보적인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마존닷컴 사이트를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사용자들에 의
해 작성된 북리뷰(Book Review)의 누적분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다. 

구분
 웹 1.0 (Web 1.0)
 웹 2.0 (Web 2.0)
 
광고 모델
 대형 광고주 중심(파레토법칙 20:80)
 Long-tail 광고 

AdSense 형식의 쉬운 접근성
 
UCC 콘텐츠
 일회성, 비구조성
 핵심역량,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
 
소프트웨어
 웹을 활용한 SW : 기존 SW를 인터넷을 통한 활용
 웹을 플랫폼으로 하는 응용 : SW의 서비스화(API)
 
사용자 접근
 사용자 접근을 사이트에 Lock-in
 콘텐츠 생성에 적극적 : Mash-up 서비스
 
마케팅
 광고 등 고비용의 일반 마케팅
 바이러스, 구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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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개방형 API로 구글의 맵서비스처럼 오픈소스의 개방성이 확고해지며, 사용자
를 묶어두려는 패쇄적인 구조로부터 매쉬업을 통한 개방형 콘텐츠 생산으로 적극적으로 변
화해가고 있다. 끝으로 1.0 환경의 광고 등 고비용 마케팅 패턴이 웹 2.0에서는 바이러스 마
케팅, 구전 마케팅처럼 돈이 필요치 않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광고할 필요가 있는 서비
스는 웹 2.0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5. 결론 

본 논단에서는 최근 IT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웹 2.0에 대해 기본 개념
과 특징, 그리고 기존 웹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웹 2.0이란 차세대 웹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등을 통
합하며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웹’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러한 참여에 의해 지식과 서비스
의 재생산과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웹 2.0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웹 2.0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플랫폼 시대의 경쟁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이다. 
향후 차세대 웹 기술의 진화 방향은 더욱더 플랫폼 지향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웹 플랫폼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응용들을 묶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 
웹 플랫폼의 시대가 도래하면 현재의 주력 플랫폼인 PC가 휴대폰으로 대체되고, 구글이 마
이크로소프트사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웹 2.0과 차세대 웹 |작성자 이현철

http://blog.naver.com/wlsqor2?Redirect=Log&logNo=40051761804

네이버 블로그 좋은 생각에서 발췌

● 세계적인 웹 2.0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고전하는 이유

오늘자 조선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그런데 기사에선 정작 중요한 걸 못 짚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포스트를 씁니다. 이제 웹 2.0이란 말도 그리 낯설진 않죠. 얼마 전부
터 웹2.0을 말할 때 예로 들어줬던 세계적인 웹 2.0 서비스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런칭하였습
니다.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플릭커가 그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명성에 비해 큰 반향을 못 
일으키고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너무 늦은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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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한국시장에는 이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한 또는 대체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색다르긴 하지만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있는데 
굳이 마이스페이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좀더 색다른 서비스라면 모를까 한국판 서비스
들에 유저들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데 이 서비스들을 한국어로 서비스해준다고 해서 굳이 이
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뒤떨어지는 성능

유튜브의 공식해상도는 320*240입니다. 비트레이트는 64kbps구요. 반면 판도라TV에서는 향
후 1280*720해상도의 HD영상을 16:9 Wide로 서비스해준다고 하네요. 앰앤 캐스트는 
500*375에 비트레이트는 1200kbps입니다. 물론 희귀영상을 찾을 때 유용하고 광고 없이도 
볼 수 있다는 점은 유튜브만의 장점이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훨씬 더 발달한 한국 시장에서
는 이정도 퍼포먼스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3. 절실하지 않은 서비스의 글로벌화

굳이 전 세계 사람들과 컨텐츠를 공유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문제죠. 적절한 사진을 찾
을 때 플릭커는 무척 유용하지만 이용하는 한국 유저들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 
한국유저들은 영어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고, 또 소통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국내유저들은 국내 서비스에서 국내 유저들끼리만 소통
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해외유명 웹 서비스 2.0 서비스 들이 한
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local경쟁자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sweetterry11?Redirect=Log&logNo=90030429899 

네이버 블로그 Sweet dreams 발췌

● 담임목사님은 모르는 청년부 블로그 2.0

블로그 전성기, 수만 개 육박 

▲네이버에 개설된 한 교회의 찬양대 카페. 회원수가 4천4백명이 넘는다. 

‘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자’는 구호는 이제 촌스런 말이다. 홈페이지는 이미 웹 상에서의 교
회 간판과 같은 격이고 웬만한 교회는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젊은 세대 대학부·청
년부·중고등부는 교회 홈페이지와 ‘따로’ 움직인다. 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 블로그, 혹은 UCC(User Created Contents) 전용공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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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은 거대 공급자들이 주도하던 웹1.0 시대에서 네티즌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유통
하는 웹2.0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보면 웹1.0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홈페이지 정도고, 웹2.0은 네티즌들이 능동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생
성·활용·편집할 수 있는 카페·블로그·UCC 전용사이트 등이다. 

웹2.0 시대

웹2.0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공유, 개방’에 기반한 활발한 지식교류다. 이런 특징은 요즘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블로그2.0’ 시리즈들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지금까지 일반적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미 만들어진 웹페이지의 열
람과 게시판 글쓰기 정도였다. 카페, 블로그는 한층 더 자유로이 공간을 생성·활용할 수 있
었지만, 출시를 앞두고 있는 2.0 시리즈들은 네티즌이 자유자재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
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의 카페·블로그가 ‘아파트형’ 구조였다면, 이번에 출시될 것들은 개성
이 넘치는 ‘단독주택형’ 구조다. 

이같은 카페, 블로그들의 가장 큰 매력은 복잡한 과정이나 기술 없이도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네티즌들의 욕구를 더할 나위 없이 충
족시킨다. 또 하나의 매력은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가입회원’이 되어
야 하는 수직적 구조인 데 비해, 카페·블로그는 ‘1촌’ ‘어깨동무’ 등의 장치로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개인과 개인이 수평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이 역시 정보의 평등화를 기
치로 삼는 네티즌이나 젊은이들의 코드와 딱 맞아 떨어진다.

기독교 관련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타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도 활동이 
변화무쌍한 청년대학부나 그룹별 모임은 카페, 블로그를 더 많이 이용한다. 실제로 사이트순
위정보사이트 랭키닷컴(rankey.com)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교회 사이트는 약 2백여 개 인 
것에 비해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 카페, 블로그는 수만 개다. 네이버에는 1만3
천여 개 카페, 다음에는 12만4천여 개 카페, 싸이월드에는 5만6천여 개 클럽, 야후에는 1천
여 개 카페가 개설돼 있다. 블로그 수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일인미디어의 ‘힘’ 

이같은 흐름은 ‘개인’에게 전에 없던 ‘힘’을 부여한다.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없고 공인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 올린 컨텐츠가 네티즌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면 
순식간에 유명인물이 되기도 하고, 여론이 형성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국내 주
요 포털사이트들은 이미 네티즌들의 이같은 권력(?)을 인정해, UCC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별도관리하고 있고 메인페이지에도 UCC 컨텐츠를 좋은 자리에 배치해 시시각각 업데이트 
한다. 

개인미디어의 힘이 드러난 사례는 실제로 많다. 작년 11월 지하철 봉천역에서 일어났던 자
살사고에 관한 기사는 국내 수십 개 언론사보다 개인블로그에서 1시간 22분 더 빨리 소식을 
실어 개인미디어의 힘을 보였다. 작년 8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조지 앨런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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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CC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그가 인도계 선거운동원에게 마카카(원숭이
를 뜻하는 속어)라 부르는 장면을 포착한 시민이 UCC 전문사이트에 동영상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던 그는 결국 낙선했다.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
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명빡이’ ‘피아노치는 근혜’ 동영상도 같은 맥락이다. 선관위는 개
인이 올린 이 동영상이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자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
다며 삭제요청을 했다. 이렇듯 인터넷 미디어는 이미 개인이 사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美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6년 올해의 인물 1위를 ‘You’(바로 당신)로 선정했다. 2006년 IT계 
10대뉴스에 UCC의 등장은 빠지지 않았고, 2007년 각광받는 기대주에서도 UCC는 빠지지 않
는다. 인터넷 세계는 더 평등해지고 개인의 힘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교회는 아직 보다 전통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런 대세라면 현재의 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어느날 인터넷 창을 열
면, 우리교회 목사님이 혼자 교회청소를 하는 동영상이 보일지도,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 이
름이 포털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흐름을 충
분히 감지하고 이해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2007년 한국교회·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대형교회 원로목사가 아니라 지방의 한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
리가 사는 시대다.

인디고/이민애 기자 malee@chtoday.co.kr

● 광장에 ‘디지털 촛불’ 든 그들은 ‘2.0세대’

그들은 달랐다. 2008년 5월 서울 도심의 밤을 촛불로 밝힌 10대들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휴대전화 문자와 ‘싸이질’만으로 수만명을 끌어모았다. 격정적인 분노를 토해 내면서
도 즐겁고 발랄했다. ‘386 세대’인 부모들조차 흠칫 놀랬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그들을 ‘2.0 세대’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10대의 힘’에는 이들을 
새로운 세대로 범주화할 수 있는 독특한 정치·사회·문화적 코드가 녹아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웹 2.0’ 세대이자, 앞 세대들과 뚜렷이 구별되
는 ‘새 버전’ 세대라는 것이다. 1980년대 ‘386 세대’, 90년대 ‘신세대’, 외환위기 이후 ‘88만원 
세대’에 이어 나타난 ‘새로운 10대’의 유전자는 과연 뭘까? 이들의 반란은 과연 민주화 시대, 
문화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한 단계 뛰어넘는 질적 변화인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고은진(가명·16)양은 젖소 복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줬다. 은진양은 “주최 쪽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다가 친해져 
아예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리곤 “지금 중요한 나랏일을 하는 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아침 은진양은 “저녁에 청계광장에 나간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 부모님은 은



2008 문화포럼

- 27 -

진양을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다. 아빠는 “가보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만 
했다. 

무엇이 은진양을 ‘광장’으로 이끌었을까? 은진양은 우선 “우리가 뭘 모른다고 하던데, 사실
은 정보가 많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한 휴대전화로는 하루 평균 100통의 
문자를 보내고, 또 그만큼 받는다. 친구들 사이의 정보가 완벽하게 파악되고 그룹별 의견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루 평균 2시간씩 하는 인터넷은 ‘삶의 터전’이다. 전날 밤 은진양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엽
기혹은진실’에 들어가 또래들과 실시간 댓글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 주제는 학교 생활이나 
인기 연예인 등 마음 가는대로다. 요즘엔 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정보와 기사 등이 
실시간으로 교환된다. 무거운 주제가 지겨우면 만화를 보거나 스크랩한 사진 등을 올리면서 
‘논다’. 카페에서 온라인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은진양은 “온라인 친구는 온라인에서 만나 
놀지만, 어쩌다 번개팅으로 처음 만나도 그리 어색하지 않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10대들 역시 은진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거
침없고 발랄하다. 집회 때마다 서로 발언하겠다고 나서, 사회자가 “30~40대 중엔 없냐”고 진
땀을 뺐다. 30·40대는 긴장된 모습으로 발언순서를 기다렸지만, 10대 발언자들은 무대에 오
르기 직전까지 자기들끼리 재잘댔다. 하지만 의사표현은 확실했다. ㅈ여고 3학년 김아무개양
은 “지난 선거 때 20대 투표율이 19%다. 10대 때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냐, 20대의 무관심이 이명박을 당선시켰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들은 ‘발찍한’ 구호들도 쏟
아냈다. “경제를 살리지 말고, 목숨을 살려달라”,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거든, 차라리 대
운하를 파라”, “광우병 걸려 민간의료보험 혜택 못 받거든 대운하에 뿌려다오” 등 통통튀는 
구호가 어른들을 제압했다.

또한 10대는 빨랐다.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었다. 촛불집회 현장을 실
시간으로 카페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다른 회원들한테 공유됐다. 
엄지손가락으로 문자를 쓰는 속도는, 기자들의 노트북 자판 속도보다 더 빨랐다. 10대들은 
집회에 ‘정치색’ 대신 ‘개성’을 입혔다. “우측에 무슨 단체 깃발을 든 사람 있음. 깃발 따라가
지 마세요”라는 문자로 행동을 통일했다. 20·30대들이 까페 이름이 적힌 손팻말로 사람들
을 모으는 동안, 10대들은 손등 별 표시, 흰 수건 등으로 서로를 알아봤다.

이들은 또한 영민했다. 김지민(고3)양은 “관심있는 내용이면 같은 기사라도 각 언론사 별로 
읽어 보고 비교한다. 이건 아니다 싶으로 곧바로 댓글을 단다”고 했다. 고아무개(고1)은 “<얼
굴없는 공포 광우병>이란 책을 사서 봤다. 영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똑같은 변명을 했지만, 
얼마 뒤 광우병이 증가하고 인간광우병 환자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례/황춘화 기자 soulfat@hani.co.kr 영상 박수진, 조소영 피디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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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향 소통 ‘2.0 세대’

최근 우리의 시선을 끈 것 가운데 하나는 촛불집회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하다. 2004년 
탄핵반대 집회 이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하나라면, 놀랍게도 10대들이 집회를 주
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른 하나다. 나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흐름의 선두에 서 있는 이 
10대들을 ‘2.0 세대’라 이름짓고 싶다. ‘웹 2.0’이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
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말한다면, 지금 등장하는 ‘2.0 세대’는 인터넷 공
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식과 사회의식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10대
들을 지칭한다.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80년대의 ‘386 세대’(민주화 1.0 세대), 90년대의 ‘신세대’(정보화 
1.0 세대), 외환위기 이후의 ‘88만원 세대’ 등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이어져 왔다. 이들은 각
각 민주화 시대, 문화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응한다. 이 가운데 특히 ‘88만원 세대’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을 상징적으로 
웅변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여기서’ 2.0 세대의 반란이 이뤄진 것일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
저,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 논란은 바로 10대들 자신의 급식과 건강, 무엇보다 삶의 안전
에 직결된 문제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승인받고자 하는 ‘인정정치’의 열망이 표출됐다
고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효율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자신들
을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데 대한 적극적인 거부다. 

‘2.0 세대’의 특징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복합적인 것으로 읽힌다. 첫째, 이들은 개인주의적이
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한다. 둘째, 이들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은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노마드)’이다. 셋째, 이들은 기성세대의 ‘욕망의 정
치’에 반해 자아실현을 소중히 하는 ‘탈(脫)물질주의 가치’의 세대이기도 하다. 넷째, 이들은 
부모인 ‘386 세대’로부터 사회비판 의식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격세유전’적 
특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세대’의 등장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열체제의 대학에 입학
하거나 양극화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이들은 냉혹한 현실의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
만 동시에 이들의 발랄한 저항은 우리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민적 주체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개의 연옥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년 민주화 시대의 
마감이 하나라면, 10년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다른 하나다. ‘2.0 세대’들의 
움직임에 자꾸 눈길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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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2.0세대 크리스천들，달라진 신앙생활 

불과 수년전만 해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과 찬송가를 챙겨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
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이른바 ‘웹 2.0
세대’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 유형은 변화무쌍하다.

◇DM(Digital Midium) 크리스천=강모씨(21·대학 3년)는 요즘 세대답게 노트북, PMP, MP3 같
은 디지털 기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용품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에 그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장비"
라며 "디지털 기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

강씨의 하루는 며칠 전 새로 다운로드를 받은 CCM 모닝콜로 시작된다. 졸린 눈을 비비며 
노트북을 켠 그는 기독교 위성방송인 CGN TV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다. 평소에는 집 근
처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 요즘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김모(20·대학 2년)씨는 등교길에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를 달고 다닌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전하는 영어 설교를 다운받아 듣는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어 일석이조다. 복잡한 지하철에서는 MP3를 꺼내 오디오북으로 성경 말
씀을 듣기도 한다.

◇CCM 문화 최대한 활용=학급에서 '잘나가는 그룹'의 리더격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통하는 여고생인 박모(18·고3)양. 그녀가 급우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예수쟁이'로 꼽히게 된 
건 독특한 전도법 때문이다. 다짜고짜 행인들을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식이 
아니라 친구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 바로 기독교 문화공연에 친구들
을 초청하는 것.

'지저스 지저스' '다윗왕' 등 기독교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나 신세대 취향에 맞는 CCM 밴드
의 공연에 데려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교회를 소개한다. 얼마전 CCM 비보이팀 공연에 친
구들을 데려간 박양은 "친구들이 '기독교 문화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
렇게 신날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며 흐뭇해 했다. "우리 세대에 맞는 감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교회가 즐거운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김모(24·대학 3년)씨는 교회 서적과 동영상 설교 말씀을 모아놓은 인터넷 카페지기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
다.

◇어학연수 대신 해외 봉사= 치과의사인 이의룡(32)씨. 그는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남들은 보통 군의관이나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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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군복무를 대신하는데, 그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의사를 선택했다. 해외 
복무 기간은 오는 11월에 끝나지만 그는 6개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현지에 머무르기로 했
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씨처럼 주로 빈국을 찾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국의 기독청년들을 어렵지 않
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해외 어학연수 대신 기독 NGO나 국제 구호단체 소속으로 봉사를 겸
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스스로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부모나 형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단체로 관광을 포함한 선교여행을 떠나는 기
존의 선교 방식과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

이번 여름방학 때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대학생 조모(24)씨는 "부모님께 손 벌
리기 싫다"며 경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크리스천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
를 찾은 그는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 기독교 관련 서적의 교열을 본다. 조씨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다"면서 "급여는 비록 적지만 기독교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좋다"고 만족해 했다.

국민일보  전웅빈 권지혜 기자 imung@kmib.co.kr

Key Word 

DM족: 디지털 수신 장치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소리, 문자 등의 콘
텐츠를 접하는 미디어 소비자

● 미국 기독교, ‘블로그’의 위력에 눈뜨다
 
남침례신학교 엘버트 몰러 총장도 블로그 이용 
미국의 기독교지도자들이 점차 '블로그'의 위력에 눈뜨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미국 기독교 
신문 '비블리컬레코더( www.biblicalrecorder.org)가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블리컬레코더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 D. 로버츠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빈에 있는 어빈 장로교회 커뮤니티와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만 이용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블로그는 그 상상을 넘어서 하루에 1,500명이 방문하며 주말에는 방
문자가 2,000명을 넘어선다.

성도수가 750명인 교회의 목사인 로버츠는 "나는 전세계에서 문자로 만나는 독자들을 가지
고 있다. 멜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의 영화감상평은 영화가 개봉된 이래로 
25,000명 이상의 독자들이 보았으며, 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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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기독교 블로거(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행동하며 
주장하는 한 작은 예이다. 그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보다 더욱 생동감 있고 다
양한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로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다.

'블로그(blog)'라는 단어는 '웹 로그(web log)'의 줄임말로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 자신의 목소
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저널을 말한다. 블로거들은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CBS 
보도에서 다룬 그의 병역에 관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줬고, 중동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 묘사된 전쟁을 담은 블로그는 미국인들에게 전쟁을 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많은 투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블로그를 이용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블로거를 통해 여러가지의 기회들을 발견하고 얻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허그 헤위트는 기독교출판사 '토마스 넬슨'을 통해 지난 1월 '블로그: 변화하는 세
계안에서의 정보개혁 이해'를 출판하기도 했다.

헤위트는 기독교의 전파에 중점을 둔 신약에 대해 "지상대명령(Great Commission)은 커뮤니
케이션에 우선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지금 지상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영향력 있는, 새로
운 브랜드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헤위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한 대필작가였으며 레이건 행정부 내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로스
엔젤레스에서 총 75개 도시에 방영되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라디오 토크쇼 방송 진행자
이다. 그의 블로그 'hughhewitt.com'은 하루 방문객이 40,000명이며 선거일에는 무려 250,000
명을 기록했다.

헤위트는 자신을 '복음전파를 위해 애쓰는 정치적인 블로거'라고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주류 미디어들과 비교해볼 때 비주류로 여겨졌던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받
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전세계를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벽과 왜곡들을 이미 
사라졌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여기에 있으며, 훌륭한 기독
교 블로거들이 이곳에 범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위트는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의 라 미라다에 있는 비올라 대학에서 750여명의 기독교 블
로거들이 모인 가운데 '블로거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루이스빌에 위치한 남침례교신학교의 엘버트 몰러 총장은 "블로그의 수와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질것이다"라고말했다. 몰러총장은 이미 그의 블로그 'crosswalk.com/news/weblogs/mohler'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웹사이트와 블로거들에 대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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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이를 책임감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몰러 총장은 그의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뉴스들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견해, 생명윤리학에서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

몰러 총장은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고 말한다. 그의 블로거를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몰러 총장은 "기독교 세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다양한 견해와 분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로버츠 목사는 'markdroberts.com'에서 그의 블로그를 시작했으며 그는 블로그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전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했다. 그는 이것이 교회를 넘어 여러 곳에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현재 그의 블로그를 통해 그가 교회에서와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전파되
고 있다. 그는 신학적인 이슈들과 새 성경번역에 있어서의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22개의 시리즈를 블로그에 싣고 있다. 

그는 '다빈치코드'에 관한 그의 견해를 블로그에 담아, 대표적인 포탈사이트인 '구글'에서 '예
수가 결혼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상위 10위에 들기도 했다. 그는 이를 통한 
광범위한 대화를 즐기고 있으며, 블로그가 이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블로그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블로그(Blog 혹은 Web log)란 Web(웹)과 Log(로그)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웹에다 일기(로그)처럼 차곡 차곡 적어 
올려서,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글모음이다. 보통 시간의 순서대로 가
장 최근의 글부터 보이며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게시판(BBS)과는 달리 한사람 혹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블로그를 소유해 관리하는 사람을 블로거라고 
한다. 블로그는 개인적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어떤 대형 미디어에 못지않은 힘을 
인터넷을 통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것의 시초는 원래 컴퓨터 통신 시절의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던 것이 인
터넷의 발달과 개인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됨으로서 인
기를 끌게 되었다. 처음에 나왔던 블로그에는 단순히 텍스트인 글을 올리고 읽는 기능만 있
었으나, 사진, 음악, 플래시,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또한 블로그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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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과 트랙백(Trackback, 다른 블로그에 자신의 글을 보내거나 반대로 다른 블로그의 글
을 자신의 블로그에 보내는 기능)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블로그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확
장되도록 발전하였으며 RSS나 Atom으로 손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도 한다. 최근에는 택스트 중심에서 분화된 오디오의 팟캐스트나 비디오팟캐스트도 발전하
고 있다.

● 영국에선 기독교 블로그 활성화... 시상식 개최

영국 내 기독교 블로그의 선교적 활약을 기념하고 격려하는 ‘크리스천 블로그 시상식
(Christian Blog Awards)’이 오는 9월 21일 성 스테픈 월브룩 성당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은 영국의 기독교 매체 ‘프리미어 크리스천 미디어(Premier Christian Media)’가 
처음 주최한 행사로 ‘독창적인 예배 블로그’ 부문, ‘영감이 넘치는 리더십 블로그’ 부문, ‘성
공적인 전도 블로그’ 부문, ‘최고의 새신자 블로그’ 부문, ‘최고의 기독 청년 블로그’ 부문, 
‘최고의 기독교 논평 블로그’ 부문,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블로그’ 부문, ‘최고의 교
회 사이트’ 부문으로 총 8가지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이번 시상식을 진행하는 마리아 토스(Maria Toth)는 “블로그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블로그를 선교의 도구나 서로 간에 조언 및 친교에 활용한다”고 밝히
고 “이번 시상식을 통해 블로그라는 매체가 영국 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기회와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스챤 투데이 이예지 기자 yjlee@chtoday.co.kr

● 한겨례 신문사에서 주최한(2008년 7월 2일) 
<촛불, 세상을 바꾸다 ‘웹에서 광장으로’> 시민 포럼 요약

“집회주체가 계급·민중서 대중으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촛불과 시민 문화운동’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먼저 촛불집회에
서 나타난 ‘패러다임의 변동’에 주목했다. 진 교수는 “투쟁적인 ‘저개발의 정치’에서 유희적
인 ‘과개발의 정치’로 넘어갔다”며 “50~100m 앞에서는 박터지게 싸우지만, 그 뒤에서는 유
모차 끌고 록밴드 공연을 즐긴다”고 말했다. 

집회의 주체도 계급과 민중에서 대중으로 변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쇠고기 문제가 이전에
는 농민 계급의 문제였지만, 생명권을 매개로 모든 사람과 관련되면서 패러다임이 확 바뀌
어버렸다. 자본과 신체가 부딪치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생명권의 문제를 착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계속 7%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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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얘기하지만 대중들은 이미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었다”며 “소비대중의 높아진 요구
를 70년대식으로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많이 놀랐겠지만 아직도 이해
가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촛불의 능동성과 자발성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집회에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 알
아서 피켓과 구호를 만들어왔다. 시민들은 상식과 에티켓으로 모였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냈다. 창발 효과다.”

그런데도 정권은 대중이 움직였으니 누군가 명령했을 것이라고 ‘배후’를 들먹였다고 진 교
수는 지적했다. 그는 “대중을 선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들 상상력의 한계”라며 “청
와대를 뚫은 건 800번 버스를 타고 들어간 여고생이었으며, 그것은 물리력이 아닌 상상력”
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촛불집회의 배경으로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들었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모든 사
람이 카메라로 찍어대고 휴대전화로 연락한다”며 “386은 ‘해방의 역사’를 창조하려고 했는
데 디지털 소비대중은 내러티브를 창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운동에서 성별 역할분담 사라져” (김영옥 이화여대 교수)

“광장에 등장한 여성들이 가져다준 새로운 혁명의 희열과 맛을 지속적으로 그리워하고 찾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을 주제로 한 발제
에서 “‘촛불소녀’라는 사건 주체의 원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소녀들의 등장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신중한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이
라며 “처음에 촛불을 점화한 사람부터가 여성이었고, 다양한 역할과 형태로 진화하고 전개
되게 만든 힘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민주화 운동 내부에 있던 성별화된 역할 분담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번 촛불집회가 갖고 있는 가장 의미심장한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광장의 외부에서 살림을 도맡아왔던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했던 
살려내기, 포용해내기, 돌보기의 경험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냉혹한 맹목적 자유의 원칙을 
거스르고 저항해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시위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풀뿌리 차원, 미세한 살림의 차원에 있던 생명정치가 생활정치로 부화할 때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정치가 내몰려 있었던 막다른 골목에서 해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시위의 원동력이 ‘여성의 감응력’에서 나온다는 해석도 내
놨다. 그는 “여성의 감응력이 훨씬 복합적이고 예기치 않은 돌발적 힘으로 뭉쳐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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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며 “촛불 소녀의 원형적 의미를 끊임없이 되살리면서 촛불 소녀가 촛불 어머니, 촛
불 언니, 촛불 할머니, 촛불 삼촌, 촛불 아빠, 오빠 등으로 끊임없이 변태하고 새끼치고 증식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1인미디어 발전이 정보왜곡 막아” (김중태 IT 칼럼니스트)

“10대의 촛불집회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가장 도덕적인 세대인 10대들이 어른의 세계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발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촛불혁명과 원동력-1인 미디어와 웹 2.0’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중태 정보기술 칼럼니스트
는 “촛불시위의 주체가 된 10대들은 쉬운 웹과 1인 미디어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자라 디지
털 문화와 하이퍼 마인드를 지닌 진정한 신세대”라고 정의하고, “글쓰기 아이콘만 눌러도 
인터넷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쉬운 웹과 1인 미디어의 발달이 정보 왜곡을 막고 참
여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고, 그 선두에 ‘에이치 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시위에 나선 10대들이 비선형적, 비순차적 사고방식을 지닌 ‘에이치 세대’(Hyper 
generation)라고 정의하고, 이들 에이치 세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과 똑같이 인터넷에서 뉴스와 텍스트를 보고 자라며 어른들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고 꼽았다.

그는 “에이치 세대는 경제의 생산과 소비,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비선형적, 비순차적 형태로 
하며, 권력의 형태도 마찬가지”라며 “과거에는 수십 년의 교육과 경험을 쌓아야 권력을 획
득할 수 있었고, 권력을 행사하는 기간도 길었지만 지금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는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고, 인터넷에서 이슈메이커 중심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시청 앞 응
원이나 촛불시위 등으로 행동에 옮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퍼 파워의 크기는 사람들에
게 이슈가 흡수되는 범위와 크기에 비례하며, 권력의 유지는 이슈가 끝날 때까지로 짧고, 점 
단위의 동시다발적인 이슈로 권력이 이동하고 분산한다”고 설명했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 블로그가 밝힌 광화문 촛불 

요즘 이런 농담이 들린다.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지만, MB는 초중딩과 싸운다.’ 조중동으
로 대표되는 기성 미디어들이 친정부적인 논조와 기사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광화문의 밤을 
밝히는 촛불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으로 시작되어, 정권퇴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촛불집회가 바로 미디어의 변혁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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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 진보적 도구가 정치적 성취를 이룩한 대표적인 사건은 노무현 대
통령의 당선이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과 댓글로 네티즌들은 열린 정부를 만들어 
냈었다. 그러기에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의 경계대상 1호는 당연히 포털 사이트였다. 그 사이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제한기능을 마련했다. 5년 전처럼 게시판과 댓글
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없게 했다. 네이버라는 큰 아크로폴리
스의 문이 닫히자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블로그(Blog)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
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즉, 노무현이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인터넷 활용능력에 힘입어 권력을 잡게 된 것이다. 하지
만 문제는 확장과 억제라는 명백한 차이다. 지금 촛불집회 확산의 복판에는 블로그가 있다. 
노트북을 들고 디지털 카메라를 매고 광화문에 나간 시민이 무선인터넷으로 자신의 블로그
를 통해 현장을 중계한다. 그러면 수천에서 수만 명의 네티즌들에게 즉시 광화문의 상황은 
‘보도’된다.  미디어다음 블로거 뉴스에 베스트 게시물이 되면 ‘한 블로거의 견해’가 조선일
보의 사설보다 많이 읽힌다. 이렇듯 블로그는 분명한 대안 미디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진보
된 미디어의 힘은 과거처럼 몇 개의 언론사, 몇 개의 포털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축소될 수 
없는 지점까지 성장했다. 

‘웹 2.0’ 시대의 상징 
블로그는 인터넷이 가진 확장성(Wide)과 의외성(Web)이 한차례 더 진화된 괴물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소위 홈페이지 시대에는 사실 일방적인 사용자의 정보를 소비자가 학습 받
는 것이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MBC TV를 보거나, 조선일보를 읽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던 이 시대를 나는 웹 1.0이라고 정의한다. 카페를 만들고 미니홈피를 사용하는 것 역시 
결국은 ‘예측가능한 자신의 주변 커뮤니티’의 구성이기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학교 동아리나 같은 취미의 동호회를 만드는- 그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진보라고 말할 순 없
다. 하지만 블로그는 확실한 진보다. 대중혁명이다. 촛불집회의 현장을 언론을 통해 읽는 것
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장을 기록하고, 이들의 
기록은 대형매체들의 기사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 블로그가 이룩한 혁명이다. 그
래서 블로그는 바로 사용자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는 웹 2.0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 무명
의 블로거들의 포스트는 뉴스가 되어서 기성매체와 투쟁한다. 새로운 컨텐츠가 되어 익숙한 
정보와 대립한다. 그러면서 어디가 종점인지도 모르는 미로의 거미줄(Web)속으로 확장되며 
흩어진다. 이것이 바로 블로그의 성질이다.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몇 개의 블로그가 ‘촛불
이라도 들자.’라는 포스트가 등록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광화문의 밤은 촛불로 밝혀지고 있
다.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세상과 부딪혀보는 실험이다. ‘확장과 의외’를 갈망하는 괴
물이 살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과감하게 나만의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해 보길 바란다. 인터
넷의 사용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다듬어져 가는 사이, 이전엔 없던 새로운 콘텐
츠가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조현진/전 인터뷰 365 편집장
(문화 매거진 『오늘』 7-8월 호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