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대의 글

문화선교적 과제를 중점으로 모색해온 기독교문화 학술 심포지움은 2004년도 이후 
계속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할 시대적 과제와 이에 따른 문화선교적 과제를 제시하려고 노
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색의 연속선상에서 2009 기독교문화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2008년도 한국사회의 거대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촛불집회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대적 흐름과 가치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동의 중심에 있는 웹 
2.0이라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의 도래와 그에 따른 참여와 공유, 소통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의사소통의 흐름을 탐색함으로써 이른바 웹 2.0시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들
을 교회의 목회와 문화선교영역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러
한 의미있는 과정에 동참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든 모색을 
통해  한국교회가 온전한 사회적 섬김의 길을 감당하는 소중한 인식과 자극들이 촉발되기를 
기원합니다. 

실행위원장 임성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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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말씀

1:35 - 1:40  총무(KNCC) (5′)

발제  (진행 : 이정구 교수) 
SECTION 1
1:40 - 2:00  발제 1: 박웅진  수석연구원(20′)
2:00 - 2:20  발제 2: 김호기  교수(20′)

intermission 10′

SECTION 2
2:30 - 2:50  발제 1: 최성수  박사(20′)
2:50 - 3:10  발제 2: 성석환  교수(20′)
3:10 - 3:30  발제 3: 최은호  사무국장(20′)

intermission 10′

종합토론(진행 : 임성빈 교수) 
3:40 - 4:00  토론 1 웹2.0 시대의 도래: 그 의미와 파장을 진단한다.
4:00 - 4:20  토론 2 웹2.0 시대 소통과 공공성의 목회는 가능한가. 시대정신과 교회의 과제
4:20 - 4:30  종합토론 정리

패회 및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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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1

이정구 교수(성공회대 신학과)

제목 

박웅진 미디어의 발전과 웹2.0 시대의 함의

김호기 “2.0 시대의 도래와 한국사회의 변화” : 미래 세대와의 대화 

이정구   교수-성공회대 신학과, 영국 버밍험 대학 Ph.D.
박웅진 연구원-한국콘텐츠연구원 수석연구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Ph.D. Candidate 
김호기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사회학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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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와 웹 2.0시대의 함의

｜ 수석연구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1927년 어느 늦은 겨울, 조선의 경성 YMCA앞. 호기심 가득한 수 백 개의 눈망울들이 탁상 위
에 놓인 작은 상자에 집중돼 있었다. 잠시 후 몇 시 정각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작은 상
자가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JODK’라는 아나운서의 말끄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여기
저기서 ‘우와’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영문을 알 리 없는 지게꾼들은 그저 서로 바라보며 놀란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다. 뒤에서 팔짱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양반네
들도 눈앞의 이 진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팔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
져 나갔다. 한반도에서의 전자 미디어 시대는 이렇게 경이와 탄성 속에 기지개를 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82년이 흐른 뒤의 2009년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는 젊은이들의 열 
중 여섯은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자그마한 이동전화 화면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
나 TV드라마를 즐기고, 아스팔트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행렬 속에선 교통체증에 지친 운전자
들이 물끄러미 ‘다시방’ 위의 DMB 화면을 응시한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국가 실현’이 국정운
영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아 온갖 진흥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느새 ‘코리아’는 세계가 부러
워하는 ‘IT 강국’이 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몇 만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할 거라는 주장 속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도도히 ‘미디어 강국’으로 변모해가고 있
다. 

인터넷의 등장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미디어 빅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한
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미국의 4개의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아르파넷(ARPANET)으로부터 출발한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프로토콜로 TCP/IP를 채택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아르파넷과 군용의 MILNET으로 분리되어 지



5

같은 인터넷 환경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동서 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때 미 국방부 고등계획국에서는 핵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구하게 되는데, 연구결과 기존의 회선교환(circuit switching)방식보다는 패
킷교환(packet switching)방식이 매우 견고하고 생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최초의 2개 노드간의 상호연결이 1969년 10월 29일 UCLA와 SRI연구소간에 시도되었
는데, 이 통신망이 아르파넷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TCP/IP 기반의 네트워크가 된 것은 1983
년 1월 1일 아르파넷이 NCP 패킷 송출을 중단한 것을 기점으로 한다. 
아르파넷과는 별도로 1986년 미국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5곳의 수퍼컴퓨터센
터를 연결하여 NSFnet을 만들었는데, 1980년대말에 이르러 아르파넷이 이곳에 흡수 통합되면서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 등 세계 모든 곳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이 완성된다. 
애초 군사용․연구용으로 개발된 인터넷이 민간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계기는 인터넷의 상
업적 이용이 허용되고, 인터넷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자이크(Mosaic)
라는 웹 브라우저가 1993년 출시되면서부터이다. 현재는 전세계 146개국 5,000여 컴퓨터 네트
워크와 9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 통신망으로 발전하고 있다1)

전세계적으로 라우터를 통해 연결된 인터넷을 시각화한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웹의 탄생

흔히 웹이라 불리는 월드와이드웹(worldwide web)은 인터넷망에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 (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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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또는 세계적인 인터넷망을 지칭한다.2)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여러 
개의 HTML 문서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오가와 히로시 등, 
2006).3) 

웹과 인터넷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과 웹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은 위
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계 컴퓨터가 상호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인터넷 내에서 활용가능한 도구는 텔넷, FTP, 뉴스그룹, 핑, 후이즈, e-mail, P2P, 메신저, 웹 등
으로 매우 다양하다. 결국 웹이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
다. 그러나 다른 도구에 비해 웹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인터넷과 웹을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오가와 히로시 등(2006)는 인터넷은 전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이며, 웹은 웹 서버가 내장된 컴퓨터에 HTML 문서를 넣어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터넷과 웹의 차이를 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터넷이란 하드웨어이고, 웹은 그 인터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웹 개발자, 팀 버너스 리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웹이라는 도구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 팀 버너스 리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부터 ‘정보의 연결’을 생각해 왔으
며, 1980년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에서 들어가 
양성자 가속기 작업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엄청난 양의 연구결과 및 자료의 효율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하이퍼텍스트의 개념(텍스트와 텍스트를 링크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아이디
어)을 인터넷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웹의 구조를 정리했다. 
이후 그는 빠른 속도로 웹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1991년 5월에 CERN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웹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뉴스그룹에 웹 도구 발표, 12월에는 미국의 텍사스주 산안
토니오에서 열린 ‘하이퍼텍스트 학술회의’에서 월드와이드웹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웹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후 1994년 5월 25일 350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CERN의 
강당에서 최초의 웹 회의가 열렸고, 그해 10월에 미국 MIT 대학에서 비영리단체인 
W3C(Worldwide Web Consortium)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웹 시대가 개막된다. 팀 버너스 리는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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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HTML, URL, 원형개발을 통해 웹을 낳은 부모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서, 그가 세계 최초의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의 구조를 세상에 공개한 날이 1991년 8월 6일
로 이 날을 전세계 웹 탄생의 날이라 볼 수 있다(오가와 히로시 등, 2006; 김중태, 2006). 

웹2.0의 등장  

팀 버너스 리에 의해 초기의 웹 구조가 완성된 후 불과 십수년 만에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인
터넷 세상에 또 다른 격변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목격되는데, 이것은 ‘웹2.0’으로 불리는 새
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웹2.0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참여․개방․공유로 대변되는 웹2.0의 확산
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매커피(Andrew P. McAfee) 하버드대 교수는 ‘웹2.0이 장기간에 걸
쳐서 일어나는 일대 전환’이라고 정의한다. 웹 탄생 이후 웹1.0의 시기를 거쳐 웹2.0이 태동하
고 급속하게 확산된 핵심 동인(動因)으로는 블로그와 블로거의 증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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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의 증가 추이 

             출처: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6의 데이터를 재가공

웹2.0의 개념

그렇다면 웹2.0이란 모호한 용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웹2.0은 인터넷에서 ‘90년대 말부터 진행된 일련의 변화 양상과 그 방향성(트렌드)을 종합한 개
념이다. 따라서 웹2.0이 특정기술이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기반을 둔 정적인(static) 웹이 과거에 비해 그 ‘활동성’을 대폭 강화하
는 형태로 진화해나간 차세대 웹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웹2.0의 구체적
인 모습은 ‘최종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웹’ 형태로 가시화되는
데, 쉽게 설명하면 ISP와 같은 서비스 업체가 블로그, 검색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
용자는 이러한 기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 지향’ 형 웹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웹2.0을 문화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웹2.0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IT계 출판사 오라일리의 CEO인 팀 오라일리에 
의해서다. 그는 ‘90년~2000년 초반에 결처 진행된 웹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를 웹2.0으로 총칭
했는데, 특히 2004년, 2005년 두 차례 개최된 웹2.0 컨퍼런스를 통해 이 용어는 인터넷 비즈니
스와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웹2.0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네트워크 트렌드
에 대한 다방면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팀 오라일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IT 전문가들도 ‘90년대 말부터 시작
된 웹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양상들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팀 오라일리가 이를 웹2.0이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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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지만 단순한 용어로 부르게 되면서 웹2.0은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없는 편리한 키
워드로서 눈 깜짝할 새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오가와 히로시 등, 2006).

웹2.0 vs 시맨틱웹 
최근에는 웹2.0이 지나치게 서비스적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보다는 웹의 
변화를 추동하는 선행적 요인인 네트워크 기술 측면에서 트렌드를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주장에 기반해 시맨틱웹(semantic web)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웹2.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인 1998년에 이미 고안된 개념이다.  
시맨틱웹은 최초의 웹 개발자인 팀 버너스 리가 미 MIT의 W3C에서 발표한 방식으로 웹을 자
율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능하게끔 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는 웹 구조를 개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맨틱웹이
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에 따르면 시맨틱웹이란 ‘현재 웹의 확장으로, 잘 정의된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컴퓨터가 좀더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웹’이라고 설명한다. 한마디
로 시맨틱웹은 데이트베이스로서 완벽한 상태의 웹이라고 할 수 있다(오가와 히로시 등, 2006). 
그런데 그의 설명에는 한 가지 숨겨진 부분이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컴퓨터가 잘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맨틱웹 전문가들은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잘 정리된 좀더 많은 정보를 추가
로 제공해 정보해석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동화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
중태, 2006). 결국 시맨틱웹이란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와 
컴퓨터가 공간 개념을 뛰어 넘어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지능화된 웹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웹2.0과 시맨틱웹은 보다 인간중심적인 구조화된 네트워크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맨틱웹이 목적지를 향한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웹2.0은 시맨틱웹의 기술을 응용하여 어떻게 인간 생활에 적용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서비스와 경제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김중태, 
2006). 한편 후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시맨틱웹은 미래형 웹으로서 웹3.0과 관련된 논의에
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웹2.0으로의 진화요인, 숲에 난 오솔길 
앞서 ‘90년대 말부터 웹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들이 IT 전문가들에 의해 목격되었고, 이것이 웹
2.0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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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웹2.0이라는 트렌드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 진행되었다는 사실
이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면 웹2.0의 등장배경에 대한 설명은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창조론적인 입장보다는 우연에 의해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웹2.0의 자연발생적 원인은 무엇일까? 매우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다름아
닌 웹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증가다. 국내 최초의 풀타임 블로거로 불리는 김태우씨는 이와 관
련하여 매우 재밌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는 웹2.0은 ‘숲에 난 오솔길’과 같다고 주장한다.4) 
간결하면서 적확한 그의 설명이 웹2.0의 진화론적 발생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
기에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처녀림에 어떻게 등산로가 생기는 것일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 십 년에 걸쳐 왕래를 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지요. 중요
한 것은 등산을 한 사람들은 단지 목적지를 향해 갔을 뿐이지 한 번도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마음 먹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용자들은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Explicit'한 의도 없이 그저 등산을 했을 뿐이지
만 수 만 명의 사람들로 붐비다보니 결국 등산로라는 유용한...결과물이 생긴 것
입니다. 저는 웹2.0의 방법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
면 왜 웹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일까?『웹2.0 이노베이션』의 저자 오가와 히로시 등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데,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 자체가 다양화되고 거기서 유통되
는 데이터의 양이나 종류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의 요지이다. 그는 웹1.0이 
웹2.0으로 진화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웹 사용자의 증가라
는 양적 요인과 웹의 구조적 진화(HTML→XML)라는 질적 요인이다. 그의 주장이 앞서 김태우
씨가 분석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는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해주
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웹2.0의 첫 번째 등장배경이 된 웹 사용자가 늘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오가와는 웹 사용자를 늘린 초기의 공로자가 웹 브라우저라고 분석한다. 웹 브라우저의 
등장으로 과학자나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들 외에 일반 사용자들도 HTML 문서를 읽을 수 있

4) 's log - web2.0 and beyond(http://twlog.net/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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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특히 1993년 개발된 모자이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이미지도 재현하
게 되면서 화려한 웹 사이트에 일반 사용자의 접근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포털 사이트 등장도 사용자가 웹을 간단하게 이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검색 
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웹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웹 
사용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웹의 급격한 확산은 무
엇보다 블로그/블로거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웹 브라
우저의 개발, 포털 사이트의 등장, 검색 서비스의 진화 등이 웹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수를 늘
렸다면 블로그는 주기적으로 웹에 데이터를 올리는 사람, 즉 블로거와 데이터의 양을 큰 폭으
로 늘리는데 기여함으로써 웹2.0 시대라는 문명사적 빅뱅을 촉발시킨 최대 기폭제가 된 것이
다. 
그러나 블로그의 급격한 확산은 웹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힘입은 바 큰데 그것은 
XML5)로 대표되는 웹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웹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HTML 문서
의 네트워크라는 점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HTML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비전문가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웹의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지만 한편 프로그램 자체로만 보면 
불완전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결함으로는 웹 사이트 간의 데이터 공
유가 어렵다는 점이다. 웹이 보편화되고 웹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취급
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욕
구도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웹 사이트 간에 데이터를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여
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웹 서비스이고, 웹 
서비스의 구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XML이다. 

김중태(2006)는 HTML과 XML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TML의 특징
1. HTML은 문서 디자인용 태그가 대부분이다. 문서의 구조는 설명하지 않는다. 
2. HTML 문서는 문서내용과 디자인만 있어 기계가 문서의 의미나 구조를 파악하
기 어렵다. 

5)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확장성 생성 언어(擴張性生成言語)로 번역되며, 1996년 W3C
에서 제안하였다. HTML보다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
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 관리하기에 쉽게 되어 
있다. 이밖에 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지만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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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특징
1. XML은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문법으로 문서 작성자가 태그를 만들고 정의
할 수 있다. 
2. XML 문서는 문서의 자료 구조, 태그의 의미 등을 설명하므로 기계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자동화하기 좋다. 

XML과 같은 웹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는 웹을 
매개로 인터넷이라는 거대 네트워크의 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이를 
촉진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블로그/블로거의 증가다. 
결국 웹2.0의 생성과 진화는 앞서 오가와 히로시 등이 제시한 두 가지 요인, 즉 웹 사용자의 
증가라는 양적 요인과 웹의 구조적 진화(HTML→XML)라는 질적 요인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
으면서 상호 추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웹2.0 vs 웹1.0 

웹2.0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웹, 즉 웹 1.0과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웹1.0이라는 당연히 웹2.0이 유행하기 전의 월드와이드웹 상태를 뜻하며, 시기적으로는 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던 대부분의 웹 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2006년 11월, 테크넷 서밋에서 넷플릭스의 창립자이자 최고책임자인 리드 헤스팅스는 이 
웹의 구문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웹1.0은 전화 접속, 평균 50K 정도의 대역이었으며, 웹2.0은 평균 1메가비트의 
대역이며, 웹3.0은 완전한 비디오 웹이 될만큼 속도가 나오는 10메가비트의 대역
이 될 것이다”6) 

  
헤스팅스의 정의는 웹1.0, 웹2.0, 웹3.0 간의 차이를 대역폭(bandwidth)을 기준으로 한 기술적 차
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로선 선뜻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좀더 
쉽게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사회적으로 접근해보면 웹1.0과 웹2.0의 구분 기준은 사용

6) (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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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바탕이 된 ‘개방’된 자율적 환경에서 사용자 간에 활발한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
고 있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반복되는 용어는 ‘사용자’이며, 이것이 웹2.0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 세계적인 시사잡지 타임(Time)은 “웹2.0이 세계 경제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인은 바로 당신(YOU)”이라며 웹2.0에 있어서 사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웹2.0은 웹1.0과 달리 기계(컴퓨터) 중심이 아닌 인간(사용자)을 보다 편리
하게 해주기 위한 목표를 향해 진화하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김중태
(2006)도 웹1.0과 웹2.0과의 차이를 기계와 인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웹
1.0이 인간의 노동력으로 움직인 웹이라면 웹2.0는 기계의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웹’이라고 설
명한다. 즉 ‘웹2.0은 그동안 인간이 해야 했던 일들을 기계가 자동화처리해주는 웹으로, 인간이 
정보 처리를 위해 낭비한 시간만큼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인간을 위한 웹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 네티즌이 웹1.0과 웹2.0의 차이를 네이버 지식검색을 통해 정리한 내용으로 간
단명료하면서도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이곳에 잠시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웹1.0 서비스는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중앙집중화된 환경 하에서 정적으로 운
영이 되지만, 웹2.0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에 의해 자율적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
므로 양적, 질적으로 데이터가 풍부해 진다”

• “웹1.0은 기계 중심으로 대부분이 OS/브라우저에 종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웹
2.0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참여’, ‘공유’, ‘개방’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OS/브라우
저에 상관없이 기능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들에 의
해 확장도 가능하다”

웹1.0과 웹2.0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서비스의 사례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를 들 수 있다. 먼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중앙집중적 관
리로 운영돼 사용자들은 그 기능을 사용할 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수정을 할 수 없으나 
위키피디아는 사용자 참여에 의한 자율적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얼마든지 내용작성과 수
정이 가능하다. 결국 이런 참여․개방․공유의 이용 환경이 사용자 증가를 유발하면서 데이터의 
양적, 질적 증가가 도모돼 위키피디아의 영향력이 브리태니커를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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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웹1.0과 웹2.0의 차이를 앞서 살펴본 HTML과 XML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
는데, 그에 따르면 HTML과 ActiveX7)로 대표되는 웹1.0은 기계적이고 수직적인 흐름의 일방적
인 정보 전달이 특징이었다면 XML, RSS8), Ajax9), 포크소노미(Folksonomy)10), 태그(tag)11) 및 소
셜 북마크12) 등으로 대표되는 웹2.0은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참여 및 접근이 특징이라고 밝히
고 있다. 오가와 히로시 등(2006) 또한 XML화 되지 않은 기존의 웹을 웹1.0, XML화 된 새로운 
웹이 웹2.0이라고 구분하면서 웹1.0이 웹2.0으로 진화하게 된 원인이 웹 환경에서 XML의 ‘농도’
가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재미있는 설명을 덧붙인다.    

웹2.0의 주요 특징 
7) 응용 프로그램과 웹을 연결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기술 

8) RSS는 웹2.0이 실생활에 구현되고 있는 간단한 보기라 할 수 있다. RSS는 콘텐츠 배급을 위해 나온 
XML 형태의 규격 중 하나로 웹 사이트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 받기 위한 규격이다. 예를 들어 A사이트
에서 RSS를 지원하면 다른 곳에서 A사이트의 RSS 정보를 읽은 다음에 A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
으며 그 활용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RSS의 보급에는 블로그가 큰 몫을 했다. 블로그에서 RSS를 기본적
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블로그 확산과 맞물려 RSS도 빠르게 보급된 것이다. 요즘은 신문사, 쇼핑몰, 정보 
사이트, 기업 사이트 등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RSS를 지원한다(김중태(2006)). 

9)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로 대화식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웹 
개발 기법이다. 웹2.0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예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한다는 점인데, 그 대표적인 기술로 평가받는 Ajax의 경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용자의 경
험을 널리 퍼트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정보 생산을 위한 제반 요소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어디
서든 응용될 수 있는 표준이기도 하다. 이는 곧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정보를 생산, 공유할 수 있는 인
프라를 제공해주는 핵심 기술인 것이다(김택환(2008)). 

10) 포크소노미는 대중을 뜻하는 'folks'와 분류학을 뜻하는 'taxonomy'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 자
유롭게 선택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협업적 분류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흔히 대중분류법으로 
번역된다.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이 용어는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분류자는 보통 최초의 사용자이며, 포크소노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
이 보다 정확하게 정보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 모델을 반영한다고 믿는다. 포크소노미는 도서관학의 분
류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종종 거론되는 사례로,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 소셜 북마크인 딜리
셔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 등이 있다.

11) 태그 기술은 어떤 글이나 자료에 추가정보를 적은 꼬리표를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키워드다. 과거
의 기술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웹2.0에서는 시맨틱 기술이 적용되어 ‘의미를 가진 꼬리표(semantic 
tag)’로 재탄생했다는 점이다. 태그는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 사용자가 쓴 글이 어떤 주제나 
낱말과 관련 있는지만 밝혀주면 된다. 그러나 이 태그가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결될 경우 그 효용성과 
힘은 매우 커진다 (김중태(2006)). 플리커(http://www.flickr.com)은 태그 기반으로 인터넷 앨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사용자들이 웹서핑 중에 북마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이트 또는 포스트, 웹페이지를 발견하면 
웹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셜 북마크(social bookmark)는 브라우저에 즐겨찾
기를 추가하는 대신에 웹에 추가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영역에 북마크할 수 있도록 하
고, 몇 명이 북마크를 추가했는지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1명이 북마크한 사
이트보다 100명이 북마크한 사이트가 더 유용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딜리셔스
(http://delicious.com)가 미국에서 각광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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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플랫폼이란 단어는 매우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쉽게 이해하려면 윈도우와 같은 OS와 하나의 응용 프로
그램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글 2005’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 
혹은 서버 내에 먼저 이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특정 O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한글’
은 응용 프로그램, 즉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OS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웹2.0 환경에서 OS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OS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브라우저
에서 작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기존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OS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된 것과 같은 사용 환경 상의 제약
은 웹2.0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웹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웹2.0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웹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제 거의 모든 작업들
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웹상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들
이 문서작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식계산,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 편집 등과 같은 복잡한 기
능도 무리 없이 수행한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특정한 라이센스도 취득할 필요가 없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과거의 응용 프로그램과 달리 웹 어플리케이션은 누구에게
나 열려 있다. 예정된 소프트웨어 발표일도 없이 지속적인 개선만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보
면 웹 어플리케이션은 영원한 베타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웹 자체가 플랫폼이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S의 차이도 무의미해지지만 더 나아가 PC
냐 이동전화냐 하는 것도 상관없게 된다. 근미래에는 웹은 점점 더 기능이 향상되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웹 자체가 플랫폼
이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S의 차이가 무의미해지지만 더 나아가 PC냐 이동전화냐 하
는 것도 상관없게 된다. 근 미래에는 웹은 점점 더 기능이 향상되는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하
여 제공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오가와 히로시 등, 2006)

열린 공간 
웹2.0에서는 플랫폼으로서의 웹이 ‘열린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모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구글은 정보․지식중심의 ‘열린 공간’이며, 싸이
월드, 마이스페이스 등은 인맥 기반의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에서의 주요 
콘텐츠가 텍스트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플리커나 유튜브와 같은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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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랫폼으로 부상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미국: 웹2.0의 주요 플랫폼 유형과 업체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7)

웹2.0의 ‘열린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블로그 등이 활
성화되면서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소장하던 사진과 동영상들이 사회적인 공유 공간으로 대거 
유입되었으며, 정보 생산주체도 소수 전문가에서 일반 사용자로 확대되어 정보가 다양해지고 
전파범위도 확장됐다. 또한 태그, 포크소노미 등과 같은 기술적 진보로 사용자가 정보의 분류, 
평가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 참여
웹2.0에서는 웹에 존재하는 정보가 개인의 참여를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블로그는 개인의 참여를 기초로 하고, 사용자 간에는 누구나 정보
의 위치와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활
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발된다. 
열린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활발한 공유, 전파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보생산과 유통 비용이 크게 저하되고(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것이 다시 사용자 참여를 확
대시키는 동력이 된다. 

전통경제-웹1.0-웹2.0의 정보 생산 ․ 유통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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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경제연구소(2007)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많은 웹2.0 사이트들이 생성된 콘텐츠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개방된 개발도구(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해준다. 특히 이동전화, 카메라, 
캠코더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제작도구가 대중화되고 웹 기술의 발달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적은 데이터 용량만으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 생
산의 저변이 대폭 확대됐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웹2.0이 유발하는 변화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발간한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웹2.0이 유발하게 될 변화양상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나. 이용자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 
먼저 변화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용자 참여를 통한 가치창출이다. 웹2.0은 ‘인터넷의 생
활화’를 진전시키며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웹이 ‘참여하는 웹’, 
‘쉬운 웹’ 등으로 진화하며 대중적인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순히 인터넷 
산업 내부를 넘어 경제․사회 일반과 산업, 기업의 영역으로까지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일반인의 참여 확대로 인해 생겨난 다양성 증대와 창조적 파워가 새로운 질서를 견인하
게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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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매스(mass) 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중매체 하에서는 틈새 제품의 잠재적 구매자가 적절한 정보
를 취득하기 어려우나 웹2.0 하에서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여러 틈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품구매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
수의 틈새시장이 롱테일(long-tail) 경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지하다시피 롱테일 경
제란 기업 매출의 80%가 20%의 핵심제품에서 창출된다는 파레토(80/20)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
으로 웹2.0 시대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제품진열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므로 
80%의 틈새상품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실례로 아마존과 넷플릭스 매출
의 각각 25%와 21%는 오프라인 서점과 비디오대여점에서 유통되지 않는 수많은 틈새 서적과 
DVD에서 창출되며, 디지털 음악파일을 유통하는 랩소디의 경우에도 40%의 매출이 오프라인 
음반매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틈새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소수의견이 교환되고 문화적 저변이 확대 
이같은 변화를 가장 실감나게 드러냈던 사건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다.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랩탑과 웹캠을 이용해 시위현장
을 직접 생중계한 수많은 네티즌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웹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함께 과거 소수의 정치인이나 주요 언론에 의해 주도되던 폐쇄적 정치담론이 개별 정치
인과 다수 국민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홍보전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또한 다음의 아고라 등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이슈들이 등장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이 
펼쳐진다. 구글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인수하여 위치검색 정보와 동영상 정보를 링크시
킨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구글맵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그곳을 다녀간 많은 네티
즌들이 만든 UCC를 감상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부상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 과거 거대 미디어들이 콘텐츠 제작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에는 ‘생
산’이라는 영역은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웹2.0 시대에는 이른바 프로슈머
(prosumer)들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1인 미디어가 탄생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각종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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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오디오 캐스팅과 비디오 캐스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오디오 캐스팅은 파드캐스팅으로도 불리는데 이 용어는 아이팟(iPod)의 파드(pod)와 방송
(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오디오 캐스팅 혹은 파드캐스팅은 웹을 통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청취하려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파드캐스트를 선택하여 정기적 혹은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을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주로 
MP3와 같은 미디어 파일을 웹에 올리고 RSS 파일의 주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며 애플
사의 아이튠즈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파드캐스트를 검색하고 구독하며, 컴퓨터에서 직접 
재생하거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로 전송한 뒤 재생한다.
동영상으로 중계하는 비디오 블로깅 혹은 비디오 캐스팅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방식이
지만 최근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으로 향후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컨퍼런스 등을 생중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웹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는 만만찮은 데이터 접속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촛불집회의 사례에서처럼 특
정 이슈가 발생될 경우에는 와이브로(wibro)망을 이용, 현장을 생중계하는 비디오 캐스팅이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1인 미디어들은 비록 1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도달범위와 영향력이 결코 매스미디어
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mass blogged media’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웹2.0 시대에는 
이러한 1인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뉴스 게릴라’가 
등장하는 등 미디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1인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즉 UGC(User Generated Content)13)도 
활발하게 생산․유포되면서 다양한 소재가 대중에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평범한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과거에
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변14)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
상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보인다. 

웹2.0시대의 함의 

지금까지 웹2.0과 관련하여 등장배경, 주요 특징, 유발되는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
13) UCC(User Created Content)라고 표기하나 미국, 유렵 등 전세계 보편적으로는 UGC라고 표기한다. 
14) 기타 연주 동영상이 게재된 한국인 유학생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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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인간의 삶과 사회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웹2.0이 이 시대에 던지는 특징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개인화(Personalization)
가장 먼저 인간의 삶이 어떤 면에서 더욱 편리해지고, 또한 개인화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웹2.0과 함께 최근의 핵심 IT 트렌드 중의 하나는 유비쿼터스이다. 웹2.0의 개인화는 
앞서 설명한 시맨틱웹과 함께 유비쿼터스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지하다시피 유비쿼터스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용어는 팔로
알토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마트 와이저가 재개념화한 것인데 그는 PC에 이어 제3의 컴퓨팅 
환경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 예견했다. 그는 수 백명의 사람이 한 대의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사용하는 메인 프레임 시대, 한 명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PC 시
대를 거쳐 수 백대의 컴퓨터가 한 명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펼쳐질 것이
라고 전망했다(김중태, 2006). 그의 예상은 결국 적중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디어 환
경을 살펴보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거의 음영지역 없이 연결되는 이동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지하철과 버스에서 이용하는 교
통카드와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하이패스 등은 RFID라는 작은 칩을 통해 즉시 메인서버에 
연결되어 편리하게 비용결재를 마치게 도와준다. 특히 위치정보 시스템은 향후 기존 광고시장
의 판도도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전화에 내장된 GPS칩과 기지국과의 송수신 결과
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접근하면 인근에 
위치한 특정 업체의 광고를 이동전화 단말기에 표시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빽
빽히 구축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게 되며,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도 시맨틱웹 체계를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될 것으로 
보인다. RSS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되어 인간이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정보가 사용
자에게 알아서 전달되는 똑똑한 웹이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메인 프레임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네트워크화 
웹2.0 이후에는 웹3.0, 4.0 등과 같이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탑재한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그만
큼 인류의 삶은 더욱 고도화된 네트워크 사회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중태(2006)는 웹1.0 시대에서 네트워킹은 존재했지만 웹2.0 시대에 본격진입하면서 
비로소 전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웹의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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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버너스 리도 ‘내가 꿈꾸는 세상은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의 자료
를 공개하고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언급
함으로써 웹이 펼쳐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웹2.0의 구성요소는 참여․개방․공유이다. 이 세 가지 핵심적 가
치 하에 웹2.0 시대에는 사용자들 간의 연합이 더욱 공고해진다. 결국 개별적인 사용자들이 모
여 하나의 거대한 지적 체계, 즉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
정한 웹은 인류의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웹 전문가들의 소망이 반영된 개념
이며, 또한 우리 앞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고민과 토론을 요하는 주제이므로 이번엔 논
외로 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 집단지성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존재했
더라도 인식하지 못했던 강력한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수단으로 발전하리라는 점만큼
은 분명해 보인다. 
소셜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사회의 전
통적 네트워크와는 차이가 있다.15) 웹2.0 시대에는 블로거와 블로거, 네티즌과 네티즌들이 익
명성 내지는 필명으로 대표되는 의사 익명성을 가지고 일관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
에 애초부터 종속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네트워크의 결합과 해체가 자유로운 탄력적 구
조를 지니고 있어 위계적 개념이 끼어들 틈이 그만큼 작다. 
수평적 소셜 네트워킹의 구성에는 FOAF(Friend of a Friend)라는 시맨틱웹 기술이 적용된다.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친구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불과 몇 단계만 거치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는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다. 한국의 싸이월드나 과거 미국의 'Six 
Degress'라는 사이트가 바로 소셜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관계성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
트라 할 수 있다(김중태, 2006). 
소셜 네트워킹을 친목도모라는 사적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것을 사회참여라
는 공적 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는 매우 강력한 것이 된다. 장승권 등(2004)은 디지
털 사회에서는 과거 소유권력16)의 패러다임이 관계권력(power of relationship)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권력을 보는 관점을 소유에서 관계로, 
사물에서 과정으로,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노드에서 링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15)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내에 이미 일정한 형태의 위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네트
워크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도 주도하는 네트워크와 종속하는 네트워크 간에 위계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16) 소유에 근거한 지배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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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사용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으로 인한 소셜 네트워킹
이 일종의 관계권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정보의 일방향적 흐름이 특징이었던 웹2.0 이전의 시대에서는 정부와 거대 미디어 기업이 일
종의 소유권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웹2.0 시대의 도래 이후 소셜 네트워
킹에 기반한 관계권력이 기득권자인 소유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특히 메이저 
미디어가 주도하는 여론이 소수를 대변하기보다 다수 주도의 의사결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
하기 위해 소수에게 일종의 침묵을 강요하는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웹2.0 시대에
는 적어도 웹1.0의 시대보다 더욱 민주화된 사회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
련된 재미있는 사례로는 이른바 댓글 놀이인데, 이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 있는 각종 매
체의 뉴스기사 밑에 네티즌들이 촌철살인(寸鐵殺人)과 같은 댓글을 달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비판과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티즌들의 더 많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포털 사업
자들은 이른바 ‘베플’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사용자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순위별
로 기사 바로 밑에 배치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사보다 이 댓글만 보고 가는 사용자들
도 적지 않다. 
필자는 한 사회의 발전이 상호 견제와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과거 기득권 미디어의 일방적 의제설정 기능(agenda setting)에 대항하는 집단지성
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의 소셜 네트워킹 강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
각한다. 특히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점 자본에 맞서
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본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맞서 리눅스 시스템
을 개발한 것은 한 기업체가 아닌 네트워크였으며, 몇 년간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한 인터
넷 익스플로러를 급격히 대체하고 있는 파이어폭스도 비영리 단체의 연합을 통해 그만큼의 성
과를 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의가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에필로그 

 ‘정보 혁명’, ‘정보 사회’, ‘지식 사회’ 등의 개념은 현재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이름들이다. 정
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웹2.0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제 더 이상 지식과 정보는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권력의 원천이기 보다는 다수의 대중에게 열려있는 경쟁과 교류의 공간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근대사회와 후기 근대사회를 구분하는 축의 한 가운데는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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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근대와 후기근대를 연속선상에 
놓인 사회로 보기도 하고, 또는 단절된 새로운 세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보화’의 진
전이 어떤 사회현상들을 가져오고 있는가의 판단에 따라 정보화된 사회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
정적으로 해석된다. 그것이 연속 혹은 단절이든, 긍정 혹은 부정이든 ‘정보화’가 지금 우리 사
회에 몰고 온 파장은 크다. 
‘의사소통 이론’으로 유명한 하버마스에게 있어 정보화 사회는 근대사회의 연속이자, 인간과 
인간의 ‘이해’가 사라지는 우려되는 세상으로 비춰졌다. 그는 의사소통이란 ‘공론장’을 통해 이
뤄지는 인간과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줄곧 내세웠다. 그러
나 웹1.0으로 표현되는 1세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가 나와 타자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이
해’와 ‘합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일방향적으로 쏟아지는 전달 혹은 교환의 
과정에 불과했다. 하버마스의 우려는 이러한 일방적인 전달 혹은 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이 결
국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와 ‘합의’의 가능성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돈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시대에 저항할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데 있었다. 결국 인간은 교환가치로서의 ‘돈’에 의해 종
속되는 사회에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었다. 
‘보다 빠르게, 보다 효율적으로’라는 구호를 소중히 여기는 정보화 사회, 그리고 이러한 전달과 
교환으로서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해’와 ‘합의’의 가능성으로서의 의사소통이 부재
한 것에 대한 하버마스의 우려...이런 개념들을 접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
로 ‘이동전화’, 즉 ‘핸드폰’이었다. 전화는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상호의 ‘이해’와 ‘합의’를 위
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등장했고, 이동전화의 탄생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쉽게 할 목적이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동전화는 고유의 의사소통 중계자로서의 역
할은 많이 희석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의사소통보다는 카메라로, MP3로, 
전자수첩으로, 휴대용 TV로, 네비게이션으로 심지어 전자상거래와 전자카드의 기능까지 수행
하고 있다. 이제 이동전화의 본래 목적이었던 ‘이야기’는 수많은 정보와 전달 가치의 수면 아
래로 묻혀버린 듯하다.  
이러한 ‘이동전화 현상’은 정보화 사회를 설명하는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예다. 그리
고 바로 이곳이 웹2.0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유토피아적 세상에 대해 일말의 우려를 갖게 되는 
지점이다.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오류의 가능성이 최소화된 집단지성이 
활성화 될 것인지, 아니면 참여․개방․공유는 충만하나 합의는 부재한 또 하나의 카오스로 남게
될지 하이데거와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사회의 이동전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웹2.0의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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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고민해야할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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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래와 한국사회의 변화” : 미래 세대와의 대화 

｜ 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I.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2.0 세대의 등장이 목격되고 있음
   - 이들은 기존 산업화, 민주화 세대나 정보화 1세대와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임 
   -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사회변동으로 참여, 개방, 공유를 특징적 원리로 하는 웹2.0 정신

을 가진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새로운 2.0 세대가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

회의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웹2.0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와 시민문화 등의 영

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2.0 세대는 향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따라서 웹2.0의 새로운 소통방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고 있는 ‘미
래 세대’로서의 2.0 세대와의 대화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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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1.0 웹 2.0

커뮤니케이

션 특성

특징 Web 플랫폼으로서의 Web

정보 생산 소수 전문가 이용자들의 집단지성

미디어 기반 웹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블로그, 모바일 등 1인 미디어 

기반

권력관계 중앙집중형 분산형

정보의 유통 정보의 폐쇄성, 제한적 유통 정보의 공유․개방성

커뮤니케이션 

관계

수렴형(찾아오는 서비스)

1: 다수

분산 공유형(찾아가는 서비스)

다수: 다수
커뮤니케이션 

목적
의도한 메시지 전달

사용자 참여를 통한 메시지 생산 

및 확산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중심 동영상, 이미지 중심

II. 2.0 도래와 2.0 세대의 등장  

1. 2.0 환경과 사회적 변화

□ 웹2.0 환경의 정보생산․유통 메커니즘 변화 

 ○ 이용자 참여를 통한 정보생산 및 공유의 증대 
   - 웹2.0은 누구나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이용자(User) 참여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말함
   -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모바일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한 수많은 정보생산과 개방적 네

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특징   
   - 사업자가 정보의 생산, 관리, 유통을 주도하던 과거 방식에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인터넷으로의 전환을 의미 

  <표 II-1> 웹1.0과 웹2.0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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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성

이용자 

자유도
변경이 어려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구성

서비스 제공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음
가치 제공 

수단

기술 중심

정보전달의 효율성 추구

참여, 공유, 개방의 문화 중심

집단지성의 시너지 추구

사회문화적 

특성

이용자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집단 중심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및 대중화

활동 공간 온라인 중심 활동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 강화

활동 초점 정보습득, 유대감 중시
참여와 공유, 행동을 중시

창조적 콘텐츠 생산 및 전파

소비자 대중시장의 일반소비자
개별화된 시장의 

생산소비자(프로슈머)

고객관계 이용자 트래픽이 중요 이용자와의 관계친밀도 중요

대표 사례 기존 웹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올블로그, 유튜브 등
 
 
 블로그, UCC 등 개인 미디어의 활성화
   - 인터넷 이용자의 40.4%가 본인 블로그(미니홈피 포함)를 운영하고 있음(2007.12. 인터넷진

흥원 조사)
   - 세대별 블로그(미니홈피)의 운영 비율을 보면, 20대가 68.2%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

며, 6-19세의 이용률은 45.9%, 30대는 38.6%, 40대 18.1%, 50대 13.7%, 60세 이상 8.1% 
순을 보이고 있어 세대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UCC 이용률은 83.5%이며, UCC를 직접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도 51.1%에 달했음
(인터넷진흥원, 2007). 멀티미디어 UCC의 이용 비율을 보면, 역시 20대가 85.0%로 가장 
높고, 30대가 79.1%, 12-19세가 77.6%, 40대 75.2% 순으로 나타남. 이들의  주 평균 이용
시간은 20대의 경우 5.1 시간, 30대는 5.0, 12-19세는 3.8시간, 40대는 3.4 시간으로 나타
남

   - UCC를 주로 이용하는 내용은 엽기·유머·패러디 등이 80.4%, 취미 여가 등 관심분야 
58.1% 등으로 나타남(인터넷진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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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정보 원천과 정보 전파의 가속화
   - 이용자 참여의 정보생산과 공유 → 정보생산과 유통 비용의 감소 → 정보의 양과 다양성

의 증대 → 정보의 전파 속도 증대 → 새로운 정보 창출 및 진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

    <그림 II-1> 웹2.0 환경의 정보 생산․유통 메커니즘의 변화

□ 웹2.0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웹2.0과 미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
   - 웹2.0 환경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매체에 휴대폰, 와이

브로(wibro)와 같은 무선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매체들이 주요 커뮤니케이
션 매체로 활용되며, 이러한 미디어들 간의 융합 현상이 특징적임

   - 융합(convergence)은 ‘다양한 미디어 기능들이 하나의 기기에 통합되는 기술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흩어진 미디어의 정보 및 콘텐츠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따라서 정보․콘텐츠의 흐름(flow)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특히 미디어 융합의 과정에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중심에 놓이게 되는 새로운 디
지털 기술의 발전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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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는 그 이동성(휴대성과 접속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융합이 가져다준 혜택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웹2.0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변화
   - 기존에는 신문, 라디오 및 TV와 같은 인쇄와 방송매체가 메시지 전달매체로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 언론매체, 인터넷 언론, 포털 미디어, 개인 미디어 등
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多매체의 상호작용성이 강화되는 추세

   - 개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매체 간 정보 피드백이 활성화되면서 정보의 빠른 전파가 가능
해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상호작용
이 증대되면서 이슈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최근 모바일 미디어의 결합은 이슈의 즉각적 반응 유발과 함께 행동 조정
의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블로그, UCC, 모바일 등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개별 네티즌의 의제 영향력이 강화되
고 있으며, 또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다수 대 다수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행위자
가 발신자이면서 수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II-2> 웹2.0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변화

 

 ○ 웹2.0 환경의 여론 확산 메커니즘의 변화
   - 인터넷에서는 이슈 발생-확산-소멸의 단계가 압축적으로 전개
   - 네티즌의 참여 경로는 네티즌 의제제기 → 의제전파 → 온라인 행동 → 오프라인 집단행

동 → 조직화․연대 단계로 전개
   - 개개인이 미디어가 되어 개인파워를 형성하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시너지 발휘

, 방송

+ 인터넷

+ 모바일

     발신자

   &수신자

신문, 방송  발신자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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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를 중심으로 신문․방송매체, 인터넷언론, 네티즌 참여채널 등의 상호작용성이 
강화되고 온-오프라인 채널융합을 통해 이슈 전파 및 피드백 가속화

    <그림 II-3> 웹2.0 환경의 여론 확산 메커니즘 변화 

 
 ○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 
   - 정보생산 주체가 소수 전문가에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로 확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적

극적 프로슈머(Producer+Consumer) 역할을 수행 
   -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추세  
   - 최근 웹2.0 세대의 적극적 참여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기업의 제품개발과 마케

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치 영역에서는 정책프로슈머(Policy Prosumer)의 부상으로 의제설정의 정치적 독점구조 

약화, 정부-시민의 직접적 관계 형성 및 직접 참여방식의 확대가 발생 
   - 전통적으로 정부, 전문가집단, 언론매체와 같이 정보를 보유하고 전달기반을 갖춘 소수의 

집단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웹2.0 환경에서는 네티즌의 발신력과 
정보채널의 다양화로 기존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도에 따른 여론 형성 방식과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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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내용

경제
집단지성과 협업이 가져오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

블로그 마케팅 파워 블로거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PR

정치
네티즌 파워 네티즌에 의한 의제설정과 공론장의 활성화

사이버 시위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적 항의

문화
악플 문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이버 공격

문화권력 이동 전문가 → 대중(네티즌)

    < II-4> 웹2.0 시대의 소비자 파워

       (출처: 제일기획, 「웹2.0 시대 소비자 2.0」, 2007)
    
○ 웹2.0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 웹2.0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

회, 정치와 행정 등의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표 II-2> 웹2.0 시대의 경제․정치․문화 영역의 변화

2. 2.0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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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 신세대 88만원세대 2.0세대

시기 1980 1990년대 외환위기 전후 2000년대 중반

정부 성격 군사정부 군사정부+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참여기반 전대협 한총련 비운동권 온-오프 커뮤니티

교육 평준화․과외금지 수능․본고사 논술․특목고 통합논술․자립형사립고

문화 집단문화 광장문화 개인주의, 탈정치 참여문화, 탈물질

미디어 기반 오프라인 피시통신 인터넷 UCC

1인당 

국민소득

2309달러

(1985년)

7527달러

(1992년)

7355달러

(1999년)

2만0045달러

(2007년)

한국사회의 세대  
    
 ○ 세대 개념과 세대론의 변화 
   - 세대를 어떻게 규정할 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

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동년배집단(cohort)”을 의
미함

   - 특히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들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
식을 형성함

   - 우리 사회에서 세대는 크게 근대화/산업화세대, 386/민주화세대, 정보화/디지털세대로 구
분됨(함인희, 2007; 홍덕률, 2003)  

   - 시대적 변화에 따라 80년대의 ‘386세대’(민주화 1.0 세대), 90년대의 ‘신세대’(정보화 1.0세
대), 외환위기 이후의 ‘88만원 세대’ 등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이어져 옴. 이들은 각각 
민주화 시대, 문화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음

   
    <표 II-3> 세대별 진화과정과 특징

   
 ○ 청소년세대 담론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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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배경 특징

X세대

(신세대)

1991 D.쿠플랜드 소설 제목에서 
유래. 한국에서 1990년대 신세대라는 
말로 통용, 호출기 세대, 락카페 문화

기성세대와 다른 탈권위, 물질적 풍요가 
배경, 소비문화, 개성 중시, ‘문화’와 

‘욕망’ 담론의 부상

N세대

 D.탭스콧의 인터넷 세대에서 유래, 
1990년대 중반~2002년 한국에서 

정보화 세대를 지칭

사이버문화의 등장,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추구, 자유로움과 개방성울 중시

W세대

(R세대)
2002년 월드컵(Red 신드롬) 거리응원

광장문화․공동체 경험이 동인, 축제문화와 
열광적 에너지의 분출, 민족주의 성향

P세대

(참여세대)

2002년 촛불시위와 대선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문화 형성

(Participation, Passion, Power, 
Paradigm shift)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 새로움을 추구, 
권위에 도전 

88만원세대
외환위기의 사회적 결과,

고용위기의 사회경제적 배경 
현실주의적 순응주의,
탈정치화, 개인주의

웹2.0세대

2008년 5월 촛불문화제 계기로 사회적 
등장, 10대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쌍방향 소통 중시, 디지털 기기가 주요 표현 
수단

   - 1990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
고 이전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표현하는 젊은 세대들이 부
상하였음   

  - 청소년세대에 대한 담론과 그들의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시대적 상황과 연구자의 입장
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명명 방식과 함께 변화해 왔음

   <표 II-4> 청소년세대론의 변화

 ○ 2.0 세대의 등장
   - 웹2.0 기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 생산 및 공유에 참여하는 동시대 네티즌을 지

칭하는 한편,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사회적 
흐름의 선두에 있는 ‘새로운 10대’를 특정하게 의미함

   -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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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10대들의 의식과 생활문화가 사회문화적 쟁점
으로 부상하고 있음

□ ‘새로운 10대’의 출현 
   
 ○ 성장 배경
   - 1990년대 이후 태생으로 물질적 풍요를 경험, 탈물질적 가치관 확대가 등장 배경
   - 이들은 일반화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며, 다양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춘 집단으

로서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유분방한 자기표현 욕구 등의 세대적 특성을 지
님 

  
 ○ 일상적 민주주의를 체화
   - 1987년 이후 민주화된 사회와 학교의 열린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식

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으로 성장
   - 특히 학교에서의 일상화된 선거 경험, 가정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경험하며 어려서

부터 민주주의를 학습․단련되는 과정을 거침
   - 정보 공개가 일상화된 정보사회의 특성과 ‘논술세대’라는 교육 환경, 인터넷 네트워크 효

과 등의 결합으로 자발적 의견 표출에 능함 
   - 남녀공학, 양성평등 진전, 미디어 이용패턴 차이 등으로 ‘소통능력’을 갖춘 여학생들의 참

여와 발언권 증대가 두드러짐 
   - 특히 소통방식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남학생은 혼자 게임하기나 직접적인 접

촉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은 커뮤니티와 인터넷(특히 휴대폰)을 통한 의사소통을 중시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일상적 소통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학교 공동체’의 존재가 의견표출 및 행동의 공유
를 가능케 한 바탕이 됨 

 ○ ‘386 주니어 세대’  



36

   - 현실참여 의식이 높았던 386세대 부모가 끼친 직간접적 영향이 자녀세대인 
10대의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 

   - 하지만, 이들이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세례를 받았기보다는 기성의 권위와 경직성을 거
부하고 규범적 틀을 벗어난 개방적 문화를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한 집단임

 □ 사회문화적 경험의 영향

  ○ 2002년 월드컵․촛불세대의 영향 
   - 2002년 말 효순․미선양 사건 당시 촛불시위로 결집, 대통령 탄핵(2004) 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로서 ‘P세대’(참여세대, 2030세대)로 불림
   - 월드컵 거리응원의 ‘광장문화’와 공동체의 경험, 인터넷 여론의 집단효능감을 통해 적극

적인 참여문화를 형성   
   - 이후 실업, 비정규직 증대 등 경제침체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좌절과 미래 불안을 경험

하면서 젊은 청년세대들의 탈정치화가 진행
   - 하지만, 2008년 5월 촛불문화제 참가자의 상당수가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기대와 실망을 경험한 2002년 세대의 문제제기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해석 가능

 O 이전 참여세대(P세대)와의 차이점
   - 2002년 월드컵과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참여하고 기존의 글을 퍼서 

전달하는 열정적인 참여자에 머물렀다면, 2.0 세대는 스스로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행동
에도 스스로 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  

   - 2002년 세대가 집단 기반의 참여였다면, 2.0 세대는 개개인이 미디어가 되어 개인파워를 
형성하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새로운 참여방식을 보여줌 

   - 이것은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지닌 웹2.0 환경에 대응하
는 새로운 참여방식으로 볼 수 있음

   - 일반 대중들이 관심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있으며, 서로의 전문분야를 공유하며 상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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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고 있음 
   - 2.0 세대는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서로 

공유하는 데 몰두하며, 블로그와 댓글 등을 통해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개인 차
원의 참여 활동으로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음 

3. 2.0 사회문화적 특성

             <그림 II-5> 2.0 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

□ 디지털세대

 ○ 인터넷 오피니언 집단의 변화
   - 10대, 20대가 인터넷 주도집단을 구성, IT 기술에 친숙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세대의 등장이 본격화 됨
   - 기존 ‘인터넷 논객’과 같은 소수 지식인이나 특정 이념집단 아닌 적극적인 인터넷 대중들

댓글족․1인미디어 

활용

생활정치

이슈공중․탈물질적 가치

감성집단

창의적 문화생산/집단동

조화

참여문화

유희적 참여․수평적 네트

워크 

웹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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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 및 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론을 주도  
   - 커뮤니티 중심의 집단적 참여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networked individuals)’의 참여로 

전환 

○ 인터넷 이용패턴 
   -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대, 30대가 높지만,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패턴에서 보면 시간

과 양적인 면에서 가장 높음 
   -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40대 79.2%, 50대 46.5%, 60세 

이상 17.6%에 비해 월등히 높음) (2007.12, 인터넷진흥원)
   - 10대(7세~19세)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월 평균 49시간 58분(전체 이용시간의 29%), 페이지

뷰는 701만(전체 페이지뷰의 32%) (2008.04, 인터넷진흥원)
   ※ 20대 45시간50분, 575만 페이지뷰. 30대 37시간7분, 434만 페이지뷰, 40대 20시간13분, 

232만 페이지뷰, 50대 18시간 59분, 217만 페이지뷰  
   - 의사표현과 참여성이 높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특징을 보임 

 ○ ‘인터넷 댓글족’의 부상 
   - 댓글과 같은 개인적 의견과 반응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확장, 여론 형성 및 

확산의 핵심 매개체 역할 
   - 특정 인터넷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블로그, 커뮤니티, 개인 방송채널 등 수많은 개인 미

디어를 통해 전문가 수준의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가 활성화되고 있음
   - 자기표현과 인정의 욕구가 작용,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습득과 공유에 몰두하는 ‘정보

열광자(Inforust=information+lust)’들이라 할 수 있음
   - 반면에, 악성 댓글 등 감정적․즉흥적 무절제한 의견표출 및 집단적 공격 성향에 대한 우

려도 높아지고 있음

  <표 II-5> 인터넷 오피니언 집단의 변화



39

논객 디지털 폐인 인터넷 댓글족

소수 지식인 디지털 매니아집단
네트워크화된 개인들

(networked individuals)

시기 1999~2002년 인터넷 1세대 2004년 탄핵반대 2006년 황우석, 2007년 D-War 논쟁

인터넷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 토론게시판 패러디 UCC 커뮤니티
웹2.0 환경, 인터넷 일상화․

대중화 기반

특성 정치적 분파화 경향 새로운 집단문화 형성 추구 자기표현과 소통 중시

커뮤니케이션 

형식
텍스트 중심 이미지 중심

복합콘텐츠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참여문화
논리적 담론,

토론문화 중시

언어와 이미지 변형 통해 
즐거움 추구, 놀이방식의  

여론표출  

개인 관심사와 공론의 연동,

댓글을 통한 자기표현, 반응과 공감 
추구

정치참여 숙의적 정치참여 유희적 정치참여 표출적 정치참여

주요

활동공간

안티조선 , 노사모 등 
토론커뮤니티, 서프라이즈

등 정치웹진

디시인사이드 등 얼리어댑터 
중심의 매니아 커뮤니티 

다음-아고라 등 포털 댓글 공간,

개인 블로그(미니홈피), 판도라TV

유튜브 등 동영상사이트  

참여문화 

 소비자에서 참여자로
   - 2.0 세대는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를 전달받거나 다른 웹사이트를 단지 관찰하는 데 머

물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UCC 등을 직
접 제작․가공하여 올리는 데 익숙하며,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하는 데 거침이 없는 특징을 보임 

 ○ 직접행동의 새로운 참여양식
   - 동질적 이념․정치집단이 아닌 평범한 개인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고 있음
   - 2.0 소비자는 기업, 언론, 정부에 대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자

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집단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험을 쌓아 왔음



40

            < II-6> 2.0 소비자의 정보공유 및 직접행동

        (출처: ‘웹2.0 시대 소비자 2.0’, 제일기획, 2007)

   - 평소 신변잡기와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를 논의하다가 특정 계기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유동적인 참여 방식이 주요 형태로 부각 

   ※ 촛불시위 당시 주부 인테리어 카페인 '레몬테라스‘, 패션 동호회 ’소울드레서‘ ’쌍고‘, 디
지털카메라 동호회 ’sirclub', 영화 동호인모임 ‘DVD프라임’ 등 공통 관심사가 없었던 개
별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미국 쇠고기’ 이슈를 계기로 결집, 오프라인 집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남  

   - 직접행동을 통한 문제해결에 스스로 나서는 참여문화가 형성․확산되고 있음

 ○ 온-오프라인의 긴밀한 연계  
   - 흩어져 있던 익명의 개인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공감대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결집

된 힘을 과시 
   - 최근 모바일과 결합하여, 이슈의 즉각적 반응 유발과 함께 행동촉구 및 행동조정의 과정

이 순식간에 이루어짐 
   - 휴대폰카메라를 든 수많은 개인들과, 시위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는 개인 방송채널 등 ‘거

리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이 등장 
   ※ 동영상 전문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촛불집회를 계기로 급부상, 하루 120만명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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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참가자 일반 국민

N 평균 
표준

편차
N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집단주의-개인주의 969명 7점 5.17 1.08 1209명 7점 4.46 0.95

물질주의-탈물질주의 979명 7점 6.25 0.96 1216명 7점 5.14 1.54

촛불시위 관련 개인 방송채널이 2,500개 이상으로 늘어남
 

생활정치 

 ○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의 부상
   - 잉글하트(1977)는 서구 선진국들이 경제발전과 함께 후기 근대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물

질적 가치보다는 자유, 인권, 환경 등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사실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   

   - 우리 사회 역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1990년대 이후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새
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탈물질적 가치와 삶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 문화적 변동을 
겪고 있음

   - 오늘날 생명, 건강, 안전, 환경, 삶의 질, 인권 등 ‘위험사회’의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상의 이슈가 젊은 세대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 최근 한 조사(조기숙 외, 2008)에 따르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개인주
의 성향과 탈물질주의 가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6> 촛불집회 참가자와 일반 국민의 문화적 경향 비교 

 ○ 정치적 민주화에서 생활정치로 전환
   - 민주화, 정치개혁, 노사문제 등 거시적 이슈가 아닌 미시적 일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 특히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건강, 생명, 환경 등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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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민주화운동 2002년 촛불시위 2008년 촛불시위

, 화이트칼라층,

사회운동단체, 정치권
인터넷 집단과 사회운동조직의 

결합
자발적 인터넷 대중의 주도와 

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안 성격 정치적 민주화 민족감정+반미주의 생활정치(환경, 삶의 질)

목표 반독재 민주화, 대통령직선제 한미 소파협정 개정 건강권, 쇠고기수입 재협상

참여양식
집단적 참여,

사회단체․정치권 주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이슈제기․확산, 집단행동으로 

확대   

네트워크화된 개인들, 직접행동,

문화적 참여방식

정치참여 저항의 정치․거리의 정치 영향력의 정치․정서적 동원 유희적 참여․표출적 정치 

특징
대규모 거리시위와 격렬한 

충돌

광장문화, 촛불 상징 등장,

운동권 거부감 표출(‘깃발’

논쟁)

자발적․유동적 참여, 개인 
발언권과 공감 중시, 문화행동,

온-오프 연계, 집단학습 경험 

세대 특성 386 민주화 세대, 집단문화 
참여세대(P세대),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
새로운 10대, 웹2.0 문화

활동들이 증대 
   -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이슈가 10대 청소년의 광범위한 참여 계기를 형성함
   ※ 1999년 ‘두발제한폐지 서명운동(노컷운동)’과 같은 생활상 이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10

대 청소년의 사회 참여 사례 및 2000년 이후 활성화된 ‘안티사이트’ 형식의 인터넷 소
비자운동의 경험과 유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7> 87년 민주화운동, 2002년 촛불시위, 2008년 촛불시위의 비교

 

 ○ 미시적․일상적 이슈에 반응하는 ‘이슈공중(issue public)’ 
   - 과거에는 △이념적․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전문집단을 중심으로 

△정치웹진 등 일부 인터넷매체 주도 하에 인터넷 정치동원이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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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밀착형 이슈를 매개로 다양한 개인․집단들이 일시적으로 결집하고 흩어지는 ‘단
일이슈집단(single issue groups)’의 전세계적 확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감성집단

 ○ 감성 세대: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 젊은 세대들의 판단 준거가 옳고 그름(윤리적 판단), 경제적 이익과 손해(합리적 판단)에

서 좋고 싫음(심미적 판단)으로 전환되고 있음
   - 세련됨, 쿨함, 즐거움 등이 키워드이며, 문화적 트렌드로 부상   
   - 젊은 세대들은 정서적·스타일적 일치감과 공감적 경험을 중시하며, 따라서 논리적이고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감각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통이 중요하게 대두
   - 이런 점에서 ‘스타일의 정치’가 주목받고 있음
   - 오늘날 스타는 단순한 이미지나 상징이 아니며, 일종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음. 즉, 스타와 팬덤의 관계는 스타의 몸짓, 스타일, 패션, 심지어 생각과 말을 
따라하고 함께 호흡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

  
 ○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공유
   - 문화적 방식으로 발언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
   - 최근 풍자적 용어·신조어, 패러디 사진․동영상, 댓글놀이, UCC 등 네티즌들의 다양한 콘

텐츠 생산을 통한 문화적 표현양식의 증대에 주목
   - 인터넷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활용되는 이미지와 동영상은 재미(fun)를 유발, 때로 글보

다 자극적이며 생생한 메시지를 표현
   - 합리적 논리와 토론이 오고가는 숙의적 공론 중심에서 이미지와 상징을 매개로 한 감수

성과 정서적 요인이 중시되는 ‘심미적 공론장(aesthetic public sphere)’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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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적 공론장 대항적 공론장 심미적 공론장

민주주의 유형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차이 민주주의

목표 합의 지향 권능강화(empowerment) 정체성 표현

구성 원리 대화 목소리 표현

공간 단일한 공적 공간 복수적 공론장 공/사 경계 해체

정치 유형 여론 정치 저항의 정치 즐거움의 정치

행위 유형 합리성 경합, 갈등, 참여 감수성

커뮤니케이션 

초점

타당성 주장(진실성, 공정성, 

성실성, 합리성)
이슈 제기 레토릭, 내러티브, 이미지

   < II-8> 공론장의 성격 변화

 

 ○ 심미적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
   - 숙의적 공론장은 이성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단일한 공론장을 의미하며, 주로 하버마스

의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복수적․대항적 공론장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가치와 정당성을 주장하여 서로 경

쟁하고 타협하는 일종의 ‘경합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하버마스적 의미의 합리주의적 공론장 개념은 심미적․정서적 표현을 배제
   ※ 하버마스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한계. 즉 공적인 것(the 

Public)을 이성, 합리성, 객관성, 노동, 텍스트, 지식 등과 연결, 반면에 사적인 것(the 
Privatie)을 개성, 감정, 친밀성, 주관성, 정체성, 소비, 오락, 즐거움 등과 연결하고 있음

   - 특히 기존 공론장 개념은 영상미디어 시대 엔터테인먼트의 공론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는 점에서 심미적 공론장과 같은 새로운 개념 필요   

 ○ 감정과 공적 커뮤니케이션   
   - ‘감정적 투여’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이며, 심미적 커뮤니케이션은 민주적 소통

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이미지의 생생함, 패러디 전략, 은유의 활용, 기존 문화코드에 즐거운 도발 등은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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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과 행동을 촉발하는 강력한 인식적․정서적 요인이 됨
  ※ 토크쇼는 감정을 통한 갈등 표출 및 배제된 목소리들의 표출 기회, 폭넓은 참여 확보라

는 점에서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기능(Lunt & Stenner, 2005) 

 ○ 촛불시위는 일종의 문화전쟁(Culture War)의 성격을 띰
   - 좌/우, 진보/보수의 이념 전쟁이라기보다는 낡음 vs 새로움(고루함 vs 세련됨)의 대결, 계

몽적 권위주의와 불통(non-communication) vs 참여와 소통의 대립이었음

 ○ 인터넷 집단주의 경향 우려
   - 황우석 사건, D-War 논쟁 등에서 나타난 네티즌의 ‘집단 동조화’ 현상과 인터넷 민족주의 

경향이 정책의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 
   - 온라인 공간이 정제되지 않은 의견표출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남용 우려      
   - 인터넷 여론은 의사표현의 공론장과 무절제한 욕망의 배출구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함
   - 기술 활용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탈피, 민주적 의사표현과 소통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중요

III. 미래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 

2.0 세대 등장의 함의 

 ○ 2.0 세대의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한 심층적 이해 요구
   - 2.0 세대의 새로운 소통방식과 문화는 정치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새로운 2.0 세대가 향후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 세대의 심층적 이해

는 매우 중요한 과제   

 ○ 2.0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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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부터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며 성장한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Palfrey & Grasser, 2008)에 관심 필요

   - 2.0 세대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디지털 환경에 의존하며,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등에서 기
성세대와 전혀 다른 경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 전략과 방법 모색

   ※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하나는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디지털 시대
라는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다”(Palfrey & Grasser, 2008)

2.0 세대의 미래 전망

 ○ 세대적 변수의 중요성 인식
   - 2.0 세대는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변화를 상징
   - 사회적 급변 속에서 세대간 차이와 각 영역들 사이의 긴장이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
   - 2.0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정치․경제의 제도적 영역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지는 ‘심미성

의 위기’(the aesthetic crisis) 현상에 주목  
 
 ○ 2.0 세대는 복합적이고 유동적 성격   
   - 2.0 세대는 기존 관습과 관념을 탈피한 도전적 성향을 지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

는 유동적 집단 
   - 특정 계기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상황맥락적 집단’(situated groups)을 형성
   - 내부적 구성에서도 복합적 특성을 지녀 세대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특정 성향을 일관되

게 나타내지는 않음  
   - 중요한 것은 2.0 세대로 상징되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주요 흐름을 이해인식하고 그 함의

를 도출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음 

 ○ 2.0 세대의 미래는 단일한 경로가 아닌 유동적 과정
   - 2.0 세대는 집단적으로 특정 이념 및 단일한 행동을 보이거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임 
   - 세계화의 구조적 충격과 경제위기 현실에 진입하여 ‘제2의 88만원 세대’, ‘제2의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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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모될 가능성도 있음 
   - 동시에 디지털 감성세대로서 민주주의의 문화적 지반과 시민적 주체 형성의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   

2.0 세대와의 새로운 대화 

 ○ 정보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요구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성찰과 공동체의 가치, 다시 말해 자율성과 연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민문화와 집합의식 형성이 요구 
   -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와 세대들은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단지 관철시키

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호교류의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
짐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도덕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 

   -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자로서의 학교, 
시민단체, 교회 등의 역할이 중요 

   - 이런 맥락에서 기성 세대는 2.0 세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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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2
이정구 교수(성공회대 신학과)

제목 

2.0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과제

성석환 웹 2.0 시대,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과 지역교회의 “지역공동체 세우기”
최은호 웹2.0시대의 문화목회-소통과 공공성의 문화목회 전략

최성수-장신대, 한남대, 한일장신대 출강. 독일 본 대학교 신학과 Dr.Theol.
성석환-안양대학교 기독교 문화학과 교수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Th.D. 
최은호-예장 통합 총회문화법인사무국장. 안양대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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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과제

｜ 박사 • 전 한남대 기독교 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장신대 출강. 

A. 

웹2.0과 교회의 과제를 처음으로 집필하던 2008년에 웹2.0과 관련된 교회사역의 사
례들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었다.17) 당시에 대화의 주
제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용어인 웹2.0을 설명하였지만 목회자들은 호기심이외에 그렇게 큰 관
심을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하나는 양방향 소통에 대한 부담감이 적
지 않았기 때문이고18), 다른 하나는 인터넷 세계에 대한 인식과 컴퓨터를 통한 가상세계 경험
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세계는 컴퓨터를 통한 지적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만 그 진상
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19), 교회의 정보화 수준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교회의 웹기반 목회활동은 교회행정의 통합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에 제한되어 있
다. 신학과 교회교육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험되고 있지만 
이론적인 낙관주의만 무성할 뿐이다.20) 웹기반의 목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표
준형을 지향하는 웹2.0에 대한 인식과 적용, 즉 향상된 웹 기술이 목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는 아직 웹2.0 시대에 대한 준
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웹2.0의 기본정신
17) 2.0 시대에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두 개의 논문 “웹2.0시대의 과제로서 ‘복

음과 문화’”,,「교회와 신학」(2008년 가을호, 130-138)과 “교회 소통의 과제로서 웹2.0”, 「기독교문화연구」
(기독교문화연구원 편, 2008)이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18) 교회 안의 일방향적인 소통관계의 폐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관심이 능력 있는 부교역자들
에게 분산되는 것을 담임목회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수되기도 한다.

19) 우메다 모치오, 『웹 진화론』(2006)(이우광 옮김, 서울: 재인, 2006), 34.
20) 박문옥, “정보화 사회의 신앙이해와 기독교교육의 방향”(『기독교교육정보』제3집, 2001), 7-24; 강희천 외, 

『디지털 환경과 기독교교육』(서울: 나남, 2002); 손원영, “디지털사회와 웹기반의 교회학교 공과 수업”(『기
독교교육정보』제3집, 2001), 211-238; 장용호, “디지털환경과 기독교공동체”(『기독교교육정보』, 창간호, 
2000), 40-67; 김명숙, “웹기반 협동학습시스템과 기독교육”(『기독교교육정보』창간호, 2000), 316-351; -, 
“인터넷온라인 교육과 기독교교육”,『기독교교육정보』제2집(2001), 81-106; 임영택· 성백,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웹 기반 셀목회”(『기독교교육정보』제5집, 2002), 362~391; 김연종,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
모색”(『기독교교육정보』제6집, 2003), 7-39; 오진곤, “디지털 시대와 한국 교회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기독교교육정보』제7집, 2003), 74-1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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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웹 세계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며, 웹기반의 교회 운영 및 교회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홈
페이지를 웹 표준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
식되는 웹2.0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먼저는 시대의 변화를 바로 알고 그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또한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기 위
해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 사
회에서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무
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기독교와 문화’의 큰 틀에서 웹2.0의 
기본정신을 구현시킨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또한 하나의 
트렌드로서 등장한 웹2.0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당한지, 웹2.0에는 어떠한 궁
극적인 관심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웹2.0을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인 상황으로 이해할 때 문화 신학적 관점에서 인지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웹2.0에 대한 문화 신학적 이해와 더불어서 웹2.0의 기본정신을 통해 
교회의 본질 및 사역이해와 관련해서 교회가 재인식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적합
한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하려고 한다.

B. 

1. 교회의 과제로서 시대 인식

1) 시대인식이란?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 는 1934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

에 이뤄진 26개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역사는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이라는 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정한 시대마다 제시된 특징적인 과제와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인식 및 문제해결과정이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났음을 확인하면서 시
대의 도전에 바르게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결론에 이
른 것이다. 시대변화는 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해, 정복과 피정복의 과정으로 인해, 혁명으로 
인해, 감성 혹은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종교개혁과 같은 사상의 변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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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되었다. 과학 분야에서 쿤(Thomas S. Kuhn, 1922-1996)은 과학혁명이 지식의 축적에 따
라 일어나는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과학의 혁신적 변화를 “패러다임의 전이”라는 개념
으로 인식했다. 일정기간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혁신적인 지식의 발견과 기술 개발로 인해 문
제해결능력을 잃게 되는데, 문제 해결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되어 결
과적으로 새로운 과학시대가 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인식이란 수많은 관계맺음 속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시대의 도전에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제를 바르게 그리고 통전
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며, 또한 그에 따른 삶과 생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
비하는 것이다. 인식된 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갈등과 반목, 그리고 마침
내 수용으로 이뤄지는 조정 과정은 하나의 문화로서 형성될 때까지 계속된다.21)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은-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행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어서 전
체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교회와 신학이 결코 자기 충족적이지 못하다는 한계, 즉 세계 안
에서 부분적인 존재이며 부분적인 지식임을 인정하면서 세상과의 관계맺음 속에서 요구되는 
정체성 확립 및 사역에 대한 자각과 과제이행의 문제이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 문제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시대적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을 잃고 시대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경박함에서 비롯된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 하나
님을 절대정신으로 이해한 헤겔은 이 사실을 역사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과정이고, 시대의 특징은 객관정신과 주관정신의 변증법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구체
화된다고 말한다. 절대정신의 세계 내적인 현상을 헤겔은 소외라는 말로 설명했지만 필자는 
신학적인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곧, 시대 변화는 피조물과 함께 역사를 이끄시길 원
하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따른 결과이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행복과 구원
을 위해 스스로 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당대의 문제해결과 그에 따른 적합한 과제인식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 속에 반영되어 있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과 그의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재인식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
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편으로는 구태의연하거나 고질적인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21)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지칭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이질적인 문화들의 갈등의 과정을 겪는 상태이기도 하다. 다문화 사회란 -만일 동화나 흡수를 지나치
게 강조하지 않는 한-본질적으로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사회이며,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의미한다. 문화변화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문화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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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다양한 흐름에 매몰되어 기독교 정체성을 잃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문화
신학 분야에서 신학함(doing-theology)은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노력인 것이며, 논쟁은 그 적합
성을 두고 이뤄지는 소통의 과정이다. 

2) 시대인식의 틀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이런 소통의 과정을 ‘상관관계’(the method of correlatio

n)22)에 따라 인식하는데, 특히 시대 변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
화는 종교의 형식”23)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문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궁극적인 목
표는 단순히 문화의 신학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중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문화신
학의 본질을 규명하는 책의 결론에서 참여(participation), 즉 참여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란 무엇보다 먼저는 실존적인 상황에의 참여를 말한다. 복음의 실존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실존이다. 이는 실존적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파악하고 또 그 질
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함이다. 복음이 갖는 힘을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의미에서 참여란 인간들로 하여금 복음의 상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결국 
복음을 마땅히 수용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문제해결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문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는 일이 문화신학의 중심과제일 수밖에 없
다. 이를 위해 틸리히는 복음적으로 구성된 질문을 그들로 하여금 직면하도록 하기보다는 오
히려 전달자들이 먼저 그들의 상황에 실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질문에 
복음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24) 복음을 새롭게 인식해 그것이 보편적
이고 확실한 대답임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이후에야 이뤄질 일이다. 틸리히는 문화와 복음의 상호침투가 가능해지기를 기
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실존적인 상황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실존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
재해있는 악마적인 요소들로 인해 비판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실존적인 상황을 통해
서 교회는 비록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22) Paul Tillich, Systematische Theologie I (Berlin;New York; de Gruyter 1958), 73-80.
23) , 『문화의 신학』(1959)(남정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2.
24) 틸리히, 『문화의 신학』,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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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한 바른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본질, 곧 복음으로 인
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게 된다. 문화로부터 질문을 발견하면 복음은 대답을 제공하고, 문
화로부터 악마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복음은 비판하며, 때로는 복음의 구체적인 현실이 궁금해
질 때 문화로부터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틸리히는 참여를 말하면서 동시에 
비 참여, 곧 차별화를 언급한 것이다.25) 틸리히는 이러한 참여와 비참여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는 복음을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을 일깨우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26) 문화와 복음 사이에서 양방향 소통이 이뤄진다는 말인데, 기독교 스스로 
개방적인 태도를 전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서 소위 상호
참여를 통한 소통을 강조한 것은 틸리히의 방법론적 성찰에 따른 전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침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세속화와 혼합화 
때문이다.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핵과 지각,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으로 규정한다 해도 영
향력에 있어서 문화의 우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과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강력한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는 종교보다 세상에 대한 침투력이 훨씬 강력하다. 게
다가 몇몇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종교의 영향력을 급감시키고 
있다. 결국 문화와 종교의 상호침투를 자율에 맡기게 될 경우 세속화와 혼합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볼 때-비록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기독교 중심적인 구분이어서 다
양한 현상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 인식과 관련해서 또 다른 틀을 
니이버(Helmut Richard Niebuhr, 1894-1962)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와 그리스도(복음)의 관
계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그의 연구는27) 시대인식과 관
련해서 문화와 복음의 상관관계를 직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니이버는 역사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설명한다. 이것은 교회가 그동안 문화와 어떤 형태로 소통하였는지, 그리고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 명심해야 할 일은 니이버가 비록 다섯 가지 유형을 구
분했지만 그것을 시대구분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첫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교회가 문화와의 소통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태도다. 
25) , 『문화의 신학』, 212-213.
26) 틸리히, 『문화의 신학』,  213.
27) 리차드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홍병용 역, 서울:IV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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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들에게 시대 인식은 주로 도덕주의적
인 관점에 따른다. 

둘째, '문화의 그리스도'는 소통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는 
태도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며 원형으로 이해
된다. 이런 태도에서 시대인식은 굳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화 혹은 세상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나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시대인식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화의 기독교화보다는 기
독교의 문화화가 이뤄져 자유주의 신학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문화 위의 그리스도'의 태도는 기독교 우월주의에서 비롯되며 소통 방식에 있어서 
일방향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문화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게다
가 그리스도를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로 이해된다.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것을 위해 사용되거나 기독교적인 것에 의해 규정된다. 

넷째,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역시 이원론적인 배경을 갖는 태도다. 그리스도
는 그리스도요 문화는 문화다. 양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란 가능하지 않으며 문화가 포기됨으
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굳이 문화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실존적인 
결단을 중시한다. 교회는 자기 성장을 위해 굳이 시대인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자신
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다섯째,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의 입장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나
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배격되지 않으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
재다. 이런 입장은 삶의 환경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한 삶 자체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
러나 인간의 타락을 근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문화 그 자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고 비 기독교 혹은 반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된다. 문화는 궁
극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
는 인간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 생활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
키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소통하되 기독교 원리에 따른 변혁을 목표로 한다.

니이버를 위시해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서는 변혁 유형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
것은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 곧 그리스도를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기독교적인 
변혁, 곧 문화의 기독교화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소통에 있어서 우위적인 위치를 지향한다. 오
늘날의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혁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구호나 이상으로만 그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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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문화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다른 맥락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만, 이상의 개괄적인 관찰로
부터 시대인식과 관련해서 필자가 얻은 통찰이 있다. 시대변화는 비록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
되지만 결국 소통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디어 사상가 맥루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소통방식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시대변화를 미디어의 발달과 연결시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28) 미디어의 발달, 곧 소통방식의 
변화는 시대변화로 이어진다. 현대의 특징은 웹 기반의 소통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래서 우메다 모치오는 향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대 변화의 최첨단은 웹 주변에 있다고 확
신한다.29)

2. 2.0 시대,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다

비즈니스2.0, 정치2.0, 교육2.0, 시장2.0, 마케팅2.0, 농업2.0, 미디어2.0, 교회2.0 등. 우리는 현
재 다양한 분야에서 2.0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웹2.0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웹2.0시대라 부른다.30) 웹2.0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인터넷 환경, 즉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웹2.0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변화된 소통방식을 주목하는 것이다. 시대
의 도전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며, 결과적으로 웹2.0으로 표현된 정신에 대한 신학적
인 인식과 평가, 그리고 교회의 실천방안 모색이 강력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교회가 결코 간
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1) 웹2.0의 출현과 기본철학
웹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인터넷 기술이다. 소통에 있어서 “편리성과 편의성을 추구”31)할 

목적으로 고안된 인터넷 기술이다. 웹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여겨지는 본격적인 웹 시대는 컴

28)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1964) (박정규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9) 우메다 모치오,『웹 진화론2』(2007)(이우광 옮김, 서울: 재인, 2008), 25.

30) 웹2.0은 비록 2005년부터 사용된 용어이지만 정신의 구현은 이미 1995년 크레이그 뉴마크(Craig 
Newmark)가 만든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이뤄졌다. 크레이그리스트란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정보(구
인, 구직, 부동산, 만남, 판매 등)를 교환하는 사이트다. 크레이그리스트는 지역정보를 알리거나 혹은 얻
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었다. (우메다 모치오,『웹 진화론2』, 67).

31) 우메다 모치오,(히라노 게이치로 공저), 『웹 인간론』(2006)(이정환 역, 서울: 넥서스BIZ, 20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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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인터넷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축적되었던 시기인 1994년 10월 MIT 
대학에서 개최된 W3 컨소시엄(The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팀 버너스 리의 연구 결과
가 발표된 후부터 시작된다.32) 웹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세계, 곧 사이버 세계를 구축한다. 기
술기반의 소통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예상외로 얻은 광장인데, 현실과 다르면서도 현실의 모방
(simulation)이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웹에 대한 반응이나 웹에서 이루지는 역사를 보면 마치 새
롭게 발견된 신대륙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현실세계의 연장으로 혹은 그것의 한계를 넘어 새
로운 가치와 꿈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세계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세계에
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비해 오늘날의 웹 세계에서는 시장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상품들을 내다 팔
고 있다. 비록 가상세계(virtual reality)라 해도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보다 더 리
얼하게 느껴지는 시뮬라크르(simulacre)가 일어난다: “도처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원본과 유사한 
세상에 살고 있다.”33) 

무엇보다 웹은 탈신체적인 속성 때문에 언어의 장벽만을 극복한다면 전 세계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공간으로서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된
다.34) 이렇게 되면 모두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 사상을 매개로 유토피아
를 꿈꾸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가상화(Virtualization)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
는 인터넷 기술이 이상을 제시하고 시대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웹은 새롭게 출현된 
“공적 영역”35)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웹 세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기계와 인간이 그 어느 때
32) , 『웹2.0시대의 기회 시맨틱 웹』(서울:디지털미디어서치, 2006), 76. 팀 버너스 리가 꿈꾸었던 웹 세

상을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77쪽: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
렇게 공개된 자료를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33)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1981)(하태완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39.
34) 우메다 모치오,(히라노 게이치로 공저), 『웹 인간론』, 77. 예컨대 웹에서 이뤄지는 일은 다음과 같다: 블

로깅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교환한다; 검색과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지식의 완전성을 추구한다; 
정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정보를 통한 재생산 과정을 돕는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폭넓게 형성한다. 

35) 우메다 모치오, 『웹 인간론』, 77. 우메다와 대화상대자 히라노는 웹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로 
이해하면서 “공적영역”이라고 지칭한 것은 물론이고, 53쪽에서는 웹이라는 말이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
트(1906-1975)의 『인간의 조건』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웹2.0 공간을 
“악보다는 선이 두드러지는 ‘지식과 정보의 게임’의 공간”으로 정리한다.(『웹 인간론2』, 70) 히라노에 따
르면, 아렌트는 웹을 “언행에 의해 결합된 인간관계”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한다: “인간관계는 물
질적인 세계와 비슷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런 인간관계에서 언행을 통하여 본인에게 의
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폭로하게 되지만 그 관계성의 공간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보존도 되지 않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웹(거미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렌트의 이해에 대해 히라
노는 오늘날의 웹은 사실은 아렌트의 웹이 “가시화되고 물질화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웹에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성이 가
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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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웹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또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사용이 용이했지만 웹의 기본정

신을 구현하려는 연구자들에게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되었는
데36), 일방향 소통방식을 비롯한 웹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의 자동화 처리 기능
을 향상시켜 소통의 능력을 한층 향상시킨 웹이 바로 웹2.0이다.37) 상이한 이해로 인해서 정확
한 정의는 쉽지 않다 해도 이것의 기본정신은 개방(openness), 참여(participation), 공유(sharing)이
다.38) 자신을 사유화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영역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소유임을 주
장하기보다는 타인의 권한에 위임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생산자) 자신을 공유한 사람들이
(소비자) 더 나은 결과(이익)를 얻게 된 것이다. 

2) 웹2.0은 미래 시대의 키워드
‘웹2.0’은 2006년 IT업계 최고의 화두로 선정될 정도로 이 시대의 키워드다. 전 방위적인 소

통을 지향하는 웹2.0은 오늘날 현대문화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계속 
성장할 기술로 손꼽힌다. 그것은 이상세계의 건설과 초기 인터넷 이상을 재건하려는 혁명적인 
꿈틀거림이며 웹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기폭제”39)요 “변화의 동력”40)이다. 실제로 어떤 기
술의 개발로도 해내지 못했던 현대인의 생활패턴과 문화를 크게 변화시켜 웹2.0은 이제 시대
변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웹2.0을 말한다는 것은 소통 방식의 변화와 그 
후에 연속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36)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언급한다: “1. 문서를 읽기 전까지 문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

다. 2. 정보의 생산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3. 컴퓨터끼리 자동화 처리가 불가능하다.”, 80.
37) Tim O'Reilly는 2005년 9월에 “What is Web 2.0?”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 용어와 관련해서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정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0월에 웹2.0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했
는데 웹2.0에 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서 소개한다: Web 2.0: Compact Definition? 
   I said I'm not fond of definitions, but I woke up this morning with the start of one in my head: Web 2.0 is 

the network as platform, spanning all connected devices; Web 2.0 applications are those that make the most of 
the intrinsic advantages of that platform: delivering software as a continually-updated service that gets better 
the more people use it, consuming and remixing data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individual users, while 
providing their own data and services in a form that allows remixing by others, creating network effects 
through an "architecture of participation," and going beyond the page metaphor of Web 1.0 to deliver rich user 
experiences. 

38) 다음을 참조, 최성수, “교회 소통의 과제로서 웹2.0”, 한남대학교기독교문화연구원 편, 「기독교문화연구」 
제 13집(2008), 45-98, 특히 49-57.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개방’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두어 누구든지 편리하게 정보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웹2.0은 여론형성, 기술개발, 문화생산 과정에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참여), 
또한 각종 지식을 누구나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환경이다(공유).

39) 김국현, 28.
40) 김국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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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은 하나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전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새로
운 패러다임이 그 영향력을 입증하는 과정, 곧 인터넷 기술변화의 진행형을 지칭하는 하나의 
기호나 은유 혹은 상징으로 본다 해도 무리가 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는 웹 기술
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또한 원래 웹에는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겨냥한 표
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웹2.0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41) 또 다른 이유는 웹2.0을 
새로운 것의 완전한 출현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 즉 쌍방향 소통을 
웹 초기의 기본 정신으로 보고 닷컴버블을 계기로 그동안 변질된 기본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
의 결실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42) 다시 말해서 웹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
을 때 웹 초기의 기본정신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닷컴버블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건전한 철학을 가졌던, 즉 소비자의 편리와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실천했던 
기업은 살아남았는데,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력에 그들은 웹2.0이란 옷을 입힌 것이다.43) 

현대를 ‘웹2.0시대’로 규정한다면, 현대는 소통 방식의 변화에 근거한 연속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전환기라는 말이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
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변화
의 본질을 인식하고 대처할 방도를 모색하기를 요구받는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오늘날 사회 
전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웹2.0’은 웹 기술 발전과 그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시
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시해주고, 또한 계속적인 발전을 환기시키는 기술적인 용어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웹2.0은 그동안 사람의 노동력으로 움직였던 웹이 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웹으로 변화된 것에 불과하다.44) 단지 향상된 정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웹 운
41) 웹2.0은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예컨대, 기호로 읽었을 때 웹2.0은 우리에게 기

술과 그 기술력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수많은 웹2.0 관련 논문과 서적들 안에는 기술의 변화와 그것이 경제와 경영, 그리고 미디어 분야에 미
친 파급효과를 전해주는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은유로 읽을 경우, 웹2.0은 시대의 변화를 지시해준다. 시
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웹2.0 시대다’라는 말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
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런데 만일 웹2.0을 하나의 상징으로 읽는다면 웹2.0은 개방, 참여, 그리고 공
유가 보편화되는 세계, 곧 양방향소통의 이상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세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
겨지게 된다. 

42) 김국현, 31. 32쪽: “웹2.0은 어쩌면 웹0.0이라 불러야 할 것 같은, 웹의 초기 정신, 즉 ‘개방’된 순환 구조
를 제로베이스에서 되찾는 일에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하고, 기득권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
치를 ‘공유’하려는 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어떤 단일 기업의 전략이나 개인의 판단에 좌우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열린 표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메다 모치오 역시 같은 생각이다. 
『웹 인간론』, 140ff, 그리고 『웹 인간론2』, 16.

43) 웹2.0에 대한 담론의 출발점은 팀 오라일 리가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이다: “What ist Web 2.0 - Design 
Patterns and Business Models for the Next Generration of Software”

    (http://www.oreillynet.com/pub/a/oreilly/tim/news/2005/09/30/what-is-web-20.html).
44) 김중태, 87. 웹2.0은 차세대 웹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으로서 경제적인 관점을 반영한 용어이다. 웹2.0

과 시맨틱 웹의 차이에 대해서는 84-87을 참조: “시맨틱 웹이 목적지를 향한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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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하려는 노력에 따라 발생된 변화이지만, 그 영향력과 관련해서 볼 때 기술의 변화
가 가져온 파급효과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45)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처음보다 
더욱 지능화된 시맨틱 웹(semantic web)을 통해 웹2.0은 경영, 경제, 정치, 사회 및 문화 분야는 
물론이고, 특히 미디어(활자 미디어)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46) 웹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해 일본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우메다 모치오(平野啓一郞)는 소설가 히라
노 게이치로47)와 더불어 웹의 진화로 나타난 웹 시대의 독특한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람이 신체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준 웹 발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블로그를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삼고 그 안에서 성장
할 수 있고48), 또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본다. 
두 사람의 대화를 읽다보면 인간의 본질마저도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웹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웹2.0의 기술적인 측면을 하나의 
철학적인 배경에서 인식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도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49), 웹2.0의 기본정신
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체계의 출현 역시 멀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웹2.0을 오늘의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혹은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하나의 문화로서 인식하는 데에 결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웹2.0은 단순히 기호나 은유의 맥락에서 독해되는 수준을 넘어 하나
의 시대적인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웹2.0이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면, 그것
은 웹 운용 기술의 변화를 넘어 문화의 변화이고 또한 전 방위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다. 기술의 변화가 건전한 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50) 웹2.0 기술을 가능하게 

2.0은 시맨틱웹의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여 경제와 인간 생활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45) 김국현, 위의 같은 책, 37ff. 김국현은 웹2.0의 변화를 여섯 가지로 분석한다: 1) 경제를 보는 시각의 변
화: 롱테일 법칙, 2) 인간 행동의 변화: 집단지성, 3) 서비스 산업으로의 변화: 3차 산업적 특성을 지닌 
이상계, 4) 기업 핵심 역량의 변화: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구조, 사용자들에 의한 데이터 축적, 5) 기술의 
변화: 기술의 재발견, 기술의 재구성, 6) 형식미의 변화: 깔끔한 ‘필’로의 합의.

46) 다음을 참조: 김강석, 『미디어 대충돌』(서울: 노마드북스, 2007); 명승은, 『미디어 2.0 미디어 플랫폼의 진
화』(서울: 한빛미디어, 2008); 김택환, 『웹2.0 시대의 미디어 경영학』(서울: 중앙북스, 2008); 정완진 외, 『1
인 미디어의 힘』(서울: 매일경제사, 2008).

47) 교토대학 법학부 재학 중에 문예지 ‘신초’에 기고한『일식』으로 신인 발굴에 큰 의미를 갖는 아쿠다가와
상을 수상하였다. 그밖에 2002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장송』(양윤옥 옮김, 문학동네, 2005)이 가장 유명하
다. 

48) 우메다 모치오(平野啓一郞)와 히라노 게이치로는 웹 인간론을 주장한다. 『웹 인간론』, 41ff.
49) 김중태, 『웹2.0시대의 기회 시맨틱 웹』. 김익현 역시 『웹2.0과 저널리즘 혁명』(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에서 웹2.0을 하나의 철학으로 보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50) 김중태, 44: “철학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문화를 만든다”. 그러나 이 말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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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양방향 소통의 철학이며 고객의 편의를 지향의 서비스 철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웹2.0 철학의 키워드는 개방, 공유, 참여다. 이것은 현재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주제로 다뤄지
고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맥락은 미디어 분야, 곧 소통이다. 즉, 웹2.0의 기
본 철학은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켜 양방향 및 전 방위적인 소통방식에 있
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이 변화는 블로그와 마이크로블로그인 트위터(twitter)51)를 중심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런 변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소통의 
변화가 결국 사람의 변화, 문화의 변화, 그리고 마침내는 시대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웹의 진화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급변하는 
전환기에 하나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고 혹은 소명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우메다 모치오는 웹의 진화가 가져올 변화를 “본질적인 변화”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될 ‘엄청난 변화’는 기술 혁신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급속하고 단편적인 변화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속
도는 빠르지 않지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52)

해저에서 일어난 작은 지진이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듯이 웹2.0과 시대의 관계도 마찬가
지다. 다시 말해서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보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의 파급효
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곳에서 필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김국현이 제시한 여섯 가지 변화와는 달리-비록 겹쳐지
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웹2.0과 더불어 일어날 변화를 크게 4가지(기술, 철학, 문화, 현실의 
변화)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술의 변화
웹2.0 기술의 변화는 기존의 여러 기술들을 효과와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조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53) 웹2.0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기술적인 변화는 크게 유
김중태 역시 181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개발은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의 변화는 현실과 가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수정시켰다. 기술의 
변화가 사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51)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것의 경제 경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조엘 컴/켄 버지트
위터, 『트위터: 140자로 소통하는 신 인터넷 혁명』(2009)(신기라 옮김, 예문, 2009).

52) 우메다 모치오, 『웹 진화론』, 36.
53) 예컨대 웹2.0의 핵심기술인 에이작스(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는 자바스크립트와 XML로 동적

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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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웹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웹이라는 것이 
주로 P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웹은 점점 PC라는 틀을 벗어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진실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검색기술이 강화되었다
고 해도 웹상에 있는 정보들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용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시맨틱 웹은 사용자의 활동이 없이도 사용자의 정보들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가 직접 
질문과 자료를 이해하고 명확한 답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검색기술의 변화, 검색영역의 확대(개인 검색부터 모든 지식 검색까지), 콘텐츠 
생성과정의 변화, 단순링크에서 정보링크로의 변화, 마이크로 콘텐츠시대, 콘텐츠 배포와 수집
에 있어서 변화(방문에서 구독하고 편집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그리드(모눈) 컴퓨
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록 보안상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분산된 컴퓨터를 고속 네트워크에 연결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중앙 서버가 
했던 역할을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분산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서버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
었다. P2P(Peer to Peer: 컴퓨터대 컴퓨터로 일대일 자료를 공유하는 것)기술이 대표적인 예이며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B2C(Business to Consumer: 기
업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C2C(Consumer to Consumer: 개인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B2G(Business to Government: 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 있다. 웹2.0 
기술변화의 핵심은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는 사실이다.

(2) 철학의 변화
소통은 20세기 철학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진 일방향 소통

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사상의 부조리는 인간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존철학에 의해 
철저하게 고발되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1813-1855)의 단독자 철학은 한편
으로는 전체주의 폐단을 지적해주어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소통 부재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의 한계를 인식한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너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본질적으로 소통을 지향하
는 대화의 철학을 주장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부버의 노력에 이어서 20세기 후
반에 소통 문제가 철학의 중심 주제로 부각된 것은 아무런 갈등조차 없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
으로 단절된 현대인의 삶, 곧 소외된 삶에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계를 지향하면서 소통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개별성과 차이성이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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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성과 차이성을 극복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열쇠이다. 외관상 서로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여러 방법적 접근들을 조리 
있게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사회과학에 제공하고자 했던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는 이성은 항상 의사소통적 일상 실천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고 보고, 갈등을 넘어 상
호 소통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인식하면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의사소
통 이론을 주장하였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합리성의 본질은 서로를 인정하는 평등관계이다. 즉 
인간은 타인과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연대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차이를 상호인정하면서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개별자로서 상
호 소통할 수 있게 되며, 차이를 서로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상호인정은 하더라도 연대하지 
않을 때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소통과정에 있어서 하버마스는 무엇보다 비판이
성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인간 해방과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비판적 사고
가 갖는 잠재력에 주목하였고 합리성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
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역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합리
성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 경험과학과 일치하여 선이론적(vortheoretisch) 언어및 
행위지식을 밝히고 이들을 재구성하는 분야를 “보편적 화용론”(Universalpragmatik)54)이라 부른
다. 이것의 과제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조건들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
것의 목적은 진리 개념 안에는 이미 모든 외압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건설이라는 비판 사회이
론의 목표가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사소통 행위 안에도 구조화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보편적 화용론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55) 명제는 첫째,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Verständlichkeit), 둘째, 참된 것이어
야 하고(Wahrheit), 셋째, 진실되게(Wahrhaftigkeit), 마지막으로는 올바르게 표현될 것(Richtigkeit) 
등이다.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곧 근대이성에 대한 비판
과 함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소통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완전한 평등관
계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소통관계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요소, 예
컨대 몸, 성 차이, 감성, 그리고 생태적 환경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54) Jürgen Habermas, Was heißt Universalpragmatik? (1976), in: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Frankfurt a.M. 1984, S. 353–440.

55)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1: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Frankfurt a.M. 1981, S. 12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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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한풀 꺾이게 되었다. 성 차
이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고, 그리고 권력이나 경제력의 우위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하고 자연
스럽게 일방향 소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닷컴버블은 바로 이러한 합리적 소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현상
이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요 전뇌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하이 컨셉의 시대, 곧 창의성과 조합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이다.56) 소통에 있어서 이성의 원칙이 결코 간과될 수는 없지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통, 양방향 소통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더욱 
크게 표출되고 있다. 웹2.0은 소통방식에 변화를 일으켰고, 사회적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원
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철학
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 

(3) 문화의 변화
 웹2.0이 비록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단순히 인터넷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문화, 특히 미디어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주는데, 이런 경
향은 최근에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몇 개의 트렌드를 통해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과 블로그 문화의 출현이다.

① 유목민의 등장
웹2.0은 디지털화로 시작된 변화를 더욱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현실로 옮겨 놓고 있는데, 예

컨대 웹2.0은 유비쿼터스의 현실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비쿼터스(ubiquiotous)란 편재, 곧 ‘언제
나 어디에서나 있는’이란 뜻을 갖는다. 고도로 발전된 기술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접
속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첨단 통신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디서든 
가상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용어는 『21세기 사전』57)에서 미래사회를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예측했던 프랑스 사회학자 자
크 아탈리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인데,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
류는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IT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웹이 궁극적으로 지향해가는 세계는 “우주만물을 하나의 그물로 엮어 서로 관계를 맺고 
56) “ ”은 다니엘 핑크가 주장하는 것으로 다음의 저서를 참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2005)(김명철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7). 그리고 다음을 참고: 스콧 매케인, 『하이컨셉의 시대가 온다』(2005)(이
민주 역, 서울: 토네이도, 2008).

57) 자크 아탈리, 『21세기 사전』(편혜원.정혜원 공역, 서울: 중앙m&b, 1999). 다음을 참조: -, 『호모 노마드 유
목하는 인간』(이효숙 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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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인드라망과 같은 세계”58)라고 한다. 

 ② 분야: 블로그(Blog)와 트위터(Twitter)
웹2.0 기술은 블로그(web+log) 문화를 생산해 내었다. 정보소통에 있어서 언제나 소비자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블로거) 적극적인 블로깅을 통해 직접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주었다. 블로그의 출현은 마케팅 방식을 바꾸었고, 특히 미디어 분야에 가장 위협적
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어 미디어 독과점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기존의 미디어 업체에서도 블로그를 운용하는 전문 기자를 고용할 정도이며, 인터넷 포
털들 역시 전통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블로그 기자들에 의해 더욱 신속하게 업그레이
드된 정보들을 선호한다. 

최근 들어서 여론 형성과 관계 맺음의 도구, 즉 미디어로서 강력한 파워를 입증하고 있는 
마이크로블로그 트위터는 블로그와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정보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고 소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정보전달
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블로그와 같다. 그러나 글의 숫자가 140자에 
제한되고, 더욱 빠르게 정보교환이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관계 맺음에 있어서 대중적인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블로그와는 달리 “그리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59)라고 규정되는 것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트위터는 감성을 자극하고 친밀한 관계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블로
그와 차별적이다. 어찌되었든 인터넷 소통에 있어서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블로그와 
트위터가 확산되어 가는 경향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은 양방향 소통과 자기표현 욕구가 강력
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③ 경영 분야: 파레토에서 롱테일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F. D. Pareto, 1848-1923)는 개미 연구에서 이뤄

진 우연한 발견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20%가 80%의 일을 처리하고 이탈리아의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의 관찰 결과는 후에 경영학자인 조셉 M. 
주란에 의해서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으로 일반화되었는데60), 각종 사회 현상이나 금융, 
58) , 79. 참고로 화엄경에 나오는 불교용어인 인드라망이란 한 없이 넓고 그 그물의 이음새마다 구슬

이 있는 그물이다. 그 구슬은 서로를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 세상을 비
유하고 있는데, 인간은 마치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세상에 서로 연결되어있으면
서 서로를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라는 의미다. 인드라망이란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59) 조엘 컴/켄 버지, 『트위터』, 6.
6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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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육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2:8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이 되었다. 
파레토 법칙은 상위의 20%에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도

록 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 사회뿐만 아니라 적
자생존의 사회 구조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20%에게만 투자하는 것이 
유익이며, 대중을 겨냥한 투자는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대중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파레
토 법칙이 지배하는 한, 대중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웹 기반 경영이 활발해짐으로써 새로운 현상인 소위 틈새시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웹2.0은 고도로 발달된 검색엔진을 통해 책의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매 성향까지도 파악하게 해주어 그동안 상위 20%에 들지 못해 
주목받지 못한 80%가 주목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은 서점에 진열되지도 못하고 창고에나 쳐 박혀 있음직한 책들, 곧 20%에 들지 못한 책들
의 목록만 올리거나, 혹은 내용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
다. 이로써 80%에 속한 책들의 전체 판매량이 20%에 속한 베스트셀러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비유되곤 하는데, 상위 20%을 제외한 나머지 
80%는 그래프 상에서 긴 꼬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롱 테일(long tale) 법칙 혹은 역 파레토 법칙
이라 불리며, 이는 2004년부터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 와이어드의 크리스 앤더슨 편집
장이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다. 

웹2.0 시스템에서도 특정 인기 블로그에 대한 쏠림 현상이 관찰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웹2.0 시대에 롱테일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상위 20%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파레토 법칙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웹2.0 시대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위20%에 주목하면서도 80%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정신을 요구할 뿐이
다. 

(4) 현실의 변화
김국현은 일종의 통념의 형태로 웹2.0과 더불어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를 지적한다. “현실

의 대안”, “소수자의 대두”, 그리고 “기존 질서의 붕괴”이다.61) 현실의 대안이란 현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웹 세계로 넘어가며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일들이 웹 세계에서 구
체화되는 움직임을 말한다. “소수자의 대두”란 현실에서 특히 힘이나 규모, 그리고 물량적인 
면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61) , 29-30.



68

. 대표적인 예가 블로그다. 기존 질서의 붕괴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 미 
미디어 업계는 웹2.0을 위기로 느끼고 그에 대처하고 있으며, 경영과 경제 분야 역시 위기 속
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2.0 시대와 교회의 과제

웹2.0의 본질은 소통방식의 혁신에 있다. 웹 기술의 발전은 양방향 소통에의 의지와 철학의 
요구에 따른 결과였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웹2.0 시대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문화가 변하
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한 케이스다. 따라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가능하지 않
은 일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웹 기술의 발전이 고객
의 편의를 지향하는 서비스 정신의 구현과 소통방식에 있어서 혁신(개방, 참여, 공유)을 추구하
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웹2.0의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가 단순한 기본정신을 넘어서 현대인들의 욕
구를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서 웹2.0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거
나 혹은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
하기 위한 대 전제 하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정보영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통시키려는 욕구, 둘째, 고객의 정보습득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욕구, 셋째, 고객과 직접적
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이며, (소비자 혹은 소비자 상호관계에서 볼 때) 넷째, 타자와의 차
별화로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 다섯째, 의제설정의 주체, 곧 자기 자신이 중심
이고자 하는 욕구이다. 과거에 비해 권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생각,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는 욕구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웹2.0의  인간학적인 함의
에 대한 신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러 기업에서 경영 혹은 마케팅 원리로 채택되어 수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내놓는 
보고들을 대하면서 필자는 한편으로는 웹2.0의 한계를 상업주의적인 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
다. 이것은 웹2.0을 수용함에 있어서 교회가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시대인식에 뒤처지고 있어서 현실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
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웹2.0의 세 가지 기본 정신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시작된 개방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하나의 핵심 트렌드가 IT분야에서 결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회 역시 열린 구조를 지향해 왔지만 영향력 있는 결실에서 뒤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신학적인 문제의식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현실을 지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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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웹2.0에 대한 부족한 교회인식을 경험하게 되면서 혹시 교
회는 웹2.0으로부터 아무런 매력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과 더불어 웹
2.0이 교회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현재 
웹2.0은 매력보다는 교회비판적인 측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62) 

1) 웹2.0이 교회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은 무엇인가? 
(1) 기독교 신학과 목회사역 속의 웹2.0
첫 번째 매력은 신학과 교회의 사역 속에서도 웹2.0의 기본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63) 다시 말해서 웹2.0은 교회와 신학의 역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하
나님을 삼위의 상호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이해뿐만 아니라 
교회와 인간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근거를 제시한다.64) 교회와 인간은 그 자체
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어떠한 존재임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신학의 ‘공
공성’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한,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의 관계적인 속성으로 인해 기독교 정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하나님
과의 관계를 전제한 기독교의 참 정신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된다는 말이다. 웹
2.0은 소셜 미디어로서 수많은 관계들을 소통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인간의 관계적인 속성과 그들의 상호소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드러내준다. 

기독교 신학과 관련된 또 다른 매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웹2.0의 기본정신인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을 내어놓
고, 자신의 소명에 참여토록 하며 또한 자신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빌2:5-11) 그를 공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웹2.0의 기독론적인 함의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기대된다.
62) CBS 2008년 7월 18일에 방영된 “크리스천 Q”라는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교회소통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63) 다음의 논문을 참조: 최성수, “교회 소통의 과제로서 웹2.0”(한남대학교기독교문화연구원 편, 「기독교문

화연구」 제 13집, 2008), 45-98, 특히 57-67.
64) 참고: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tr. by P. Burns, Maryknoll, New Tork: Orbis Books, 1988). 보프는 

“태초에 교제가 있었다”(9쪽)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 서술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 한다: “인간 사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반면, 삼위일체 하
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계시로부터 알게 되었듯이, 사회 생활과 그의 원형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삼위일체가 ‘신적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진다.”(119) 몰트만의 삼위일체론도 
보프와 유사한 견해를 전개한다. 다음을 참조: Jürgen Moltman,『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김균진 역, 서
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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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의 기본정신이 교회 혹은 신학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오히려 웹 기반 기업의 
경영 및 경제원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신학적이고 문화목회
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혜안이 아쉽다. 그나마 최근 들어 ‘사회적인 
삼위일체론’과 ‘사회적인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신학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관계와 소통,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소 늦은 감
이 있지만 우리는 웹2.0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사회와의 소통 및 관계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수
용할 필요가 있다. 웹2.0은 신학적으로는 새로운 발견과 인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회적으
로는 교회 사역을 통해 구현해야 할 실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시사해준다. 잊고 있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웹2.0은 교회에게 큰 매력을 
갖는다.

(2) 문화선교적인 함의: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두 번째 매력은 복음이 하나의 정보로 이해될 수 있다면, 웹2.0 기술과 기본정신은 복음이 

제대로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윤곽과 방향을 제시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최신의 미디어를 마다하지 않았
다. 방송에의 참여도 민영방송으로는 처음이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65)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신학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늦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든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교회는 유독 ‘선포’라는 일방향 소통 방식을 고집했다. 복음과 교리, 
그리고 제도를 선포해왔다. '선포‘는 원래 ’전하다‘, ’증거 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지 특정
한 소통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방향만을 고집한 것은 어쩌
면 양방향 소통의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열린 예
배’라는 개방적인 형태를 통해 성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참
여가 아닌 공연 혹은 전시 예술의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양방향 
소통이라고는 볼 수 없다. CCM 콘서트는 성도들의 참여를 전제하지만 찬양이라는 특수성 때
문에 가능한 것일 뿐이다. 복음전파에 있어서 소통방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 사역
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웹2.0은 양방
향 소통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지난 촛불 집회와 미디
어,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 어떤 유익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해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교
회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일방향 소통에서 벗어나 양방향 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깨달
65) , “대중매체 속의 기독교”(한남대학교기독교문화연구원 편, 「기독교문화연구」 제 13집, 2008), 

249-269,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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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3) 중소형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기회
세 번째 매력은 중소형 교회도 얼마든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롱테일 법칙은 교회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교회 프로그램들
은 대체로 성공사례가 입증된 대형교회의 것들을 전수받아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특색이 없고 거의 대형교회를 모방한다. 설교뿐만 아니라 행정과 교육, 그리고 전반
적인 목회계획 조차도 대형교회를 따라간다. 대형교회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소형, 농어촌 교회의 특색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크다. 웹2.0은 조직이
나 갖가지 맥에 의지하지 않고도 개인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관심을 표출하며, 자신이 가진 지
식을 맘껏 발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한다. 웹2.0 홈페이지나 블로그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중소형,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웹 세계 안에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4) 소셜 미디어의 목회적인 활용
네 번째 매력은 웹2.0 시대를 선두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있다. 소셜 미디어

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도구와 플랫폼이다. 이것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교회 운영의 전문화가 가
능해지며, 다양한 목회경험이 수렴되면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의 부담은 목회 전 영역(행정, 교육, 심방, 전도, 상담, 설교, 문화, 복지, 영상, IT 분야 
등)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전문분야를 구분해서 부교역자를 둘 수 있
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소수의 교역자가 모든 분야를 책임져야 한다. 그
러나 이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들이 서로 개방되어 다른 교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협
력관계 속에서 목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오마에 겐이치66)의 책을 읽고 난 후에 필자는 미
래 목회의 바람직한 성장은 집단지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집단지성을 간과하거나 배제하면 목회능력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가 전횡하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지능 신자들이 많다는 결과이며, 이는 결
국 ‘지성의 쇠퇴’를 넘어 신앙의 쇠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목회자 상호간에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문제나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66) 겐이치, 『지식의 쇠퇴』(양영철 옮김, 말글빛냄, 2009). 오마에 겐이치는 세계 전체의 발전이 집단

지성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교양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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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다양하게 축적된 경험들(설교, 교회건축, 각종 이슈를 매개로 하는 주제탐색, 
각종 교회문제들, 운영의 노하우 등등)이 하나의 지식으로서 체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위키 백과에서 볼 수 있는 집단지성의 한 현상이다. 신학과 목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한국교회 현실에서 목회자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신학자들에게 연구의 
동기와 소재를 제공해주며, 또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목회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도 있다.67) 

(5) 공적영역으로서 웹 세계68)에 대한 책임
다섯 번째 매력은 웹 세계는 비록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 놓은 정보의 세계이지만, 

웹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세계라는 사실에 있다. “또 하나의 지
구”69)로 불리기도 하는 웹 세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현실세계로부터 독립해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실세계와 상호협력내지는 긴장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다.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하여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이듯이, 웹 역시 하나님이 인간
을 통해, 특히 컴퓨터를 매개로 일하시는 영역이다. 현재 웹 세계에는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
고 웹 인간형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웹 세계의 문화가 있다. 웹 인간은 한편으로는 
현실을 모방한 인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대안형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무한한 잠재
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인간이다. 웹상에서는 단지 하나의 아바타로 나타나지만, 현실의 인간
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웹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거나 
웹에 대한 가치부여를 달리하는 인간들이 출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현실에 불만을 품
은 사람들이 웹 의존도가 더욱 높은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부정적인 
면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익명의 악플들이나 각종 문서들의 무차별적인 복제
와 매쉬 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암적 요인들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은 새롭게 발견된 웹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소위 ‘웹 윤리’라는 컨셉인데, 
웹을 하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하고 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인간과 웹에서의 활
동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이
다. 

67) 감리교회에서 기획적으로 운영하는 “아레오바고 블로그”(areo.kr)가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 및 정착단계라고 볼 수 있다.

68) 흔히 ‘사이버 세계’, ‘사이버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웹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웹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69) 우에다 모치오, 『웹 진화론2』, 11.



73

2) 2.0 시대와 교회의 과제
필자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교회사역의 소통방식과 관련해서 웹2.0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변화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예배, 설교, 교육, 선교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
다. 이곳에서는 (1) 웹2.0을 하나의 실존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때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는지 살
펴보고, (2) 웹2.0 시대의 교회론적인 단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웹2.0이 제기하는 질문들
목회자들이 양방향 소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양방향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무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양방향 소통이 목회자 권위
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웹2.0이 교회에 제기하는 질문 가운데 핵심은 양방향 소통
이 가능한 미디어로서 교회70)의 역할이다. 복음 역시 하나의 정보로서 생각해볼 수 있으며 교
회는 이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할 책임을 갖게 된다. 복음이외에도 왜곡된 정
보에 대해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요구로 인해 제기되는 질문은 ‘교회는 세상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인식하고 
또 감당하고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웹2.0 시대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현대 한국교회가 
인지해야 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다. 

- 성도들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가?
-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복음의 소통방식을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 복음전파이외에 올바른 정보 전달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가?
- 교회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고 있는가?
- 양방향 소통은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가? 
- 웹 기반(웹 표준형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교회사역은 얼마나 가능한가?
- 목회계획 수립 과정은 오픈되고 있는가 아니면 폐쇄적인가? 
- 목회경험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부교역자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교회정보는 공유될 수 있는가?

70) : 김중배, “미디어로서의 교회”, 「사목」(1988년 11월), 10(쪽 하단부터)-15. 이 글에서 저자는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미디어의 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교회를 언급한다. 즉, 혼탁한 언론의 현실에
서 언론의 바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과제가 교회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천부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시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속의 미디어를 질타하고, 나아가 미디어의 굴절
을 강요하는 세력을 계도”하며, 필요하다면 “저항의 권리도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 “미디어로
서의 교회의 길”임을 역설한다.(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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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이를 위한 소통방식은 양방향인
가? 

- 성도의 다양한 관심들이 목회에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교회정보와 목회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 비활성화된 성도들에 주목할 수 있는 목회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2) 웹2.0 시대의 교회의 한 모델-“미디어로서 교회”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소통의 중심에 있었다. 교회가 정보를 생산하였고, 교회를 통해

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교회 안과 교회 주변에서 정보들이 소비되었다. 이 시기에 교회
는 광장이었고, 시장이었으며, 학교였고, 언론이었다. 물론 기독교가 개인과 사회적인 삶의 중
심이었던 시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과학기술의 발견과 산업의 발달, 그리고 교회의 재화들이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으며, 대신 사회에서 그 기능들을 
대신했다. 신문과 방송은 광장의 기능을 가지고 갔고, 학교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교회의 기능
을 잃게 했으며, 시장은 상품 교환의 장소로서 기능을 가지고 갔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기능의 세분화는 더욱 가속화 되었는데,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공적인 영역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
겨지기도 했다. 

최근에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
른 인식과 해결을 교회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최근에 대두되
고 있는 경향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
로부터 위임받은 “땅을 정복하라”(영향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것과 바르게 관리하라는 명령)
는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환기시키는 것일 뿐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정
보를 선별하는 과제는 매우 시급하다. 정보식별력을 기르는 것과 바른 정보를 공급하는 일은 
21세기 교회의 공적 책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론은 동시대적인 도전에 직면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 그리고 사역을 설명하는 과
제를 갖는다. 웹2.0은 소통기술의 향상을 통해 과거 교회가 가졌던 광장으로서, 미디어로서, 그
리고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곳에서 필자는 특
히 미디어로서 교회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71) 

71) “ 교회”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탐구는 그리스도의 미디어적인 사역에 근거한 필자의 아이디어
에서 유래하며, 교회가 미디어의 본질과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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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웹도 하나님의 피조물: 웹 공동체를 향하여 
언급했듯이 웹은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몰려들어 개척자의 정신을 발휘했듯이, 현재 웹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
들에 의해 새로운 정신들이 실험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공동체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일들도 웹 세계에서는 가능하고 변화의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멸과정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웹이 현실을 모방하며 현실
의 보조적인 의미만을 갖는 세계로 발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등장할 것이
다. 즉, 웹 세계가 현실로 다시금 복제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72) 비록 일시적인 현
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쩌면 지금과는 반대로 현실이 웹 세계에 보조적인 의미
를 갖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만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웹이 현실로 복제될 수 있다면 “도쿄”
(봉준호, 2008)에서 볼 수 있듯이, 히키코모리와 같이 인간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세상은 
오직 써로게이트 로봇만이 활개하게 되지 않을까? 모든 소통이 로봇을 매개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대중문화는 인간이 면대면 소통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느낌과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웹 세계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인지하고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포르노와 도
박과 같은 퇴폐적이고 사행성 높은 사업들이었다. 현실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웹 
세계 개척에 선두에 서다 보니 교회가 웹 세계의 긍정적인 가치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염
려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웹2.0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웹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은 교회가 세계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배제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한스 로크마커 역시 
현대예술과 문화에 교회가 보인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동일한 지적을 하였는데, 그는 현대예
술의 죽음이 결국 교회가 예술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주장한다.73) 
웹 세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감
72) 개봉된 두 영화는 이 점에 대한 확신을 뒷받침해준다. “써로게이트”(조나단 모스토우, 2009)와 

“게이머”(마크 네빌딘/브라이언 테일러, 2009)다. 그동안 웹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바타를 하나의 
로봇으로 제작한 것인데, 로봇의 생명과 활동은 소위 운영자에 의한 원거리 통제로 이뤄지는 캐릭터다. 
로봇에게 자율적인 능력을 가능하게 한 AI와는 또 다른 컨셉의 결과인데, 핵심은 웹의 세계가 현실로 
복제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다. “게이머”는 아바타나 로봇이 아닌 실제 인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정한다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다. 사람의 뇌에 컴퓨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나노 칩을 이식함으로써 일정한 공간 내에서는 컴퓨터 운영자가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인데,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웹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로 옮겨놓았다
는 점에서 흥미롭다.

73) 한스 로크마커,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1970)(김유리 옮김, 서울: IVP,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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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아바타들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웹 세계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 교회가 담
당해야 할 몫이다. 웹 세계 안에도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다. 교회는 그
러한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개발해서 웹 인간(웹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웹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웹 인간에게 공급될 복음은 어떤 형태로 가
공되어야 하는가는 웹2.0 시대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② 블로그로: 소통의 장으로서 광장의 기능을 회복
정보는 의미를 구성하는 맥락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복음이 살아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맥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단
지 정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서 홈페이
지를 검색이 용이한 웹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현재 주제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웹 표준형으로 바꾸든가, 그것이 여건이 안 된다면 블로그로 바꾸어
야 한다. 홈페이지는 교회를 일종의 이미지와 정보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현재의 홈페이지는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면적이며 주로 교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운영될 뿐이다. 성도들의 참
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기회도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주로 설교원고나 설교 
및 교육 동영상들이다. 콘텐츠는 기독교적인 것일 뿐 비기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를 담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트에 방문
해야만 한다. 게다가 보안상으로 혹은 안티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로그인까지 요구하는 교회
도 많다. 개방적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홈페이지의 글이나 동영상이 검색엔진
으로 쉽게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기독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회이
름을 알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다. 번거롭기도 하지만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볼 때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웹이나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웹
은 이미 사라져야 할 목록에 올라와 있다.

이에 비해 블로그는 게재되는 모든 글에 URL이 붙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검색엔진에 의
해서 쉽게 검색된다. 주제 검색이나 색인검색은 물론이고, 구글은 심지어 문장과 내용검색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보는 물론이고 각종 영상 콘텐츠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검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언어만을 고집하는 태도
는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처럼 집중적인 사이트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앞서 언
급한 대로 하나의 이야기로 혹은 정보의 형태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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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결혼, 이혼, 육아, 가족, 교육, 인간관계 등과 같은 사람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굳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복음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대답해줌으로써 잠재적인 복음 수
용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진 복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
가 된다. 이를 위해 교역자들은 부서 혹은 교구 운영에 있어서 블로거로서 자신의 목회활동영
역을 넓혀야 한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찾아와야 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그들과 직접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직접 구독될 수 있는 
수준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 교회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정보
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왜곡되고 편향적인 
언론의 대안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면 교회는 일종의 미디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
용은 너무 광대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내용이 바람직
하다.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지만 펌 기능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취미별로 관심이 
갈만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옮겨놓을 수 있다. 예컨대, 건강정보, 취미생활을 위한 정보, 향토 
음식이나 건강한 음식 만들기 정보, 각종 공공기관의 지역정보, 지역소개, 전시 및 공연정보, 
학교소개, 지역운영과 관련된 정보, 영화이야기, 지역주민들의 선행이야기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 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③ 지식의 수준을 넘어 경험되어야 한다: 웹 세계에서의 하나님 경험을 향하여
미국 새들백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시도한 열린 예배 혹은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새로운 

문화예배를 통해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구
도자 중심 예배 혹은 문화센터 운영 등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한 방법이며, 교회는 
이것을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지기관을 운영하
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교회로 찾아오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찾아오지 
않는 한 교회는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없다. 친밀감이 떨어진다. 대안으로 제
시되는 것은 거리 혹은 가가호호 방문 전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
씀에 비춰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불신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말해준다.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99마리의 양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 거리 전도나 가가호호 방문 전도는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78

힘든 일인지를 실감할 것인데, 지나친 방문은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
러일으킬 수 있으며, 게다가 같은 지역 내의 교회들과의 경쟁관계로까지 발전되어 지역 주민
들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소통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즉, 교회는 
이제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적
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관계전도는 상호간의 친밀성을 구축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방법
이다. 이것도 일종의 찾아가는 전도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체로 물질을 매개로 
하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틸리히가 옳게 환기시키고 있듯이, 전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직면
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74) 스타벅스와 홍대 클
럽을 전초기지로 삼으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독교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행위는 이런 점에서 매우 신선한 작업임에 분명하다. 이것이 오프라인에
서의 모습이라면 온라인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복음은 이야기가 담긴 정보다.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정보다. 그동안 복음이라는 정보는 교
회의 언어, 성경의 언어로만 전달되었다. 공연 및 전시, 그리고 영화예술 등의 매개를 사용하
면서 문화의 옷을 입히면서도 그랬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복음이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매개해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현상학자 반 더 레우의 주장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는 우리에게 이미지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지각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75)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이미
지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창의력과 감동적인 사고가 중시되는 하이컨셉 시대에 정보는 
단순히 지식만을 매개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복음은 이야기가 있는 정보로, 즉 이
미지의 형태로 감동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이
기 때문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고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도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야기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로 가공하고, 성경 및 교회 언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교회의 언어행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행위)를 신앙인의 이야기(하나님 경험, 간증)로 번역하는 것이다. 복음전파는 하나님
의 이야기와 신앙인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문화,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74) , 『문화의 신학』, 59.
75) Geradus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Beauty(tran. by Holt, Rinehart and Winst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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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뿐만 아니라 소통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감동은 참여할 때 더욱 깊이 우러난다. 비기독교인

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만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77) 

C. : 공유의 문제

웹2.0의 기본정신은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개방은 하나님을 신뢰
하는 가운데 무한한 변화의 과정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참여란 전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공유란 참여를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다시금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웹2.0의 세 가지 기본정신 가운데 특히 공유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
무리짓고자 한다. 복음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
는 것인데, 공유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신앙경험 혹은 하나님 경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개방하고, 참여토록 하며, 그리고 공유하게 하는 일 가운데 앞
의 두 가지는 교회가 노력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교회가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또 불신자
들이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는 복
음의 이야기를 -비록 신앙경험은 아니라 해도-경험할 수 있다. 

한편, 복음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는 공유의 문제는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복음이
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감각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며 단지 증거 될 뿐인 세계와 
상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앙경험이 아니며, 또 아무리 많은 

76) 할 사실은 교회의 이야기조차도 문화로 전환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자유주의 신학이 
추구했던 문화개신교주의(Kulturprotestantismus)가 신앙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곳이다.

77) 예컨대 복지 사역과 문화센터 운영에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고집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교회는 시간적
으로 여유가 있는 몇 명의 성도들만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수의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성도들 역시 지나친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민 센터나 시
민단체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인원을 공급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는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이름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이 실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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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결코 공유될 수 없는 세계이다. 
성경은 이 세계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증
거 되는 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듣고, 인정하고 수용하며 결단하는 태도를 전제한다는 말이
다.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다. 하나님 경험은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안
다고 해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회가 웹2.0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할 때 부딪
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공유의 문제가 선교의 과제로 귀결되는 듯이 보이는 지점이다. 사
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도 내지는 선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같고 결코 
틀린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가득한 이 시대에 최선의 
해결책이라 볼 수 있을까?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뉴에이지나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임의로
(심지어 약물이나 술, 명상적인 음악이나 춤과 주술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그것을 경험해보고
자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은 오직 인간의 자아의식만을 재인
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경험은 단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기대
와 소망의 덕목을 갖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작
업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이 문제로 한참동안 고민하는 중에 필자는 ‘신학적 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앙경험 혹
은 하나님 경험이 미적 경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적 경험이란 
미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경험이다. 자연을 대할 때나 예술작품을 대할 때 혹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바로 이것이 미적 경험이다. 미적 경험 역시 주
관적이어서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로버트 저메키스가 1997년에 만
든 영화 “콘택트”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천문학자 엘리(조디 포스트 분)는 자신이 우주여행
에서 경험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미적 경험과 하나님 경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으며 또 
개인적으로는 모든 미적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되기까지 요구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적 경험과 하나님 경험이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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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자들 역시 이것을 긍정하고 있다.78) 
미적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신학적 미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서로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에 시사하는 바
는 적지 않다. 즉 경험의 공유를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 복음과 하나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들이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미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
공하는 것이다. 풍부한 미적 경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교회에 의해 이야기되는 신앙경험들을 공감하며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다. 추후에 이뤄지는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 경험에 대한 확실한 근거
를 얻게 된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다룬 공유의 문제와 미적 경험을 통한 해결책은 교회의 문화
선교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78) /김윤성/장대익 공저, 『종교전쟁』(서울:사이언스북스, 2009), 이 책은 종교와 과학의 문제에 대한 저
자들의 견해를 편지 형식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데, 미적 경험과 종교경험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특히 첫 
번째 서신 교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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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대,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과 지역교회의 “지역공동체 세우기”

｜ 교수 •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다. 한 공간, 한 지역 안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전통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다원주의적 가치에 기반하여 사
회문화적 다원화를 현실화한다. 오늘 우리는 ‘준거 집단(reference groups)’이 미리 주어졌던 근대
로부터 개인의 자기구성 노력이 별 의미가 없어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 삶이 끝나
버린 ‘보편적 비교(universal comparison)’의 신기원으로 이동하고 있다.79)   여기에 지구화 국면
은 개인과 민족 국가가 스스로 삶의 환경과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던 근대적 체계와 정치학의 
지형을, 개인과 국가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초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신
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구 사회로 확대시켰다. 이것은 다만 물리적 거리와 공간
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과 국가의 고려해야 할 삶과 정치학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재구성해야 하는 요구
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생태파괴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위 넷세대들의 행동양식과 의
사소통 체계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상력으로 구현된 미래 사회는 
지금의 모순들을 현저히 해결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쌍방향이며 상향식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양식은 공적이며 지역
적이다. 거대 담론에 포섭되지 않지만 명분 있는 지구적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필자는 이 시점
에서 웹 2.0의 동력이 지역공동체 세우기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나마 탐색하기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지역공동체 세우기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가 
담겨 있는 이 논의를 통해 교회 본연의 존재론적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9) Zygmunt Bauman,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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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의 조건들과 웹 2.080)

 1)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소통
  웹 2.0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웹 2.0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탐색한다. 그
것은 다문화주의라는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20세기의 문화주의 연구로 촉발된 대중문화연구
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해, 한편으로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총체적 문화라는 개념으로
부터 행위자들의 행위의 의미에 집중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생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의 반영
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그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81)의 도식
적 문화인식을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적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화를 총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화의 생생한 맥락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런 반성은 맥락주의 혹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대중문화연구의 인식론적 토대로 삼
게 만들었다.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미디어 연구를 수행한 더그라스 켈너(Douglas Kellner)는 70
년대와 80년대에 전개된 치열하고도 역동적이었던 문화이론전쟁이 9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라
는 깃발 아래 공존하게 되었다고 보고, “타자성과 차이를 긍정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과거의 
문화적 대화에서는 배제되었던 주변적이고 저항적인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한
다.”82)고 설명한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학파에 따라, 그리고 국
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문화주의란 용어가 사용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한 후 90년대
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과학과 공적인 논의에 있어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했다.83) 가장 쉽고 단
순한 정의는 한 나라 안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
기에는 앞서 대중문화연구의 정치적 함의와 같이 근대주의적 문화인식과 실천에 대해 유의미
한 수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있다. 지구지역화와 다문화 사회의 확대라는 물리적 

80) 내용은 필자의 학위논문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문화변혁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에서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81) 프랑크푸르트학파(School of Frankfurt)의 문화산업 비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으나, 이들의 문화인식은 그
람시에 비해 문화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중이 직접 문화에 개입하고 문화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차단된다. 그들은 문화생산을 
계급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문화를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시켰다. 이런 점에서 그람시와 분명한 차별을 보인
다. 

82) Douglas Kellner, 김수정, 정종희 역, 『미디어 문화』, 52쪽. 
83) Marco Martiniello,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파주: 한울, 2002),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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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의 정당성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생활이나 전통의 다문화적인 것이 한 공간 안에서 가능해지는 형태의 
‘가벼운’ 경험적 현실일 수 있지만 넓어지고 다양해진 삶으로서의 다문화적 경험을 정치적 영
역으로 확대시킨다. 마르티니엘로(Marco Martiniello)는 이렇게 말한다. 

고전적 인류학을 통해 분명 문화와 정체성의 건설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테지만, ‘문화연구’
라는 영역이 인종, 민족, 성의 문제로 억압받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예술적 생산을 강조하면서 문학, 영
화, 회화 등에서 다문화주의의 연구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개념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지 않다. 미국 흑인 문학 혹은 히스패닉(hispanic) 문학을 연구하는 것, 런던에 사는 
자메이카 작가들의 시, 이런저런 인도 유럽 발레를 연구하는 것이 꼭 정치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
지만 이러한 ‘문화연구’는 그들 집단의 권리 주장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문화주
의의 정치적 영역에 이르게 된다... (중략)...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 일련의 공공정책과 특정 
소수집단 성원에게 보장된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
는 정치적 결사의 형태를 지칭한다.84) 

다문화주의는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정책의 고려 요소가 되어 있고,  
단일 문화와 전통만이 정치적 혜택을 누리거나 보장받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마르티
니엘로는 ‘가벼운’ 다문화주의와 ‘강한’ 다문화주의를 대조한다. 정치적 함의를 가진 다문화주
의가 철학적으로 국민국가의 개념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국면에서 다문화주의는 ‘가벼운’ 경험에서 ‘강한’ 경험의 다문화주의로 변모하는데, 이때 
피상적인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 건설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위치 선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 현재의 민주주
의 사회에서 문화공동체들을 인정하는 원칙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는 것이다.85) 여기서 급기야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의 문화전쟁이 재현된다. 이러
한 다문화주의의 확장은 사회문화적 의사소통 체계에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웹 2.0 시대의 
도래에 사회문화적 조건을 성숙하게 만든다. 

 2) 지구화와 지역화의 긴장
  보통 경제적 측면의 지구화에 집중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적 양상은 단순하지 않
다. 지구화의 문화적 측면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전개되지 않고 지구(global)와 지역

84) 위의 책, 94-95쪽.
85) 위의 책,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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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피차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른바 지구지역화(glocalization)는 다문화 사회
를 개별 지역 안에 확대한다. 이로써 개인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다른 
전통, 종교, 그리고 인종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한 시대에 존재하는 중심은 단일 
중심이 아니라 다중 중심이라는 역설”86)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영향력이 겹치고 대립하면서 공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영향력이 겹치고 
대립하면서 공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구화의 문화적 양상을 지구지역화라는 틀 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문화를 경제나 정치에 함몰되거나 부수적인 하위 개념으로 보지 않고 문
화 자체의 동력에 의해 전개되는 지구화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구
화는 곧 자동화된, 또는 일면적, 일차원적인 지구화를 의미하지 않고 지역화와 더불어 교차 확
대되는 일종의 변증법적87) 과정이다. 
  문화는 경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되지도 않고, 그러할 수도 없다. 문화적 지구화가 단
지 서구화를 뜻한다는 주장은 문화에 대한 객관주의적 시각, 즉 근대적 문화인식의 틀을 극복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화적 지구화를 경제적 지구화와 동일시 할 때 지구화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유일한 해결책
이란 지구화에 저항할 수 있는 보루로 국민국가의 정치적 행동력의 강화나 보호주의로 귀착되
고 말 것이다.88)  
  문화와 그 다양한 기능을 산업이나 소위 ‘문화적’ 재화의 시장으로 축소시켜서도 안 된다. 
장 피에르 바르니에(Jean-Pierre Warnier)는 문화산업에 의해 동일한 문화상품들이 생산되는 것
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화상품들의 소비는 결코 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각각의 특수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문화상품들을 소비하며 외부
86) John Sinclair, “ 제국주의를 탈중심화하기,” 김창민 외 편역,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파주: 한울 아

카데미, 2005), 231쪽. 
87) 톰린슨(Tomlinson)은 “문화가 지구화에 연관해서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고찰을 실제로 발생하는 사

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지구화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증법적’ 문화라고 말한다. 지구화로 인해서 인
간의 삶은 개인의 행위가 직, 간접으로 전 지구적 영역의 사건이 된다. 개인이 신발을 구입하지만, 그것
은 전 지구적 노동의 결과이다. 즉 지구화 환경은 우리의 삶을 지구화의 결과로 지구화된 문화를 갖도
록 한다. 이런 점에서 톰린슨은 지구화 시대의 문화가 변증법적이라고 말한다. 지구화 문화는 그 자체가 
지구화의 결과로 지구화와 지역화의 변증법적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환경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는 지역의 결과로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구화 문화의 양상은 변증법적인 것이다. 다
음을 참고하라. John Tomlinson, Globalization and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pp. 25-26. 

88) Ulich Beck, Was ist Globalisierung?,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서울: 거름, 2000), 314쪽.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문화의 영역에 대해서 산업과 상품화에만 관심을 갖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지
구화를 반대하는 진보적 당이나 정치세력들도 지구화에 대안으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다. 정치적 해결
도 물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지구화의 내재된 해석학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문화 역량의 강화
를 통한 정치적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법일 것이다. 벡의 계속되는 의견을 보자. 
“지구화는 단순히 단방향적이거나 일차원적인 ‘탈지역화/탈국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국민
의 특성을 새롭게 재규정하여 ‘재지역화/재국민화’를 의미하는 양방향적인 변증법적 과정이다.”(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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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재조정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89) 그 판단의 근거는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하비
(David Harvey)는 비록 지구화를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파악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교환, 소
비의 양식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 독특한 삶의 방식, 특수한 언어적, 종교적, 기술적 상황의 
보존과 생산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90)고 말한다.  
  지구지역화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지역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인 연결망을 통해 
보다 더 넓은 삶의 맥락을 갖도록 한다. 이것은 과거처럼 개인이 스스로 삶의 영역을 지구 차
원으로 확장하는 적극적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지역 내부에 다른 인종과 다른 종
교가 공존함으로써 주어지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의 확대를 통해 지구지역화라는 지구화 양상
이 개별 국가와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삶의 맥락이 되어가고 있다. 바우만(Zigmund 
Baumann)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라는 삶의 조건은 나와 다른 전통과 종교, 문화를 가진 타자들
과의 어쩔 수 없는 공존이 발생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늘 유동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지구지역화의 다양성과 상호맥락성, 지역성 등의 확대는 개별 지역의 의사소
통의 체계를 쌍방향적이고 상향적인 방식으로 재편한다. 따라서 웹 2.0 시대의 등장에 충분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마련한다. 

 3) 웹 2.0시대의 사회문화적 함의
  
  웹 2.0 시대란 우선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소통방식이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분이 쌍방
향으로 설정되어 일방적인 소통방식의 폐해인 정보왜곡이나 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이 현
저히 줄어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회자된다. 웹 2.0에 대한 관심은 최근 블로
그나 UCC 등의 보급으로 유저 개인들이 직접 정보와 뉴스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아고라나 다
양한 포털 공간에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소통행위가 확산되자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러
한 사태는 웹 1.0에 비해 2.0의 상황이 인터넷 본래의 특성에 가까우며 지금까지 기능적으로 
활용되던 사이버 연결망이 보다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웹 2.0의 사태는 단지 사이버 공간의 소통방식을 쌍방향 혹은 공급자와 사용
자의 위치전환에만 멈추지 않고 현실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웹 2.0의 
89) Jean-Pierre Warnier,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역, 『문화의 세계화』(서울: 한울, 2000), 180쪽. 
90) David Harvey, Spaces of Hope, 최병두 외 3인 역, 『희망의 공간』(서울: 한울, 2000), 104쪽. 또한 각 주 62

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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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위키노믹스』
등의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돈 탭스콧(Don Tapscott)이 최근에 저술한 『디지털 네이티브』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2009)를 중심으로 웹 2.0의 변
화가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다원화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면서 발생하는 
공공성 혹은 지역성 기반의 소통방식에 집중한다. 
  미국적 상황에서 베이비붐 다음 세대인 메아리 세대를 그는 ‘넷 세대(Net generation)’라고 칭
하면서 현재 17살에서 31살의 연령층을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세대라고 말한다. 넷
세대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전개되었으므로 그가 제시하는 넷세대의 8가지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자.91) 우선 그들은 모든 면에서 선택의 자유를 원한다. 이 선택의 자유에는 스스로 자신
들을 표현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일하는 방식과 의사소통의 방식도 스스로 선택하고 강요되는 
양식에 대해 저항한다. 
  둘째, 그러므로 이들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자신에게 맞도록 맞춤화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원한다. 웹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양식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투영하기 원한다. 셋째, 넷세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이 감시는 기업
에게는 새로운 소비자 욕구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확인하기 원하고 점검
하기 원한다. 돈 탭스콧은 네 번째 특성으로 이들은 무엇을 사고, 어디서 일할지 결정할 때 기
업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세대가 매우 가치지향적이
라는 것이다. 그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지난 
세대보다 가치를 중시여기는 이들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다섯 번째의 특성으로 이들이 일, 
교육, 사회생활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놀이를 원하는 세대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인상은 이러한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변호한다. 
  그의 분석 중 더 놀라운 것은 여섯 번째 특성으로 이들이 협업과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나 관계는 이전 세대의 혈연, 지연의 그것이 아니라 지역과 인
종, 성별을 넘어서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일곱 번째 특성은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의사소통의 기제
는 이전 세대와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즉각적 소통과 메시지 전달은 상대에게 즉각적
인 반응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는 즉각적이면서도 빠르고 명확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혁신을 주도한다고 한다. 이 혁신주도 세력으로서의 넷세대가 추구하는 새
로운 사회적 변화의 모습에 대해 돈 탭스콧은 한 장을 할애하여 그리고 있다. 

91) Don Tapscott, 역, 『디지털 네이티브』(서울: 비즈니스북스, 2009),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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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제도와 형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그 동안 현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 때문에 자원봉사나 시민사회 활동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계기로92) 미국정치 현실에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변화는 민주주의의 성격 자체를 바꿔 놓을 수가 있다. 앞으로 닥쳐올 미국의 
정치 시대는 넷세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2.0이 될 것이다.93) 그는 앞으로 넷세대가 미국의 21
세기 정치를 이끌고 갈 가장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민주주의 2.0의 상황
은 앞으로 “대중적인 토의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라는 새로운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진정한 사
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을 창조할 것이다.”94) 
  사실 그동안 이들이 현실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은 정치 자체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 정치시스템이 그들의 디지털 성장 배경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념이나 권력이
권에 따라 조직되는 현실정치와는 달리 이들은 명분과 가치, 그리고 선호와 재미를 통해 연대
감을 확인한다. 특히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사회적 네트
워크 형성이 주로 지역적이며 공동체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관심사를 의제에 올리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적과 
정치적 연대를 위해 자신의 지역을 웹을 통해 조직해나가기도 한다. 웹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포털을 통해 관계의 망을 형성하고 의제를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 실제적인 행
동에 들어가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이러한 지역성은 공간적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
도 중앙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각 자의 개별 활동과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적 
지역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돈 탭스콧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사례를 소
개하면서 포털인 <다음>의 아고라에서의 토론과 넷세대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두고 
그는 “전형적인 웹 2.0 시위”95)라고 명명한다.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변화는 이들의 웹 2.0 특성에 기인한다. 이
들을 움직이는 사회적 의제는 공공성이 분명해야 하며, 그 행동의 조직은 매우 지역적이다. 그
들은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인권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다. 전세계적으로 넷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은 수가 자
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의 의제들은 전 지구
적인 것들일 경우가 많다. 환경문제나 불공정 경제정의 문제 등인데, 이들은 이러한 의제을 어
92) 이보다 앞서 9.11 사건, 이라크 전쟁, 부시에 대한 반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의 넷세대

가 정치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93) 위의 책, 461쪽.
94) 위의 책, 461쪽. 
95) 위의 책, 4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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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접하고 지구를 지키려는 행동에 나선다. 그 행동은 철저히 지역적이다. 
그리고 동의를 표시하는 이들을 조직하고 협업에 나서는 공동체적 양식에 익숙하다. 이러한 
새로운 소통양식과 행동양식에 대한 기대감을 돈 탭스콧은 이렇게 한 마디로 가늠한다. “넷세
대는 부모와 맞서려고 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이 만든 제도에는 맞서
고 있다.”96)
  한국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한국의 넷세대는 한국의 독특한 현대사로 인해 여전
히 386(미국적 상황에서는 X세대, 즉 버스트 세대) 세대의 그늘에서 혹독한 경제적 현실에 직
면해 있기는 하지만, 돈 탭스콧이 증언하는 넷세대들과 비슷한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공적 의제에 대해 웹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그 의사소통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소
통을 통해 모으는 강력한 지역성을 띤다.     

2. ‘지역공동체 세우기’와 웹 2.0시대의 소통

 1)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필요성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서구에서는 꽤 오래되었다. 서구
에서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짐 아이프
(Jim Ife)를 비롯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지역공
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고 본다. 짐 아이프는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복
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위기가 자원/재정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경제성
장이 둔화되면서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모순이 들어났다는 것인데, 즉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
켰고, 동시에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은 복지국가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욕구를 증대”시킨 것이
다.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 사실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낮다”97)는 것이다. 복지비
용이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증폭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지국가의 위기는 그 복지국가의 체제가 서구의 국가들이 대부분 지향하는 민주
적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유지하는 이론적 틀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더 이
상 복지적 서비스를 지속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의 이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과거의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의 전개이었거나 혹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사회주의적 대응 등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들은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드러나는 기반서비스의 빈곤화와 자본주
96) 책, 577쪽.
97) Jim Ife, 류혜정 역, 『지역사회 개발』(서울: 인간과 복지, 2005), 31쪽.



92

시스템의 모순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98) 
  최근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에 언급된 대응들은 근본적인 치유책
이 될 수 없다. 한정된 물자와 재화를 두고 경쟁과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이 없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것을 짐 아이프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를 “복지국가의 위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 더 나아가 환경적인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지금까
지의 대응은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 환경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바로 그 가설, 즉 지속불가능
하고 성장중심주의적 가설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국 그 자체가 지속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
다.”99) 불과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를 절대적인 이상으로 여겨서 그 수호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예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근대 이념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계몽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었고, 인간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정당화하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반성이다. 이와 
함께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인간의 지역적 삶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능적 관
계를 강요했다. 이에 도시문명의 삭막함과 비인간화의 문제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현대적 공동체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면서 서
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진 하나의 인간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지
만, 이런 정의는 지리적 범주에 한정시킨 개념이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단지 지리적 범주만이 아니라 경제, 문
화, 생태 등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하는 결사체들도 포함한다.100) 
  공동체주의라 명명할만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철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에 
대한 실재론적 논의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근대에 와서도 뒤르켐이나 듀이를 통해서 그 단
초를 발견할 수 있다.101)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공동의 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율
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근대주의
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체주의는 결국 복지국가의 이상으로 실현되고자 했으며, 그것은 
98) ,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 운동,”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서울: 2003), 

64쪽. 
99) Jim Ife, 앞의 책, 39-40쪽.
100) 김성균, 구본영, 『에코뮤니티』(서울: 이매진, 2003), 30-31쪽.
101) 이에 대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설한, “공동체주의,”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서울: 

2003), 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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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대의 공동체론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특정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
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아는 공동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인식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
동체 속에 처해짐으로써 공동체에 의해 구체화되며 구성된다는 것이다.”102)    간단히 말한다
면, 공동체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공동의 선과 유익이 우선한다. 그래야
만 현재의 자본주의 모순과 생태적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반영된 근대성이 개인을 공적 생활로부터 유리시켰으며, 단지 개인
의 권리의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참여나 소속감을 통해 확인되는 정체성을 와해시
켰으므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개인과 모두를 연계하고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근대의 소외와 불
평등, 환경파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103)

 2) 지역으로서의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웹 2.0의 소통
  현대의 공동체론자들은 대체로 지역을 지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근대 산업화에 따른 개
인화와 인간의 소외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상황을 지역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체계를 사회문화적으로 수립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
대의 도시적 삶과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예컨대, 김찬호의 경우 ‘지역’을 현
대 도시의 공간 속에서 파악하면서 “그 공간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꿔가기 위한 전략, 그리
고 그것을 실행할 주체 형성방안을 모색하는 차원”104)이 오늘날 요구되는 지역공동체 논의의 
주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현대 도시는 더 이상 주체적이고 사회적인 실천 공간아 아니라 수
동적이고 폐쇄적인 소비의 공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으로서의 도시에서 공동
체를 논하는 것은 결국 도시 공간의 사회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105) 
  조명래는 지역으로서의 도시에서 필요한 공동체란 그것은 “도시적 맥락에 맞게 재편된 게마
인샤프트(Gemeinschaft)적 공동체”106)라고 말한다. 즉 근대가 산업도시화를 추진하면서 고착되고 
102) , 위의 글, 24쪽.

103)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주의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의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포스트모던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다. 개인 간의 차
이와 구분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규칙을 재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경계를 하며 오히려 ‘차이의 공동체’ 혹
은 ‘통일성이 없는 공동체’라는 개념들이 더욱 유효한 것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04)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서울: 책세상, 2002), 19쪽.
105) 도시를 공간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나 데이빗 하비(David Harvey) 등의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였다. 이들에게 현대의 도시적 공간이란 객관적인 질서로서 존재하지 않
고 일종의 사회적 결과물이자 또 사회를 실현하는 일종의 체계이다. 

106) 조명래, “지역사회에의 도전: 도시공동체의 등장과 활성화,” 한국도시연구소 편,『도시공동체론』(서울: 
2003), 86쪽. 한편 짐 아이프는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셜샤프트로 이행하는 것이 근대의 도구적 휴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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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를 불러일으킨 기능적 게셀샤프트(Gesellschaft)가 아니라 도시적 삶의 주체로서 인
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도시인들의 주거적 삶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도시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기란 지역적 한계를 지닌다. 여기서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 지리적 공
간으로서의 지역성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소통의 체계, 즉 웹 2.0 문호가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
적 네트워크 체계로서 지역성이 중요하다. 
  웹 2.0 시대에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의 실체에 대해서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
다.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물리적 자원과 필요를 공유하며, 상호 의존적이어야 하
며, 정치경제적인 친밀관계, 즉 물리적 공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적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107)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가상 커뮤니티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사이버 공동체가 단지 ‘상징적 체계’라는 점에 더해서 상징뿐 아니
라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행위(activity)’에 더 많은 주목을 한다. 참여자들이 주고받는 언어
와 기호들, 정보와 지식들은 하나의 상호작용이므로 이것은 곧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공
히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징과 기호로 이루어진 웹을 통한 상호작용은 유동적이며 역동적이다. 이것은 과거
의 고정된 공동체 상과는 다른 특성이다. 사이버 공동체에 있어서 “관계성은 가까움(proximity)
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가치를 축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의 의해서 구
성된다.”108) 전통적인 공동체가 공간적이고 시간적 제약 아래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구성
된 것과는 달리, 사이버 공동체는 피차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원 간 관계가 설정된다. 
사이버 공동체는 돈 탭스콧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관심(concern)과 필요(need)가 일차적 
구성요소이다. 기존의 분석은 인터넷을 독립된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상의 상호작
용이 사람들 삶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109) 
  이러한 사이버 상의 공동체의 특성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논의와 맞닿아 있다. 현대 
도시에서 형성할 도시공동체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와 차별되며, 오히려 웹 2.0 시대의 넷

타인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전환이었다고 한다. 즉 근대 복지국가의 조직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전문가와 관료가 동원되었고, 그를 위한 세금납부로 개인은 책임을 다하게 되면서 상호 
긴밀히 연관되는 인간적 유대관계가 상실되고 개인은 사적이익에만 매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개
인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참고. Jim Ife, 앞의 책, 55-56쪽.

107) Wesley Shumar and K. Ann Renninger, "On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Building Virtual Communities. 
(Cambridge: 2002), p. 2.

108) 위의 글, p. 6.
109) Barry Wellman and Milena Gulia, “공동체로서의 가상공동체”.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eds., Mark Smith 

& Peter Kollok, 조동기 역, (서울: 나남출판. 1999),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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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형성하는 ‘차별적이고 통일성 없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참여적인 공동체론과 
동일한 의사소통 기제를 공유한다. 그것은 웹 2.0 시대의 소통방식이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
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상향식 의견교환, 참여적 의사결정, 혈연과 지연이 아닌 
공동의 의제에 의한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와 문화적 형태로 공유되는 도시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는 향후 지역공동체 운동의 중요한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짐 아이프(Jim 
Ife)는 지리적 공동체와 달리 형성되는 도시적 공동체를 기능적 공동체라고 하였고, 또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를 가상적 지역사회로 인정하면서 기능적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
는 기술적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대면적 만남과 지역과토지를 근거로 하지 않는 가
상 지역사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적한다.
  도시에서도 함께 모여 있는 문화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소비, 교육, 여가 등에 필
요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해결노력이 필요하므로 지리적 정
주집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웹 2.0 시대의 도시는 마치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 형성의 방식과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논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다. 도시공동체는 도
시의 관리를 위한 단위로 설정될 수 있으면서도 중앙집권화 되는 체계를 분권화하고 도시민들
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허용해주는 틀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의 해체적인 삶이 최
소한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도시공동체가 자율통치단위가 되는냐 마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110) 따라서 도시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재조직되어야 하고, 그것은 웹 2.0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동체 형성의 방식의 지역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인간 활동과 상
호작용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진보적 재조직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111) 

 3)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원칙
  그렇다면 다원주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고 웹 2.0 시대의 도래를 주목할 때, 이제 도시지역
에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임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지 전통적 의미
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반성하고 사회의 진
보적 재조직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시민 혹은 도시민 스스로 지역의 의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는 지역
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영역의 공공성을 복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짐 아이프는 지역공동체 개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생태학적 원
110) , 앞의 글, 89쪽.
111) Jim Ife, 앞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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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정의(justice)의 원칙이다. 그는 이 두 원칙이 상호연관되어 실천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과 연관되지 않고는 오늘날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생태학적 관심과 현대사회의 정의의 문제는 최근 지구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이른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라는 개념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1992년 리우데자네
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자원순환형 생활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도시 디자
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김찬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
제적 논의들을 들고 있다.112)
  생태학적 관점과 사회정의 관점의 통합은 사회적 영역에까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확장시킥 
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개념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관료제, 교육제도, 자원활동가 
조직 등의 사회시스템과 제도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다.113)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다양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지역의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참여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형성은 가족, 교회, 시장, 국가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해왔던 과거의 제도들을 계승하는 것이며, 아마도 지역공동체 외에 이
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대안은 없는 듯하다.114) 조명래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데, 그
는 말하기를 “인간중심적 도시생활은 앞으로 도시의 환경생태체계 내에서 다른 생태종이나 요
소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영위되어야 하는 바, 그러한 생태순환적인 삶의 방식은 
도시공동체를 생태환경체제로 재편하여 운영할 것을 필요로 한다.”115)고 하여 지속가능성이 
도시공동체 형성의 기본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있다. 
  이제 지역으로서의 도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적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일단 짐 아이프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인격/정신적 차원의 전 분야에서 지역공
동체적 차원의 실천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적 영역이다. 앞서 필자는 다원화와 지구화 국면에서 문화적 차원이 특히 중요하며, 
문화적 차원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전 세계적인 획일적 소비문
화 형식에 포섭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문화의 소외현상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지역의 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지역공동체 세우기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

112) , 앞의 책, 94쪽.

113) Jim Ife, 앞의 책, 162쪽.
114) 위의 책, 172쪽.
115) 조명래, 앞의 글,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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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상품화에 맞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중시, 원주민 문화에 대한 보존과 중시, 다문화
주의, 참여문화 등의 원칙들을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특히 도
시지역의 공동체 세우기에 중요한데, 지역적 공동체가 아니라 기능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하는 도시공동체로서는 도시민의 연대감과 정체성을 확인해 줄 거의 유일한 실천
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자신의 문화
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헐리우드와 광고산업이 문화와 문화적 경험의 최우선적 규정자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16) 이는 곧 지역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지역공동
체 세우기가 정치적 실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공동체 세우기’와 교회의 역할

 1)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한 교회의 응답
  ‘공동체 세우기’의 원칙으로 짐 아이프가 제안한 생태학적 차원과 사회정의의 차원은 이미 
전 지구적인 과제이며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공동체 세우기를 위해서
는 이러한 의제가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 실천되어야 하며 도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문화적 양
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핵심적인 의제는 웹 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중요
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주역으로 활동할 넷세대는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성
과 생태문제 등에 이미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안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으며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근대적 획일주의나 중앙집권주의 등의 하향식 의사소통 체계가 아
니라 상향식 쌍방향 의사소통의 체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사회문화적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의제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사실 이 의제는 유엔이 관심을 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WCC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진되어 
왔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WCC의 논의는 주로 창조세계의 보존과 연관된다. 또 WCC가 정의한 
지속가능성은 JPIC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는데,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은 상호연관된 의제
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천명되었다. 사실 성서에서 정의, 
평화, 피조물의 보존과 해방은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 요청하는 관계이다. 피조물의 보존과 해
방은 언제나 인간들 사이에서의 정의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평화와 정의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마지막으로 인간과 피조

116) Jim Ife, 책,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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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깨끗하고 흠 없는 관계구조를 의미한다면 정의는 구약적 의미에서 공동체적 정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와 정의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도 내포하는 것이다.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의 신학’이나 ‘폭력극복 10년’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
졌으며, 세계교회의 다양한 참여와 연대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유엔에 자극이 되어 세
계가 환경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의제가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했
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여정에 참여하여 서울 JPIC 대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특수한 정치적 지형과 분단 상황의 한계 속에서 별다른 실천적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문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모두 단지 프로그램이나 선언의 한계에 갇혀서 지역교회의 의제로 확산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와 연관하여 생각하자면, 특히 도시지역의 교회들이 이러한 의제들을 구체적으
로 실천할 수 있다면 도시공동체 세우기에 그 어떤 참여자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지역성의 와해는 기형적인 도시개발
과 전통적인 공동체 해체로 표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지역교회들이 이미 세계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과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지속가
능한 세상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행동양식을 개발한다면 매우 효과적
인 웹 2.0 시대의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도시공동체 운동의 시초가 기독교나 교회가 주도한 도시빈민선교라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1950년대 전쟁 이후 극빈층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민선교가 활발했다. 60년대 이후부터 근대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
촌인구가 도시로 대량 유입되고 도시빈민이 양상되면서 야마기시즘(1966), 두레마을(1975), 지
역교회와 지역공동체(1973), 복음자리 마을운동(1977), 밀알공동체(1974), 예수원(1977) 등이 집단 
거주와 집단 생산공동체 형식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8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중산층 중심의 
도시지역의 생활공동체 운동이 활발했는데 이때 역시 도시교회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전개된 사례가 많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공동체 운동에 반영되면
서 생태마을만들기(2001), 정부의 마을만들기(2006) 등이 진행되었다.117) 이러한 한국적 공동체 
세우기 운동에 기독교와 교회는 깊숙이 개입되어 왔는데, 최근에 공적 신뢰를 상실하면서 지
역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외부의 시민사회나 시민단체, 정부
와 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면서 교회성장이나 일차적인 전도에 효율이 떨어
117) , 구본영, 앞의 책, 111-12쪽.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운동의 흐름을 도시빈민운동에

서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다시 계획공동체 조성에서 대안사회 운동과 생명문화 운동으로, 그리고 주민을 
조직하는 생활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1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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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세우기에 별 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과 지역사회
    한국도 이제 외국인 거주자가 120만이 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
도 중앙집권적 발상이나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
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종교학자들은 20세기의 종교의 사멸을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근대의 종교사회학자들이 예측했던 
‘세속사회(the secular society)’의 비종교화 현상은 지나친 오해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사회
의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제도권 종교의 쇄신과 새로운 
종교성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방 뵈브(Lieven Boeve)는 오늘을 세속화 시대가 아니라 탈전통, 탈중심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언어와 행동양식을 가진 기독교의 새로운 가시성(visibility)이 필요하다고  설명하
며,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narrative)가 외부의 다양한 주체, 전통과 만나는 상황(context)에서 
재구성되도록 타자로 인해 야기되는 우리 이야기의 ‘잠시 멈춤(interruption)’ 상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8) 또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
는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어 내부의 논리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종교개혁적 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학과 영성은 그런 발전상들이 추천하는 것을 마지못해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19)고 주장한다. 
  결국 웹 2.0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는 내부 공동체성만을 강조하는 어법과 행동양식에서 벗
어나 다양한 세력들과 공존하며 우리가 믿는 바와 이야기를 타자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증
언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이러한 필요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른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 마디로 줄이면 교회가 본래
적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 영역과 시민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공적 영역에서 교회공동체의 변혁적 역할을 논의할 때, “개인의 정치적 삶을 형성하는 사
적인 공동체들과 신념에 대한 것으로부터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만
큼 다양한 공공의 전통들과 시민 사회의 공적 공동체들의 적합한 역할에 대한 것”120)으로 바
118) Lieven Boeve, Religion after Detraditionalization, in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London: continuum, 

2008), eds., Graham Ward and Michael Hoelzl, pp. 203-04. 
119) Alister Mcgrath, 역,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서울: 좋은 씨앗, 1991), 223쪽.
120) David Hollenbach,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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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공공’의 영역은 기독교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기독교 외부의 대중사회
이다. 즉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공동체신학이 아니며, 기독교 내부의 ‘공동의(common)’ 혹은 ‘공
유된(shared)’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들이 함께 거하는 일종의 
아고라(agora) 광장에서 신학적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다.121) 공공신학의 이상은 획일적인 정치
적, 문화적 통일을 위해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독교국가(Christendom)의 이념이나 근대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넘어 ‘하나님나라’의 그것이다.122) 이는 종교, 인종, 지역, 나이, 성에 관계
없이 우리 이웃의 모두가 ‘하나님나라’의 일원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부리티(Joanildo Burity)는 
교회가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자유로운 삶의 틀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제도
들, 실천들과의 다원적이고 상호적인 참여적 관계를 확증하는 것”123)이라고 주장한다. 스토라
(W. Storrar)도 “타 종교 전통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전통을 지구적 넓이로 확장하고 에큐
메니컬한 성취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 시대의 공적 문제들에 신실한 신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124)이라고 말함으로써 신학의 공공성과 그 실천의 지역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논의와 공공신학적 관심을 연관시킬 수 있다. 공공신학은 신학의 공공성과 지
역성을 강조한다. 아르데(Andries van Aarde)는 공공신학의 공공성을 논하면서 오늘날의 “공공신
학은 영화, 노래, 시, 소설, 예술, 건축, 시위, 의복,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 속에서 복합적인 형
태로 출현한다.”125)고 말한다. 즉 오늘날의 공공신학의 실천은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공공신학적 실천은 지역교회와 개개의 그리스
도인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공공신학의 실천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관
을 맺는 양식을 통해 드러나야 하며, 그것은 웹 2.0시대의 도래와 함께 필연적으로 ‘지역공동
체 세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3) 지역교회와 ‘지역공동체 세우기’126)

121) (Andrew R. Morton)은 이것을 포럼(forum)이라고 부른다. 포럼은 같은 생각과 전통을 가진 공동체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통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공동의 문제와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
견을 개진하면서 조율하는 곳이다. 포럼은 열린 공간이다. 참고. Andrew R. Morton, Duncan Forrester: a 
public theologia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2004), p. 29.

122) 성석환, “공공신학의 문화적 실천,”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제 17집, (서울: 선학사, 2009), 
123쪽.

123) Joanildo Burity, The framework(s) of society revisited, Julio de Santa Ana et al., Beyond Idealism: a way 
ahead for ecumenical soci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4), p. 141. 

124) William Storrar, 앞의 글, pp. 24-25.
125) Andries van Aarde, What is "theology"in "public theology" and what is "public" about "public theology"?, 

Hervornde Theological Studies, 64(3), 2008, 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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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는 공동체(community)에 있다. 
피터스(Peters)는 도시선교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교회가 주목해야 할 공동체는 내적 공동체와 외적 공동체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전자는 “신앙의 언약 공동체”이고 후자는 그 언약 공동체가 속한 더 넓은 사회의 복지를 책임
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127)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환경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다. 
  도시선교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
면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경험과 기억을 풍요롭게 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지
역의 이야기와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역의 의제들과 필요들을 채우면서도 지역공동체
를 활성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사회적 신뢰도가 낮
고 또 웹 2.0 시대의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가 사회의 전 영역을 점진적으로 장악할 오늘날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래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일단 다양한 사
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 
  한국의 도시지역 교회들이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혹은 문화교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또 교회 건물 안에 커피숍이나 극장과 같은 친교 공간을 개방하는 경우
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유의미하다.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이분
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일상적인 교양을 습득하고 문화
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센터는 지역의 문화적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한다. 또 
교회 안에 커피숍이나 극장을 만들어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문화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선교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커피숍과 같은 문화공간들이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돕는 차
원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상업적 시설들과 규모와 질에 있어서 경쟁하기 어렵고 또 그 운영과 
관리로 인해 과다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교회성장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진행
할 때, 그다지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반감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지역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미내트레아(Milfred Minatrea)
는 지역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를 일컬어 ‘사명지향적 교회(missional church)’라고 칭하는데, 교회
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그룹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조사 통계를 사용하고, 지역사회 공공
기관의 인사를 인터뷰하며, 지역인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128)해야 한
126)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산하 문화법인과 문화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세미나에 발

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27) Ronald E. Peters, Urban Ministry: An Introduc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p. 122.



102

말한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인 지역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피터스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피츠버그(Pittsburgh)의 힐(Hill) 구역의 공동체에 위치한 
그레이스 메모리얼 장로교(the Grace Memorial Presbyterian Church)는 이웃의 낙후된 흑인 아동들
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 공간 안에 방과 후 학교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
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한다.129) 한국에서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지역아동센터>
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학교를 열어 지역의 소외 아동들을 돌보고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교회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커피숍을 건물 안에 두지 않고 외부에 설치함으로서 커피숍 자체가 교회가 되
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서울 방이동에 위치한 <커피밀(coffee meal)>은 지역공동체 형성
을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공정무역과 착한소비자 운동을 병행하여 도시지역에서 문을 열고 있
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교회의 지역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이다.130) 워싱턴 D. C.에 위치한 세
이비어 교회(the Church of the Saviour)는 적은 수의 성도들이 약 200여 개의 지역공동체 사역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미학적 경험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토기장이의 집
(Potter's house)>는 지역의 모임장소로도 활용되면서 작품 전시관과 독서실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감당한다.131) 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은 지역에 산개된 일종의 ‘캠퍼스 교회(campus church)’132)
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도 교회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교적 지침을 따르고 있기에 
도시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이 앞서 언급한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원칙, 즉 생태학적 원칙과 사회
정의의 원칙,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세우기는 
공공성과 지역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데, 이는 웹 2.0의 의사소통 방식과도 연관되므로 넷
세대로부터의 협력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역교회들의 

128) Milfred Minatrea/ 역, 『미국의 감자탕 교회들』(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166.
129) Ronald E. Peters, Urban Ministry: An Introduction(2007), 124.
130) 참고. http://cafe.naver.com/coffeemeal 이 사역은 2009년 9월 28일 국민일보에 기독교문화운동의 한 모델

로 지역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문화선교로 소개되었다. 
131) 참고.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서울: 평단, 2005), 85-87.
132) 캠퍼스 교회는 단일 건물 안에 문화공간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개방된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필요한 기능들을 위한 여러 개의 건물을 구비함으로써 개별 건물
이 독립적으로 문화공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최근 공공예술을 통한 문화운동의 일
환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적 클러스터(cluster, 예컨대 마포 성산동 일대)를 형성하려는 흐
름들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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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 
  70년대나 80년대에 주로 정치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빈민선교나 계획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한국교회의 지역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이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80
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한국사회의 제도적 민주화의 정착, 사회문화적 다원화, 지구지역화의 확
산, 문화담론과 문화산업의 확대, 새로운 사회주도 세력으로서의 넷세대의 등장 등의 변화무쌍
한 상황에는 한국교회가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한국교회의 주류 대형교회들은 지
역사회와 별 상관없이 공격적인 선교와 행사를 벌여왔고, 지역사회는 언제는 선교적 대상지이
지 교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은 약화되었다. 더군다만 함께 모여 사는 
정주공동체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사는 생산공동체 등의 경험만으로는 오늘날 도
시지역의 다양한 욕구들을 지역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필요를 채우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공공 영역에서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이 단지 주거공
동체 운동을 넘어서서 생태공동체, 문화공동체, 정치적 실천이 담긴 주민자치공동체 운동 등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 지역교회가 가장 주효하게 감당
할 수 있는 우선적 영역이 문화공동체 운동으로서 문화공동체 세우기를 위해 지역의 의제를 
파악하고 지역문화축제나 대안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은 정치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활동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서 축
소된 공공 영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영역의 부재, 혹은 공공영역의 부재는 
그만큼 우리의 도시적 삶이 공공적이고 민주적 삶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133)이고 동시에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론

  지역공동체 세우기는 실천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이거나 과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우리의 도시적 삶을 지속가능한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적 가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는 공공성과 지역성을 전제로 존재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는 그 지역의 일원으
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시대적 정당성 또한 분명하다. 지역공동체 세우기는 계급투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133) ,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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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는 과거 계급운동이 다루지 않은 영역에서의 비민주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를 비롯한 소비영역의 문제나 생태환경, 교육 등은 자본과 노동 
간의 생산제적 모순을 중심 이슈로 하는 구 사회운동이 포괄하지 못한 영역이다.134) 신명호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운동을 설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이상
을 지닌 도시의 생태공동체운동에 많은 무게를 둔다. 앞서 살핀 짐 아이프의 경우 이러한 문
제들이 사회정의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고 여기면서 두 의제를 연결시키고자 했다. 한 
마디로 지역의 일상적 삶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목적이다. 
  지역교회들은 이제 이러한 시대적 정당성을 가진 지역공동체 세우기를 위해 교회의 물적,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지역사회에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역
의 당면하고 현실적인 의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체계를 고치고 웹 2.0 시대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문화적 방식의 소통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시
민단체와 행정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선을 위해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교회들은 지리적 공동체에서 문화적인 공동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동의 관심사가 반영된 의제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
개할 수 있어야 한다. 커피숍에서, 극장에서, 백화점에서, 아파트에서,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실
천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공동체 세우기는 시민사회를 성숙하게 하고 무엇보다 교회공동체의 
신앙적 성숙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134) , “도시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151쪽.



105

2.0시대, 소통과 공공성의 문화목회 전략

｜ 사무국장 • 예장통합 문화법인, 안양대 겸임교수. 

1. 말

2008 북경올림픽 때의 일이다. 개막 한 달 전에 입장권이 발매되자, 몰려든 수만의 중국 시
민들로 인해 매표소 주변은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아예 이틀 전부터 
매표소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면서 판매를 기다렸다. 아무리 올림픽이라지만 스포츠 경기
일 따름인데 생업까지 중단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얼까? 사실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때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당시 한 달여 동안 전국이 월드컵 열풍이 사로잡혀 온통 붉은색 물
결을 이루었다. 혹자는 그때의 응원 열기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고까지 평하기도 했다.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감동을 이끄는 문화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김연아를 봐도 그렇다. 모 우유회사는 그녀
를 모델로 하여 무려 400%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선
사하는 선수가 나오는 CF에 이끌려, 상품의 구매라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흔히 21세
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전의 시대와 구별되는 지점에 감성이 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성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소통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의 소통에 반응한다. 소통의 방식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다. 특히 근래 인
터넷의 새로운 운영 기반으로 등장한 웹2.0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방식과 삶의 구조
화를 유도한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주도한 것은 기존 방송이나 인터넷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
들이었다. 특정 그룹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웹 2.0은 새로운 
정보 유통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이용자가 구경
하고 마음에 들면 곳곳에 유통시킨다. 또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를 평가하고 댓글을 다는 행
위를 통해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치는 소비의 주체로 활동한다. 누군가에게 이끌려가고 누군가
가 만들어놓은 것에 환호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만든 나의 목소리로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는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소중한 소스가 된다. ‘내’가 가
진 것과 ‘네’가 가진 것이 서로 융합하여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즐겁게 한다. 여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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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독점이 아닌 공유와 개방, 분산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소통 방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지금
까지 익숙한 방식에서 나아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
만 교회의 현실은 보면 여전히 그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지난 시절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전도라는 ‘한 영혼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
어 활동해 왔기 때문에 세상과 적극 교류하며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제
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 속에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일방향적
인 선포 중심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소통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열린 소통의 구조
로의 변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에 탈권위주의적이며, 수평적
이고 쌍방향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을 또 하나의 선교적 기회로 삼아 한 차원 높은 성숙을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시대적 과제를 ‘문화문회’라는 목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정리하며 그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이해

1) 문화목회의 정의
현재 한국교회의 문화적 관심은 주로 문화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각
종 미디어와 대중예술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 전도 등의 사역에 현대인의 감수성
에 맞는 접근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문화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는 없지만,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성숙을 도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문화 활용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문화 관련 활동을 지
칭하는 개념으로 문화선교, 문화사역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근래 들어 문화목
회란 새로운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주로 진행되었던 문화의 도구적 차원의 활
용을 넘어 교회 전반에 걸친 목회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변화를 기대하는 의미가 담긴 접근이
라고 하겠다.135)  

135) 대해 최인식(서울신대)은 전통적인 목회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문화목회로의 전환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 현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선교와 목회에 접목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목회영역
으로까지 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추태화(안양대)는 문화 시대의 교회는 생활 공동체, 문화 공
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목회를 목회에 문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석환
(안양대)은 문화를 기능적으로 활용할 뿐 목회적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로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문화목회를 ‘문화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양’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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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을 담은 의미를 생산하고 그것을 다른 인간과 교류하며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 즉 의미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실천의 전반을 일컫는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미의 원활한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 이
런 차원에서 문화목회란 목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개념으로서, 특히 현대 
사회의 문화적 변화에 적극 반응하며 문화적 감성과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관심을 갖는
다. 이를 통해 교회 내부와 외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목회적 활
동을 의미한다. 결국 문화목회는 교회가 세상과 나누어야 할 가치적 의미를 담지한 문화를 창
조하고 형성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문화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
다. 

2) 방향
소통으로서의 문화목회는 우선 지금까지 중심이었던 이성 언어에서 감성 언어로의 이동을 요
구한다. 또한 소수 지도자 중심의 일방향적 선포의 구조에서 쌍방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소통
의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단지 구령의 대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교
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극 소통하며 함께 협력하는 목
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a. 공감의 목회
‘내가 한 젊은 여성에게 “당신 삶에서의 의미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아무 대답
을 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대답을 재촉하자 “나를 열광시킬 수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예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보다시피 과거 문자문화에서의 일
관성 있고 지성적인 것에 대한 요구는 ‘심리적 강렬함’에 대한 욕구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136) 
문화 시대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성에서 감성으로’가 아닐까 한다. 과거 문자문화시
대에 중심이 되었던 이성과 논리 중심의 체계는 영상과 디지털의 시대를 맞이하며 감성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이제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감동에 이끌리고 감성
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 반면 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탄생의 과정에서부터 인쇄매체의 위력을 
경험하였기에 이성과 논리를 교회의 핵심에 놓고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왔
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과 선교 등의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136) 바벵, <디지털 시대의 종교>, P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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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 문자와 인쇄라는 ‘읽는 문화’(Reading culture)에서 영상과 멀티
미디어라는 ‘보는 문화’(Seeing culture)로의 전환은 사람들의 지적인 면만을 만족시켜주는 직선
적이고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감성과 의지에 까지 호소하는 전인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
다.137) 즉 교회는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며 감동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감
성의 언어를 개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문자와 말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영상
과 춤,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영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통의 언어를 개
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감흥이 아니라 교회가 나누고자 하는 가치에 대
한 공감의 작용이 이루어져 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b. 쌍방향 소통의 목회
멀티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호작용’에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더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양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가 가진 소통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교회가 웹2.0의 강력한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선교 도구로 이를 활용하고자 고민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과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통해 작동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심 갖는데 있다. 지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
조를 바꾸지 않고는 사회변화 속에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웹2.0을 통해 경험되는 공유와 개방, 분산의 가치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들을 세상
과 공유하기 위해, 특히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와 일부 평신도 그룹이 일방적 주도권을 갖는 현재의 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의 이
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며,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상호소통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진
정한 ‘내’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를 묻어버릴 때,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
이 발생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를 그 자체로 존중하며 각기 주체가 
되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표현하고 서로의 방식과 내용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하는 것이다. 

c. 지역과 함께 하는 목회

137) , <디지털 시대의 문화 복음화와 문화사목>, 평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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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목회적 소통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지
역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
다. 지역사회를 전도와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문화를 건
강하게 변화시켜나가는 일원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부족한 게 사실이었다. 세계
선교에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만나고 협력
을 모색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문화의 시대에는 단지 교회 내적 영역만이 목
회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
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과제와 이슈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목회의 장이 교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근래 들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교회의 공공적 책임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
역사회를 교회 내부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데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문화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문화격차와 문화소외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적 자원은 대개 서울, 10~30대의 
젊은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로인해 지역간, 세대간, 경제계층간의 문화격차 문제가 국가의 
주요 문화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지금도 농어촌
지역, 중노년층, 경제빈곤층 등을 중심으로 문화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전국 각지의 곳곳에 자리 잡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
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국 사회 전반의 건강한 문화적 
발전에 적지 않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138) 

3. 전략 

1) 교인들의 주체적 참여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사
138) 관련하여 ‘마을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 포진해 

있는 교회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세우는데 참여한다면 한국사회의 마을을 살리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며 강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문화매거진 2009년 9-10월호 특집 ‘마을, 다시 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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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들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 ‘참여자’가 되길 원하며, 이제
는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즉 교인들을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를 더욱 풍성하게 돕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139) 
목회에 있어 교인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내 의
사결정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자와 소수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배치된 구조를 바
꿔, 보다 많은 교인들이 의사 결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특히 민주화를 경험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적이고 자발적인 상호
작용의 소통 방식이 몸에 배인 40대 이후의 세대는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적 
내용을 만들어가길 원한다. 이에 대해 적극 반응하며 이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
발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목회는 교인들이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이끌어내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급변
하는 문화적 현실 속에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특히 문화목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목회자 홀로 감당할 수 없다. 이
제 목회자는 교인들의 다양한 은사를 이끌어내고 배치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리
고 실재 현장사역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문화적 창조력과 은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톤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는 평신도가 주축이 된 교회 사역의 대표적
인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세비이어 교회는 150여명의 교인을 중심으로 매년 75가지가 넘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 1천만불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세이비어 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의 
은사를 적극 개발하고 은사에 따라 사역하도록 하며, 또한 교인들 스스로 사역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감당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워싱턴 최초의 커
피전문점인 ‘토기장이의 집’. 도시빈민층과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
하는 사역,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시설 운영,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각종 사역, 저
소득층 성인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및 교육 사역 등 하나하나가 전문적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역들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세이비어 교회가 이러한 사역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 교인들의 영성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훈련(discipline)받지 않으면 결코 제
자(disciple)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교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139)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좋은씨앗



111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세이비어 교회가 표방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철학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1)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2)주님
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3)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4)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
신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세비이어 교회는 영성(Inward Jouruey)과 사역(Out Jouruey)을 균
형 있게 강조하면서, ‘행함(Doing)' 이전에 ’존재함(Being)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영성훈련을 
기반으로 교인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140) 

2) 인터넷을 통한 소통
미국의 테크놀로지 연구학자 ‘하워드 라인골드’는 <SMART MOBS 참여군중>이라는 책에서 새로
운 매체 환경이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변화상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시민들은 강력
한 공공기관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는 새로운 디지털 양식의 분류 기준이 생겨나, 단결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될 것이다.”141) 책을 저술한 당시 그는 10년 후쯤이 되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이 등장하면서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 것
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그 변화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어 2008년 서울에서 우리는 그
가 예측했던 사회상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
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있다. 바로 매체 기술의 혁신과 함께 이전과는 매우 다른 소통 
방식을 가진 새로운 군중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무장한 그들은 전문가 
집단을 능가하는 정보 생산력과 유통망을 가지고 사회 여론을 주도하였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
털사이트에서 ‘성서연구’라고 검색어를 쳐보기로 하자. 웬만한 전문적인 자료는 관련 블로그를 
돌아다니면 거의 다 수집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무한 공간에 널려있는 수많은 고급 정보로 
인해 군중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으며, 그것의 확산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처럼 첨단매체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과 관련하여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있으니, 그에 맞는 적
절한 눈높이 소통 의 방식과 선교적 전략을 구축해야만 한다. 
특히 여기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블로그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인터넷 관련 소
통은 홈페이지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실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인들조차 좀처럼 
140) , <세이비어교회>, 평단
141) 하워드 라인골드, <참여군중>, 황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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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주로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거나 설교를 듣기 위해 이용될 
뿐이었다. 도리어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보다는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따로 개설하여 그곳으로 모이고 있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가 
보다 닫힌 소통의 공간이라면 포털의 카페, 특히 블로그는 무한대로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RSS와 트랙백, 태그 등의 기능을 가진 블로그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고정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 다른 블로그와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와 네
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병성 목사
이다. 그가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문제에 대해 블로그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서 점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이 국정감사
의 자료들로 활용되고, 국회 환경위에서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제는 시멘트 학회를 비롯한 시멘트 환경 관련 세미나에서 전문가로서 토론
자 및 발제자로 초청받아 참여하기도 한다. 블로그가 그로 하여금 시멘트 업체에서도 인정하
는 우리나라의 시멘트 전문가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2007년 미디어 
다음 블로그 기자상 대상.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드는 100인 선정. 교보생명환경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 블로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최병성 목사처럼 방문자 수백만
의 스타 블로그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도 하지만, 실상은 보다 수많은 이름없는 블로
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전체 블로그 세계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의 대부
분은 하루 방문객 수백명 이하에 불과한 무명의 블로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블로그 네
트워크는 대개 자기가 믿을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호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이 블로그들은 동창회 모임이나 친목회 같은 친근한 분위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신뢰가 집단적 영향력으로 모아져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
기도 하는 것이다.142) 
영국에서는 이러한 블로그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기독교 블로그의 선교적 활약을 
기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크리스천 블로그 시상식(Christian Blog Awards)가 열리기도 했다. 
영국의 한 기독교 매체가 주최한 이 행사는 ‘독창적인 예배 블로그’ 부문, ‘영감이 넘치는 리더
십 블로그’ 부문, ‘성공적인 전도 블로그’ 부문, ‘최고의 새신자 블로그’ 부문, ‘최고의 기독 청
년 블로그’ 부문, ‘최고의 기독교 논평 블로그’ 부문,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블로그’ 부
문, ‘최고의 교회 사이트’ 부문으로 총 8가지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42) , <블로그 파워>,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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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인터넷 상에서 퍼져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격적
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넘어 블로그를 통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방문자 수백만 
명의 스타급 블로그도 나와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많은 무명의 크
리스천 블로그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의 활동, 보다 정제된 신학적 정보와 사회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등 다양한 영역과 내용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블로그 활동에 깊
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교회는 세상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유산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소통 방식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회적 차원에서 블로그의 
적극적 활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재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
로 인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식견을 습득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론과 견해에 정직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자연
스럽게 형성되어, 교회가 열린 소통의 체질로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예술적 접근 
70~80년대의 교회에도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있었다. 특히 중고등부의 문학의 밤은 당시 10
대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분출하는 핵심적인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성탄절과 부활절 등 
각종 절기에 어김없이 등장한 연극과 찬양 등의 문화콘텐츠는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 속에서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90년대를 맞이하며 한
국 사회에 본격적인 대중문화 시대가 전개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들이 선
보이게 되면서 교회의 문화적 리더십은 급격히 상실되어 갔다. 교회들이 하는 문화행사는 학
예회 수준이라는 평가들을 받게 되었고, 화려한 공연장이나 TV 속의 무대와는 경쟁이 되지 않
았다. 시대적 변화의 수준에 맞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까닭이
다. 
이후 문화선교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실천이 확산되어 가면서 나름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
고자 시도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특히 CCM은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한
때는 일반 가수들 못지않은 팬과 매니아층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국내 음반시장의 쇠퇴와 함
께 지금은 과거의 영화를 추억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114

현실 속에서 문화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기독교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
한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내의 예배와 교육, 각종 행사에 변화하는 세대와 적극 소통
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선 예배
와 교육에 있어 새로운 문화적 적응성을 담보해나가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전 
시대의 문화에 익숙하게 젖어 있는 교회에 문화적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바로 예배의 위
기로 이어졌다. 교회는 변하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설교이든 찬양이든 기
도이든 시대에 적합한 문화형식에 담아낼 때 비로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교
회는 복음의 진리를 소통하기 위해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어 왔다. 그런데 교회가 문
화형식의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문화를 고집하며 심어지는 강요하는 양상은 특히 젊은 세대
의 교회 적응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근래 젊은 세대의 급격한 교회 
이탈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교회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가
야 하지만,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고 소통하는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다각도의 문화적인 노력
도 병행해야만 한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현대인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맞는 문화콘텐츠의 참여
가 필요하다. 일부 연예인의 간증과 노래, CCM 가수 초청 등으로 한정된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장통합총회의 문화법인은 2009년 교회의 각종 행사를 위한 
공연팀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맞는 비보이, 퍼포먼스 난
타, 아카펠라, 뮤지컬 콘서트 등의 팀을 연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도모
할 수 있었다. 사실 기독교 안에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들과 교회가 연결되어 각기의 현장의 성격에 따라 만날 수 
있다면, 기독교의 문화예술적 접근에 더욱 풍성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중
심으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문화
예술콘텐츠를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상
업화되어 있고, 소수의 메이저급스타와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 교회와 각 전문팀과의 연결은 한국 대중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
는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교회만의 잔치로 끝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을 담은 축제를 기획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교회가 가진 생명
사랑과 평화 등의 가치를 문화예술 콘텐츠에 담아내어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확산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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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문화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 중 핵심적인 
영역이 문화격차의 해소이다. 문화의 시대를 말하지만,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우리의 문화적 현주소는 아직 초라하기 그지없다. 서울과 대구를 비교하면 인구 차
이는 약 4배인데 공연시설은 10배, 박물관은 13배, 도서관은 11배, 미술관은 12배의 격차를 보
이고 있다. 서울 대학로에만 100여개의 공연장이 밀집해있는데 반해, 인구 수십만의 지방도시 
중에는 변변한 공연시설 하나 없는 곳들이 적지 않다.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격차도 심각한 실
정이다.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층의 문화예술 관람횟수가 6.6회인데 반해 월 100만 원 이하 소
득층은 0.86회라고 한다. 또한 10~30대 연령층에 비해 50대 이상은 기껏해야 TV시청이 문화생
활의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시대’는 서울, 젊은이,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의 지역과 계층들에게는 여전히 ‘그 옛날 명절 때만 맛볼 수 있었던 
특별 음식’ 같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실적이 녹녹치 
못한 형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곳이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이다. 이곳에 문화 
관련 자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격차 해소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그 어떤 종교시설 보다 전국 각지에 포진되어 있으며, 성가대를 비롯한 나름의 문화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교회만큼 좋은 협력체도 없다. 이와 관
련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이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라든가, 소외노인들을 위한 문화공연, 문화소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의 기회 제공 등의 사역들을 펼칠 수 있다. 
   
4) 공간의 창조적 운영
교회가 가진 자원 중에서 문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간이다. 문화목회를 펼쳐
감에 있어 교회는 공간의 문화화에 깊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흐름
을 보면 다양한 문화 공간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
화공간이라고 하면 대개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문공연장을 떠올렸지만, 대중문화 시대를 맞이
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들이 속속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심지어
는 낙후된 지역의 골목을 대상으로 지역의 미술인들이 참여하여 작품을 그림으로써 그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시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동네 놀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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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기로 하고 7가지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주
변에 늘어나는 카페 등의 공간들도 나름의 컨셉을 잡고 특정한 취향의 고객들을 이끌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간화 작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교회
도 이미 구비하거나 새롭게 확보할 공간에 대한 문화화 노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회가 관심을 갖는 공간이 카페이다. 카페는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문화
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교회가 가진 여러 집회실 중 하나 정도는 문화공연이 가능한 곳으로 재구성
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을 개방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밖에 주중에는 주로 비어있는 
교회의 공간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 공간 중 접근성이 좋은 마당이나 로비, 복도를 작은 규모의 갤러리로 만들어 교인
들과 지역주민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교회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여건과 주민들의 필요를 조사하여 분석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하
고 필요한 문화공간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교회와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는 각기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5) 지역사회와의 연대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나고 소통할 때, 대개의 경우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사역효과의 극대화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 시대 속의 문화목회는 교회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회만의 개별적인 사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지속
성에 있어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꾀하거나, 지역사회 속의 각 시민단체, 교육기관,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NGO들과 연대하여 지역의 문화적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하겠다. 특히 근래 교회가 문화목회적 차원에서 접근
하는 카페나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의 사역들은 반드시 법적 행정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
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활동 등은 
기획 단계부터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할 경우, 다양한 행정적 편의와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지역사회 속에서 그만큼의 공익적 신뢰를 갖고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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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 문화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과 연대하여 지역
사회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에도 지역에 뿌리내리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과 만나 지역의 문화적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여 
공동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풀어간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현재 팽배해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낮은 신뢰도라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지역사
회 속에 교회의 진정성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이며 보다 열린 사역을 가능케 할 것이다. 

4. 말 : 생활문화운동으로서의 문화목회 

문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전의 세대와 차별화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소비’이다. 
지금의 문화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끊임없이 소비하며 살아간다. 문화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들을 계속 소비함으로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창조하고 유
지한다. 물질주의 시대 20세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는 자본의 이익에 우선하는 상업적인 
문화로 변해갔다. 문화의 향유는 곧 문화의 소비를 의미하게 되었다. 가히 ‘자본의 폭풍’ 가운
데 놓여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현대 문화의 가장 큰 문제이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화 
현상의 근원인 것이다. 보통 기독교가 현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선정성과 폭력성, 관
능성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그 모든 원인
에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소비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적절한 소비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며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적 행태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하기 위해, 낭비를 전제로 한 물신주의의 형태를 띠
고 있다. 이미 산업화되어 버린 문화는 끊임없이 현대인들의 소유에의 욕망을 자극하며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문화상품을 소비하라고 유혹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윌리엄 포어는 문화산업의 대표 격인 매스 미디어
와 성서의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물신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
하면 성서에 나타난 세계관은 인간은 자만심으로 인해 죄를 지은 존재로서 구원이 필요하며, 
삶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청지기적 삶에 있고, 행복은 자
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는데 있다고 믿는다. 반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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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삶의 최우선 목표인 행복은 물질적인 상품들을 얻음으
로 생긴다는 세계관을 유포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는 성의 가치를 섹스어
필로, 자아존중의 가치를 자만심으로, 살려는 의지가 갖는 가치를 권력을 잡으려는 의지로 변
형시켰으며, 레크리에이션의 가치를 경쟁으로, 휴식의 가치를 도피로 변질시켜 버렸다.143) 즉, 
소비가 최선의 가치가 되어버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교
회는 인간의 행복이 물질의 소유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야 한다. 사랑과 희
락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특히 이 시대에 문화는 곧 우리의 일상이며 삶이다. 단순히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이
벤트, 영화나 텔레비전만이 문화가 아니다.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며, 먹을거리에서부터 옷 입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
대인들의 정체성과 살아가는 방식이 소통되는 장이 문화이다. 그런데 그 문화가 맘몬이 주인
이 된 소비문화로 변질되어 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선교에 참여하지만 일
상으로 돌아가면 소비문화의 한 가운데에서 물신주의적 가치관에 노출된 삶을 사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현실이다.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소통되는 장으로서의 문화가 소비적 행태로 채워
져,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소비적, 소유적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문화목회는 소비
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결국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마는 상업적 문화에 대항하여, 거룩
하고 정결하며 사랑이 넘치는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샬롬의 하나님 나라 문화 형성을 통한 이 세상의 소비문화를 변혁시키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목회는 일상문화  속에서 대안적 문화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하는 목회이어야 하는 것이다.  

143) 포어, <매스미디어 시대의 복음과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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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주제 

1 웹2.0 시대의 도래, 그 의미와 파장은 무엇인가.

토론 2 웹2.0 시대 소통과 공공성의 목회는 가능한가. 그 시대정신과 교회의 과제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 Ph.D.

패널
-이정구  교수
-발제자
-김옥성  목사-하늘씨앗교회 담임 
-서호석  목사-창천감리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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