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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프트웨어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

-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오 세 욱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켜온 워드프로
세서 ‘글’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먼저, ‘글’을 단순한 워드프로
세서가 아닌 우리 문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글’은 
소프트웨어로서 우리 사회‧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소프트웨어
는 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의된 명령에 따라서만 작동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고정된 실재가 아니다. ‘글’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
동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물질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글’은 단순히 
컴퓨터에서 글을 입력하는 도구 중 하나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
회‧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의 이러한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행위자 네
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을 적용했다. ANT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을 행
위자로서 인간과 대칭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ANT 관점을 통해 비인간 행위자
로서 ‘글’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글’이 
지금까지 변화해 온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으로 활용
이 가능하다. 하지만, ANT는 아직 미완성인 이론으로 ANT 개념만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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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ANT 관점의 선행 연구들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
인 네트워크 분석에 치우쳐 있다. 새로운 문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의 실재성을 인정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서 ANT의 필요성은 받아들이는 동
시에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할 때 갖게 되는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실체들을 인정하는 ANT 관점의 이론적 유
용성을 유지하면서 ANT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무시, 오히
려 모호해지는 인간, 연구자가 부여받는 절대적 권한 등을 극복하는 방안은 다
양한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다. 이 연구는 ‘글’을 새로운 사회‧문화의 동력으
로서 소프트웨어로 규정한 뒤 지난 20여 년 동안 ‘글’이 형성해 온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했다. 각각 일
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로서 소프트웨어 ‘글’을 다루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행위
자 네트워크를 기능-기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간-소
프트웨어의 다층적 네트워크로 구분해 분석했다.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
크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ANT 관점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네트워크 분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글’이 지난 20여 년 동안 형성해 온 행위자 다층적 네트워크
를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글’의 네트워크는 시기별로 다층적인 
네트워크 중 어떤 하나가 부각돼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글’ 네트워크의 시
기별 분석 결과, ‘글’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글’ 인간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각돼 보일 수 있었다. ‘글’이 위기를 겪던 시기에는 
내부 기능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네
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제어 : ‘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

학  번 : 2009-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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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문
서 작성 언어를 한글로 하라는 것과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라는 것이다. 
워드프로세서란 간단히 말하면 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글’은 
1989년 4월 처음 출시된 한글 워드프로세서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
글’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글’은 워드프로세서의 대명사
다. ‘글’은 출시 초기부터 현대 한글과 옛한글을 모두 구현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작동하고 대다수의 모니터와 프린터 장비
를 지원할 수 있는 호환성과 표, 각주, 맞춤법 검사 기능 등 우리나라에서 자
주 쓰고 필요한 기능들을 잘 구현하면서 순식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대명사
가 됐다. 한 때,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현재도 약 
2,000만 명 이상이 ‘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글’은 우리
나라에서 만큼은 절대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라는 기업이 전 세계 워드프로세서 시
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글’이라는 워드프로세
서가 20여 년 넘게 살아남아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독
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워드프로세서 ‘글’은 단순히 컴
퓨터 연산 장치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존재
임은 분명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글’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상품 수준을 넘
어 우리나라 컴퓨터 문화의 한 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글’은 하나의 상품이
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문화재청은 2013년 
6월 ‘글 1.0’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기도 했다.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글’이 어떻게 문화재적 가치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글’이 확산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
지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워드프로세서 ‘글’은 소프트웨어라는 기술 상품으
로 머무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글’이 문화재로 인정받을 정도로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만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기능들을 구현해 냈기 때문이다. 특히, ‘글’은 전 세계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MS’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고
유의 문화를 반영한 기능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절대적 위치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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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감안할 때, ‘글’에 대한 
연구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산
되고 발전하면서 이를 통합해 보는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기능적, 산업적 관점에 머무르거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
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글’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글’에 대
한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능적으로 뛰어나서 자연스럽게 ‘글’을 선택했다는 시각(김기권, 
1998; 심상천, 1996; 이규범‧윤성일, 1999 등)으로 이는 다분히 기술 결정론적
이다. 1989년 등장한 후 얼마 안 되는 동안 전체 PC 중 90% 이상에 설치될 
정도로 확산된 이유는 단지 기능적으로 뛰어나서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
글’의 기능상 우위가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둘째,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와 ‘한글’을 지나치게 동일시(김상배, 2003)하고 있다. 컴퓨터에서 
‘한글 민족주의’와 같은 경향은 분명 있었지만 어느 한 때 만으로 지금도 유효
하다고는 볼 수 없다. 
  기존 연구들은 ‘글’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에 대해 분석한 것들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능적으로 우수했고, 우리 
언어생활과 잘 어울리는 면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PC 보급 상황과 맞물리며 급
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글’이라는 하나의 소프트웨
어, 혹은 상품으로서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적, 산업적, 단편적인 시각으
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글’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요
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2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과정을 분석하지는 못하
고 있다. ‘글’은 기술적, 기능적, 산업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 등을 통합해 
분석할 대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워드프로세서 ‘글’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논의한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새로운 문화의 동력으로 보고, 일반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함의를 갖고 있
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다. ‘글’과 ‘MS 워드’ 등과 같은 워드프로
세서는 자동 맞춤법 기능, 자동 서식 기능 등을 통해 컴퓨터에서 글을 쓰는 과
정뿐만 아니라, 작성되는 글의 내용까지 일정 부분 결정하고 있다(Fuller, 
2003). 또한,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의 문
서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Tufte, 2003). 문서들의 여백과 줄 간격, 글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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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호 등의 위치는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워드프로세서가 제공한 기
본 수치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를 
좀 더 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글을 쓰는 형식과 방식을 규정해 글을 쓰
는 사람의 창조적 행위를 억누르기도 한다(Kitchin & Dodge, 2011).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에 따라 문서의 형식과 내용도 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때 우
리나라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MS 워드’ 등은 문서 작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기존 연구들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문화의 
동력으로서 사회‧문화적 실재로 인정하지만,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또
한, 버전(version)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
하지 않고 고정된 실재로만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정의된 명령에 따라
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는다(Goffey, 2008). 이러한 한계는 기존의 이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를 이용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기
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물리적 장치는 아니다. 컴퓨터라는 물리적 장치가 미디
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쉽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과정,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보
여주는 복합적 기능, 이용자 관점이 아닌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는 소프트웨어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이론적,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ANT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을 행위자로서 인간과 대칭적인 존재로 바라
본다.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의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Latour, 2005). ‘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가 인간과 같이 살아 있는 생물로서 행위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과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 때 네트워크는 고정되지 않으며,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 대상이 아니
라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실재라고 할 수 있다. ANT는 ‘글’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까지 변화
해 온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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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룬 선행 연구들(Elbanna, 2010; Langlois, 
2008; Pedersen, 2011 등)은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호작
용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석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인간 행위자가 소프트웨어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형성하는 네
트워크만 분석하는 동시에,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가 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만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
나기 위해 ANT 관점을 취했지만, 결국 논의는 인간 중심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글’의 
네트워크를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소프트웨어와 인간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
트웨어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ANT는 아직 미완성인 이론으로 그 주장에 따라서만 ‘글’을 분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문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실재성을 
인정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서 ANT의 필요성은 받아들이는 동시에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할 때 갖게 되는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비인간 행위자
에게도 행위능력을 부여하지만, 관찰자가 기술에게 부여한 행위능력에 불과하
다는 비판(Collins & Yearley, 1992)과 기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Walsham, 1997)은 ANT가 갖고 있는 이
론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실체들을 인정하는 ANT 관점의 이론적 유
용성을 유지하면서 ANT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무시, 오히
려 모호해지는 인간, 연구자가 부여받는 절대적 권한 등을 극복하는 방안은 다
양한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다. ANT 관점에서 행위자들과 그들의 교호로 형성
되는 네트워크를 기록하고 이를 ANT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기록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해석한다면 ANT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글’을 새로운 사회‧문화의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로 
규정한 뒤 지난 20여 년 동안 ‘글’이 형성해 온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한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사회 구조
와 맥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비판 이론(Critical Theory) 
연구와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Fuller, 2003). 각
각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를 통합한 새로운 이
론적 틀로서 소프트웨어 ‘글’을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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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컴퓨터에서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
글’을 이렇듯 대안적 관점에, 대안적 틀까지 제시하고 분석하려는 이유는 ‘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의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가 등장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글’이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20여 년간 중요한 커뮤니
케이션 수단으로 지금껏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함을 넘어 ‘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소프트웨어가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능들을 대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비춰봤을 때, ‘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미디어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글’은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규정해 온 
미디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글’이 형성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
크를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 대상이 우리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진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글’의 버전에 따른 변화는 우리 사회의 변화
와도 관련이 있다. 셋째, 사료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료인 ‘글’을 실제적으
로 분석해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 연구는 ‘글’의 
과거 버전들을 복원해 활용한다. 넷째,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를 통합한 새로
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분석을 실시해 새로운 기술적 대상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는 모두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분야로 이 둘을 통합해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의 극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연구다. 하지만, 다른 소프트웨어 연구들처럼 코드만을 다루거나(Marino, 
2006),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인 플랫폼만을 분석하거나(Montfort & 
Bogost, 2009), 산업적 측면만을 다루거나(Gill &Pratt, 2008), 문화적 영향만
을 연구하거나(Wardrip-fruin, 2011), 부정적 부분만을 부각시키거나
(Kirschenbaum, 2008) 하지 않는다.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어느 관점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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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워드프로세서

  2장은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어떤 
관점이나 분석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의 일반적인 정의와 역사에 대해 서술한
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연구의 대상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역사에 대한 
개괄적 서술을 통해 이 연구의 대상인 워드프로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는 “타자기와 비슷한 컴퓨
터 키보드의 자판을 눌러 글자를 입력하고, 별개의 과정을 거쳐 입력의 결과물
을 종이로 출력할 수 있게 하며, 출력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용을 되돌려 
수정이 가능하며, 결과물을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
어”(Eisenberg, 1992, p. 268)를 말한다. 하지만, 초기 워드프로세서는 지금과 
같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자동화된 타자기와 가까
웠다. 지금의 워드프로세서는 하드웨어와 구분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초기 워
드프로세서는 컴퓨터가 아닌 전용 하드웨어를 갖춘 형태였다. 워드프로세서 ‘
글’은 전용 하드웨어에 결합된 장치가 아니라 범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구동되
는 소프트웨어다. 
  이렇듯 워드프로세서가 전용 장치를 벗어나 현재와 같은 소프트웨어 형식으
로 발전되어온 과정을 2장에서 다룬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는 영어를 기본
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이 필요했다. 
한글을 위한 부가적 개발이 필요하면서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의 
등장은 늦을 수밖에 없었다. 늦어지는 만큼 한글 워드프로에서에 대한 우리나
라의 사회적 욕구는 커져갔다고 할 수 있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워드프로세
서와 구분해 서술하는 이유다. 워드프로세서 ‘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전체 
워드프로세서와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역사적으로 거쳐 온 과정을 모두 고려할 
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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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워드프로세서

  일반적으로 워드프로세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이해
되고 있지만, 컴퓨터 등장 이전 타자기(typewriter)를 그 선조라고도 할 수 있
다. 처음으로 워드프로세서라는 개념이 제시된 제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
닌 반자동 타자기라고 할 수 있는 IBM의 ‘셀렉트릭(selectric)’이다. IBM은 
1961년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워드프로세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워드프로세서는 데이터 프로세서에 대응해서 표현한 것으로 컴퓨터의 기억 기
능에 타자기의 활자 기능을 결합시켜, 문서, 텍스트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편집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했다. 

<그림 1> 1966년 IBM MT/ST 신문 광고. 
종이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었
지만, 저장 방식을 도입했다.

※ 출처 : http://www.etypewriters.com

 
<그림 2> 렉시트론과 리놀렉스(Lexitron & 

Linolex)가 개발한 스크린 장치가 
달린 최초의 전자식 타자기.

※ 출처 : http://www.xtimeline.com

  IBM은 1964년 마그네틱 테이프를 저장장치로 탑재하도록 개량한 ‘마그네틱 
테이프/셀렉트릭 타자기(Magnetic Tape/Selectric Typewriter, MT/ST, <그
림 1>)’를 선보이고 이를 ‘워드 프로세싱 기계(word processing machine)’라
고 불렀다. 기존 타자기들은 활자를 찍는 헤드가 가운데 위치해 종이가 좌우로 
움직이며 활자가 찍히도록 했던 반면, 셀렉트릭은 종이가 고정돼 있고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글자를 찍어내도록 해 오늘날 컴퓨터 커서의 토대가 됐다. 
‘마그네틱 테이프/셀렉트릭 타자기’는 마그네틱 타이프라는 저장 장치를 도입
함으로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수정 및 편집해서 다시 인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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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해 현대적 의미에서 첫 워드프로세서로 평가받는다(Haigh, 2006, 
pp. 9~10). 현대적 의미에서 워드프로세서의 시초를 IBM이 1964년 발표한 
‘MT/ST’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IT동아, 2011. 8. 26; 
Campbell-Kelly, 2003; Eisenberg, 1992; Haigh, 2006; Kunde, 2008). 
  IBM은 1969년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마그네틱 카드로 저장 장치를 변경한 
‘MC/ST(Magnetic Card/Selectric Typewriter)’를 발표했다. 카드에 저장한 
내용을 추후에 다시 불러서 재수정하거나 재인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
었지만, 카드 하나에 한 페이지(5,000자) 정도 밖에 저장할 수 없었다. 1972년, 
렉시트론과 리놀렉스(Lexitron & Linolex)는 셀렉트릭과 비슷한 워드 프로세싱 
체계를 갖고 있지만, 비디오 스크린을 적용한 최초의 제품(<그림 2>)을 개발했
다. 스크린 장치를 도입함으로서 텍스트는 물리적으로 찍혀 나가기 전에 재수
정될 수 있었고 완전히 만족할만한 문서를 완성한 이후에 출력할 수 있게 됐
다. 1973년, 비덱(Vydec)은 플로피 디스크를 저장장치로 활용한 최초의 워드프
로세서를 개발했다. 이전 워드프로세서들은 1~2페이지 정도의 텍스트만을 저장
할 수 있었지만,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서는 80~100페이지 분량을 저장할 수 
있어 대용량 문서 작업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다(Kunde, 2008).

<그림 3> 1976년 ‘일렉트릭 펜슬’의 초기
화면.

※ 출처 : http://library.thinkquest.org

 <그림 4> 1979년 개발된 ‘워드스타’의 실
행화면

※ 출처 : http://www.xtimeline.com

 

  1976년 등장한 ‘일렉트릭 펜슬(electric pencil, <그림 3>)’은 최초의 컴퓨터
용 워드프로세서다. 이전까지 워드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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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였지만, ‘일렉트로닉 펜슬’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작돼 일정 사양1) 이상을 
갖춘 모든 컴퓨터에서 워드프로세싱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워드프로세서가 
전용 하드웨어가 아닌 범용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등장한 첫 사례
다.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라는 워드프로세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Bergin, 2006a; Kunde, 2008). 기존 워드프로세서들이 단순한 문자 입력, 글
의 수정 및 편집, 저장, 인쇄 등 최소한의 기본 기능을 갖췄던 것에 비해 ‘일렉
트로닉 펜슬’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 현재의 워드프로세서들이 갖고 있는 글꼴, 
문서 등의 편집 기능 등을 처음으로 갖췄다(Bergin, 2006a, p. 34).
  1979년에 개발된 ‘워드스타(WordStar, <그림 4>)’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일
머지(MailMerge)’ 기능이다. 메일머지는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이름이 다른 여
러 사람들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편지 본
문은 한 번만 작성하고 각기 다른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와 각각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다. ‘워드스타는’는 또한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대로 인쇄되
는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시스템을 워드프로세서 중 
최초로 완벽하게 구현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워드스타’는 시장에서 성
공을 거둔 첫 워드프로세싱 소프트웨어가 됐다. 특히, ‘도스(Disk Operating 
System, 이하 DOS)’ 운영체제 기반의 ‘워드스타 3.0’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이후 개발된 워드프로세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Bergin, 2006a). 
  워드스타 다음으로 등장한 ‘이지라이터(EasyWriter)’는 ‘애플(Apple) II’ 컴퓨
터의 전용 워드프로세서로 개발돼 당시 범용 마이크로컴퓨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운영체제의 컴퓨터에서만 운영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은 향후 소
프트웨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지라이터’를 시작으로 하드웨어 경쟁력
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독점적 공급하는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IBM은 
1981년 자체 PC를 내놓으면서 뒤늦게 ‘이지라이터’를 자사 컴퓨터의 워드프로
세서로 사들였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Campbell-Kelly, 2003). 일렉트
릭  펜슬’, ‘워드스타’, ‘이지라이터’ 등이 등장한 이후 IBM이 PC를 시장에 내 
놓으면서 워드프로세서의 종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1980년대 중반에만 400
개 이상의 워드프로세싱 소프트웨어가 존재했고, 이 중 몇 개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Campbell-Kelly, 2003). <표 1>은 워드프로세서 역사에서 중요한 제품
들과 주요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

1) 인텔 8080 마이크로프로세서, 최소 8kb 메모리, 비디오 모니터, 저장용 카세트 레코더,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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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기 제품명 개발 주요 특징

1964년 Magnetic Tape / Selectric 
Typewriter (MT/ST) IBM · 저장 기능 최초 적용

· ‘워드프로세싱’ 용어의 첫 적용

1972년 Word Processor 
with CRT

Lexitron 
& Linolex

· ‘워드 프로세싱’ 기기 최초로 비디
오 디스플레이 적용

1976년 Electric Pencil Michael 
Shrayer

· 최초의 컴퓨터용 범용 워드프로세
싱 소프트웨어

· 기능키를 적용한 편집 방식 최초 
구현

1979년
WordStar MicroPro · 워드프로세서 중 최초 WYSIWYG 

시스템 완벽 구현

EasyWriter John Draper · 범용이 아닌 특정 컴퓨터용으로 개
발된 첫 워드프로세서

1982년 WordPerfect SSI · DOS용 워드프로세서 시장 장악

1983년 MS Word Microsoft · Widows용 워드프로세서 시장 장악

<표 1> 주요 워드프로세서 연표와 특징

  ‘워드스타’가 워드프로세서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던 1986년 출시된 ‘워
드퍼펙트(WordPerfect)’는 자동단락 넘버링 등의 혁신적 기능을 추가한 4.2버
전을 발표하면서 ‘워드스타’를 넘어설 수 있었다. ‘워드퍼펙트’는 1990년대 초
반까지 도스 환경에서 널리 쓰이면서 사실상의 영문 워드프로세서의 표준이 되
기도 했다. 하지만, ‘윈도우(Windows)’ 버전의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1983년 
개발된 ‘MS 워드(Word)’의 성장으로 인해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다(Bergin, 
2006b).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시장을 장악한 이후 워드프로
세서 시장은 ‘MS 워드’가 대세가 됐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갖춰 왔다. ‘MS 
워드’의 워드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은 한 때 90%에 육박하기도 했으며, 현재 전 
세계 사용자는 5억 명 이상이다. 
  반자동 타자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초기 워드프로세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1980년대 중반에 문서 작성
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정이나 내용 변경 등 
효율적 문서 입력 및 작성 수단으로 출발한 워드프로세서는 글꼴, 문서 형식 
등 효율적인 문서 편집 수단으로도 자리 잡으면서 글쓰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
는 도구가 됐다(Haigh, 2006). 
  특히, 타자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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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문서 작성, 즉 워드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문서 작성에 좀 더 
열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붓글씨로 대표되는 손으로 글을 쓰는 번거로움과 
힘듦을 타자기로 중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편한 글쓰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경렬, 2006). 하지만,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에
서 한글을 구현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글 워
드프로세서는 최초의 워드프로세서보다 약 20년 뒤에나 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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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에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컴퓨터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부터 
가장 큰 관심사였다. 컴퓨터 자체가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에 라인프린터가 개발돼 처음으로 프린터에서 한글을 출력할 수 있었고,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글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글 
모아쓰기용 CRT 단말기가 개발된 1978년 3월에 이르러서였다(서현진, 1997). 
이때 개발된 한글 처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청계천 한글카드 등 
일반 컴퓨터의 한글처리용 확장카드 개발 기술로 이어졌고 워드프로세서 등 한
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첫 상용 워드프로세서는 1983년 8월 고려시스템이 개발한 ‘명필’
로 워드프로세서 기능 위주의 사무자동화(OA) 기기였다. 최초의 워드프로세서
보다는 약 20년 정도 늦게 등장한 것이다. ‘명필’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닌 하드
웨어와 입출력기기까지 포함한 형태였다. 그 뒤 등장한 큐닉스의 ‘글마당’, 금
성사의 ‘장원’ 등도 모두 워드프로세서를 전용 하드웨어에 탑재한 워드프로세싱
을 위한 기기들이었다.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식의 이들 워드프로세서들은 가격
이 너무 비싸고 시장이 성숙치 않은 상황에서 과다 출혈 경쟁을 벌여 크게 성
공하지 못했다(전자신문, 2012. 9. 17). 하지만, “명필의 첫 고객은 청와대 경
제비서관실과 안전기획부, 체신부 등으로 당시 국무회의나 대통령 보고 문건은 
모두 명필로 작성했을 정도”(서현진, 1997, 220쪽)로 국산 워드프로세서에 대
한 관심은 높았다. 
  소프트웨어 형식의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1984년 경 처음으로 탄생했다. 박현
철은 애플컴퓨터 기반의 워드프로세서2)를 개발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글 Ⅲ’, 
‘중앙한글’ 등 애플 컴퓨터 전용 워드프로세서 개발이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
트의 운영체제 도스 환경의 워드프로세서가 등장한 것은 1985년 삼보컴퓨터가 
내놓은 ‘보석글’ 시리즈가 최초다. 삼보를 필두로 당시 쌍용컴퓨터, 삼성전자, 
금성소프트웨어, 대우통신, 현대전자 등 주요 PC 메이커들이 잇따라 자체 워드
프로세서를 내놓고 자사의 PC에 기본 제품으로 공급했다. 금성소프트웨어의 

2) 1982년 서울 북공고에 재학 중이던 박현철은 당시 엘렉스 사장이던 이용태 전 삼보컴퓨
터 회장의 후원으로 ‘버전 1.0’이라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했다. ‘버전 1.0’은 첫 한
글 워드프로세서로도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1984년 개발
한 애플 기반의 워드프로세서는 ‘버전 1.0’을 개량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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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 대우통신의 ‘프로워드’, 쌍용컴퓨터의 ‘세종’, 현대전자의 ‘바른글’, 
삼성전자의 ‘글벗’, 텔레비전데오의 ‘한글워드’ 등이 이 시기 등장한 대표적인 
한글 워드프로세서다(디지털타임즈, 2000. 6. 26). 
  이 시기에 등장한 워드프로세서들은 대부분 외국의 워드프로세서들을 부분적
으로 한글화하는 수준이어서 각각의 회사들이 사용하는 특정의 한글 코드가 채
용된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회사마다 화면에 한글을 표시하
는 화면처리 방법과 처리된 한글을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달라서 특정회사의 파일은 특정 시스템과 특정 프린터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일반 사용자들에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오창호‧주영혁, 2000, 115쪽). 대
부분 하드웨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출시했고, 이에 
따라 해당 하드웨어에서만 구동되도록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했다.
  1987년 금성소프트웨어가 개발한 ‘하나워드’는 그 시기 가장 많이 사용된 워
드프로세서다. ‘하나워드’는 15개의 창을 통해 문서의 동시 편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도표 그리기 기능이 타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우수했다. 인쇄 때 다른 
작업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하나워드’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가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로 채택된 영향이 컸다
(전자신문, 2012. 9. 17). 저장 파일의 확장자로 ‘글’과 같은 ‘hwp’를 썼지만, 
이름만 같을 뿐 ‘글’과 호환되지는 않았다. 
  1988년 등장한 한컴퓨터연구소의 ‘한글2000’은 기존 워드프로세서와 큰 차
별성으로 주목받았다. 1985년 10월 발표된 쌍용컴퓨터의 ‘세종’과 1986년 말 
발표된 현대전자의 ‘바른글’도 국내 개발자에 의해 개발됐지만, 기능상 ‘한글
2000’에 비할 것이 아니어서 ‘한글2000’은 진정한 의미에서 첫 국산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까지 평가받는다. ‘한글2000’은 두벌식과 세벌식 한글자판, 조합형과 
완성형 한글코드 복수지원, 레이저프린터 인쇄 가능, ‘WYSIWYG’ 방식을 구현
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성능이었다(디지털타임즈, 2000. 6. 26). 
  하지만, ‘한글 2000’은 오류가 많고 이를 수정한 후속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박시형, 1991).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 
2000’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글’이 1989년 출시됐다. ‘글 1.0’은 한글 조
합형 코드를 채택해 현대 한글과 옛한글 모두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호환성이 
우수하여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무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당시 
PC용 운영체제의 주류는 도스였는데, ‘글’은 한글 도스가 아닌 영문 도스 환
경에서도 한글 카드 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한글 입출력을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특성들이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받아들여지면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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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호‧주영혁, 2000, 106쪽). ‘글 1.0’은 무료로 배포됐다고 알려질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돼 출시 1년 만에 국내 워드프로세서 사용자의 70% 이상이 사용
할 만큼 인기를 얻었다. <표 2>와 같이 당시 다양한 한글 워드프로세서들이 출
시돼 있었지만, ‘글’은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워드프로세서 제조회사 버전 개발년도 한글 코드 파일 크기

대우워드 대우전자 1.3 1989 KS완성형 5.25″ FD 1장
마이 글벗 삼성전자 1.0 1990 KS완성형 5.25″ FD 2장
마이 워드 삼성전자 1.1 1988 KS완성형 5.25″ FD 1장

OA-Ⅱ 글벗 삼성데이터통신 2.10 1988 KS완성형 5.25″ FD 2장
보석글 Ⅱ 삼보컴퓨터 2.0 1985 조합형 5.25″ FD 3장
보석글 G 삼보컴퓨터 1.10 1989 KS완성형 5.25″ FD 3장
화랑 워드 쌍용컴퓨터 1.0 1990 그래픽 조합형 5.25″ FD 6장
세종 한글 쌈용컴퓨터 2.01 1987 KS완성형 5.25″ FD 1장

현대 바른글+ 현대전자 1.2 1987 조합형 5.25″ FD 2장
하나 워드 금성소프트웨어 2.82 1987 KS완성형 5.25″ FD 1장

장원 – 16+ 금성소프트웨어 2.5 1990 KS완성형 5.25″ FD 1장
슈퍼 명필 고려시스템 1.0 1983 KS완성형 5.25″ FD 5장
아름글 Ⅱ OPC 3.20 1988 조합형 5.25″ FD 4장
옴니 워드 옴니테크사 2.0 1989 KS완성형 5.25″ FD 2장

으뜸글 큐닉스 1.0 1983 조합형 5.25″ FD 3장
팔란티어워드 한국팔란티어 3.41 1989 KS완성형 5.25″ FD 3장
사임당 워드 한컴퓨터연구소 1.1 1991 그래픽 조합형 5.25″ FD 2장

한글2000 워드 한컴퓨터연구소 3.1 1988 그래픽 조합형 5.25″ FD 6장
글 한글과컴퓨터 1.51 1989 그래픽 조합형 5.25″ FD 6장

<표 2> 1991년 당시 주요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특징

※ 박찬열(1991)의 51쪽 내용을 일부 수정

  1992년 출시된 ‘글 2.0’은 정부 행정전산망용 PC의 워드프로세서였던 ‘하
나워드’ 파일의 변환기능을 제공해 ‘글’이 정부 공문서 작성에 쓰이는 계기가 
됐다. 1994년 발표된 ‘글 2.5’는 종전에 별도로 판매하던 한글 철자법 검사 
기능을 기본 내장하고 영문 철자법 검사 기능 및 영한사전 및 한자사전까지 추
가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당시 ‘글’은 도스용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에 거의 독점적 위치를 구축했다. 하지만, 마이크소프트가 도
스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윈도우 95’를 1995년 11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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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글’의 시장 지배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와 함께 ‘글’ 개발사인 ‘한
글과컴퓨터’의 무리한 투자와 IMF 사태 등의 영향으로 1998년 6월 15일 ‘한글
과컴퓨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대신에 ‘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 
  ‘MS 워드 95’까지는 한글판의 불완전한 번역, 잦은 버그, ‘글’ 문서와의 비
호환성 등으로 인해 ‘MS 워드’는 잘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윈도우 운영체제
가 일반화되면서 ‘MS 워드 97’부터는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사용자 공유 기능, 
MS 계열 오피스 소프트웨어와의 확장성, 전 세계적 문서 호환성 등을 무기로 
기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사용자를 늘여 갈 수 있었다. ‘글’이 도스에 치중할 
당시 삼성전자는 1992년 국내 최초의 윈도우용 한글 워드프로세서인 ‘훈민정
음’을 발표했다. 자사의 컴퓨터에 번들로 제공하고 농협 등 일부 기업들에 전용 
워드프로세서로 공급해 잠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글’에 대한 사용자의 충
성심과 ‘MS 워드’의 전 세계적 호환성에 밀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011년 농협마저 ‘훈민정음’ 대신 ‘글’을 전용 워드프로세서로 채택해 현재 
훈민정음을 쓰는 곳은 제작사인 삼성 외에는 거의 없다(전자신문, 2011. 10. 
17). 현재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글’과 ‘MS 워드’만이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
고 있으며, ‘MS 워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 ‘글’은 약 20% 가량의 점유율3)만을 기록하고 있다.
  1983년 첫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등장한 이후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외국 워
드프로세서를 단순 한글화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워드프로세서는 독립적 상품
이라기보다는 컴퓨터 제조회사들이 컴퓨터를 팔 때 끼워 넣어주는 서비스 중 
하나로 그 자체의 기능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컴퓨터 제조회사
들은 하드웨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하드웨어에서만 구동되도록 워드프
로세서를 개발했다. 하지만, ‘글’의 등장은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컴퓨터와는 
별도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글’은 ‘제
대로 된’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첫 사례였다. 컴퓨터 기종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고, 정해진 문자만이 아니라 모든 한글을 입력 가능하고, 
표와 각주 등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던 문서 기능을 구현한 ‘글’은 워드프
로세서를 단순한 텍스트 입력기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초기 ‘글’이 짧은 시간 안에 확산된 이유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이용하면서 ‘글’은 우리
나라에서 컴퓨터로 글쓰기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다. 이전까지 한글 워드프로

3) ‘한글과컴퓨터’가 2012년 10월 9일 발표한 창립 22주년 관련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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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는 단순히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받았지만, 
‘글’은 단순한 한글 입력 수단을 넘어 ‘한글’ 글쓰기 도구로서 인정받았던 것
이다. 비록 현재 점유율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글’은 컴퓨터에서 ‘한글’ 글쓰
기 도구로 인정받은 첫 한글 워드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이 ‘글’이 수
많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들과는 구별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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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워드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를 중심으로 자판,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장치와 모니터,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
로 구성된 워드프로세서는 전통적인 글쓰기 환경과는 다른 글쓰기 환경을 제공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글을 쓰는 것은 종이 위에 연필이나 붓으로 글을 쓰는 
것과 가죽에 날카로운 철필이나, 깃 등으로 글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출력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용을 되돌려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손으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필체에 따라 글꼴이 정해지고, 종이, 가죽 등 
글을 쓰는 곳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문서 양식이 정해졌다. 하지만, 워드프로세
서는 글꼴과 문서 양식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글’
이 컴퓨터에서 ‘한글’ 글쓰기 도구로 받아들여진 것은 단순히 한글을 자유롭게 
입력 가능하게 해서가 아니다. 글꼴과 문서 양식 등에서 한국이라는 배경을 반
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장은 새로운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가 일반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글쓰기 도구의 변화가 인간의 사고 과정에 미친 영향
과 글쓰기 행위와 내용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워드프로세서 ‘글’ 이전에 워드프로세서가 미친 일반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다음으로 워드프로세서 ‘글’을 다룬 선행연
구들을 살펴본다. ‘글’은 한 때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기도 했으
며, 현재도 약 2,000만 명 이상이 ‘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절대적이다. 이는 ‘글’이 단순히 워드프로세서였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워드프로세
서였다면 ‘글’이 이렇듯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글’이 우리나라에서 이렇듯 절대적일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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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글쓰기 도구로서의 워드프로세서

  연필로 쓰던, 붓으로 쓰던, 펜으로 쓰던, 자판으로 입력하던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물리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물리적 
동작 행위가 기본이다. 글쓰기 도구는 이 물리적 동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결정
한다. 손으로 쓰는 것과 자판을 입력하는 것은 분명한 물리적 차이다. 이렇듯 
글을 쓰는 도구가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쓸 때와 지울 수 없는 볼펜
으로 쓸 때 글을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워드
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의 결과물은 출력 이전까지 잠정적이다. 이는 필연적으
로 글쓰기 속성과 행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절에서는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가 글쓰기 속성과 행위,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1. 글쓰기 속성

  인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편한 글쓰기
를 추구했다. 돌을 이용해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철필로 가죽에 쓰는 
것이 쉬웠고, 철필보다는 잉크 펜 등으로 종이에 쓰는 것이 쉬웠다. 손으로 한 
자씩 공들여 쓰는 것보다는 자판을 눌러 쓰는 것이 편하다. 현재 시점에 있어
서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를 위한 가장 쉬운 도구 중 하나다. 쿤데(Kunde, 
2008)의 지적처럼 워드프로세서는 컴퓨터 기술로부터 발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글쓰기를 위한 글 쓰는 사람(writer)들의 욕망이 좀 더 빠른 연산을 위
한 수학자들의 욕망에 의해 탄생한 컴퓨팅 테크놀로지와 만나면서 진화한 것이
다. 워드프로세서는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수많은 연산 도구 중 
하나가 아니라, 좀 더 쉬운 글쓰기를 위한 지속적인 욕망이 컴퓨팅 기술의 발
전을 만나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글을 씀에 있어서 물리적 도구의 변화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플루서(Flusser, 1987/1998, 19쪽)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문자 기호들을 정돈하고 배열시키는 하나의 동작으로 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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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문자기호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위한 기호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글쓰기는 사고를 지향하고 정돈하는 동작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사고방
식을 유형화시키는 작업으로서의 이러한 글쓰기는 인쇄기술에 힘입어 혼란스러
운 사고의 순환으로부터 행으로 정돈된 사고로의 안내 역할을 하며, 논리적으
로 사고하고 계산하고 비판하고 과학하며 철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Flusser, 1987/1998, 23쪽). 
  인쇄 기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워드프로세서는 한 글자씩 손으로 눌러 쓰
는 방식에서 간단한 ‘키’(key) 입력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쓴 다음 바로 지
울 수 있다는 워드프로세서의 특징은 글을 쓰기 위한 사고의 결과물을 쓰는 것
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한 사고 과정을 일단 쓰도록 유도한다. 이렇듯 글쓰기 
도구 혹은 기술의 변화는 글쓰기 내용과 형식을 그와 상응하게 변화시킨다
(Ong, 1982/1997, 131쪽). 글쓰기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등장
한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를 쉬워지게 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글쓰기 자체에
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이를 통해 글
을 쓰는 사람에게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글쓰기 속성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글
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가 글쓰기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은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구적 측면에서 워드프로세서가 야기하는 글쓰기 자체의 변화를 강조
하는 입장이다. 볼터(Bolter, 2001)는 글쓰기 도구를 글쓰기 테크놀로지의 관점
으로 바라본다. 인쇄기, 타자기, 라이노타이프(linotype)4) 등의 장치를 글쓰기 
테크놀로지로 규정하고 활판 인쇄술이 등장한 15세기를 글쓰기의 기계화가 이
루어진 시기라고 말한다. 기계화된 활판 인쇄술은 글쓰기가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한번 쓴 글을 수없이 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으
로 글을 베껴 쓰는 노동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볼터는 활판 인쇄술 다음 등장
한 타자기 이후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는 여기에 새로운 유연
성을 부여했다고 말한다. 활판 인쇄술과 타자기는 일단 쓴 글을 찍어내는 것이
지만, 워드프로세서는 쓰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볼터
가 말하는 글쓰기 테크놀로지는 시각적 공간에 언어적 생각을 배열하는 방식이
다. 글쓰기 테크놀로지는 물질적, 기술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요소들 사이의 끊
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글쓰기 도구의 변화가 글쓰기 자체 변화
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글을 쓴다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워드프로세서

4) 신문 인쇄 등에 쓰이던 식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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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새로운 글쓰기 테크놀로지는 글쓰기에 있어서 편집의 중요성, 빠른 글쓰
기, 일상적인 글쓰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일반화되면서 글을 
쓰는 방식과 과정, 글을 쓰는 공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글쓰기 테크놀로지의 등장은 글쓰기 자체에 새로운 의미 형식과 소통 방
식을 가져온다.
  둘째, 글쓰기의 결과물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워드프로세서를 분석하는 연구
다. 워드프로세서로 인해 텍스트성(textuality) 자체가 변화했다는 주장으로, 헤
일즈(Hayles, 2004)는 워드프로세서에 의해 작성된 텍스트를 스크린 상의 텍스
트와 종이로 출력돼 나온 텍스트로 구분한다. 우리가 그동안 본 텍스트는 인쇄
(print)된 것이었는데, 스크린 상에 인쇄된 텍스트는 워드프로세서 등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텍스트로 인해 텍스트는 이중적 의미를 갖
게 된다. 종이로 인쇄된 텍스트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코드화되고 생성되어 찍
혀 나온 것(marked)이라면, 스크린 상의 텍스트는 찍혀져 굳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때 스크린 상의 텍스트는 표면의 아날로그 층위(스크린 상의 글자) 
기저에 있는 디지털 층위(코드)가 있고 맨 아래에 아날로그 층위(비트를 만들어
내는 전자의 흐름)라는 ‘오레오 쿠키’5) 구조를 갖고 있다. 좀 더 깊은 코딩 수
준에서는 디지털 텍스트가 적용되고 있지만, 같은 텍스트가 인쇄될 경우에는 
결과물로, 스크린 표면에 나타날 때는 과정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과정과 결과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의도적
이든 아니든 이러한 이중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중적인 텍스트성으
로 인해 결과를 염두에 두는 글쓰기와 과정을 염두에 두는 글쓰기가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글쓰기가 갖게 된 새로운 가변성이다.
  셋째, 워드프로세서가 가져온 글쓰기 도구와 텍스트성의 변화로 인해 결국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하임(Heim, 1999)은 새로
운 글쓰기 도구인 워드프로세서로 인해 인간의 사고 과정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워드프로세서는 문자 언어를 전자 언어로 바꾸어 놓았고 이 전자 언어
의 유연성과 신속성(rapidity)이 글을 쓸 때의 사고 과정만이 아니라 근본적으
로 인간의 사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워드프로세서를 통
한 글쓰기는 더 이상 텍스트의 생산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자적인 텍스
트는 비선형적으로 시간을 넘나들고 다층적인 감각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 인

5) 두 개의 초콜릿 쿠키 사이에 하얀 크림이 넣어진 형태의 과자. 오레오(Oreo)는 크래프트 
푸즈의 쿠키 브랜드로 1912년 나비스코 사(후에 크래프트 푸즈에 합병됐음)에서 처음 제
조·판매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과자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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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된 텍스트들은 선형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지만, 전자 텍스트는 이를 초
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임은 워드프로세서가 지적 작업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질(quality)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서, 워드프로세서가 ‘인문학
자의(humanist) 계산기’가 되었다고 표현한다. 하임(Heim, 1999)에 따르면, 워
드프로세서는 즉각적이고, 유쾌하고, 물질에 의해 덜 강제적이기 때문에 스크린 
위에서의 생각하는 것을 북돋운다. 이렇게 생겨난 즉시성은 약간의 키보드 조
작만으로 생각을 부드럽게 하면서 빠른 글쓰기로 이어진다. 게다가 물리적 측
면에서 디지털 글쓰기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에 비해 마찰이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이 실제 글쓰기로 이어지는 동안 마찰이 이전보다 훨씬 
적어진 것이고 따라서 생각을 예전보다 가다듬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게 된다. 워드프로세서의 철자 체크, 찾아서 바꾸기 등과 가속화된 자동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점점 더 쉽게 공시화(公示化, formulation)6)할 수 
있게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인해 관념적인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는 과정으로서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워드프로세서는 사고를 끝없이 열려 있는
(open-ended) 형태로 만들고 있고 이는 글쓰기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적 사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워드프로세서가 가져온 글쓰기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성찰
을 보여주고 있다. 글쓰기 도구의 변화가 텍스트성과 글쓰기 자체에 변화를 야
기하고 이는 결국 인간의 사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술적 대상에 불과한 워드프로세서가 이렇듯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글’이 가져온 변화와 ‘MS 워드’가 가져온 변화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전 세계 90% 이상의 사람들이 ‘MS 워드’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의 대다수는 ‘글’을 사용했다. 각각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같은 워드프로세서
라도 그 고유한 특성이 다른 사회‧문화적 의미를 낳을 수 있다. ‘글’의 맞춤
법 검사 기능은 ‘MS 워드’의 맞춤법 검사 기능의 차이를 생각하면 된다. 
  워드프로세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디(Goody, 1977/2009)
는 인류 역사의 측면에서 글쓰기 기술을 비판적 논의를 축적하는 도구로서 바
라본다. 읽기와 쓰기 기술이 비판 정신을 고무하여 지식 발달을 선도하는 일종
의 분석 도구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글로 기록
함으로써 그 말은 청각적 검토뿐 아니라 시각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말하는 

6) 직역하면 정식화, 공식화 등이 되지만,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공시(公示)
화로 번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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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듣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자들이 생겨나 다양하게 비판적으
로 검토하면서 글쓰기는 ‘객관화’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글쓰기 기술의 발달
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소통 과정과 사고 과정은 피드백을 주고받
기”(Goody, 1977/2009, 109쪽) 때문에, 글쓰기 기술은 사고 과정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 소통 과정은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다. 구
디에 따르면, 같은 글쓰기 기술이라도 소통 과정에 이면에 있는 사회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활용된다. 같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도 배경에 있는 문
화에 따라 서로 다른 지식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가 인
류 모두에 똑같은 변화를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워드프로세서가 글쓰기 속
성에 가져온 변화는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2. 글쓰기 행위와 내용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가 가져온 글쓰기 속성의 변화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워드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가 연령, 장소, 성별 등 다양한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다. 주로 문
학자들을 중심으로 글쓰기 교육과의 연관성, 글쓰기 효율성, 글쓰기에 미치는 
역기능 등을 주제로 워드프로세서가 글쓰기 행위와 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워드프로세서가 글쓰기 행위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관점
의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인해 글 작성 속도 및 양이 증가하고, 글쓰기 질이 향
상됐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부정적 관점의 경우 글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오탈
자가 증가해 글쓰기의 질이 워드프로세서로 인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긍정적 관점의 연구들을 주로 워드프로세서의 기술적 특성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가 일반적 글쓰기 도구
로 자리 잡은 뒤 학생들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를  질적으로 평가한 연
구(Cochran-Smith, 1991)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글의 질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글쓰기와 관련한 연구 28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Bangert-Drown, 1993)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연구의 66%가 글쓰기의 질
이 나아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밀러와 노우레스(Mi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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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s, 1997)는 워드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는 컴퓨터의 기술적 기능을 쓰
기 과정에 도입해 글 내용을 다양하게 해주는 동시에 생각한 것을 바로 쓸 수 
있게 해 글을 수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베이커와 킨저(Baker 
& Kinzer, 1998)는 손으로 글을 쓸 때에는 개요를 완벽하게 작성 후 거기에 
따라 생각을 풀어나갔지만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우선 작성하는 습관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골드버그 등
(Goldberg & Russell& Cook, 2003)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작성된 워드
프로세서와 관련된 65개의 연구들을 수집해 메타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글을 쓸 때 글쓰기의 양이 늘어나고 글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은 긍정적 관점인 경우가 비교적 많다. 손영남(2002)은 워드프로
세서를 통해 글을 쓰는 경우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많은 
편이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애(2007)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워
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글쓰기의 작문 텍스트 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작문의 특
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천택(2007)은 워드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가 학생들의 글쓰기 동기, 흥미, 자아 인식, 성취감, 자신감을 강화
할 수 있는 반면, 책임과 진지함이 결여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옥현진(2010)은 
첨삭과 삭제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글의 내용을 자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어 
더 나은 글쓰기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글 전체의 통일성에서는 한계
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정적 관점의 연구들은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보이아르스키
(Boiarsky, 1991)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집단이 손으로 글을 쓴 집단에 
비하여 교정을 더 많이 하고 글을 더 많이 쓴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
하였다. 마켈(Markel, 1994)은 워드프로세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글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증거는 직접적으로 없고 찾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알케메이드(Alkemade, 1997)도 문서 작성의 속도와 양 같
은 부분을 제외한 문서 작성의 질이 향상됐다는 결론은 소수일 뿐이며 확인하
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관점의 국내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민경(1999)은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생각나는 대
로 풀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하는 ‘재고하기’와 ‘고쳐 쓰기’ 단
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글을 쓰면서 원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자유롭게 확인하기 어려워 글을 읽으면서 쓰는 것이 어려워 문법적인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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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많다고 분석했다. 신미영(2006)은 글의 구상에 시간이 적게 걸려 생각
을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 맞춤법이나 격
식에 맞지 않는 단어 사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장 부호를 쓰지 않거
나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발견됐다. 김혜옥(2009)은 학생들이 워드프로세
서를 이용해 글을 쓸 때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지만, 문단을 한 번도 나누
지 않는 등 내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워드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가 글쓰기 행위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사 
대상과 개인적 성향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글쓰기 속성에 미친 영향을 일반화시킬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영향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를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와 동일시하고 있지
만, 워드프로세서는 아무 서식 없는 메모장과는 다르다. 워드프로세서에서는 온
갖 메뉴들, 기호, 눈금 등이 글의 현재 위치를 끊임없이 알려주며 검토를 요청
한다. 알고리즘에 따라 구현된 자동 교정 기능 등은 잘못된 맞춤법과 오타 등
을 자동으로 고쳐준다. 자동 교정 기능이 뛰어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 연구
를 실시했다면, 부정적 관점의 연구 결과들 중 몇몇은 결과가 변할 수도 있다. 
워드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문서 작성과 편집 등의 기능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단순한 텍스트 입력기와 구분되는 이유다. 모든 워드프로세서가 
같은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문서의 작성과 편집 등을 위한 워드프로세서로서 
일반적인 기능은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반영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
라 서로 다른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글’이 단순히 훌륭한 한글의 입력 수단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글’은 컴퓨터에서 효율적인 한글 입력 수단
인 동시에 문서 작성 등을 위한 한글의 글쓰기 도구로서 선택받았다. 앞서 언
급했듯이 ‘글’은 다양한 장치들과의 호환성, 한글 입력의 용이성, 문서 작성 
기능의 우수함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뛰어났다. 하지
만,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훌륭한 글쓰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글쓰기 행위와 내
용에 미치는 워드프로세서의 영향에 대한 결과가 엇갈렸던 선행연구들처럼 각
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이 확산되고 지금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기능적 부분 외에도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차별화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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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워드프로세서 ‘글’

  ‘글’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글’에 대
한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다. ‘글’의 한글코드부터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에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 비해 우위를 보였는지를 주로 연구한다. 또, 기능적 우
위를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글’이 거둔 성공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도 이
에 포함된다. 둘째, ‘글’의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요시하는 
연구들이다. 기능적 부분 외에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것부터 ‘글’은 
단지 ‘한글’을 마케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글’을 바라
본다. 2절에서는 ‘글’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
한다. 

1. ‘글’의 기능에 대한 연구

  ‘글’에 대한 선행연구 중 ‘글’의 기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가장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글’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컴퓨터에 ‘한글’의 구현과 관련해 ‘글’을 다룬 연구들이다. 한글 코
드 표준화의 역사에 대한 연구(박동오, 2008), 한글 코드의 기술적 측면을 다룬 
연구(이준희‧정내권, 1991; 전상훈, 1998), 한글 언어생활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서 ‘글’을 다룬 연구(홍윤표, 2012)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산업적, 기능적 
측면의 연구들이다. 주로 상품으로서 ‘글’을 강조해 기능적 특성(김기권, 
1998; 박찬열, 1991; 심상천, 1996; 이규범‧윤성일, 1999), 그 상품을 팔기 위
한 마케팅 전략(신병석, 2008; 오창호‧주영혁, 2000),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
업에 미친 영향(노규성, 2012; 배성훈‧이승현, 2010) 등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컴퓨터에 ‘한글’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글’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한글 코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면서 주로 초기 ‘글’이 갖는 기능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글 코드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문자를 컴퓨터 내부
에서 2진수로 표현하기 위한 대응 규칙을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었던 영문자 코드체계인 표준 아스키(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에서는 로마자 대소문자 52개, 숫자 10개,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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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제어문자 32개를 합하여 문자가 모두 128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
기에 개발된 8비트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 하지만,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는 달리 한글 자모를 조합하고 배열한 음절 글자를 쓰고 있다. 한글 
자모만도 그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적게는 33개에서 많게는 51개
로 볼 수 있고, 음절 글자만도 11,172자에 달한다. 256자만 표현할 수 있는 1
바이트 체계로는 현대 한글을 표현할 수 없었다(홍윤표, 2012). 따라서 개인이
나 기업들이 각각 한글 처리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로 다양한 한글 코드가 
생겨났다.
  한글 코드와 관련해 ‘글’을 다룬 연구들은 크게 첫째, ‘글’이 채택한 조
합형 코드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과 둘째, ‘글’이 채택한 한글 코
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상훈 (1998)은 
한글 코드의 형식인 완성형과 조합형의 기능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한글이라는 
문자가 다른 언어와는 달리 초/중/종성을 조합하여 만드는 독특한 형식이기 때
문에 조합형 한글 코드가 한글에 더 적합하다고 분석한다. 완성형 코드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각, 간, 갇, 갈……)에 숫자(코드)를 할당해서 이를 불러오는 
방식이지만, 조합형은 모든 자모(ㄱ, ㄴ, ㅏ, ㅗ…….)에다 숫자(코드)를 할당하
여 이를 불러와 한글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한글의 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글
자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준희와 정내권(1991)은 한글 코드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도스와 같은 운영체제의 한글 코드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개발자들의 노력이 ‘글’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인톡(InTalk)’, ‘이야
기’ 등 통신 소프트웨어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워드프로세서 중 ‘
글’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한글 코드를 내장해 컴퓨터에서 한글이 외국산 소프
트웨어들에 종속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한글 코드의 국가 표준 채택 과정을 연구한 박동오(2008)는 조합형 코드 표
준화 운동을 1998년 ‘글’ 살리기 국민운동의 기원으로 평가한다. ‘글’이 처
음 등장한 1989년 당시의 국가 표준 한글 코드는 완성형 코드였다. ‘완성형 한
글 코드’가 국가 표준으로 정해지자 기존 조합형 한글 코드를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업계, 인쇄출판 업계, 국어학계 등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조합형을 포기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제대로 된 ‘한
글’의 구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합형이든 
완성형이든 컴퓨터의 한 기능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결부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글’ 살리기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홍윤표(2012)
는 ‘글’이 당시 국가 표준과는 달리 기능적으로 조합형 코드를 선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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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으로 확산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조합형 코드를 통해 우리 국어 생활에
서 쓰이는 언어 표현을 기능적으로 모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를 한글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조합형 한글 코드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산업적, 기능적 측면의 연구들은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 ‘글’이 갖는 산업적 의미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
과의 기능 비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찬열(1991)은 1991년 당시 국내에 
출시돼 있던 한글 워드프로세서들의 기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 편집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워드프로세
서는 ‘글’과 ‘바른글 +’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우 한계점 지정, 문단
맞춤, 행간 조정, 행간 자동 조정, 탭지정, 레이아웃 기능, 창 전환, 문장 자동 
편집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바른글 +’는 
되살리기, 매크로 기능, 세로쓰기, 단락 표시 등을 지원하지 않아 문장 편집 기
능 외에는 ‘글’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프로세서 내부의 문서 
편집 기능 부분에서 ‘글’이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었
던 것이다. 
  ‘글 3.0’과 ‘MS’의  ‘한글워드 6.0’, ‘훈민정음 4.0’을 비교 분석한 연구(심
상천, 1996)와  ‘글 97’, ‘MS 워드 97’, ‘훈민정음 97’의 기능을 비교 분석한 
연구(김기권, 1998)에서도 ‘글’이 문서 편집 기능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서 편집 기능의 차이는 문서 작성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도 나타났다. ‘글 97’과 ‘MS 워드 97’의 사용성을 평가한 
연구(이규범‧윤성일, 1999)에 따르면, 같은 내용을 작성할 경우 ‘MS 워드 97’
로 작업하는 것이 ‘글 97’로 작업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호와 주영혁(2000)은 마케팅 관점에서 ‘글’의 성공 요
인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한글 사전 등 맞춤
화된 상품 제공 등으로 지적한다. 신병석(2008)도 ‘글’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노규성(2012)은 “한컴
오피스와 MS오피스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봤을 때, MS오피스를 미국 내 가
격으로 국내시장에 100% 판매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외화 유출액은 연간 
총 3,739억 원에 달할 것”이라면 ‘글’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했다. 반면, 배성
훈과 이승현(2010)은 공공기관들의 지나친 ‘글’ 사용으로 인해 ‘글’의 문서 
포맷이 사실상 국가 표준처럼 쓰이고 있다며, 국제 표준 문서와의 호환성도 고
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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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글’의 기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뛰어
난 ‘글’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표준과는 상이한 조합형 코드를 선택
한 것도 기능상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고, 세부적인 문서 편집 기능
상의 우위가 ‘글’이 확산되고 지금까지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이었다는 분석이
다. 특히,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글’은 조합형 
코드의 채택부터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
다. 한글 완성형 코드가 ‘반(反) 문화적’인 것으로 “정보화 사회를 우리 민족 
문화를 더욱 빛내고 계승한다는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조합형 코드를 추진해야 
한다”(김진형, 1988, 147쪽)는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자적 기술이라는 측면은 한국에 맞춤화된 기능의 개발로도 이
어졌고, 이것이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들이
다.
  하지만, 단순히 기능상의 우위 또는 차별화만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9년 등장한 후 얼마 안 되는 동안 전체 PC 중 90% 이상에 설치될 
정도로 확산된 이유는 단지 기능적으로 뛰어나서만은 아닐 것이고, 기능상의 
우위가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과 ‘한글’이 동일
시된 배경에는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당연히 다른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모두가 ‘글’과 ‘한글’을 동일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독점적인 ‘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글’의 모든 기능들이 다른 워드
프로세서보다 우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해 
왔지만,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2. ‘글’과 ‘한글’에 대한 입장

  “‘디지털 한글’의 고사 위기”, “디지털 공간에서 한글 기업이 사라져 간다”, 
“‘글’과 같은 디지털 한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전자신문, 
2009. 10. 9)는 표현처럼 ‘글’을 ‘한글’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글’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받아 ‘글’의 
기능들이 컴퓨터에서 ‘한글’을 구현하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글’과 ‘한글’을 동일시했던 것은 아니며, ‘글’에 대해
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했다.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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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장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가 
‘글’의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때 ‘글’과 관련해 제기된 주장들은 우리나
라에서 ‘글’과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글’과 
‘한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당시 ‘글’과 관련해 제기된 주장들로 대신해 
검토해 볼 수 있다.
  1998년 6월15일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는 ‘글’의 개발을 포기하
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0만~2,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계약 내
용이 알려지자 국내 ‘글’ 사용자들이 뭉치며 국민운동 차원에서 ‘글’을 살
리기 위한 거국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글학회를 비롯해 15개 사
회단체가 ‘한글 지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세우고 국민 모금
에 나섰다. 당시 언론들도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국치의 날”, “언어 속국임을 자인하는 일”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언사를 
구사하며 지원했다(김상배, 2003, 412쪽). ‘글’ 개발 포기 선언과 관련해 제
기된 주요 당사자와 그들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주도한 벤처기업협회는 400만 명이 ‘MS
워드’를 다시 배우는 재교육 비용 4,000억 원(400만 명×10시간×1만원), 10억 
건의 정부 공공문서의 ‘MS 워드’ 전환 비용 1,000억 원(10억 건×100원), 신규 
워드프로세서 구매 비용 5,000억 원(1000만 카피×5만원) 등 총 1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대의 선봉장에 섰다. 1조 원의 손실 비용에 비해 
‘글’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비용은 5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김선홍, 1998). 
  둘째, 정보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 등은 열린 한글 프로젝트를 주장하면서 
‘글’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글’을 공공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모금 방식으로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하는 벤처기업협회의 방안에는 ‘글’의 
독점적 지위를 인수하겠다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자원이 자유로운 배포를 전제로 개발되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윤기현, 
1998). 
  셋째, ‘글’과 관련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과 일부 국어학자들을 중심으
로 ‘글’의 명맥을 잇는 대체 워드프로세서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글과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은 회사 차원의 일로 간주하고 우리말과 우리
글의 기본 원리인 초성·중성·종성의 결합 원리에 맞으며 호환이 잘되는 대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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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기업의 생사와는 관련 없이 앞으로 우리말과 
글의 원리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김경희, 
1998). 
  넷째,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부
(1998)는 “‘글’은 한글을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한 회사의 상품에 불과한 
것으로 한글 그 자체는 아니며, 한글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충분히 표
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은 전 세계 다른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호환성이 부족하고 인터넷 기능 등에 비교 열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
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
기 위해 ‘글’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체 워드프로세서 
개발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섯째,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한글학회는 국민운동본부와 같이 ‘글’을 살려
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글’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글’ 포기
는 고어처리를 포함한 한글 구현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국어 생활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와 상반된 입
장을 보였다(전자신문, 1998. 6. 25). <표 3>은 ‘글’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주요 입장과 주장 내용들이다. 

구분 참여 및 협력 주장 내용
민족주의적 

입장
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와 문화관광부

‧‘글’과 ‘한글과컴퓨터’는 분리 불가능
‧국민주 등을 통한 ‘한글과컴퓨터’ 인수

자유
소프트웨어

진보적 시민단체, 
열린 한글 프로젝트

‧‘글’ 소스 코드 공개를 통한 대체 프로그램 
개발

‧대체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로 공공재화
회사와 

‘글’ 분리
‘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들
‧우리말의 원리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중요
‧축적된 기술로 대체 소프트웨어 개발 가능

시장경제
원칙 적용

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 MS 등

‧‘글’은 한글을 표현하는 회사의 상품일 뿐
‧IMF 관리 체제에서 외자 유치가 더 중요

‘글’에 대한 
회의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

‧한글과 ‘글’은 다른 것으로 ‘글’이 한글을 
대표하지 못함

‧워드프로세서로서 ‘글’ 자체 경쟁력 의구심

<표 3> ‘글’ 살리기와 관련한 각 입장과 주장 내용

  ‘글’의 개발 포기 선언에 따라 이렇듯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한 달 
후인 1998년 7월 20일 ‘한글과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국민운동본부 측의 제안을 수용해 ‘글’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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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2003)는 이를 ‘한글 민족주의’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IMF 체제에서 실
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가 글로벌 공룡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글’
의 문제가 ‘한글’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글을 구현하
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국의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바탕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에 대해 “‘글’ 살리기 운동은 이찬진이라고 하는 탐
욕스러운 개별 자본가의 자본이라는 본질을 덮어두고 ‘글’만 뚝 떼놓고 이것
을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하는 가짜 민족주의”(이훈희, 1998, 98
쪽)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 ‘글’이 그나마 경쟁력과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은 ‘한글과컴퓨터’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잘 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윈도우 등 운영체제 시장 선점과 자
본력 등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다면 (‘글’은)
어차피 없어질 운명”(한경구, 1997, 26~27쪽)이라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다.
  결과적으로 ‘글’의 유지로 끝을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입장
과 주장들은 ‘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글’을 컴퓨터에
서 ‘한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회사, 즉 ‘한글과컴퓨터’
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또한, ‘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지지를 보낸 것은 아
니었다. ‘글’ 개발 포기 선언 당시 국민운동본부는 국민 모금을 통해 100억 
원을 모금하려 했지만, 순수한 민간 모금액은 7억 원에 불과했다. 언론 보도에
서 드러난 뜨거운 국민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리 많지 않은 액수다. 벤처기업
협회 소속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와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가 각각 5
억 원과 3억 원을 투자하고 메디슨이 50억 원을 투자해 ‘한글과컴퓨터’는 살아
나게 된 것일 뿐이다(이민화, 2011). 
  이러한 점은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
글’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의 상징적 의미와 상품으로서 ‘글’
이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글’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글’
의 기능적 우위가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글’ 개발 포기 선언 당시 상황에서 보듯이 ‘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컴퓨터에서 ‘한글’의 대명사처럼 
‘글’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글’에 대해 좀 더 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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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지금까지 글쓰기 도구로서의 워드프로세서와 워드프로세서 ‘글’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을 검토했다. 글쓰기 도구로서의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가 가져온 본질적 변화와 글쓰기 행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글’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기능적, 산업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 ‘글’ 개발 포기 선언 당시 나타난 다양한 입장들은 ‘
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텍스트 입력기
로서 컴퓨터의 등장과 그에 따른 결과와 의미에 대해 논의할 뿐, 워드프로세서 
독립적 존재로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다. 컴퓨터로 글을 작성하면서 나타난 일
반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이지, ‘글’과 같은 특정 워드프로세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워드프로세서 ‘글’에 대한 연구는 ‘글’이라는 하나의 소프트
웨어, 혹은 상품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적, 산업적,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분석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또한, ‘글’은 문서 작성 및 편집 소프트웨어로 단순
히 컴퓨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반영돼 있다.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강해보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글’을 통해 ‘한글 민족주의’
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20여 년 내
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듯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와 워드프로
세서 ‘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워드프로세서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드
프로세서를 전반적으로 동일한 글쓰기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와 연계해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컴퓨터를 
통한 텍스트 입력 기능과 입력한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이 글은 ‘글 2014’를 이용해 작성 중이다. ‘글 2014’의 경우 
‘’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판에서 ‘ㅎ’, ‘ㅏ’, ‘ㅏ’, ‘ㄴ’을 순차적
으로 누르면 된다. 자음 ‘ㅎ’ 다음에 모음 ‘ㅏ’를 두 번 입력하면 옛한글 ‘아래
아(ㆍ)’로 인식한다. 하지만, 다른 워드프로세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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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ㄴ’으로 인식되거나 ‘하ㅏㄴ’으로 나타난다. 완성된 글자가 아닌 자음과 모
음의 배열로만 표시되는 것이다. 이렇듯 같은 컴퓨터에서 같은 자판으로 입력
하더라도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에 따라 나타나는 한글 문자의 형식은 다르다.  
입력만이 아니라 출력도 마찬가지고, 워드프로세서마다 제공하고 있는 문서 편
집 기능들도 서로 상이하다. 워드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
기 도구라는 점은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글쓰기 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
한 글쓰기 방식은 각각 반영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각 문
화에 따라 고유의 글쓰기 방식을 갖고 있고, 워드프로세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
기 때문이다. 같은 입력 및 출력 장치를 갖춘 컴퓨터라 하더라도 어떤 워드프
로세서를 사용하느냐에 글쓰기 방식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능적으로 뛰어날 경우 자연스럽게 그 워드프로세서를 선택하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다. ‘글’에 대한 기능 
연구들은 ‘글’의 기능이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어떤 부분에 뛰어났나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한글 코드 부분도 현대 한글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조합형 코드가 더 뛰어났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
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일상생활에서 현대 한글 11,172자를 모두 사
용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의 호환을 위해 완성형 
코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문서 편집 기능도 마찬가지다.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 작성을 위한 최
소한의 기능만 제공한다면 이용하는 사람의 선호에 따라 기능에 대한 판단은 
바뀔 수 있다. ‘글’의 기능적 우위는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글’
이 이용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능의 필요함이 결정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워드프로세서 ‘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
와 ‘한글’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글’이 확산
되고 지금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 기능적 부분 외에도 다른 워드프
로세서들과 차별화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개입했다고 보면서 컴퓨터에서의 
‘한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글 민족주의’와 같은 경향은 분명 있었
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글’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
이 있었다. ‘글’과 ‘한글’을 연계해 보는 시각이 강해 보이는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워드프로세서이며, 컴퓨터에서 한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받았던 점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글’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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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것은 아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입장들이 
존재했다. 이는 ‘글’이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글’에 대한 다층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을 중심
에 놓고 ‘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 인해 나타난 사회문화적 요소
들을 통해 ‘글’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의 특징과 한계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와 같
은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이론적, 인식론적 틀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테크놀로
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고철 덩어
리에 불과하다. 기존 연구들은 컴퓨터를 TV, 라디오 등과 같은 미디어로 다루
면서 같은 컴퓨터라도 소프트웨어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감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수단으로서 미디어라는 기존의 이론적, 인식론적 틀에 따른 결
과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의 기능을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다. 미디어로서 컴퓨터의 기능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된다. 책, 영
화, 라디오, TV 등은 서로 다른 미디어지만, 컴퓨터는 이들 미디어 기능을 각
기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두 구현하고 있다. 물리적 장치 측면에서 컴퓨터
를 ‘멀티미디어’ 장치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기능 측면에서 컴퓨터를 하나의 
미디어로만 다룬다면 컴퓨터가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구분해 바
라볼 수 없다. 컴퓨터가 현재 우리 문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의 기능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이론적, 
인식론 틀에서 물리적 대상으로서 컴퓨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기술인 소프트웨어를 탐구할 새로운 이론적, 인식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와 ‘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모
두 워드프로세서와 ‘글’을 수용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
론적, 인식론적 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교정, 
한영전환 등과 같은 자동화된 글쓰기, 선택은 가능하지만 정해진 문서 양식, 자
유롭게 입력할 수 있지만 크기, 글꼴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글
자 입력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단순히 수용의 측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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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가 제공하는 자동화된 글쓰기는 단순히 수
용되는 것만이 아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잘못 입력하는 
철자, 자주 틀리는 문법, 한영 자판 설정 등 자주 범하는 실수 등을 수집한 결
과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글쓰기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사람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수용해서가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사람들의 행위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미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워드프로세서 기능상
의 변화가 발생한다. 문서양식, 글꼴 등도 마찬가지다. 기본으로 마련돼 있는 
문서 양식의 구체적 수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설정하는 문서 여백, 줄 
간격 등의 내용을 수집해 변화한다. 워드프로세서는 단지 수용되는 것만이 아
니라 수용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기술적 대상으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시몽동(Simondon, 1958/1989/2011)의 
주장처럼 다양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고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워
드프로세서는 한 번에 완성되어 실재하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다. 워드프로세서
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개선되어 간다. ‘글 1.0’에서 ‘글 2014’에 
이르기까지 ‘글’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핵심은 ‘관
계’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은 갑작스럽게 없던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요소들을 산출해 
내고 불일치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결과가 새로운 기능으로 구현된
다고 할 수 있다(Combes, 1999/2013). 따라서, 미디어를 수용한다는 기존 관
점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관계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새로운 방
법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수용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화해 나
가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론적, 인식론적 틀을 넘어서고자 우선 이 연구는 ‘글’을 소프트웨
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로 규정한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컴퓨터를 새로운 
문화의 동력으로 보고, 일반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탐
구한다. 물리적으로 컴퓨터라는 새로운 장치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
는 핵심적인 기술적 대상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규정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소프
트웨어는 실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처럼 물
질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소프트웨어는 백서, 설계서, 자본, 코드, 통찰력, 협력 등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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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질적 흔적을 남기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내재화(embedded)된 것이지 비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Kirschenbaum, 2003).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소프트
웨어가 무엇을 하고, 소프트웨어와 결부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비물질성은 고유의 특성이 아닌 ‘극복 대상’이다(Fuller, 2008, 
p. 3).
  소프트웨어의 비물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ANT를 제시한다. ANT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대상, 즉, 비인간 행위자
도 인간 행위자와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ANT는 ‘사회’를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 행위
자들은 인간 행위자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회화된다. 컴퓨터
라는 물리적 실체 외에도 인간 행위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비물질적인 소프트웨
어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없다”는 키틀러(Kittler, 
1995)의 주장은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
이다. 컴퓨터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소프트웨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는 컴퓨터라는 강력한 물질적 존재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미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산업적, 정치적 영향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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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론적 논의: 소프트웨어, ANT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구

  3장에서는 워드프로세서 ‘글’에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새로운 이론적, 방
법론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과 
ANT를 새로운 틀로 제시했다. 4장은 워드프로세서 ‘글’을 분석하기 위한 새
로운 이론적 틀로서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과 ANT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의
한다. 1절에서는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
의한 후 소프트웨어로서 ‘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왜 ‘글’을 소
프트웨어로 규정해야하며, 소프트웨어로서 ‘글’을 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다. 소프트웨어 연구의 기존 연구 동향을 검토한 후 2절에서는 소프트웨어로서 
‘글’을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ANT를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연구에
서 ANT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를 비인간 행위자로 다루는 관
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후 소프트웨어가 형성하
고 있는 다층적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글’이 형성하고 있는 내부 기능과 
기능들의 네트워크, ‘글’과 연계돼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네트워크까지 
다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3절에서는 행위자로서 ‘글’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만의 이론
적 틀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을 비인간 행위자로 규정함
에 있어서 이론적 한계를 제시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ANT가 비인간 행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지만, 비인간 행위자들이 실제로 
인간 행위자들처럼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ANT 
관점은 비인간 행위자의 실제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과
의 관계를 통해 변화한 상황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
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개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유용
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3절에서는 ANT의 한계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 연구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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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프트웨어로서의 워드프로세서

  존 튜키(John W. Tukey)는 1958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루틴(routine, 
프로그램에 따른 컴퓨터의 일련의 작업), 컴파일러(compiler, 고급 언어 프로그
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자동 프로그래밍들이 밀접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오늘날 ‘소프트웨어(software)’는 적어도 현대 전자 계산기
의 진공관, 트랜지스터, 전선, 테이프 등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만큼 중
요하다”(Tukey, 1958, p. 2)라고 쓰면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소
프트웨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첫 사례다(Shapiro, 2000).
  이렇듯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대다. 소프트웨어는 
초기 군대를 중심으로 개발됐는데,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방지하
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군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Campbell-Kelly, 2003). 1962년 IBM은 비행기 탑승권 자동발매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민간 부문에서 개발한 최초의 소프트웨어다. 1968년 
IBM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Campbell-Kelly, 2003, 
p. 109). 이후 소프트웨어는 법적으로도 독립적인 산업이 돼 하드웨어와 완전
히 분리됐다. 군사용 소프트웨어에서 교통, 항공, 화재, 치안 등 사회적 소프트
웨어로의 발전,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의 발전 등
이 이어지며, 현재의 소프트웨어는 너무 광범위하고 거대해서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Campbell-Kelly, 2003). 1절은 왜 워드프로
세서를 이렇듯 광범위하게 확산된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해 논의한다. 

1.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의 정의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한다. 컴
퓨터를 켠다고 바로 글자를 입력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메모장과 같은 
단순 텍스트 입력 소프트웨어든, ‘글’과 같은 워드프로세서든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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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켜야만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저장되는 물리적
인 하드웨어와 반대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하드웨어는 고철이나 다름
없다.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이용한 행위들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이용이다. 겉
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다. 워드프로세서는 컴
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다. 글쓰기, 문서 작성, 편집 등의 커뮤니케이
션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것이 워드프로세서다. 워드프로세서는 글쓰
기를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 도구이고, 이때 
물리적 도구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입력장치와 출력장치이지만, 이러한 장치
들과 컴퓨터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데이터와 행동에 
대한 명령문인 코드들로 구성된 컴퓨팅 시스템의 지시 층위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실재”(Fuller, 2003; Mackenzie, 2006; Manovich, 2013a; Truscello, 2003)
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
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
아는 소프트웨어를 “저장장치에 저장된 특정한 목적의 하나 또는 다수의 컴퓨
터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저장되는 물리구조인 하드웨어와 반대 
의미”7)라고 설명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은 소프트웨어
를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컴퓨터에 어떤 일을 처리할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 규칙, 관련 문서 
등의 총칭으로 보통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형체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제외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분”8)

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
립되지만,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둘 모두 작동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
어와 같은 장치들이 없으면 작동이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발전에 
따른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 오히려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하드웨어의 발전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같다. 현대 사회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들을 소프트웨어를 바탕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접
착제’(glue)다(Manovich, 2013a). 현금인출기, 교통신호 처리기, TV, 스마트

7)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8) http://word.tta.or.kr/terms/terms.jsp에서 소프트웨어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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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운행정보 등 일상적으로 만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서 소프트웨어는 보
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Chun, 2011). 디지털화된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지시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매개를 벗어난다면, 대부
분의 의료, 교통, 여행 등은 불가능할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회적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Kitchin & Dodge, 2011; MacKenzie, 2006; Manovich, 
2013a).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도로교통 통제 시스템이 대
표적 사례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인간들의 행위가 소프트웨어를 정의한다
(Cramer, 2005, p. 122).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가 소프트웨어와 결합
되면서 소프트웨어는 고정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미리 정해진 양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웹 브라우징, 이메일, 비디
오 게임, 워드프로세서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
리 정의된 양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컴퓨팅에 따른 역동적인 상황
에 참여한다.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문서를 작성하며 썼다 지우는 행위들이 오
탈자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 수집된 후 알고리즘에 따라 빠른 교정 등의 기능 
개선으로 이어진다. 자주 사용하는 문서 여백 수치 등이 이후 기본 수치로 제
공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조직하는 
기준인 코드를 작성한 후 구체적인 실천 행위들을 계량화해 데이터로 수집 후 
알고리즘의 논리에 따라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각각의 상
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소프트웨어는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
는다. 수많은 이용이 결합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노
비치(Manovich, 2013a)가 ‘문화(cultural) 소프트웨어’로 개념화한 이유다. 
  같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자판 같은 입력장치를 활용해 글자를 입
력하고 별개의 과정을 거쳐 입력 결과물을 종이로 출력할 수 있게 하며 출력하
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용 수정이 가능한 동시에 결과물을 언제든지 파일 형
태로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 도구”로, “디지털화된 문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곳곳에 내재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행위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새로
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워드프로세
서는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글 또는 문서를 쓰고 읽는 새로운 도구로서 우리 사
회 곳곳에 내재되어 실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 41 -

2) 소프트웨어의 속성

  소프트웨어를 사회‧문화적 실재로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위계
적으로 코드, 데이터, 알고리즘 등 세 가지 속성들이 결합돼 실재적으로 존재하
기 때문이다. 
  첫째, 코드는 명령어들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필수적 
요소다. 코드는 하나의 상징적 형식으로 다른 것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규칙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코드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MacKenzie, 2006, pp. 2~3). 소프트웨어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코드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코드는 데이터 처리의 기준이 되
며,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코드 작성 혹은 코딩(coding)이
라 불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부르는 이유다(Petzold, 2000, 363쪽). 코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변형성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새로운 미디어들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은 모두 코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음악, 라디오, 인쇄물 등 모두가 코드를 통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대상이 되
었고 코드를 통해 이들 모두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코드화된 것은 코드를 
기반으로 한 어떤 장치로도 전송해 물질화할 수 있다. 이렇듯 코드가 매개한 
결과물이 소프트웨어다(Berry, 2011). 
  둘째, 데이터는 코드에 따라 조직되는 숫자들로 인간의 행위 등 모든 요소를 
계량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엔진은 구글에서 검색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언제 검색을 하고 무엇을 클릭했는지를 분석하고, 검색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단어로 검색어를 대체했는지, 그들의 검색어가 물리적 위치
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Levy, 2010). 이때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검색 행위들이 데이터다.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검색하는 
동안에 구글 검색 엔진의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 소
프트웨어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검색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
(reconfigure)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모든 행위는 계량화돼 데이터로 
수집된다. 
  셋째,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의 핵심으로 컴퓨터의 통제 논리다(Cramer, 
2005 p. 151). “알고리즘은 컴퓨터 혹은 디지털 대상이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
에 대한 설명으로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Goffey, 
2008; p. 15)이다. 논리(logic) 와 통제(control) 로 구성된 알고리즘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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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 언어와 독립적이며 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치들
과도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다(Goffey, 2008). 따라서 알고리즘은 정의
된 명령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혹은 객체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때 자율적인 움직임은 알고리즘
이 담고 있는 법칙, 세계관에 따라 통제된다. 알고리즘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
드는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다. 의
도를 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오세욱‧이재현, 2013, 152쪽). 0과 1, 참과 거
짓이라는 단순한 명제에서 시작하는 알고리즘은 수없이 단순한 과정을 거듭하
며 금융, SNS, 교통, 수도, 전기 등등 우리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Steiner, 2012).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속성에 따라 지금의 소프트웨어는 그린필드
(Greenfield, 2006)가 제시한 ‘에브리웨어(everyware)’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에브리웨어란 ‘모든 곳(everywhere)’과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를 결합한 말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된 세상, 컴퓨터가 사
라지고 다양한 컴퓨팅 능력이 우리가 사는 환경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의미한
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벗어나 모든(every) 기물(ware)이 스스로 
움직이며 수용자에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에브리웨어는 특정 종류의 하드웨
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상황(situation)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소프트웨어는 특정 제품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인간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어 가고 있는 상황 또는 과정”이라고 재 정
의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로서의 ‘글’

1) 소프트웨어의 분류

  사회‧문화적 실재로서 소프트웨어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디지털
화된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매개하지 않는 작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다. 산업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표 4>와 같이 우
리 사회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다. 운영체제, 보안, 데이터 분
석, 항공, 사무용 등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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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시스템 
SW

・운영체계(OS) : PC OS, Server OS, 임베디드 OS, 리눅스 OS
・보안 : 인증(PKI), 접근관리, 통합보안관제, 네트워크 보안, 웹보안, DB

보안, 스토리지 보안, 문서보안 등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Data 백업, 복구, 파일저장
・IT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 네트워크 관리
・IT자산관리, DBMS관리, 이벤트/로그/성능관리, 스케줄 관리 등
・데이터 분석 및 관리 : DBMS, 메타데이타, 데이터통합 툴, 데이터품질 

툴, 리포팅 툴, BI Suite,데이터마이닝 툴 등
・미들웨어 : WAS, BPM, TP모니터, ESB, 임베디드용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팅 : 개발 환경, 프로그램 언어, 웹개발 툴(X인

터넷),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 등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시스템 SW)

응용 
SW

・개인 및 사무용 : 오피스 SW, 그래픽 SW, 뷰어, 유틸리티 SW
・산업 범용 소프트웨어(Cross Industry) : 회계·재무(MIS)·인사 업무 소프

트웨어, ERP, SCM(공급망계획/실행, RFID, 조달 등), CRM(판매, 마케
팅, 컨택센터), 콘텐츠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소프트웨어 (EKP, 검
색엔진, 그룹웨어, 메시징, 이메일 등), 기타 산업 범용(GIS 등)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Industry Specific) : 엔지니어링(CAD 등), 금융, 
제조(건설, 조선/항만 등), 의료(헬스케어), 도/소매, 교육용, 임베디드용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 등) 등

・기타 : 제품수명주기관리 등 신규(Emerging) SW 등

IT
서비스

・IT컨설팅(비즈니스 컨설팅 제외) : IT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스템 통합
(SI) 및 네트워크 통합,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
이스 개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통합

・IT 시스템 관리 : 정보시스템, 데스크탑,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관리,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관리

・호스팅 서비스 : 호스팅 인프라 서비스, 웹호스팅, 콜로케이션
(Collocation) 등,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ASP, SaaS 등

・IT 지원 서비스 :  HW, SW 관련 기술 지원, 유지보수, 설치 등

임베디
드 SW

・데이터처리용 기기(컴퓨터/스토리지) 
・통신용 전자기기(유/무선 정보단말기)
・소비자용 가전(디지털TV, 인터넷 냉장고, 홈오토메이션 등)
・차량/교통(에어백, ABS, 텔레매틱스, 내비게이션 등)
・산업용 전자기기(제조기기, 의료기기, 조선 등)
・항공/국방(자동항법장치, 무기체계, CCTV 등)

<표 4> 산업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분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의 31쪽 분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첫째, 산업적, 기술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
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컴퓨터 등을 말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
키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윈도우’ 등과 같은 운영 체제와 프린터, 모니터 
등의 컴퓨터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등이 대표적이다. 시스템 소프트
웨어 없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홀로 작동할 수 없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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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드웨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설치돼
야 하지만, 응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실제 그 작업
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목적으로 쉽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 4>처럼 기능적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를 비롯해, 표 계산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그래픽과 이미지 처리 및 제작, 데이터베이스, 통신, 미디어 재생기, 게임 등이 
대표적 응용 소프트웨어다. 
  둘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기능들에 따른 분류다. 
즉, 통제(control), 커뮤니케이션, 표상(representation), 시뮬레이션, 분석
(analysis), 의사결정(decision-making), 메모리(memory), 비전(vision), 쓰기
(writing), 상호작용(interaction) 등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기
능에 따른 분류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응용 
소프트웨어 중 '문화 소프트웨어'(Manovich, 2013a)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소프트웨어는 어떤 하나의 기능만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워
드프로세서는 주로 쓰기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지만, 커뮤니케이션 
기능, 분석, 메모리 기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문화 소프트웨어'는 미디어적 관점에서 재분류가 가능하다. 마
노비치(Manovich, 2013a)는 미디어 관점에서 문화 소프트웨어를 미디어 콘텐
츠의 창작과 편집을 위한 '미디어 소프트웨어', 미디어, 정보 및 지식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유를 가능케 해 주는 '소셜(social) 소프트웨어', 아이콘, 폴
더, 사운드, 애니메이션, 상호작용 조작장치 등 소프트웨어들을 매개해주는 '미
디어 인터페이스'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미디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미디어 
기술이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과정'인 '소프트웨어화(softwarization)'에 따른 
결과물”(Manovich, 2013a)이라고 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쓴다는 기존 미디어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결과로 등장한 소프트웨어다. 
또한, 미디어 소프트웨어는 구현하고 있는 기존 미디어의 기술의 범위에 따라 
단일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와 멀티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가능하
다.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텍스트 입력만 가능했던 초기에는 단일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였지만, 이미지, 영상 등의 입력과 편집이 가능한 현재는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각 관점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분류는 현대 문화에서 소프트웨어가 수
행하는 역할을 탐구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그림 5>와 같이 위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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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이 가능하다. 단일 미디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문화 소프트웨어의 하위 범주이며, 문화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
트웨어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기능별로 구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하위 범주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위계적 분류

  <그림 5>와 같은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가 소프트웨어화에 따라 단순
한 연산 장치에서 통제, 분석, 표상, 커뮤니케이션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
행하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미디어 기능을 처리하는 ‘미디어 처리장치
(media processor)’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컴퓨터는 케이(Kay, 1984)
가 말한 ‘메타미디엄(metamedium)’의 모습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메
타미디엄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미디어를 포함해 다른 모든 미디어들
의 세세한 부분까지 역동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미디엄”(Kay, 1984 p. 
47)을 말한다. 현재의 컴퓨터는 사상 최초의 메타 미디엄의 형식을 갖추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하는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기술들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면서 컴퓨터가 메타 미디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
한 소프트웨어는 <표 4>와 같이 사용 대상에 따라 개인용과 기업용, 상품 형태
에 따라 패키지와 웹 서비스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소프트웨
어의 산업적인 사용 목적에 따른 것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본래 기능을 반영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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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

  최초의 워드프로세서로 평가받는 IBM의 ‘셀렉트릭’은 텍스트의 입력과 편집
만 가능했다. 하드웨어와 분리돼 현재의 소프트웨어 형식을 처음으로 갖춘 워
드프로세서였던 ‘일렉트릭 펜슬’의 경우에도 텍스트의 입력과 편집만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의 워드프로세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 텍스트라는 단일 미디어 저작 소프
트웨어로 출발한 워드프로세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
웨어로 바뀌어온 것이다. 현재의 워드프로세서는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
로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과 편집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는 처음 등장할 때에는 각각 주된 미디어 기능 
요소를 강조한다. 워드프로세서는 텍스트 중심, ‘포토샵’ 등 디지털 이미지 편
집 소프트웨어는 이미지 중심, ‘프리미어(Premiere)’ 등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
어는 동영상 중심에서 출발해 점차로 다른 미디어들을 포괄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미디어 요
소들을 포괄해 나간다. 이는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저작 소프
트웨어도 마찬가지다. 다른 미디어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내부적으
로 구현하는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요소들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의 연계를 통해 구현한다. 현재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
고 있는 ‘하이퍼링크’ 기능이 대표적이다. 워드프로세서에서 '하이퍼링크'를 입
력하면 웹 브라우징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면서 해당 웹페이지를 열어준다. 워드
프로세서 내에서 웹 페이지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웹 브라우징 소프트웨
어를 통해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멀티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자체적으로 미디어 요소의 저작 
및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 소프트웨어들
과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한 외연의 확장은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게임, 보안 소프트웨어, SNS 등 다양한 문화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형성해 기능을 제공한다. 이 외에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과 연계해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는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가 존재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하기도 하다. ‘운영 체제’ 등과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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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안
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글’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
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글’이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워드프로세서는 우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하면서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응용 소프트웨어다. 응용 소프트웨
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writing)라는 사회‧문화적 기술을 소프트웨어화
한 문화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소프트웨어다. 미디어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최초 텍스트만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후 텍스트 외에도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하면서 워드
프로세서는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기능 확장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확장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기능
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은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미디어 귀속적(media specific)’ 기능이다(Manovich, 
2011). 미디어 귀속적 기능은 디지털 기술 등장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을 소프
트웨어화한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문서에 각주 등 주
석을 다는 기능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문서 작성 기능들로 소프트웨어화에 따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를 대고 손으로 그어 작성했던 표
를 줄과 칸의 수만 입력하도록 소프트웨어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둘째, ‘미디어 독립적(independent)’ 기능이다(Manovich, 2011). 미디어 독
립적 기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전에는 없었던 기능들로 잘라내기, 붙이기, 
복사와 같은 인터페이스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의 경
우, 사용자가 정의한 기능을 반복해 수행할 수 있는 매크로 기능, 표 안의 숫
자들을 자동의 합산해 주는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미디어 독립적 기술은 특정 
유형의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전반에 적용
되기도 한다. 표 안의 숫자 합산 기능은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스프레드시
트 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철자법에 어긋나는 글자를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기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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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미디어 문화적(cultural)’ 기능이다. 글쓰기와 문서작성이라는 이전 미
디어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워드프로세서들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은 아니다. 한글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글’과 영어와 미국
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MS 워드’는 문서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
르기 때문에 구현된 기능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글’의 옛한글 입력 기
능은 다른 워드프로세서가 제공하지 않는 독특한 기능이다. ‘글’이라는 소프
트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옛한글을 스크린과 인쇄 상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능이 불가능하다. ‘글’
은 옛한글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양식을 소프트웨어화한 기능을 제공
한 것이다. 똑같은 문서라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Manovich, 2013b). 
  다음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가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마노비치(Manovich, 2013a)는 다양한 미디어 요소
들을 포괄하며 소프트웨어가 진화하는 방식을 생물체의 진화에 빗대 ‘혼종화
(hybridyzation)’라고 표현한다. 생물체가 진화하는 배경에는 ‘적자생존’의 법
칙이 있듯이 소프트웨어의 진화도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는 등장 이후 생존을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기능들을 모방하면서 자신만의 새
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동물들의 행위를 
모방할 수는 있지만 동물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워드프로세서가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포토샵’과 같이 전문적인 이
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텍스트 편집 기
능을 제공하더라도 워드프로세서와 같이 전문적인 문서 편집 기능을 제공하지
는 못한다. 둘은 서로 연계하며 공동의 생존을 도모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소프
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통해 기능을 확장하는 이유다.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하는 방식은 내적 혼
종화와 외적 혼종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적 혼종화는 워드프로
세서가 다른 소프트웨어의 미디어 요소를 워드프로세서 내부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글’에서 ‘MS 워드’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지원하
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한 내용을 복사해 붙여 넣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내적 혼종화에 포함된다. ‘포토샵’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글’
에 복사해 넣을 수 있지만, 재편집은 불가능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워드프로세
서는 내적 혼종화를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의 미디어 요소들을 포함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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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외적 혼종화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하지만 워드프로세서 내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외적 혼종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연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운영체제 등 시스
템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로 워드프로세서가 컴퓨터 내에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적인 연계다. 다른 하나는 다른 문화 소프트웨어들과의 연계로 워드프로세서로
서 문서 작성 이외의 용도로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맺는 것이다. 워드프로세
서와 간단한 게임, 보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문화 소프트웨어와의 연계가 대
표적 사례로 이는 워드프로세서가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통해 생존을 위
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의 진화 흐름

  <그림 6>처럼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미디어 독립적, 귀속적, 문화
적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면서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확장
해 나가는 한편,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통해 내적, 외적 혼종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기능을 확장해 가고 있다. 버전에 따라 자체적인 기능 구현이 강화되
기도 하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
적인 기능 구현 정도와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정도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다. 자체적인 기능 구현과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정도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워드프로세서로서 기능을 완전
히 구축하기 위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통해 기
능을 확장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가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경
쟁과 협력을 통해 생존하기 위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워
드프로세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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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로서 생존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욕망은 모두 워드프로세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유도
하기 위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사람들의 이용
이 전제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도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로 <그림 6>과 같이 버전에 따라 진화
의 궤적을 남기고 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와 문서 작성이라는 단일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처음 등장한 ‘글’은 이후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의 
생성, 편집 등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변화해 왔
다. 또한, ‘글’은 워드프로세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내적, 외적 혼종화를 이루며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버전만을 분석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20여 년 동안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로 위
치를 지켜 온 ‘글’의 경우 현재의 버전만을 분석해서는 ‘글’이 지금까지 유
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힐 수가 없다. ‘글’이 지금과 같은 기능을 갖추기까
지 어떠한 궤적을 통해 진화해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글’의 기능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
석하는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을 검토해 ‘글’의 진화 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본다. 

3. 소프트웨어 연구

1) 소프트웨어 연구의 동향

  소프트웨어 연구는 컴퓨터가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술에서 문화의 새로
운 동력이 되었다고 보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
들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문화적으로 사회적
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철학적으로 등 우리 사회 문화 및 인
지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역할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노비치
(Manovich, 2001)가 이러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처
음 주장한 후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소프트웨어 
연구를 소프트웨어 엔진,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 장르별로 구분해야한다는 주장
(Berry, 2011)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시각보다는 다양한 연구들을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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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다. 소프트웨어의 사회‧문화적 함의
를 탐구하는 기존 연구들의 경향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 전반에 대해 다루는 ‘문화 소프트
웨어’ 연구들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연구의 필요성을 처음으
로 제기한 마노비치(Manovich, 2001; 2011; 2013a)는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문화의 중심에 놓고 분석한다. 그의 핵심 주장은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화와 
소프트웨어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의 특성 세 가지다. 마노비치
(Manovich, 2013a)는 ‘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만들어진 콘텐츠들
이 세 가지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이동성(media 
mobility)’, ‘미디어 모듈성(media modularity)’,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deep 
remixability)’이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준화된 미디어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프트웨어가 콘텐츠를 부분 부분별로 모듈화시킴에 
따라 이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맥락에 맞게 모듈들, 즉 콘텐츠를 재조합(remix)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재조합’이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준화되고 모
듈화된 콘텐츠들은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같은 ‘글’로 만들어진 문서의 경우 같은 문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당
연하고 얼마든지 원본을 재수정할 수 있다. 다른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
도 ‘글’이 그 문서 편집 기능을 제공하면 ‘글’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
용자가 ‘글’이라는 환경에서 모든 문서를 ‘재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문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연구들은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인 ‘포토
샵’(Kitalong, 2008), 인터넷 탐색용 소프트웨어인 ‘파이어폭스’(Pedersen, 
2011),  인터넷에 3차원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VRML9) 전용 소프트웨어
(Kirschenbaum, 2003) 등 특정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기원을 추적해가는 고고학
(archaeology)적 연구(Wardrip-fruin, 2011; Parikka, 2007)도 이러한 연구 
경향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도 기본적으로 ‘문화 소프트웨어’ 연구 
경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글’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글’의 버전 변천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9)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인터넷 문서에서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텍
스트 파일로, 확장자는 ‘wrl’이다. VRML로 만들어진 파일은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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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제적, 산업적 차원의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
은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사회‧문화적 함
의를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캠벨-켈리(Campbell-Kelly, 2003)는 산업적 측면에
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분석한다. 캠벨-켈
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던 소프트웨어가 점차 우
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위치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지적 재산권 문제를 
다루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룬 연구(Benkler, 2004; Perelman, 2002)와 정보 소
유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Drahos & Braithwaite, 2002) 등도 경제적, 산
업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기초가 되는 ‘코드’에 대한 연구들로, 코드 비평 연구
(critical code studies)가 대표적이다. 코드 비평 연구는 컴퓨터의 기능성만 
강조하는 것은 코드가 품고 있는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드비
평 연구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컴퓨터 코드, 프로그램 구조, 문서 해석
에 적용하려는 접근이다. 코드는 기계언어로 작동하는 컴퓨터만을 위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 체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Marino, 2006). “코드작품
(codework)”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손하임(Sonheim, 2001)을 비롯해, 매킨
지(Mackenzie, 2005), 크라머(Cramer, 2005), 글레이저(Glazier, 2006) 등이 
대표적 연구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프트웨어의 기초가 되는 코드 작성 시점부
터 사회문화적 요소가 개입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넷째,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를 비롯한 여러 장치들과
의 결합인 플랫폼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플랫폼 연구
(platform studies)’라고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운영 기반이 
되는 장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장치들에는 단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도구들도 포함된다. 전통적인 오락실에 있던 게임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게임 소프트웨어 연구(Bogost, 2006; Galloway & 
Thacker, 2007; Montfort & Bogost, 2009)가 플랫폼 연구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표준인 프로토콜(protocol)에 대한 갤로웨이
(Galloway, 2006)의 연구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사회 비판 연구는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사회의 모든 것
을 매개하면서 나타난 감시 사회와 같은 부정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소
프트웨어를 통한 감시사회 가능성을 언급하는 커쉔봄(Kirschenbaum, 2008), 
키친과 닷지(Kitchin & Dodge, 2011) 등은 소프트웨어가 급속도로 사회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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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키워나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우려한다. 이른바 “사라짐의 
사라짐”(Haggerty & Ericson, 2000)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감시(surveillance)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소
프트웨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동시에 수집되는 우리의 정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연구들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알고리
즘 연구다.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알고리즘이 사회적 과정을 어떻게 매개하고 
통제하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같은 미디어 기능을 소프트웨
어가 구현하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그 기능에 따른 결과는 
달리 주어지기 때문이다(Mackenzie, 2007). 사회 관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의 ‘엣지랭크(Edge ramk)’ 알고리즘을 ‘비가시성의 
위협’으로 분석한 연구(Bucher, 2012)와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엣지랭크, 익
스체인지(Exchange) 등과 같은 알고리즘의 작동 논리를 분석한 연구(오세욱·이
재현, 2013), 구글 검색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가 어떻게 웹페이지와 관련한 
권력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Rieder, 2012), 빅데이터 분석 알
고리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재현, 2013b)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 소프트웨어 연구, 경제‧산업적 연구, 코드 연구, 플랫폼 연구, 알고리즘 
연구, 소프트웨어 사회 비판 연구들은 주로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다양한 커뮤
니케이션 기능들을 컴퓨터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코드, 플랫폼, 알
고리즘 등 분석의 수준과 대상이 서로 다를 뿐, 소프트웨어가 사회‧문화적 요소
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법론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에 대한 민족지적(ethnographic) 
혹은 참여 관찰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소프트웨어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자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라
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문화
는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 결과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
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매킨지(Mackenzie, 2010)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휴대전화 작동에 필수적인 무선 신호 기술을 개발하는 집단을 민
족지적 연구 방법을 동원해 분석했다. 로젠버그(Roenberg, 2007)는 미치 케이
퍼(Mitch Kapor)라는 사람이 이끄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3년간 추적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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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버그는 그들이 만든 기업(start-up),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 관계자들과의 
만남, 제도적 충돌, 주요 임원들과의 인터뷰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배포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2)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의 한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으로 다른 소프트웨들과의 연계를 통해 기능을 확장한다. 단일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등장한 워드프로세서는 이러한 기능 확장을 통해 소
프트웨어의 위계적 분류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윗 단계로 외연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
다. 소프트웨어는 특정 시점의 따라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도 다른 소프
트웨어의 연계에 비중을 두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고정돼 있
기 보다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추가되는 기능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다. <그
림 6>과 같은 진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기능들의 변화 과정보다는 어떤 시점에서 
그 변화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의미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변화한
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 문화, 기술, 정치, 경제적 요소 등과 상호작용하며 유
연한 전략을 취하며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
들은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것이 이용자에게 가져
온 결과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이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사
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할 뿐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에게는 
초점을 맞추지만, 소프트웨어가 그에 따라 사회화되는 과정은 보지 못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왜 이렇게 변화해 왔는가가 아니라 특정 버전
의 소프트웨어가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가 보
이는 일반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를 고정된 실재로 분석한다.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분석
(Wardrip-fruin, 2011; Parikka, 2007)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배
경만을 분석할 뿐, 소프트웨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은 분석하지 않는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소멸 과정을 연구(Kirschenbaum, 2003)하더라
도 전체적으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각 시점 
및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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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등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배
경만을 설명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는 분석하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프트웨어 기능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제시한
다. 이미 논의했듯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구현한 기능의 경우 세 
가지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현한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
능하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
들과의 기능에서 나타는 차이점을 강조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인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비교해서 기능의 유무와 
우열만 비교할 뿐이다. 이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연
구들이 대표적으로 분석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만
을 분석함으로 인해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전체적인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 형성한 플랫폼이라는 이용 환경만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실천 가능한 행위만 분석하면서,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변화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자율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구현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고 그 알고리즘을 사람이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
나 사람들의 이용 행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넘어서고 있기에 예측 불가능한 
이용 행위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정의된 명령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는
다(Goffey, 2008).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면서도 이용 행위상의 변화만을 분석할 뿐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풀러(Fuller, 2003)는 소프트웨어 연구가 기존 학문의 이론, 연구
방법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전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
조한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기존 이론이나 방법론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 대신 현대 문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려는 관점의 전환이다. 문제는 문화의 새로운 동력인 소프트웨어가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기술적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전통적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경우 모두가 같은 시간에 모
두가 똑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봤지만, 지금은 같은 텔레비전을 갖고 있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본다. 프로야구 생중계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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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자면, 전통적인 TV를 통해 보는 것과 IPTV의 편파 중계를 통해 보는 것과 
포털 등에서 중계를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경험을 부여한다.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가 물리적으로 같더라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른 미디어가 된
다. 소프트웨어 연구가 기존의 이론, 방법론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소프트
웨어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적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텔레비전은 구입 후 여러 해 동안 같은 미디어로 기능하지만, 소프트
웨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능들이 추가되고 삭제되면서 텔레비
전을 새롭게 구성한다. 
  기존 연구들은 소프트웨어를 사회‧문화적 실재로 인정하지만, 주체로 인정하
지는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과정,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복합적 기능, 이용자 관점이 아닌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는 소프트웨어를 분석
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안적 관점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을 제시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버전에 따라 변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론
적, 방법론적 틀로서 ANT 관점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ANT는 소프트웨어와 같
은 ‘비인간(non human)’을 행위자로서 인간과 대칭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비
인간이 인간과 같이 살아 있는 생물로서 행위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분석하는 것이다.
  ANT가 비인간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찰자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비인간이 실제로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에서 비인간이 행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ANT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가 다양한 행위자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형성해 온 네트워크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ANT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물론, 변화과정을 추적
하는 연구자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인간 중심적으
로 이루어져 온 소프트웨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관찰자의 관점에서 소프트웨
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기 위한 대안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 
대신 소프트웨어로 관점을 전환한 후 새로운 기술적 대상인 소프트웨어를 분석
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2절에서
는 AN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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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위자 네트워크로서의 소프트웨어

  ANT는 ‘사회’를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본다. 소프트
웨어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은 인간 행위자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방식
으로 사회화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에서 보지 못한 소프트웨어의 사회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ANT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간
의 상호작용에 의한 순환과 운동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와 인간의 다양한 경험
과 지식은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이루어진
다. 어떤 한 시점의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체는 서서히 다른 형태로 진화한다. 
  ANT에 의하면, 이 진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는 ‘번역’(translation)’ 과정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된다. 
이렇듯 새롭게 만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은 서로의 특성을 교환하고 
비인간 행위자들과 인간 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혼종
(hybrid)’이 생겨난다.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집합체
는 각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전에 지향했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지
향하는 ‘치환(displacement)’ 단계를 거친다.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ANT의 관점은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과정,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설명
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절은 행위자 네트워크로서 소프트웨어에 대
해 논의한다.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ANT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ANT의 이
론적, 방법론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1. 행위자 네트워크로서의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의 필요성

  “미디어 = 알고리즘 + 데이터 구조”(Manovich, 2013a, p. 207)

  현재의 미디어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simulated) 있다. 워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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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는 글쓰기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이며, 포토샵은 그림 이미지 조작과 
합성의 소프트웨어다. ‘시리(siri)’ 등과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들은 말을 
인식하고, 영상들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집되고 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
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다. 모든 디자이너들
과 예술가들은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업을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과, 관계 등과 같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처리되고 있다
(Manovich, 2013a). 우리가 페이스북에 남기는 댓글, ‘좋아요’ 클릭, 공유 등
의 행위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계산돼 해당 게시물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기준
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통화 내역 등 관계의 
흔적은 페이스북 친구 추천의 근거로 활용된다.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봤던 상
품의 목록 등은 페이스북 안에서 맞춤화된 광고를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오세욱‧이재현, 2013).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축적되어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
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분석된다. 미디어 
저작 등 기술적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그 기능에 따른 결과는 달리 주어진다(Mackenzie, 2007). 우리의 행위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축적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능이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연구자들만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들은 소프트웨어가 구현한 
미디어 기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를 위
주로 이루어져왔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글’의 ‘빠른 교정’과 같은 기능의 경우, 맞춤법에 어긋나게 입력된 문장들
을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이때 알고리즘은 ANT 관점에서 실
제적인 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실재성
과 물질성을 갖고 있으며, 알고리즘에 반영된 지식과 문제 해결 전략은 소프트
웨어가 사회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와 사회는 상호적
(reciprocal)이다(Manovich, 2001). 따라서 ANT는 이미 구성요소들이 완벽하
게 갖춰진 실체들보다는 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실체가 되기까지 겪는 논쟁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글’의 ‘빠른 교정’ 기능은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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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수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입력한 문장 중 맞춤법에 어긋나
는 부분을 자동으로 수정하도록 기능이 진화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빠르게 
교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기능이 개선돼 현재에 이르렀다. 
‘빠른 교정’ 기능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들(trials)’을 통
해 만들어진 것이다(Latour, 1991/2009).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기능적적으로만 분석해서는 입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기능 하나 하나가 실재성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분석
해야 한다. 실재란 어떤 고정된 본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관계들 속에서 만들
어지지는 것으로 항상 복합적 성격을 갖고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지닌 집합체
(assemblage)다(Latour, 1991/2009).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특정 제품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어 가고 있는 상황 또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들 및 비인간 행위자들
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밝힌다면, 변화하는 소
프트웨어를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밝힐 수 있
다. 즉, 소프트웨어가 진화해 오는 궤적을 분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은 그 소프트웨어
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과 같으며,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
현하고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맺으며 기능을 확장해 진화해 가는 과정과도 
같다. ANT 관점을 소프트웨어 연구에 적용할 경우 얻는 장점은 크게 네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 미디어와는 달리 컴퓨터라는 장치를 
통해 구현돼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다양
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진화 궤적을 추
적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네트워크 
형성 과정으로 규정해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에 내재하는 알고리즘, 
코드 등의 실제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알고리즘 등이 실제로 행동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 갖는 행
위 능력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인간 중심적 사고에
서 벗어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소프트웨어를 인
간과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소프트웨어 이용의 결과만이 아니
라 이용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동등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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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의 이러한 장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구
성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기존의 이론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특
성을 감안한 새로운 이론적 틀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ANT 자체
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미
디어 환경을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이지만 
새로운 틀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맺음, 즉 교호
(association)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이용자의 이용 행위가 결
합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ANT 관점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자주 보이는 한계점은 복잡하
고 세세한 기능을 기술적 관점에서만 분석하던가, 세세한 기능의 변화는 무시
하고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인 하나의 기술적 대상으로만 분석하는 것에 치우지
고 있다는 점이다. ANT 관점을 소프트웨어 연구에 적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각각의 세세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행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세한 기능 행위자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네
트워크를 분석한다. 이는 각각의 기능들이 갖는 의미와 함의를 다루면서도 소
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갖는 의미와 함의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게 한다.

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

  ANT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대상 등을 ‘비인간’ 행위자로서 인간과 대
칭적으로 바라본다. 인간과 비인간이 어떤 교호를 맺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ANT에서는 인간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협소한 틀
을 넘어 인간-비인간의 이질적 관계까지 폭넓게 다룰 때 진정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Latour, 2005).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은 비인간 행위자이
고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에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열쇠, 총, 전화기 등 모든 
사물들과 동물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자동차 과속 방지턱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세계는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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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그들의 역할 치환을 통한 운동에 의해 전개되며 기술은 이러한 네트워크 
전개 과정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ANT의 관점이다. ANT 안에서 비인간 
행위자라는 정체성과 지위를 부여받은 기술과 사물들은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동등하고 대칭적인 관계에서 세계를 구성한다. 인간, 기술, 문화, 사물 등이 구
분되는 것보다 이들이 어떻게 가치를 생산해내고 새로운 관계들을 생산해 내는
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김진택, 2012, 12쪽).

<그림 7>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요소

  <그림 7>처럼 ANT의 행위자는 기호학에서 기원한다. ANT에서 행위자는 기
호학적 정의이며, 이는 행동하거나 타존재로부터 행위능력을 인정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적인 인간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인
간이 지닌 특별한 동기를 가정하지 않는다(Latour, 1997). ‘행위자’는 영어적 
의미에서 인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기호학에서 빌려온 ‘행위소(actant)’라는 
개념이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지칭하기도 한다. 행위소는 행위할 수 있는 ‘행위
능력(agency)’을 네트워크에 의해 부여받은 인간 및 비인간의 모든 실체를 지
칭하는 개념이다(김환석, 2009, 877~878쪽). 행위소는 문자 그대로 행동의 원
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모든 실재, 
모든 행동들은 추상적인 행위소가 구체적인 행위자로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고정된 실재가 아니라 흐르는 대상이다(Latour, 1997). 
  ANT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분석(Callon, 1987), 1952년 말 영국의 항공기 
프로젝트인 TSR-2에 대한 분석(Law & Callon, 1992), ‘자동 문 닫힘 장치
(door closer)’(Latour, 1991) 등과 같이 특정 기술, 사물 등을 탐구함으로써 



- 62 -

기술과 사회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동 문 닫힘 장치’와 관련한 연구에서 라투르는 호텔에서 문을 닫
아주는 역할을 하던 도어맨을 자동 문 닫힘 장치가 대체함으로써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서술한다. 이 자동 문 닫힘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문을 통과하는 
인간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문 닫히는 동작이 매끄
럽지 못한 자동 문 닫힘 장치를 설치한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문을 재빨리 
통과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ANT에서 행위자는 곧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나’는 ‘나’에게 연
결되어 있는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종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
된다. ‘나’의 행위 능력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잇는 수많은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로 볼 수 있다(홍성욱, 2010, 22~23쪽). ‘
글’을 이용하는 ‘나’와 이용하지 않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나’는 ‘글’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는 “관계 안에서, 관계에 의해서, 관
계들을 통해” 일어나며 연구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그 변화를 기록한
다(Law & Hassard, 1999, p. 4).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
기 때문에 행위자는 네트워크가 없이는 행위할 수 없다.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서로를 지속적으로 재규정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한다(Callon, 1987, p. 
93).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은 교호를 통해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행위자
이기도 한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 또한 교호한다. 
  네트워크는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
이지 않았던, 필요하지 않았던 존재들을 나열하기 위한 탐구의 방식(mode)이기
도 하다(Latour, 2011). ANT에서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자들의 연합과 같은 일
반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들
의 행위(work)가 네트(net)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네트워크다. 어떤 의미에
서는 ‘워크네트(worknet)’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의 규모는 포함하는 
행위자들의 수와 관련이 있다. 미시적 네트워크와 거시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구조적 차이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 즉, 자신의 목표에 따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수
의 차이일 뿐이다(Latour, 2005). 
  ANT가 소프트웨어와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을 인간과 동등하게 바라본다
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의 행위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혼종적 네트워크를 추적한다고 하지만, ANT 연구들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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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인간 행위자를 위치시킨다. 예를 들어, 총이 사람을 
죽이는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ANT 관점에서는 총
과 사람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총을 쥔 사람’이라는 혼종적 존
재가 사람과 총 모두의 목적을 바꾸면서 새로운 행위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
장한다. 
  기술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존재처럼 행위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만, 분석자가 기술에게 부여한 행위능력에 불과하다는 비판(Collins & 
Yearley, 1992)에 ANT는 아직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ANT가 기술에게 부여한 특성이 다름 아닌 ‘인간다운’ 특성으로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고, 반응하고, 실행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의 
구분이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Khong, 
2003). ANT는 아직 미완성된 이론이다. 다만, 인간과 사회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 없이는 구성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만은 분
명해 보인다. ANT 관점은 새로운 문화적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실체를 인
정하고 보이지 않는 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유용할 수 있다.

3)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개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
과 교호하는 과정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가 문제로 남는다. ANT는 이를 
추적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NT가 제시하는 개념
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를 분이 개념들은 연구자 혹은 관찰
자의 관점이다. 네트워크, 블랙박스, 번역, 매개자, 기입, 기술 등의 주요 개념
은 실제로 행위자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연구자, 즉 관찰자가 관
점에서 네트워크를 기록하기 위해 제시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ANT 
관점에서 행위자들과 네트워크의 교호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의 대표적 학자인 라투르(Latour, 2005)가 시인하듯이 현재 
시점에서 ANT는 연구를 위한 하나의 ‘안내자(guide)’일뿐 정립된 이론이자 방
법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ANT의 개념이 연구의 대상을 틀 짓는 것은 아니다. ANT 관점의 이 개념들
은 여행 가이드와 같이 상호 관계의 네트워크를 따라가며 그들의 교호를 추적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이다. ANT 관점의 연구는 “어디를 여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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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 travel)이며, 거기서 무엇을 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what is 
worth seeing there)를 제시”하는 것이다(Latour, 2005, p. 17). 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맺고 있는 교호의 과
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수단일 뿐이다. ANT의 주요 개념
은 <표 5>와 같이 관찰자의 분석이 행위자들의 행위를 개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인간 행위자가 생물체와 같이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ANT 개념 관찰자의 분석

비인간 행위자 ‘글’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들

인간 행위자 이용자, 개발자, 조직, 기관, 정부, 학계 등

네트워크 추가되고 사라지는 기능들, ‘글’ 연계 소프트웨어들, 새롭게 
‘글’을 이용하는 사람들 등

블랙박스 일상적으로 사용돼 인식하지 ‘글’의 기능, ‘글’과 ‘한글’ 등

번역 ‘글’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과정, 새롭게 ‘글’을 사용
하는 과정 등

기입 개발의도, 매뉴얼, 이용목적, ‘글’의 버전 등

매개자 글쓰기 도구, 문서 작성 문화, 한글 등

<표 5> ANT의 주요 개념과 ‘글’ 관찰자의 분석

  ANT의 개념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역(translation)’이다. 번역은 한 행
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번역의 
핵심은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치
환(displacement)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다. 번역의 과정을 통해 어떤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로 하여금 이미 맺고 있는 기존의 관계를 끊고 자신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통합시키며, 이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려 시도한다. 번역의 과정을 성공적
으로 수행한 소수의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들을 대변하는 
권리를 갖게 되면 이전에 비해 더 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깔롱(Callon, 
1986)은 가리비 양식장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행
위자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추적하면서, <표 6>과 같이 번역을 문제제기
(problematization), 관심끌기(interessement), 역할부여(enrollment), 동원하
기(mobilisation)의 네 단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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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단계 주요 내용

문제제기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단계

관심끌기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 네트워크에서 단절시키고 이들의 관심을 
끌며 새로운 협상을 진행

역할부여 ・다른 행위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맡게 하는 단계

동원하기 ・다른 행위자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로 포함시키는 단계

<표 6> 깔롱(Callon, 1986)이 제시한 ANT 번역의 4단계

  더 많은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자들
에게 자신들만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
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상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을 먼저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반드시 거쳐 가게 함으로써 행위자
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존재를 ‘의무 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라고 한다. 이 의무통과점을 만들고 장악하는 것이 번역의 핵심 
과정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이런 기록의 결과를 바
탕으로 다른 행위자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치환이다. 번역은 실제 행위자
들의 행위를 의미하기 보다는 연구자, 혹은 관찰자 관점에서의 기록이다.
  어떤 하위네트워크(sub-network)가 충분히 안정화되면 이는 다른 행위자들
에게 하나의 개체로 보이는데, 이를 ‘블랙박스화(black-boxing)’라고 하며, 이
렇게 하나의 개체로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블랙박스’다. 블랙박스란 더 이상 다
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내용물이 이제 무관심(indifference)의 대상이 되어
버린 사물들을 담고 있다. 물론, 영원히 완전하게 닫힌 것은 아니고, 거시적 행
위자들이 닫혀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Callon & 
Latour, 1981, p. 285). ANT는 사람들이 블랙박스의 내용 속에서 원래의 네
트워크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외부의 입출력에만 의존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점에 주목한다. 블랙박스가 더 닫힌 것이 될수록, 사람들이 그것에 축약된 네트
워크에 더 무관심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그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홍성욱, 2010, 24쪽). 어떤 소프트웨어가 현재 나에게 있어서 별 불
편함 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내부의 복잡함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소
프트웨어를 통한 투입과 산출물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성공을 거둘수록 그것들은 불투명해져서 사회로부터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블랙박스가 된다(김환석, 2009, 8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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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행위자들의 교호과정에서 ‘매개자(mediator)’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개자는 행위자들을 네트워크에 연계시키고 
해당 네트워크 자체를 규정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총을 
들게 되면 ‘총을 든 사람’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생겨나며, 이 때 ‘사람’과 
‘총’을 연결하는 과정이 매개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매개자다. 컴퓨터를 글을 
쓴다고 할 때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보
이지 않는 행위자인 동시에 다른 행위자들 사이를 매개해 네트워크의 연결 고
리가 되는 것이다. 같은 문서를 컴퓨터를 통해 작성하더라도 ‘글’ 사용자 네
트워크와 ‘MS 워드’ 사용자 네트워크는 다르다. 행위자들은 자신들 사이에 매
개자를 유통시킴으로써 다른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매개자는 네트워크 내에서 
각 행위자의 위치를 규정하고 행위자들과 더불어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한다.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협상에는 이들을 중재하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매개
자는 자신이 운반하는 대상을 번역하거나 재정의, 재전개하거나, 배신할 수도 
있는 능력이 부여된 행위자다(Latour, 1991). 따라서 매개자를 행위자와 정확
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매개되지 않은 행위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매개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산자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행위자는 매개자 혹은 네트워크에 ‘기입(inscription)’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다른 행위자가 번역할 수 있도록 한다. 비인간 행위자인 기입 
장치들이 실제 행위들의 데이터를 받아들인 후 그것을 숫자나 그래프, 그림 등
과 같은 기호로 번역해 인간 행위자들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화
시킨다(Latour, 1981). 시간에 따른 기입을 연구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직접적
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게 한다(Faraj, 
Kwon & Watts, 2004). 기입은 어떤 실체가 기호, 기록, 문서, 논문, 흔적 등
으로 구현되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변형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소프
트웨어의 경우 문서로 기입된 것은 ‘매뉴얼’이고, 내재된 것은 아이콘과 같은 
직관적 인터페이스며, 네트워크 배열 속에 숨겨진 것은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과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description)’은 기입을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행위자가 기입한다면 연
구자는 기술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매개자들에게 남긴 기입을 읽어내는 것이 
기술이다. ANT 연구자는 이미 소멸됐거나 블랙박스화된 네트워크에서 인간, 
비인간 행위자를 판별해내고 이들의 궤적을 기술해 원래의 네트워크를 재구성
한다. 따라서 ANT는 일반화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네
트워크는 서로 다른 특이성들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독특하며 예측할 수 없는 



- 67 -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잘 기술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이다(홍성욱, 2010, 28~29쪽). 
  ANT는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교호하
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설명한다. ANT는 자연과 사회 또는 
인간이라는 이원적 존재론을 거부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론을 주장한다(Latour, 2005). 과학과 기술, 사회가 함께 행
위하며 지금 우리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관점이다. 새로운 기술적 대상으로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대안으로서 ANT는 유용하지만, ANT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ANT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 ANT 관점에서 
교호 과정을 기록하지만, 그 기록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관찰자가 부여한 
행위이지 실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ANT는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개념과 같은 실제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
는 실마리로서 ANT 관점을 대안으로 채택하지만, 그 내용의 해석은 다시 소프
트웨어 연구 관점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분석
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ANT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적 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앞서 다
음 항에서는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
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한다.

2.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행 연구

1) 선행연구

  풀러(Fuller, 2003)는 소프트웨어 연구가 기존 학문의 이론, 연구방법을 계승
하는 것으로 이전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전통
적 미디어 대신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한다는 주장부터가 새롭기 때문에 소프
트웨어 연구 차원에서 비교적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ANT 관점을 적
용한 경우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ANT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새로운 시
도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연구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노비치(Manovich, 2008)가 지적하듯이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ANT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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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의 행위능력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랑글로이스(Langlois, 2008)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ANT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녀는 웹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뒤 웹이 단순히 기술 및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웹은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를 넘어
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 
  인터넷 탐색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파이어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를 분석한 연구(Pedersen, 2011)도 소프트웨어가 개발자들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물임을 강조한다. 소프트
웨어가 비인간 행위자로서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탐색 소프트웨어의 진화 과정을 ANT 관점
에서 추적한 연구(Faraj, Kwon & Watts, 2004)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
용자들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연구에 있어서 ANT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Bucher, 2012; 
MacKenzie, 2009). 구체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주된 연구 대상인 소프트웨어들
의 경우 광범위한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소프트웨어가 형성한 네트워크
를 분석하기가 싶지 않기 때문이다.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연구는 소프트웨어 연구와 같이 사회문
화적 함의를 다루는 연구보다는 한정된 조직, 집단 내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새로운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
한 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 채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
고 있다. 주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관심사다. 기업 내부 인트라넷(intranet) 소프트웨어 도
입 과정을 ANT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Hall, 2001), 전기 절약 시스템 도입 과
정을 분석한 연구(Bartis & Mitev, 2008), 지리 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을 
분석한 연구(Martin, 2000), 건강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을 분석한 
연구(Wilson & Howcroft, 2002), 전사적 자원 관린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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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Elbanna, 2010; Scott & Wagner, 2003)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
한 연구들은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보다는 인간 행위자들의 네트
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주로 다루고 있
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ANT 관점에서 비인간 행위자로 보기 보다는 소프트웨
어를 만드는 조직, 이용하는 조직에 대한 연구를 위해 ANT 관점을 활용하면서 
조직 내의 핵심 인간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소프
트웨어가 이용되는 과정에는 다른 행위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영향력 있는 인간 행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e et al., 2003). 강력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동원
하더라도 경쟁 네트워크 혹은 강력한 반대 행위자의 등장은 특정 소프트웨어가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Wilson & Howcroft, 2002). 새로운 버전의 소
프트웨어라도 낮은 성능을 갖고 있거나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기
존 행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네트워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Hanseth & 
Braa, 1998; Wilson & Howcroft, 2002). 또한,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다양한 집단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으며(Bartis & Mitev, 2008), 따라서 소
프트웨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
된다(Munir & Jones, 2004).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여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번역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었다(Hanseth & Braa, 1998). 
  이러한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조
직, 인간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비인
간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간과 대칭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인간 중심
적인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관계 맺음을 통해 변화하며 진화하는 과정은 기록하지 않고 있
다. 또한, ANT 관점에서 ANT 개념을 통한 분석에 치우치면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해석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아직은 미완성인 
ANT의 이론적 한계일 수도 있으며, 다양한 관계 맺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
하며 진화해 나가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ANT만으로 분석하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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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소프트웨어를 인간 
행위자와 동등하게 간주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사회와 세계가 구성되는 과
정을 인간과 기술, 즉 비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와 역할 치환을 통해 분
석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비인간 행위자도 인간 행위자처럼 행위능력을 갖
는다는 ANT의 주장 자체가 다소 급진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
석에 적용이 되는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 관점에서 소프
트웨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특징과 한계는 크게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하게 간주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만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분석의 편향성을 
벗어나기 위한 선언적 수단으로만 ANT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조직 내에 도입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Bartis & Mitev, 
2008; Hall, 2001; Martin, 2000)이 대표적으로 인간 행위자와 동등하게 소프
트웨어를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으로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분
석하지 않고 있다. 인간 행위자가 소프트웨어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형성하는 
네트워크만 분석하는 동시에,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가 인간 행위자들
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만을 주로 분석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인간들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기존 연구보다 소프트웨어에 좀 더 비중을 높였다
는 정도의 차이점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ANT 관점에서만 해석하
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ANT를 적용한 연구들(Faraj et al, 2004; Langlois, 2008; Pedersen, 2011)
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이용자들과 상호작용
에 따라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진화한다는 점을 ANT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들을 분석에 감안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NT 관점에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커뮤니티 문화를 
분석한 페데르센(Pedersen, 2011)의 경우, ‘오픈 소스(open source)’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기술적 혁신을 이룬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석하지만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즉,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는 분석되지만,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정치적 저항의 맥락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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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ANT 관점에서 분석하기 보다는 특
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소규모 집단 혹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위
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글’과 광범위하게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주로 소수 집단이 열성적으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특정 기간만 집중적
으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인간 중심적 네트워크 분
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구체
적인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소프트웨어
가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Elbanna, 2010; 
Scott & Wagner, 2003)이 대표적 사례다.
  넷째, 소프트웨어가 형성하고 있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네트워크를 위주로 
분석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경쟁 네트워크의 하나로만 간주한다. 하지만, 앞
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에서 밝혔듯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통해 기능을 확장한다. 다른 소프트웨어는 경쟁의 대상인 동시에 생존
을 위한 협력자다. 소프트웨어는 인간 행위자와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내부 기능들을 행위자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기능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
서는 문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내부 기능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실재”로 버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분석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이나 버전 전체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다루
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고정된 제품처럼 분석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버전
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통신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다면, 이
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업그레이드, 즉 진화해 나갈 
수 있다.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특징과 한계를 보
이는 이유는 아직은 미완성인 ANT 자체의 이론적 한계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ANT 관점을 적용할 갖게 되는 방법론적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인간 중심적 네트워크 분석과 사회적 맥락 등의 배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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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가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며, 나머지 세 가지들은 소프트
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 대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론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소프트
웨어의 실재성을 인정하기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서 ANT의 필요성은 받아들이
는 동시에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할 때 갖게 되는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으로 먼저 
방법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세 층위 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소
프트웨어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기능-기능,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인간-소프
트웨어의 세 층위로 구분해 분석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 분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이다. 

3. 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의 세 층위

1) 기능-기능 네트워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보
통 메뉴 형식으로 제공되며 하나의 메뉴마다 세부 메뉴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뉴들은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표시한다. 세부 메뉴들로 구성
된 상위 메뉴들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능-기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상
위 메뉴 각각은 소프트웨어 내부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들이며 그 각각의 세
부 메뉴들과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표 7>은 ‘글 2014’의 인
터페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상위 메뉴로 묶어 제시한 것이다. <표 
7>과 같이 ‘글 2014’의 경우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등 9개의 상위 메뉴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상단에 제시된다. 이 9개의 
상위 메뉴들의 행위자는 각각의 세부 메뉴들이다. 또, 각각의 세부 메뉴들은 그 
아래에 하위 메뉴를 갖기도 한다. ‘글 2014’의 경우 상위 메뉴 ‘파일’ 아래에 
‘새 문서’가 있고 그 아래에 ‘새 탭’, ‘글 2014 문서’, ‘글 2007 호환문서’, 
‘MS 워드 호환문서’, ‘문서마당’, ‘셀 문서’, ‘쇼 문서’ 등을 하위 메뉴로 갖
고 있다. 이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속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기능들은 상위 메뉴에 묶여 독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는 중간에 각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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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작업을 할 경우, 상위 메뉴 입력에서 세부 메뉴를 표를 선택해 작업하는 것
과 함께 표라는 상위 메뉴가 생기면서 세부 메뉴들이 생성된다. 표라는 기능 
네트워크가 화면상에 등장하는 것이다. 단축키나 마우스 버튼을 활용한 입력 
시에도 해당 기능과 관련된 세부 메뉴들이 화면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alt + 
p’라는 단축키를 입력할 경우 인쇄 기능의 세부 메뉴들이 제시되면서 인쇄라는 
기능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상위 메뉴는 세부 메뉴들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메뉴의 행위자들이 기입한 내용을 상위 메뉴들
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메뉴 세부 메뉴

파일
새 문서*, 호환문서, XML문서*,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PDF로 저장하기, 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 편집 용지, 
미리 보기, 인쇄, 문서정보, DAISY 문서*, 점자로 바꾸기*, 보내기, 
문서 닫기, 끝

편집
되돌리기*, 다시 실행, 오려 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골라 붙이기, 모양 
복사, 지우기, 조판 부호 지우기, 모두 선택, 찾기*, 개인 정보 바꾸기*, 
글자 바꾸기*, OLE 연결, OLE 개체 속성, 고치기

보기
화면 확대, 쪽 윤곽, 표시/숨기기*, 메모*, 한자 발음*, 격자*, 개체 
이동 안내선*, 도구 상자*, 작업 창*, 문서 창*, 편집 화면 나누기*, 창 
배열*, 창 목록

입력
표*, 그림*, 개체*, 캡션 넣기*, 문자표, 한자 입력*, 상용구*, 입력 
도우미*, 채우기*, 주석*, 메모*, 날짜/시간*, 덧말 넣기, 글자 겹치기, 
CCL 넣기, 책갈피, 하이퍼링크, 상호 참조, 필드 입력, 양식 개체*, 
문서 끼워 넣기

서식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 스타일, 스타일마당,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번호 적용/해체, 글머리표 적용/해제, 개요 번호 모양, 
개용 적용/해제,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개체 속성

쪽
편집 용지, 세로쓰기, 쪽 테두리/배경, 바탕쪽, 머리말/꼬리말, 쪽 번호 
매기기, 새 번호로 시작, 감추기, 쪽 나누기, 단 나누기, 다단 설정, 
다단 설정 나누기, 구역 설정, 구역 나누기, 원고지, 라벨*

보안
문서 암호 설정, 문서 암호 변경 및 해제, 공인 인증서로 문서 암호화, 
공인 인증서로 전자 서명, 유효성 검사, 배포용 문서로 저장, 배포용 
문서 편집, 배포용 문서 설정 변경 및 해제, 보안 문서로 저장, 개인 
정보 보호*

검토
교정 부호*, 맞춤법, 한컴 사전, 한자 자전, 유의어/반의어 사전, 변경 
내용 추적, 변경 내용 표시 설정, 문서 이력 관리, 문서 비교, 메모 
넣기, 메모 모양, 메모 보이기/숨기기

도구
맞춤법, 빠른 교정*, SNS 서비스*, 메일 머지*, 매크로*, 차례/색인*, 
블록 계산, 정렬, 문서 찾기,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폴더 연결 관리, 
추가 기능 설정, 글자판*, 사용자 설정, 환경 설정

<표 7> 소프트웨어 내부 기능들 사례 : ‘글 2014’

※ *표시가 된 세부 메뉴들은 하위 메뉴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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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내부 기능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따라서 버
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생성과 소멸을 ‘기술
(description)’하는 것은 지금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
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버전에 따라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롭게 등장
하는 기능과 사라지는 기능을 기록하고 그 이유와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소프
트웨어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능-기능 네트워크
는 내부 기능들의 역동적인 교호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지만, 
점차로 다른 네트워크, 즉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능-
기능 네트워크는 인터넷 등 통신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가 항상적으로 접속
(connected)되면서 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내부 기능, 즉 기능-기능 네트
워크의 행위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버전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인터페이스 메뉴에서 보이는 기능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
이지 않는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는 기본이 되는 코드, 기초가 되는 원시 데이터, 데이터를 쌓는 데이터 구조, 
복합 데이터, 절차 규정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컴포넌트(component)라고 하며, 각 컴포넌트들은 별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별도로 개발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전체로 개발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부를 고쳐야하기 때문이다. 각 컴포넌트를 별도로 개발
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컴포넌트만 수정하면 해결이 가능해진다.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모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컴포넌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다. 따라서 컴포넌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즉, 각 컴포넌
트들이 서로를 번역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의무통과점이 존재한다. 이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architecture)10)라고 한다. 컴포넌트들은 반드시 아키텍처
에 따라야 하며, 컴포넌트들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어떤 행동
을 가능하게 할지 등을 미리 수립한 아키텍처에 따라 개발된다.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들은 각기 자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아키텍처는 이러한 컴포넌트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0)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 컴퓨터의 논리구조, 운영체제, 
사용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형식, 오차제어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키텍처가 결
정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분담이 정의되고 컴퓨터의 성능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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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에 논의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
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기능을 확장한다.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이자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네
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저작 소프트웨어인 워드프로세서는 ‘포토샵’, ‘프리미어’ 등에서 제공하는 이미
지, 동영상 등의 편집 기능을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다. 대신 이들 소프트웨어
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능을 확장한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 네트워크가 일반
화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활용
하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나 커져 이제는 당연할 정도다. 예를 들어, ‘글 
2014’의 경우 상위 메뉴인 파일에 있는 기능들 중 호환문서, XML문서, 다른 
문서로 저장하기, PDF문서로 저장하기, 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 등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들이다. 상위 메뉴 파일에 있는 
15개의 세부 메뉴 중 6개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은 ‘글 2014’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이 연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목록이다. 

상위 메뉴 세부 메뉴 연계 소프트웨어

파일

・호환문서
・XML문서
・다른 문서로 저장하기

・PDF문서로 저장하기
・모바일 최적화 저장하기
・DAISY 문서

・‘글 2010’, ‘글 2007’, ‘MS 워드’
・XML기반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플래쉬, MS 워드, 윈도우 텍스트 

편집기, 메모장, 웹 브라우저, ODF지원 
소프트웨어, DB파일문서

・어도비 PDF 뷰어
・모바일 기반 뷰어 소프트웨어
・시각 장애인용 읽기 소프트웨어

편집 ・OLE 연결 ・MS ActiveX OLE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입력 ・하이퍼링크 ・웹 브라우저

도구 ・SNS 서비스
・인터넷 폴더 관리

・웹브라우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FTP 접속 소프트웨어

<표 8> ‘글 2014’의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메타미디어로서 컴퓨터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소프트웨어는 각기 내부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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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ODF(Open Document Format)11), XML 
등 표준화된 문서 포맷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형성하기 위한 매
개자의 역할을 한다. 표준화된 문서 포맷에 기입된 내용을 각 소프트웨어는 번
역한다. 서로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소프트웨어-소프
트웨어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한다. 2010년 
뒤늦게 ‘글’이 자신들의 문서 포맷을 공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글’이 문서 
포맷을 공개했음에도 ‘MS 워드’에서 ‘글’ 파일 형식을 2013년에야 지원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협력이 공존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단순히 파일 호환을 위한 소프
트웨어 네트워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다양
한 소프트웨어들이 형성되어 있다.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키보드, 마우스, 스캐
너 등 입력장치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장치, 프린터 등 출력 장치 등의 행위
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모든 워드프로세서는 이들 장치와 연계하는 기능
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나, 이를 통제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장치들과 소프트웨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
치에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치들과의 네트워크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다. 

<그림 8>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1)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상의 모든 문서양식을 표준화하는 공개기준으로 오픈 소스 프로
그램을 기반으로 함. ODF를 채택하게 되면 프로그램 종류나 버전에 상관없이 모든 데
이터와 문서가 상호호환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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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처럼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동시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틸리티 소프
트웨어 등과도 동시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
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전
략이기도 하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따라서 
양방향성을 지닌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포괄하는 한편, 다른 소프트웨어
서 자신들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
략이 병행한다. 이렇듯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확장을 유도하는 것
은 더 많은 인간 행위자들을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동원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소
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자주 이용한다
면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소프트웨어일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로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지속적으
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3)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위
자와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소프트웨어의 인간 행위자는 일단 두 측
면에서 나눠서 볼 수 있다. 개발과 이용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측면의 행
위자들이 있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측면의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개
발과 이용 측면 모두 행위자들은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이들 
개발과 이용 측면의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매개자로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프트웨어와 인간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가 행위자
이면서 매개자가 돼 개발과 수용 측면의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라
고 할 수 있다. 내부 기능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명
시적인 기술적 특성이 드러나지만, 소프트웨어와 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는 명
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개발과 이용 측면의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에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먼저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와 그
들의 조직, 소프트웨어 표준 등을 정하는 기구, 산업적 진흥을 위한 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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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발 측면의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성들을 우선 자신들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초기 소프트웨어
는 개발 행위자들이 필요한 기술성을 산출해 내면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을 실행하고 해석하여 적용한 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적인 제품으
로서 소프트웨어가 등장한다. 이후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루
어진다. 스스로 내린 평가와 주변의 반응 등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완전한 개조 등을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패치 등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롭게 개조한 버전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Faraj et al, 2004). 이러
한 개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는 비교적 그 규모가 작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에 따라 컴포넌트를 만드는 개발자 집단과 상위의 표준을 정하는 집단 모두 작
은 규모다. 
  반면, 이용 측면의 인간 행위자들은 일반적인 이용자와 조직, 평가 기관 및 
기구, 정부, 각종 동호회, 이용자 모임 등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어떤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 개발되어 나온 여러 소
프트웨어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선택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실행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용 행위자들이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설정하는 의무통과점은 ‘맞춤화’와 
‘표준화’다. 이용 행위자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
려 한다. 이용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자신들의 가치, 기준, 성향에 맞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개발 행위자들은 이용 행위자들의 욕구에 ‘맞춤화’된 기능 
요소를 기존 요소들에서 우선 산출해 소프트웨어에 반영한다. 또한, 다른 소프
트웨어들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표준화’된 기능을 요구한다. 자신이 주로 쓰
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의무통과점을 내세우며 이용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
성을 주도하려고 한다. ‘맞춤화’된 기능 네트워크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와 소
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개발 행위자들에게도 ‘맞춤화’와 ‘표준화’는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이용 행위
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다른 소프트웨어들보다 월등하게 ‘맞춤화’
된 기능과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이용 행위자들은 개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 기능상 다른 대안이 없
기 때문이다.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윈도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렇
듯 개발과 이용 측면에서 인간 행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매개자로 해 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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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기술한다. 개발과 이용 측면 행위자들 모두 자신의 네트워크에 끌어들
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번역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들도 인간을 매개자로 하여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
성한다. 예를 들어 ‘글’과 ‘MS 워드’와 같은 워드프로세서들은 사람들에게 자
신들의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기입하고 번역한다. 이용 측면에
서 소프트웨어가 편리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그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개발 측면에서는 편안해진 이용 행위자들이 문제제기
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개선을 주저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블랙
박스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간 행위자들은 끊임없이 번역의 과정을 거친다. 
소프트웨어는 자신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
의 장점을 의무통과점으로 내세운다. 반대로 인간 행위자는 소프트웨어에 자신
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채택한다는 점을 의무통과점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방식으
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교호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
한다.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기능-기능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
어 네트워크와는 달리 도식적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행위자들과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 인간 행위자들과 인간 행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매개자로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인간 행
위자를 동원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세 
층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층위의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의 행위자 네트워크
를 분석하는 방법론적 틀이 될 수 있다. ANT 관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됐던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분석,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하
지 못한 분석 등의 한계는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를 방법론적으로 세 층위로 
구분해 분석할 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세 층위 네트워크는 서로 얽혀 
있으며 어느 하나가 부재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세 층위 네
트워크의 각각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가 진화의 과정에서 
세 층위 네트워크 중 어느 한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층위의 네트워크가 얽혀서 형성되는 과정
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만 분석해서는 알 수 없다. 



- 80 -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추적해야만 알 수 있다. 소프
트웨어의 버전은 시간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변화 양상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
어의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세 층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기록하는 것은 선
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한 방법론적 대안일 뿐, ANT 관점의 다른 
모든 연구에 적용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는 존재가 불가능해 네트워크의 형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술적 대상
으로서 버전에 따라 모든 기능들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인
간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층위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한 것이
다. 세 층위 네트워크 분석은 소프트웨어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 행위자와 동등하게 간주해 함께 세계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ANT의 관점을 소프트웨어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
론적 선택이다. 
  하지만, ANT 관점에서 세 층위 네트워크를 분석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현대 사회‧
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실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ANT 관점
을 적용한 것일 뿐, 소프트웨어가 갖는 의미와 그에 대한 해석은 아직 미완성
인 ANT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ANT는 아직 실제적, 이론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3절에서는 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새로
운 이론적 틀을 제안한다. ANT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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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행위자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의 통합

  ANT의 대표적 학자인 라투르(Latour, 2005)가 시인하듯이 현재 시점에서 
ANT는 연구를 위한 하나의 ‘안내자(guide)’일뿐 정립된 이론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를 세 층위로 구분하고 다층적 네트워크
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중심의 분석에 
치우쳐 있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분석 틀이라고 할 
수 있다. 3절에서는 ANT가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ANT 관점에서 소프
트웨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ANT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의 실재성을 분석할 수 있
는 대안으로서 ANT 관점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도 ANT의 이론적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행위자로서 우리 문화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사
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ANT 관점을 적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의 이론적 한계

  ANT는 ‘사회’를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본다. 우리 사
회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비
인간 대 인간, 자연 대 사회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다. 인간들
만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형성한 이질
적 네트워크들이 실제 세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기 위한 ANT의 이러한 주장은 등장 초기부터 많은 반론에 부딪혔고 지
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ANT 자체가 아직은 미완성된 이론이자 방법론이기 때
문에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ANT는 이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
다12). 따라서, ANT는 이론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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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과 이론적 한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ANT
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 행위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같
은 비인간 행위자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행
위하는 실체다. ANT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콜린스와 이얼리(Collins & 
Yearley, 1992)는 기술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존재처럼 행위능력을 갖고 있다
고 말하고 있지만, 관찰자가 기술에게 부여한 행위능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관찰자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 즉 비인간 행위자에게 부여한 행위능력을 
인간들의 실제 행위능력처럼 인식하면서, 실제 행위를 하는 인간 행위자의 핵
심적 역할을 무시해 사안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ANT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 의도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둘째, ANT가 기술에게 부여한 특성이 다름 아닌 ‘인간다운’ 특성으로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고, 반응하고, 실행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의 구분이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Khong, 2003)이다. 비인간 
행위자의 실체를 인정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비인간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ANT 관점의 연구들은 실제 분석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번
역을 통해 교호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ANT 관점에
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서술 상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모호
해지면서 구분이 힘들어질 수 있다.
  셋째, 관찰자, 즉 연구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Amsterdamska, 1990). ANT는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은 네트워크에 의해 
부여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 네트워크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행위자는 네
트워크 속 행위자들보다는 연구자이다. ANT는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분석
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당시에 행위자들은 네트
워크를 인식하지 못한다. 즉, ANT가 기록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는 연구자에 
의한 네트워크로 연구자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속에서 강력한 행위자를 찾는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자의 
절대적 권한을 대신 설명할 행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 구조(structure)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2) ANT는 세계에는 고정된 존재(being)가 없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만(becoming)이 있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ANT의 주장에 따르면,ANT도 완벽한 이론이 될 수는 없다. 다양
한 반론, 다양한 행위자들의 교호를 통해 완벽한 이론이 되기를 지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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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sham, 1997). ANT는 자연과 사회, 자연과 인간이라는 전통적인 사회학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한다. 자연과 사회, 자연과 인간이라는 근대적 차원의 이
원적 존재론(dualistic ontology)을 거부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능력을 구
분하지 않는 비근대적 차원의 새로운 존재론(flat ontology)을 주장한다
(Latour, 2005). 하지만, 사회 구조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사회 구조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시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ANT는 사회의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는 같은 성질의 것이며, 모든 
것은 교호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한다(Latour, 1991). 그러나, 모든 것이 교호
의 결과라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 맥락은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교호 이면에 
숨겨진 내용에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ANT의 이론적 한계와 이에 대한 비판은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난 부분이다. ANT 관점의 한계는 일차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구별을 없애고 대칭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의 급진성에
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이
다. ANT는 새로우면서 급진적인 인식론적 틀로 기존의 현상을 새로운 방식으
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사회라는 전통적 
이분법을 넘어서려 하면서 전통적인 이분법이 갖는 장점도 무시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지에 따른 행위는 단순히 교호의 
결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구조와 맥
락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ANT는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 흔적 등을 수집해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기록
한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면 그 흔적은 오히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구조와 
맥락 등에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미완성인 ANT가 갖고 있
는 이론적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구조와 맥락 등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실체들을 인정하는 ANT 관점의 이론적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ANT의 한
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무시, 오히려 모호해지는 인간, 연구자가 
부여받는 절대적 권한 등을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다. 
즉, ANT 관점에서 행위자들과 그들의 교호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기록하고 
이를 ANT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기록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해
석한다면 ANT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행위자 네트워크의 해석이 그 대안이다.



- 84 -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의 해석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연구의 일환으로 워드프로세서 ‘글’의 분석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글’을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 동력인 소프트
웨어로 규정하고 이론적으로 ANT 관점에서 그 실체를 인정한다. 방법론적으로
는 ‘글’의 네트워크를 다층적인 세 층위로 구분한 뒤 ANT 관점에서 ‘글’이 
형성해 온 행위자 네트워크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해 왔
듯이 아직 미완성인 ANT는 그 유용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론적 한계 또한 분
명하다. ANT의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이론들의 
해석과 통찰력을 빌려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Pollock & Williams, 
2009; Walsham, 1997). ANT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교호를 추적하고 기록하지
만, 그러한 교호가 전개되는 광범위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 다양
한 환경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다른 
사회 이론들의 통찰력을 빌려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소프트웨
어 ‘글’의 경우는 다양한 사회 이론과 관점들 가운데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많
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연구는 기존 학문의 이론, 연구방법을 계승하고 있는 다학
제적(interdisciplinary) 분야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지만, 전통적인 커뮤케이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 대상이자 문화 동력에 대한 탐구를 위해 공학, 인문학, 커뮤니케
이션학 등 다학제 분야의 협력으로 시작됐다. ANT의 시작은 기술의 사회적 구
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으로, 기술이 기술 외적인 요인들,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면서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을 취한다(이장규‧홍성욱, 2006, 99~100
쪽). ANT도 다학제적 분야인 것이다.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 모두 다학제적 
분야로 기존 학문의 이론, 방법론에서 보지 않았던 대상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ANT가 인식론적 측면에서 새로움을 강조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연구 대상의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의 관점은 ANT가 보여
주는 새로운 인식론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연구는 ANT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과정으로서 
실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에 따
른 고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버전, 특정 파일 구조, 프로토
콜, 샘플링 알고리즘, API, 댓글 요청 등 입력되고 수집하는 데이터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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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요소들이 상황과 맥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복합적으로 구성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에 대한 연구가 아
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체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연구는 사회 구조와 맥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비판 이론(Critical Theory) 연구와 문화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Fuller, 2003). 과정으로서 실체를 연구하더라도 ANT에서 부족한 구
조와 맥락을 반영한 해석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부여할 수 있다. 
  셋째, 관찰자가 기록한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의 행위를 소프트웨어
의 특성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번역을 하거나, 기입을 
하거나, 기술 등을 하지는 않는다. 관찰자가 소프트웨어가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기록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록할 경우 실제로 그 역할이 무엇인지 가늠하
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
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때문에 기록된 행위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에 사전 기능이 추가된 경우 ANT 
관점에서는 사전이라는 새로운 기능 행위자의 동원이지만, 소프트웨어 연구 관
점에서는 그 워드프로세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화를 반영해 사전이라는 문
화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통해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워드프로세서 ‘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글’은 소프트
웨어로서 ANT 관점은 우리 사회‧문화의 새로운 동력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소
프트웨어를 이론적으로 새로운 실체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소프트웨어가 형
성하는 네트워크의 기록을 통해 소프트웨어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행위능력을 
갖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 다른 소프트웨어들,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 맺는 
관계에서 갖는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ANT만으로는 모든 것을 분석
하고 설명할 경우 갖게 되는 한계점은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을 통해 보
완이 가능하다. 이는 소프트웨어 연구가 다학제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아닌 항상적인 변화 과정에 놓여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며, 소프트
웨어를 우리 사회‧문화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로 규정한 
후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른 변천 과정을 ANT 관점에서 기록한 후 다시 소
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그 기록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문화의 새
로운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틀이 될 수도 
있다. 



- 86 -

3. 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문서를 통한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식
을 규정해 온 미디어라고도 볼 수 있는 ‘글’의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소프트
웨어 연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글’은 
워드프로세서로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글쓰기 도구다. 또한, ‘글’은 글쓰기
와 문서 작성이라는 기존 미디어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우
리 사회‧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해오면서 기능적, 문화적으
로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물리적으로는 컴퓨터에 
결합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을 주
고받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는 않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글’이 보여주었던 중요한 역할은 ANT 관점에서 
행위자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다. 버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글’의 행위
자 네트워크를 기록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글’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NT 관점에서의 기록은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즉,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출발해 ANT의 관점을 접목한 후 다시 
소프트웨어 연구로 돌아와 해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문
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입체적, 다층적,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
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워드프로세서 ‘글’은 우리 문화의 동력으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컴퓨터 문화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해 온 소프트웨어였다. ‘
글’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 소프트웨어’(Manovich, 2013)로서 첫째, 표상, 
생각, 믿음, 미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접속하는 수단이며, 둘째, 상호작용적 문
화 경험에 참여시키는 도구이며, 셋째, 정보와 지식을 생산 및 공유할 수 있으
며, 넷째, 문서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동시에, 
다섯째, 온라인 정보 생태계에 참여하는 도구도로 활용되고 있다. ‘글’은 처
음 등장했을 때에는 컴퓨터에서 글쓰기 도구 수준이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
을 지닌 문화 소프트웨어로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대안으로 ANT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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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프트웨어 연구에 접목을 시켰고, 그 의미와 함의의 분석을 위해 다시 소
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림 9>는 ‘글’이라는 소프트
웨어라는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도식화해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틀

  첫째, 워드프로세서 ‘글’을 <그림 9>와 같이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
프트웨어로 규정한다. 이는 워드프로세서와 ‘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선행 연구들은 첫째, 워드프로세서를 소프트웨어가 
아닌 컴퓨터와 동일시하며 새로운 글쓰기 도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 기능
주의적 관점에서 기술 결정론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셋째, 버전에 따라 변
화해 온 ‘글’의 특성이 아닌 특정 시점에 ‘글’이 미친 영향을 수용의 관점
에서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완성되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진화해 나간다. 
  이 때 진화의 방식은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다른 소프트웨어와 
기능적으로 연계를 맺는 방식이 있다. ‘글’은 소프트웨어로서 기존 글쓰기 기
술을 소프트웨어화한 미디어 귀속적 기능,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기능들인 미디어 독립적 기능, 다른 워드프로세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만들어낸 미디어 문화적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면서 워드
프로세서로서 기능적 완성도를 높여 간다. 워드프로세서로서 기능적 완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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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동시에 다른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기능을 확장한다. 내적 혼종화를 
통해 텍스트 외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부분적이지만 저작, 편집 등이 가능하
게 하며, 다른 문화 소프트웨어들과 연계하는 외적 혼종화를 통해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높여 간다. 소프트웨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는 진화해 가는 것이다. 기능적 우수함
만이 이용을 전제로 한 소프트웨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ANT 관점에서 소
프트웨어를 인간과 대칭적인 비인간 행위자로 규정한다.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첫째, 특정 버전을 중심으로만 분석하면서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으며, 둘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묶고 
있으며, 셋째, 소프트웨어의 자율적인 변화에 따른 진화 과정을 분석하지 못하
고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소프트웨어를 사회‧문화적 실재로는 인정하
지만, 변화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관
점이 아닌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는 변화의 주체로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
해 대안적으로 ANT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진화의 과정에서 형성한 행위자 네트워크
를 세 층위로 구분해 분석한다. 이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ANT 관점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대
안인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다층적 네트워크 분석이기도 하다. 소
프트웨어의 기능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인쇄 기능은 문서 작성 기능과 관계
를 형성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다.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
으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작동할 수 없다. 운영 체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는 없다. 기능-기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
한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은 역동적이며,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두드
러지는 네트워크가 등장할 수 있다.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다층적 네트
워크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율적인 움직임을 갖고 진화하는 주체로서 소
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ANT 관점에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즉 버전에 따른 진화 과정을 
기록한 뒤 이를 다시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한다. ANT는 번역, 네트
워크, 행위자, 매개자, 기입 등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교호 과정을 기록한다. 
하지만,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실제로 만나서 번역을 하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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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비인간 행위자는 인간 행위자와 같은 실제 행위 능력
을 갖고 있지 않다. ANT가 비인간 행위자에게 행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비
인간 행위자로 인해 인간 행위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강조하기 위해서다.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 능력은 연구자가 
부여하는 것이다. ANT의 개념만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 오독의 여지가 생
길 수 있다. 충분한 해석이 없다면 비인간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전에 따른 ‘글’의 진화과정을 
ANT 관점에서 기록하지만, 그 해석은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이 갖는 함의를 그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
을 고려해 분석한다. 풀러(Fuller, 2003)가 지적하듯이 소프트웨어 연구는 기존 
학문의 이론, 연구방법을 계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에 새롭게 등장한 
‘하이퍼링크’ 기능, 지금은 사라진 ‘덧실행’ 기능 등이 갖고 있는 함의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MS 워드’ 등 경쟁 워
드프로세서와의 차별화를 위한 기능일 수도 있고,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
퓨터’ 내부 사정이 반영된 기능일 수도 있다. ‘글’이 기능이 사회화되는 것으
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글’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는 분석할 수가 없다. 또한, ANT만으로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설명할 경우 갖게 되는 이론적 한계점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
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주로 기능적, 산업적 연구에 머물러 있던 워드프로세서 ‘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연구→ANT→소프트웨어 연구’라는 
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실재”로서 소프트웨어가 버전에 따라 진화해 오는 과정
을 분석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문화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글’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연구는 다학제적 분야로 
기술적 시스템과 인문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문화가 일상생활을 재정의”(Truscello, 2003)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컴퓨터 문
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다. 5장에서는 이러
한 이론적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소프트웨어
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자의적이라는 ANT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술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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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이 연구는 먼저, 워드프로세서 ‘글’을 단순히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 도구로
만 바라보는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글’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
서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소프트웨어는 디지털화된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
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이
용행위가 결합되면서 어떤 고정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화된 알
고리즘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
웨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는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요
소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등장한 소프트웨어가 갖는 의미만을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할 뿐
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사회‧문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주체라
기보다는 인간의 이용의 대상에 따른 부산물로 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소프트웨어 연구가 기존 이론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ANT를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에 의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비인간 행위자로 간주했다. 소프트웨어
는 인간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협소한 틀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 관계
까지 폭넓게 다룰 때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가 다양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
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비인간 행위자를 인간 행위자와 동등하게 바라보면서도 
인간 행위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서술하고 있다는 기존 ANT 관점의 한계를 넘
어서기 위해 새로운 대안적 틀로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다.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부 기능들의 네트
워크, 소프트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등 세 층위 네트워크 분석이
다. 다층적 네트워크는 ANT 관점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대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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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워드프로세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1-1. 소프트웨어의 기능-기능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1-2.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1-3. 인간-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버전에 따른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2-1. 소프트웨어의 기능-기능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2-2.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2-3. 인간-소프트웨어 행위자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버전 변천에 따라 두드러지는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는 무엇
인가?

  연구문제 1은 현재 시점에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문제 2를 위한 예비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글’의 행위자 네트
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제시한 후 그 과정을 ‘글’의 버전에 
따라 분석하려는 것이다. 연구문제 3은 연구문제 2의 분석과정에서 시기별로 
세 층위 네트워크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네트워크의 시기별 특성 변화를 서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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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사
용한다. 첫 번째는 사회‧기술적 그래프 접근(socio-technical graphs, 이하 
STG)이다. 사회‧기술적 그래프 접근은 세부적인 행위자 네트워크를 버전에 따
라 기록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글’의 버전에 따른 행위자 네트워크를 체계적
으로 서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연대기
(biography)’ 기술 방법론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등장에서 현재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을 ANT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ANT가 간과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ANT 
관점에서 서술한 행위자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

1) 사회‧기술적 그래프 접근

  미시적 차원에서 행위자들의 교호 과정을 추적하고 그들이 형성한 네트워크
를 서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투르(Latour, 1991; Latour et al., 1992)는 사
회‧기술적 그래프(socio-technical graphs, 이하 STG) 접근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 방법론을 제시한다. STG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
자들의 교호과정을 추적해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 쇠퇴 과정을 기록하는 방
법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이 연구자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다(Latour et al., 1992). STG는 
행위자 네트워크의 교호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먼저 사회‧기술적 경로
(socio-technical)를 서술한다(Latour, 1991). 사회‧기술적 경로는 하나의 어떤 
관점에 따른 각 버전에서 기대되는 행위인 기획(program)과 그와 반대되는 행
위 또는 대안적 행위인 반기획(anti-program) 내용을 서술한 후, 각각에 따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독립적 혹은 집합적 행위자 등을 포함해 연속적으로 등
장하는 새로운 행위자와 행위 요소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표 9>13)는 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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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 카메라가 등장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까지 과정의 사회-기술적 경
로를 기록한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프로사진가-아마츄어 사진가(a)/ 은판사진법(b)
프로사진가-아마츄어 사진가(a)/ 습판사진(wet collodion)(c) 1850년/ 사진인쇄 
종이 제작(d) -//- 모든 것을 즉시 혼자 할 수 있음
프로사진가-아마츄어 사진가(a)/ 사진인쇄 종이 제작(d)/ 초기 건판사진(dry 
collodion) 제작(e) 1860~1870년 -//-
프로사진가-아마츄어 사진가/ 사진인쇄 종이 제작/ 좀 더 세밀한 젤라틴 
건판사진 1870~1880년/ 감광판을 제조한 초기 회사들 -//-
프로사진가-아마츄어 사진가/ 사진인쇄 종이 제작/ 젤라틴 건판사진/ 사진 
원판(plates)을 제조한 초기 회사들/ 이스트만(Eastman)의 설립 -//-
(5)/ 스트롱의 투자/ 이스트만 건판 회사 1881~1883년 -//- 낮은 진입 
장벽/경쟁 치열
(6)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회사들의 연합 -//- 여전히 제한적인 시장/ 손상되기 
쉬운 사진 원판
유연한 워커(Walker) 필름/ 워커의 휴대용 카메라(Pocket Camera) 1884년 -//-
원판 필름을 대신한 원통형(roll) 필름/ 카메라가 필름을 사용함 -//- 시장에는 
원판 필름을 사용한 무거운 카메라만 존재함
카메라가 필름을 사용함/ 워너케(Warnerke)의 1870년대 원형이 영국에서 원통형 
특허를 받지 못함/ 원통형 용기/ 콜로디온으로 칠해진 두 개의 종이 롤 -//- 
너무 비쌈/ 떼어내기가 너무 어려움/ 불확실한 시장/ 두 종이 롤의 왜곡으로 
인한 흐릿한 사진/ 신뢰하기 어려움/ 여전히 전문가 대상임

<표 9> 코닥 카메라의 사회 기술적 경로 

※ 출처 : Latour, 1991, pp. 111~113.

  <표 9>는 코닥 카메라와 대중 시장(mass market)이라는 네트워크가 함께 
건설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왼쪽의 괄호 안 숫자들은 각 버전이다. 이 버전은 
코닥 카메라의 코닥 카메라의 등장으로 창출된 대규모 아마츄어 사진 시장의 
형성 과정을 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한 젠킨스(Jenkins, 1975)의 관점에서 구분
한 것이다. 해당 버전에서 ‘-//-’ 표시를 기준으로 왼쪽은 기획, 오른쪽은 반 
기획으로 그에 따른 행위자들과 요소가 기술돼 있다. 기획과 반기획을 구분해 
기획에 따른 행위자들의 교호와 반기획에 대한 대안(substitution)들을 보여준
다. <표 9>에는 젠킨스의 분석 틀인 기술과 경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와 같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행위자들의 교호와 그 행위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substitution)들만 기록되고 있다. 초기에는 기획에 속했던 사진 원판은 
이후 필름이라는 새로운 행위자에 의해 대체됐다. 초기에는 기획에 속했던 프

13) 원문(Latour, 1991)에서는 버전 35까지 제시하지만, 여기서는 버전 10까지로 줄여서 인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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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진과 아마추어 사진가라는 행위자는 이후 대규모 아마추어 소비자라는 새
로운 행위자로 대체됐다. 반기획에 속하던 행위자와 행위 요소가 버전의 변화
에 따라 기획에 속하던 행위자를 대체하는 한편, 교호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연속된 버전들 속에서 행위자가 대체되고 교호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표 9>에서 기획과 반기획을 구분하는 ‘-//-’ 표시를 따라 선을 그으면 교호
와 대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 표시를 따라 그은 
선이 행위자들의 교호와 대안의 전선(front line)이다. <표 10>은 <표 9>의 기
획과 반기획 내용을 기호로 도식화해 전선을 표시한 것이다. <표 10>에서 기획 
속 행위자들과 요소들은 교호하며, 반기획 속 행위자들과 요소는 그 대안이다. 
대안이 기획으로 속하게 되면서 교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네트워크는 확대된다. 
전선은 버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교호 과정을 보
여주는 것이다. 

기획 → ← 반기획
(1) ⓐ ⓑ
(2) ⓐ ⓒ ⓓ ⓵
(3) ⓐ ⓓ ⓔ
(4) ⓐ ⓓ ⓕ ⓖ
(5) ⓐ ⓓ ⓕ ⓖ ⓗ
(6) (5) ⓗ ⓘ ⓶ ⓷
(7) (6) ⓸ ⓹
… 전선

<표 10> 코닥 카메라의 사회-기술적 경로에 나타난 전선 

  라투르 등(Latour et al., 1992)은 기획과 반기획을 통합체(syntagm)와 계열
체(paradigm)로 구분한다. STG 작성을 위해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사용될 두 
차원을 명확히 정의내리기 위해서다. 통합체(and, 수평축) 차원은 의미 있는 조
합으로 얼마나 다른 요소들이 함께 묶여 질 수 있는지, 즉 교호하고 있는지를 
말하며, 계열체(or, 수직축) 차원은 통합체들을 따라 각각의 지점에서 의미 있
는 대안들과 통합체와 반대되는 요소로 통합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STG는 이후 각 버전에서의 내러티브를 서술한다. <표 10>에서 버전(1)의 
내러티브는 “프로 사진가와 아마추어 사진가 모두 은판 사진법을 사용하고 있
다”이며, 이 때 행위자는 프로 사진가와 아마추어 사진가로 둘은 모두 기획에 
속하는 통합체 차원의 행위자다. 버전(2)의 내러티브는 “프로 사진가와 아마추
어 사진가 모두 습판사진을 이용하며, 사진 인쇄를 위한 종이 제작이 초기단계



- 95 -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다. 이때, 행위자는 프로사진가-아마추어 사진가, 습판
사진, 사진 인쇄를 위한 종이 제작술이며 이들은 모두 기획에 속한다. 반면, 반
기획에 속하는 행위요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함”이다. 버전(2)의 
반기획 행위 요소는 버전(3)에 건판 사진이라는 대안이 행위자로 나타나 기획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버전별로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그 내러티브 속 행위자를 
규명할 수 있다. 수평축은 교호가 확대되고 있는 통합체를 보여주며, 수직축은 
계열체로 버전에 따라 새롭게 대안으로 등장하는 행위자를 보여준다. 이 과정
에서 한 행위자가 각 버전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그 행위자에 대한 정의
는 버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통합체와 계열체의 행위자를 
하나씩 구분해 <그림 10>처럼 버전에 따라 유지되는 행위자와 새롭게 등장하
는 행위자를 기록할 수 있다. <그림 10>의 행위자들은 처음 등장했을 때와 이
후 다른 버전에서 등장했을 때 그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버전에 따
라 행위자들의 변화하는 정의를 다시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림 10> 버전에 따른 행위자 기록 

    

<그림 11> 행위자들의 교호 지수

  <그림 10>과 같이 버전에 따라 행위자들을 기록하면 <그림 11>과 같이 행위
자들의 교호 지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한 버전에서 다음 버전으로 가면서 유
지된 행위자들을 동맹(Allies)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버전에서 다음 버전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위자들(New actors)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버전이 변화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행위자들의 수(A)와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자 수(N)를 합하면 각 버전에서의 전체 행위자 크기(Size)가 된
다. “S=A+N”이다. 라투르 등(Latour et al., 1992)은 이 숫자들을 활용하여 어
떤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교호지수(Index of Negotiation)를 산출한다. 교



- 96 -

호지수는 새로운 행위자 수(N)를 해당 버전의 전체 행위자 수(S)로 나누어 산
출한다. 즉, STG에서 교호지수는 “IN=N/S”으로 산출된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교호지수다. 지수가 높을수록 어떤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광범위하게 벌
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수가 낮아질수록 즉, 0에 수렴할수록 그 네트워크
가 블랙박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라투르 등(Latour et al., 1992)은 하이퍼카드 장치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STG를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카드와 같은 장치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만 빌려온다. ‘글’의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형성
되어온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적 틀로 STG를 활용하면서 약간
의 수정을 가한다. 라투르는 STG 분석에서 버전 설정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관점에 따라 버전이 임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인 ‘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버
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버전은 하나의 식별번호로 소프트웨
어의 개발 순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버전별 내러티브를 따로 서술할 필요가 없다. 버전은 
소프트웨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남긴 명확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2) 사회‧기술적 그래프 접근의 한계

  STG는 행위자를 수량화해 기록함으로서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명료하게 보
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 관점에서 서술에 그칠 수 있는 행위자 네
트워크 분석을 숫자라는 명료한 기준으로 정리해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이다. 또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모두 공통된 하나의 행위자로 기록함
으로서 서술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 중심적 경향을 방지할 수도 있다. 행
위자 네트워크를 기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행위자의 규명이다.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수도 다를 수 있다. 어떤 시점에서 어
떤 행위자가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관련된 자료가 명확하게 존
재하지 않는 한 그 추적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STG도 마찬가지다. STG 
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Scott, 1992). 대부분의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은 관련된 자료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주로 텍스트의 형
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STG 분석의 데이터가 되는 텍스트 자료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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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STG 분석 자체가 행위자를 정확히 수
량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인 텍스트에 행위자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
어야 한다. 하지만, 행위자를 명확하게 수량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드물
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 네트워크 기록에 있어서 유용성을 인정받은 STG 분
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둘째, 전체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도록 STG 분석의 데이터가 되는 
자료들이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호 지수를 통해 네트워크가 블랙박스가 됐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 지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여러 개로 흩어져 존재하는 경우가 많
다. 이에 따라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여러 관점을 통해 작성된 자료들을 모아서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엔 관찰자 관점에서 이를 
통합해 다시 서술해서 STG를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STG의 명확함은 훼손된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관점에
서 분석한 데이터가 필요하다(Scott, 1992). 관점에 따라 행위자의 존재 유무와 
그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가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관점에 따라 버전별 행위자수는 다르다. 명확하게 행위자가 명시돼 있으며 처
음부터 끝까지 완결성을 지니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STG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 대상이 있다면 STG는 행위자 네트
워크를 기록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행위자들이 동
원되면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향후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 경향이 지속
되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동원되는 행위자들이 다양하
게 분산된다면 해석적 유연성이 너무 커지면서 어떠한 예측도 힘들어질 수 있
다. STG는 대상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STG 분석을 위한 훌륭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소프
트웨어는 버전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명확하다. 새롭게 추가
되는 기능과 사라지는 기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초기 버전부터 현재 버
전까지 완결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버전이 명확하기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해당 버전의 기능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된 각 버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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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네트워크를 STG를 활용해 기록함으로서 향후 버전의 변화 과정을 예측
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 시험적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STG를 방법론으로 선택한 이유다.
  이 연구의 7장은 STG를 활용해 작성된다. 7장은 ‘글’이 처음 등장해서 현
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글’의 버전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한다. ‘글’이 급
격하게 확산되던 시기는 ‘글’의 프로그램 버전 1.x ~ 2.x 시절로 1989년에서 
1994년까지다. ‘글’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는 ‘글’의 프로그램 버전 3.x ~ 
4.x 시절로 1995년에서 1999년까지다. 이후 ‘글’이 현재가지 유지되어 온 시
기는 ‘글’의 프로그램 버전 5.x 이후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다. 각 시기별로 
형성된 ‘글’ 네트워크와 행위자들의 교호 과정을 STG 방식으로 기록한다. 이
때 버전은 관점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글’의 프로그램 버전이다. 

2. 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한 해석

  소프트웨어 연구와 관련한 방법론으로는 인류학이나 문화 사회학 등의 방법
론을 빌려오기도 하지만, 특정한 학제적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
른 종류의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용어를 빌려오기도 한다. 폴록과 윌리엄스
(Pollock & Williams, 2009)는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AP가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오게 됐는가를 ANT 관점에서 분석했다. “만약 지난 밤에 
R/3(SAP가 만든 ERP 애플리케이션)가 작동을 멈췄다면, 서구 세계의 산업 경
제는 작동을 멈추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된 경제 체계 내에서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대체재를 찾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Campbell-Kelly, 2003, p. 
197)는 표현처럼 SAP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다. 
  폴록과 윌리엄스는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echnology) 
관점의 학자들이 제시한 ‘인공물의 연대기(biography of artefact)’ 기술 방법
론을 차용해 ‘인공물 시스템의 연대기(biography of artefacts framework)’ 
기술 방법론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가 역사와 맥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인공물 시스템은 ERP 소프트웨어로 사실상 ‘소프트
웨어 연대기 기술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사회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의 지식과 기여, 가능한 상호보완적 기술, 이들 요소들이 함께 설



- 99 -

정되는 방식에 의해 어떻게 소프트웨어 혁신이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했
다. ANT가 간과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연구도 ‘소프트웨어 
연대기 기술 방법론’을 토대로 ANT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행위자 네트워
크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를 위해, ‘글 1.0’부터 ‘글 2014’까지의 버전별 소프트웨어와 매뉴얼, 
사용자 평가,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 소장 자료, 주요 보도 내용, 
‘MS 워드’ 등 경쟁 소프트웨어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흔적들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했다. ‘한글과컴퓨터’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버전의 개발 당시 작성했던 기획서, 기능 정의 등의 문서를 수집해 분석했
으며, 공시자료, 논문들, 정부 보관 자료 등도 수집해 분석했다. 라투르
(Latour, 2005)는 ANT가 연구를 위한 하나의 안내자이지 정립된 방법론은 아
니라고 인정하면서, ANT 관점에서 인류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참여관찰을 하거
나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크들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글’과 관련된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12명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 실시해 문
서 자료들의 미비함을 보완했다. ‘한글과컴퓨터’ 연구원 및 관계자 3명, ‘글’ 
이용자 모임 관련 3명,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 2명, 국어정보학 전문가 1
명, ‘한글과컴퓨터’를 출입한 경험이 있는 IT 분야 취재 기자 3명이 인터뷰 대
상14)이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관점을 보여줘야 할 경우는 주로 처리하고, 
일반적 사실 확인의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
이 실명 공개를 꺼려해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의 실명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듯 수집한 ‘글’ 자료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먼저 현재 시점에서의 ‘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글’의 현재 행위자 네트워크를 소프트웨
어 연대기 기술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글’의 네트
워크는 지나온 과정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점의 네트워크
는 지나온 과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7장의 분
석을 위한 예비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14) ‘글’과 관련한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든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요청한 인터뷰를 거절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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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소프트웨어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1989년 등장 이후 한때 우리나라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 90% 가량의 점유
율을 기록할 정도로 ‘글’은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18%
에 불과하다. 20여 년 사이에 ‘글’의 위세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
히 ‘글’ 사용자는 2,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
글과컴퓨터’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인 반면에 
일반 개인대상 매출 비중은 9%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은 소프트
웨어이면서 판매를 위한 상품이다. ‘글’을 사지는 않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많
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보여주듯이 현재 상품으로서 ‘글’의 
매력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용하고 있는 모순
적 상황이다. 
  6장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글’이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 네트워크를 
세 층위에서 분석한다. 현재 시점에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로 이는 ‘글’
의 시기별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7장을 예비한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글’의 최신 제품인 ‘글 2014’를 기준으로 ‘글’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통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소프트웨어 연대기 기술 방법론을 적용
한다.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경우는 먼저 ‘글’ 기능의 식별 기준인 ‘버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버전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순서를 나타낸 일종의 식별
번호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컴퓨터에서 한글을 구현하는 문제
와 관련된 한글 코드부터 현재까지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
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소프트
웨어 네트워크는 불법복제와 국어정보화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요소들이 
‘글’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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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1. ‘글’ 기능의 식별 기준 ‘버전’

  소프트웨어 이름 뒤에는 버전(version)이라는 식별 번호가 붙는다. 같은 소
프트웨어라도 개발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특
성을 감안해 이를 구별하기 위한 방안이다. 버전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순서를 구분할 수 있다.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버전번호는 보통 점으로 구분된 두 개의 숫자 부분으로 구성
되는데, 점 앞의 숫자를 주번호라고 하고 뒤의 숫자를 부번호라고 한다. 개발된 
상품의 기능과 내용이 크게 변화된 경우에는 2.0 또는 3.0 등 주번호를 변경시
키며, 이전의 제품에 있던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로 기능 변화가 크지 않을 때
는 1.1 또는 1.2처럼 부번호를 변경한다. 
  ‘글’의 기능을 나타내는 버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문서 버전과 프로그램 
버전이다. 문서 버전은 ‘글’을 만드는 ‘한글과컴퓨터’사 내부적으로 메이저 버
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글’의 이전 버전과 문서 호환을 위한 파일 형식
(format)의 버전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제품인 ‘글 2014’의 현재 문
서버전은 ‘5.0.4.0.1’이다. 가장 최근 문서버전이 ‘5.0.4.0.1’라는 것은 ‘글’이 
내부 기능적으로는 5번의 큰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문서버전의 가장 앞자
리 수에 따라 ‘글’의 내부 기능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며, 앞자리 수가 다른 
것은 내부 기능 네트워크가 변화는 ‘글’의 내부 기능 네트워크가 한 단계 진
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번호가 같은 제품들은 기능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1>과 같이 워드프로세서 ‘글’은 문서버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
이 가능하다. 문서버전의 주번호를 같이 하는 제품들은 뼈대를 공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중 4.x 버전은 개발 단계에서만 존재해 ‘한글과컴퓨터’ 내부
적으로만 알고 있다. 상위 버전에만 있는 기능은 하위 버전에서 편집이 불가능
하며, 하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를 상위 버전에서 불러올 경우 기능적인 제한
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문서 버전인 5.x는 3.x 문서는 불러오기와 저
장 등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만, 1.x와 2.x ‘글’ 문서는 불러들여와 읽을 수만 
있고 해당 버전으로 저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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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개발년도 주요 특징

1.x 1989년 · 제품군 : ‘글’ 1.0 ~ 1.5x
· HNC10 코드(조합형 한글, 한자 KS 4888 자)

2.x 1992년

· 제품군 : ‘글’ 2.0, 2.1, 2.5
· HNC20 코드(옛한글, 확장한자 10,880자, KS 도형문자)
· WYSIWYG 및 포인트 단위 프리 폰트 사이즈 지원
· DOS 운영체제 기반

3.x 1995년
· 제품군 : ‘글’ 3.0, ‘글’ 96~97
· HNC21 코드(조합형 한글, HNC20 코드에 일부 추가)
· 윈도우 3.x 운영체제 기반

4.x 1998년

· 제품군 : 실제 외부 제품으로 출시된 적 없음
· 당시 정내권 이사 주도로 한글을 윈도우에 맞게 다시 고치

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
고 묻힘

· ‘한글과컴퓨터’ 회사 내부적으로만 존재함

5.x 2000년

· 제품군 워디안, ‘글’ 2002 ~ ‘글’ 2014
· 유니코드 시스템(ISO/IEC 10646)
· Surrogate : 2005 / 옛한글 KS1026-1 : 2010
· 멀티섹션, WYSIWYG  및 포인트 단위 프리 폰트 사이즈
· 윈도우 9x/XP 이후 운영체제 기반

<표 11> ‘글’의 문서버전과 버전별 특징

  각 문서 버전의 HNC10 코드, HNC20 코드, HNC21 코드, 유니코드 등은 자
판에서 한글이 입력될 때 한글이 구현되고 문서로 저장되는 방식을 규정한 것
이다. 일반적인 이용 행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코드는 강한 행
위능력을 발휘한다. 이용 행위자들의 글쓰기 행위를 번역해 소프트웨어화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각 코드는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글쓰기를 번역해 문서 버전
별로 내부 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서 파일에 저
장되는 내용은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문서의 내용과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문
서를 편집할 당시의 글꼴에 대한 정보, 조판에 영향을 주는 설정 사항(용지 종
류, 여백 정보 등)도 포함된다. 
  ‘글’의 프로그램 버전은 각종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기록한 버전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1일 업데이트된 ‘글’ 프로그램 버전 ‘8.5.8.1382’은 ‘윈도
우 8’을 지원하며, ‘글’에서 작업한 문서를 트위터(twitter)로 올리는 기능이 
개선된 ‘글 2010’ 제품을 의미한다. 이 버전보다 낮을 경우 같은 ‘글 
2010’ 제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윈도우 8’에서 사용할 경우 오류를 겪을 수 
있다. 악성 코드와 같은 보안 관련 문제의 발생의 경우에도 다른 행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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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프로그램 버전을 근거로 취약성을 판단한다. ‘글 2010’에 문제가 있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 프로그램 버전 얼마 이하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는 것이다. 현재 ‘글’의 프로그램 버전은 ‘글 2014’ 제품의 
‘9.0.0.634’가 가장 최신이다. <표 12>는 ‘글’의 프로그램 버전별 제품들이다. 
같은 문서 버전인 경우에도 프로그램 버전은 서로 다르다. <표 12>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버전은 비슷한 시기를 두고 한 단위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는 프로그램 버전이 그 시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의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버전은 ‘글’이 그 버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프로그램 버전은 
‘글’이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번역해 구현한 기능들을 기입해 구현한 네트워크
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버전 개발년도 포함 제품군
1.x 1989년 글 1.0 ~ 글 1.5x
2.x 1992년 글 2.0 2.5. 글 X 1.0 등
3.x 1995년 도스용 글 3.0, 윈도우용 글 3.0~3.0b 등
4.x 1996년 글 96, 글 97, 맥용 글, 리눅스용 글 등
5.x 2000년 워디안, 글 2002 등
6.x 2003년 글 2004, 글 2005, 맥용 글 2006 등
7.x 2006년 글 2007, 글 2008 리눅스 등
8.x 2010년 글 2010, 글 2010 SE+ 등
9.x 2013년 글 2014 이후 제품

<표 12> 글의 프로그램 버전별 제품 

  하지만, ‘글’의 직접적인 개발 행위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이용 행위자들이 
문서 버전과 프로그램 버전을 보고 ‘글’의 기능 네트워크를 알기는 힘들다. 
초기 ‘글’의 제품명은 버전명과 같았다. ‘글 1.5’, ‘글 2.0’, ‘글 3.0’ 등
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글 96’부터는 발행연도로 제품명을 표기하였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글 워디안’과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글’의 제품 이름은 버전, 년도, 호환 플랫폼, 대상 기기 등을 위주로 이루어
져 왔다. ‘글 for iOS’와 같은 제품명은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과 ‘아이패
드’용 ‘글’ 제품을 말한다. 이용 행위자들이 제품 이름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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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시점에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1) 기능-기능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가장 최근의 ‘글’의 기능 네트워크는 최신 제품인 ‘글 2014’ 중 문서 버
전 ‘5.0.4.01’이 적용된 것이다. ‘글 2014’보다 이전에 출시되거나 같은 ‘글 
2014’ 제품이라도 문서 버전이 낮을 경우에는 조금씩의 차이를 갖고 있다. <표 
13>은 ‘글 2014’ 중 문서 버전 ‘5.0.4.01’로 업데이트된 제품의 내부 기능 목
록이다. 이는 ‘글’ 실행 화면에서 인터페이스 상단의 메뉴들이 제공하는 세부 
기능들을 모두 모은 것이다. ‘글’에는 수많은 기능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메뉴 화면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메뉴 화면에는 없더라
도 제공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 연구는 ‘글’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의 기능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이 목적이
기에 인터페이스 메뉴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만을 분석한다. 
  인터페이스 상단 메뉴 중 파일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와 문서
를 마칠 때 쓰는 기능들이다. 편집과 입력, 서식, 쪽은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는 문서 작성 인터페이스를 조정하는 기능이
며 보안은 작성한 문서에 대한 권한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검토는 작
성한 문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며, 도구는 작성한 문
서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다. 이러한 세부적 기능들은 
각각 독립되어 제시되고 있지만, 문서 작성 중 어느 때라도 실행할 수 있다. 
파일, 편집, 입력 서식 등의 기능들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서도 대부분 제공
하고 있는 기능들로 기존 글쓰기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미디어 귀속적 기능이
라고 할 수 있다. 보기, 쪽, 도구 등의 기능은 기존 글쓰기 기술에는 없지만,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미디어 독립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검
토, 보안의 기능들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는 달리 ‘글’만이 제공하는 기능
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교정부호, 한자자전, 빠른 교정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미디어 문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메뉴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글’의 기능들 각각은 서로 네트워
크를 형성함으로서 행위 능력을 갖게 된다. 만약, 파일 기능이 없다면 ‘글’에
서 문서 작성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며, 편집 기능이 없다면 한번 입력한 텍스
트의 수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구나 검토 기능이 없다면, 맞춤법에 
맞는 문장인지 사전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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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새 문서 되돌리기 화면확대 표 글자모양 편집용지 문서암호 설정 교정부호 맞춤법
호환문서 다시실행 쪽 윤곽 그림 문단모양 세로쓰기 문서암호 변경/해제 맞춤법 빠른 교정
xml 문서 오려두기 전체화면 개체 문단 첫글자 장식 쪽 테두리/배경 공인인증서로 암호화 한컴사전 오피스 커뮤니케이터
불러오기 복사하기 표시/숨기기 캡션 넣기 스타일 바탕쪽 공인인증서로 서명 한자자전 블로그
저장하기 붙이기 메모 문자표 스타일마당 머리말/꼬리말 유효성 검사 유의어/반의어 사전 SNS서비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골라붙이기 한자발음 한자입력 문단번호 모양 쪽 번호 매기기 배포용 문서 저장 변경 내용 추적 메일머지
PDF로 저장하기 모양복사 격자 상용구 문단번호 적용/해제 새 번호로 시작 배포용 문서 편집 변경 내용 표시 설정 매크로
모바일 최적화저장 지우기 개체이동 안내선 입력 도우미 글머리표 적용/해제 감추기 배포용 문서 설정 문서 이력 관리 차례/색인
편집용지 조판부호 지우기 컬러/회색조 채우기 개요 번호 모양 줄번호 보안문서로 저장 문서 비교 블록계산
미리보기 모두 선택 도구상자 주석 개용 적용/해제 쪽 나누기 개인정보보호 메모 넣기 정렬
인쇄 찾기 작업 창 메모 한 수준 증가 단 나누기 메모 모양 문서찾기
문서정보 글자 바꾸기 문서 창 날짜/시간 한 수준 감소 다단 설정 메모 보이기/숨기기 개인정보 바꾸기
DAISY  문서 OLE 연결 편집화면 나누기 덧말넣기 개체 속성 다단 설정 나누기 프레젠테이션
점자로 바꾸기 OLE 개체 속성 창 배열 글자겹치기 구역 설정 인터넷폴더 연결
보내기 고치기 창 목록 CCL넣기 구역 나누기 추가 기능 설정
문서닫기 공공누리 넣기 원고지 글자판
끝 책갈피 라벨 사용자 설정

하이퍼링크 환경 설정
상호참조
필드입력
양식개체
문서 끼워넣기

<표 13> 최신 ‘글’ 제품의 내부 기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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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세부적인 기능들은 각각이 행위자로서 행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글’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글’만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글’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행
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다. 대부분 ‘글’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 기능은 ‘
글’ 기능 네트워크에 동원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글’ 문서 작성 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글’을 벗어나야만 실행이 가능하다. ‘글’의 맞춤법 검사 기능은 
‘글’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독특한 행위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의해 부여받은 행위 능력이다. 이렇듯 ‘글’의 
기능들은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의 
행위자가 된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현재 시점에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
능하다. 첫째, 컴퓨터에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은 편집, 입력, 서식, 쪽 등 
문서 작성 및 편집을 위한 기능들을 강조하고 있다.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
크는 편집의 다양한 기능들을 별도의 기능들로 네트워크로 형성하면서 편집 메
뉴 아래에 위치시키고 있다. 또, 그림, 표, 메모, 주석 등 텍스트 외 입력 가능
한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 제시하고, 문단과 문장을 편집하는 서식 기능
과 문서 전체를 통합해 편집할 수 있는 쪽 기능을 별도 메뉴로 분류한 기능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글’의 경쟁 워드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는 ‘MS 워드’는 입력과 비슷
한 삽입 기능 네트워크는 갖추고 있지만, 그 외의 편집, 서식, 쪽 등과 같은 기
능들은 네트워크가 아닌 아이콘 형식으로 별도의 하나의 기능으로만 보여주고 
있다. ‘MS 워드’는 문서에 삽입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있는 반면,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입력하는 내용들뿐만 아니
라, 문서 전반을 편집하는 기능 네트워크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다. ‘글’은 단순히 글쓰기 도구로서보다는 다양한 문서를 만들어내는 도구
로서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점을 현재 시점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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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유의어/반의어 사전, 점자로 바꾸기, 공인
인증서 암호화 등의 기능들은 다른 워드프로세서에는 없는 ‘글’만의 독특한 
기능이다. 이러한 독특한 기능은 ‘글’만의 기술력이 아니라 ‘글’이 한국이라
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된 것이다. 1989년 ‘글 
1.0’이 출시된 이후 ‘글 1.52’판까지 “개발자의 순수 판단으로만 개발이 진
행”15)됐다. 이용자의 요구 사항보다는 개발 행위자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글’의 기능은 개발자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점자로 바꾸기 기능은 시각 장애우 단체의 요청을 받고 구현한 기능이다. 공인 
인증서로 암호화 기능은 ‘글’을 이용하는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가됐다. 유의어/반의어 사전 ‘글’ 이용자 모임의 요청 
사항이 반영된 기능이다16). 점자로 바꾸기는 파일에, 공인 인증서로 암호화는 
보안에, 유의어/반의어 사전은 검토 메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
자들과의 교호 과정에서 산출된 기술적 요소들이 ‘글’의 기능의 구현되고 각
각의 기능 네트워크에 동원된 것이다. ‘MS 워드’도 이러한 기술적 요소를 산출
했고 자체적으로 구현이 가능했지만,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포함하고는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로서 ‘글’과 ‘MS 워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글’은 글쓰기 기술을 소프트웨어화는 하는 방식은 
단순히 새롭다고 여겨지는 기능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귀속적 기
능과 미디어 독립적 기능들 모두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산출한 기술적 요소에 
따라 추가하고 개선해 나간 것이다.
  셋째, ‘글’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일반적인 기능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글’만의 독특한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글’을 비롯한 워드프로세서와 미디
어 저작 소프트웨어들은 첫째, 작업 시작을 위한 삽입점(insertion point),  둘
째, 화면 이동(scrolling), 셋째, 메뉴 막대(menu bar)와 풀다운(pull-down) 
기능을 갖춘 메뉴, 넷째, 버튼으로 이루어진 도구막대(tool bar) 등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Stair & Reynolds, 2010).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글’만의 고유 양식이 존재한다. ‘글’만의 단축키 배열

15) ‘한글과컴퓨터’ 수석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16) 기능이 구현된 과정은 ‘한글과컴퓨터’ 수석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및 개발 기획 

문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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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 사례다. ‘글’의 단축키 배열은 ‘alt’ 키를 중심으로 배열되고 있지
만,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와 저작 소프트웨어들은 ‘ctrl’ 키를 중심으로 배열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능 메뉴들을 단축키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축키를 통해 지원하는 기능의 수는 ‘글’이 경쟁 워드프로세
서인 ‘MS 워드’보다 약 4배 가량 많다. 
  만약, ‘글’이 현재 등장한 소프트웨어였다면 단축키 배열을 다른 워드프로
세서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했을 것이다. 또한, 단축키를 통한 기능 지원의 
수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단축키의 경우 인터페이스 상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별도의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글’이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을 통해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
다. 다른 소프트웨어들과는 다른 단축키 배열이 현재 시점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글’이 형성해 온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도 단축키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단축키는 ‘도구 상자’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
던 도스 운영체제 시절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기능이다. 윈도우 운영체제
로 완전히 전환됐음에도 사용의 편리함을 이유로 고유의 단축키 배열이 유지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전체 ‘글’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
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글’은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통해 ‘글’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반영
하기도 하며, ‘글’이 다른 소프트웨어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글’에 반영
하기도 한다.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후 ‘글’은 
다른 층위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없다. ‘글’이라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시몽동(Simondon, 1958/1989/2011)의 기술적 
대상의 존재 양식 중 요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요수 수준의 기능-
기능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또 
다른 층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
해 산출되는 기술적 요소들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것도 기능-기능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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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문제점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특
정한 소프트웨어가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만을 사
용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켜는 순간 운영체제 소프트
웨어가 작동하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또 다른 소프
트웨어가 작동한다.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
계를 맺어야만 작동이 가능하다. 
  ‘글’은 1989년 처음 등장할 당시 국가 표준과는 다른 조합형 한글 코드를 
채택했다. 한글 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문자를 컴퓨터 내부에서 2진수
로 표현하기 위한 대응 규칙을 말한다. 현재의 한글은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7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능한 글자는 모두 11,172자
(19×21×28)이다. 완성형 코드는 자주 쓰는 글자 2,350자를 코드화해 저장한 
후 이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글자를 입력한다. 조합형 코드는 초성, 중성, 종성
의 조합으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해 11,172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형 방식은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글’은 한글 표현의 완전함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조합형 코드를 사용했다. 
조합형 코드를 사용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알
고 있었고, 당시 국가 표준 코드와도 부합하지 않았지만 조합형 코드를 고집했
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합형 한글 코드를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업계, 인쇄출판 
업계, 국어학계 등과 일반 사용자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한번 튀어보겠다”(이찬진, 1995, 40쪽)는 심리도 있었다. 
‘글’이 국가 표준 한글 코드를 채택한 것은 2000년에 이르러서다. 
  현대 한글 11,172자는 1992년 제정된 ‘유니코드 2.0’에서도 이미 표현이 가
능했다. 1995년에는 유니코드도 국가 표준으로 채택됐지만, 2000년에 이르러서
야 ‘글’의 한글 코드로 사용됐다. 유니코드는 보편적(Universal)이면서 단일
한 형식(Uniform)의 유일한(Unique) 문자 코드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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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국제 문자 코드 규격이다. 세계 각국의 문자를 하나의 단일 문자코드체계로 
통일해 데이터를 상호교환 및 처리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다. 완성
형 코드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에 어려움
을 가져왔다. 1차적으로 조합형 방식으로 입력한 문자를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고, 2차적으로 문자 데이터의 충돌로 인해 편집한 문서 자체
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 작성한 문서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불
러오는 것도 어려웠고, 다른 소프트웨어서 작성한 문서를 ‘글’에서 불러오기
도 어려웠다. 초기 ‘글’에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능적으로 다른 워드
프로세서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0
20
40
60
80
100

1
9
9
1
년

1
9
9
3
년

1
9
9
5
년

1
9
9
7
년

1
9
9
9
년

2
0
0
1
년

2
0
0
3
년

2
0
0
5
년

2
0
0
7
년

2
0
0
9
년

2
0
1
1
년

90 90 80 80 80

40

78
60

75 76 71 71 70 70

17.417.5 18 17 18 19 18 18

점유율(%)

<그림 12> ‘글’의 국내 시장 점유율 변화

  하지만, ‘윈도우 95’라는 운영체제가 등장하면서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
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윈도우 95’는 개인 홀로 사용하던 PC 환경을 인
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으로 바뀌는 큰 계기가 됐다. ‘윈도우 95’를 바탕
으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네트워크된 것이다. ‘윈도우 95’는 조합형 코드를 
배제하고 완성형 한글 코드만을 지원했다(박동오, 2008, 42쪽). 다른 소프트웨
어들과의 안정적 호환이 이유였다. ‘글’의 한글 코드가 ‘윈도우 95’와 호환되
지 않으면서 ‘글’의 안정적 위치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림 12>17)에서 보

17) <그림 12>에 사용된 ‘글’의 국내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한글과컴퓨터’의 공시 자료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및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수집했다. 전자공시가 시작된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점유율은 ‘한글과컴퓨터’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이
전 데이터는 전자신문,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 내용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의 조
사 내용을 근거로 했다.  2005년에 ‘글’의 점유율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집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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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1995년까지 약 80% 정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던 ‘글’은 1996
년에는 그 절반인 40%까지 점유율이 하락했다. ‘MS워드’가 안정적인 소프트웨
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글’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을 동원한 것이다. ‘윈
도우 95’가 의무통과점이 되면서 ‘MS워드’도 국내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
련한 것이다.
  이후 ‘글’은 지속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시도한다. 
새로 추가되는 기능들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0월 9일 ‘글 2014’를 출시하면서 가장 강조한 기능 중 하나는 “‘글 2014’
는 MS오피스의 문서서식(doc, docx, xls, xlsx, ppt, pptx)는 물론, 다양한 표
준문서 서식(odf, xml, hwpx)의 편집이 가능하며, pdf 형식과 모바일 최적화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18)하다는 점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이전까지도 다른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
기도 하다. ‘글’은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6월 29일에는 ‘글’ 문서 포맷인 
‘hwp’의 파일 형식을 공개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글’의 문서를 번역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윈도우 95’의 등장 이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글’은 그 뒤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를 안정화시키고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 시점에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윈도우’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성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글’은 이후 다
른 소프트웨어들과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
다. ‘글’은 현재 ‘MS 워드’ 등 다른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미
지 편집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글 2014’ 제품 중 프로그램 버전 ‘9.0.0.634’로 업데이트가 적용된 현재 시점에

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 데이터의 근거인 ‘한글과컴퓨터’의 공시 자료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누적 점유율로 시장 점유율을 산출했지만, 2005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판
매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추산했다. 또, 이 시기부터는 워드프로세서가 단품보다
는 수식 계산 소프트웨어(엑셀 등), 프레젠테이션용 소프트웨어(파워포인트 등) 등 사무
용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포함돼 시장 점유율을 집계했다.

18) ‘한글과컴퓨터’의 ‘한컴 오피스 2014’ 출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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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글’과 연계된 소프트웨어들의 목록은 <표 14>와 같다. 이러한 소프트웨
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내적 혼종화와 외적 혼종화로 구분할 수 있다.

불러오기 저장하기 개체 그림 파일 웹 서비스 연결
한글문서 한글문서 Adobe Acrobat 문서 *.bmp, *.pcx, *.gif 블로그
한글서식 한글서식 MS Equation 3.0 *.tif, *.plt, *.hpg 트위터
HWPML 2.x 문서 HWPML 2.0 문서 MS 그래프 차트 *.wmf, *.wpg, *.pic 페이스북
글 표준문서 글 표준문서 MS 엑셀 워크시트 *.ai, *.cdr, *. eps 씽크프리
인터넷 문서 워드문서(2007 이상) MS 엑셀 차트 *.dxf, *.pp3, *pic 오피스 커뮤니케이터
텍스트 문서 워드문서(97~2003) MS 파워포인트 개체 *.drw, *.cgm, *.jpg
유니코드 문서 인터넷 문서 MS 파워포인트 문서 *.png, *pdf, *ps
2바이트 문서 XML 문서 MS 워드 문서
한글 2.1~97 서식 있는 문서 그림판 그림
ODF 문서 ODF 텍스트 문서 워드패드 문서
XML 문서 Flash 문서
HWPML 1.x 문서 인터넷 프레젠테이션
서식있는 문서 2바이트 문서
데이터베이스 문서 PDF, PDF/A 문서
훈민정음 문서 비트맵 이미지
MS워드(2007 이상) JPG 이미지
MS워드(6.0~2003) GIF 이미지
하나워드 PNG 이미지
아리랑 WMF 이미지
일태랑 EMF 이미지
WPS

<표 14> 최신 ‘글’ 제품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표 14>에서 불러오기, 저장하기, 개체, 그림 파일은 내적 혼종화를 위한 소
프트웨어 연계라고 할 수 있으며, 웹 서비스 연결은 문화 소프트웨어들과의 외
적 혼종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적 혼종화의 경우 현재 ‘MS워드’, ‘훈민정
음’, ‘하나워드’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
서들을 ‘글’에서 불러와 작업할 수 있으며, 인터넷 문서, XML, ODF 문서 등 
국제 표준 양식으로 작성한 문서들도 불러올 수 있다. 저장하기는 ‘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으로, 불러오기와는 다르게 ‘훈민정음’과 ‘하나워드’ 등에서 작업이 가능한 형식
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 현재 자주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와 국제 표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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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만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한글 파일을 PDF 형식과 각종 이미지 파일로
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문서를 작성하면서 
만들어낸 그래프, 차트 등을 별도의 저장 없이 복사 기능만으로 ‘글’에도 입
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소프트웨어를 넘나들며 문서 작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글’은 대부분의 그림 파일을 문서 작업 중 입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불러오기, 저장하기, 개체, 그림 파일 등은 ‘글’이 다른 소프
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포괄하기 위한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적 혼종화의 경우,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블로그, 트위터, 페
이스북 등으로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내용을 ‘글’로 불러올 수는 없고 ‘
글’에서 작성하고 저장한 내용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만 할 수 있게 지
원하고 있다. 즉,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는 문화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만
할 뿐 그 소프트웨어의 미디어적 요소를 포괄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소
프트웨어를 번역해 형성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깔롱(Callon, 1986)이 
제시한 번역의 4단계를 기준으로 이 과정을 설명해 보면, 먼저 똑같은 자판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했지만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몇몇 소프트웨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면서 관심을 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에게 서로 호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준을 지켜야한다는 역할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네트워
크에 동원한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같은 행위라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들은 각자 자신을 대변인으로 내세운다. ‘글’은 
‘MS 워드’에게 자신을 번역하라고 역할을 부여하지만, 반대로 ‘MS 워드’는 ‘
글’이 자신을 번역하라고 역할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네트워
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행위자로서 소프트웨어들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모두 자신을 핵심 행위자이자 대변인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동
원하려고 한다. 초기 강력했던 ‘글’의 네트워크는 ‘윈도우’라는 경쟁 소프트웨
어 네트워크에 의해 분열을 빚게 된 것이고, 현재의 상황은 ‘글’이 소프트웨
어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면서 기존에 자신들이 형성했던 네트워크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혼종화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중 
번역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외적 혼종화는 네트워크 외연의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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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현재 시점에서 ‘글’이 외적 혼종화를 
위해 연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수는 내적 혼종화에 비해 극히 적다. 이는 
현재 ‘글’이 외적 혼종화를 통한 외연의 확장보다는 내적 혼종화를 통해 멀티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이러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
이 가능하다. 첫째, 글쓰기 도구로서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를 통해 ‘글쓰기 공간(writing space)’(Bolter, 2001)을 확장시키고 있다. 글쓰
기 공간은 글쓰기 테크놀로지에 의해 ‘발생되는(generated)’ 곳으로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글’이라는 글쓰기 공간을 다른 소
프트웨어들로까지 확장시키고 다중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글’에서 작성
한 문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될 때, 하나의 글쓰기 공간에서 쓴 글
이 여러 글쓰기 공간에서 다중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 이동
성’(Manovich, 2013a)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하나의 콘텐츠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소프트웨어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들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프트웨어로서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디지털 콘텐츠의 ‘심
층적 재조합성’(Manovich, 2013a)을 보여준다. ‘MS 워드’로 작성한 문서를 
‘글’에서 불러와 다시 작업을 한 후 ‘글’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그 문서가 
원래 ‘MS 워드’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그림 파일, 개체 등을 복사해 작업 중인 ‘
글’ 문서에 넣을 경우 그림, 개체 등이 모두 ‘글’ 문서로 재조합된다. ‘글’ 
문서에서 생성한 개체들을 복사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 중인 문서에 넣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들이 네트워크 되면서 어떤 콘텐츠가 특정한 소프트웨어
에서만 만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낸 콘텐츠
는 여러 개로 쪼개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넘나들며 재조합되고 있다. ‘글’
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 문서가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현재 시점에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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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서 가능한 많은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기 위한 전
략을 보여주고 있다. ‘글’이 연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경쟁 워드프
로세서나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들이다. ‘글’에서 작성한 내
용 외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에서 작성한 내용을 불러오거나 복사해 올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 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내용은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 ‘글’ 문서 속에 포함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엑셀’과 같은 수식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차트를 복사해  ‘글’에
서 붙여 넣을 경우 그 차트는 이미지처럼 처리되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단, 
‘엑셀’ 삽입 개체라는 속성이 붙은 채로 ‘글’ 문서로 저장은 가능하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미디어 내용을 ‘글’이 포괄할 수는 있지만, ‘글’이 
그 속성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이는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
쟁 워드프로세서인 ‘MS 워드’의 경우는 속성 변경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글’은 대부분 그 내용 그대로 저장만 가능할 뿐이다. 경쟁 워드프로세서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장한 기능을 자체적인 기능으로 구현하고 있
는 반면에 ‘글’은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다. 물론, 대부분의 저작 소프트웨어가 ‘MS’에서 만든 것이기에 당연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다른 경
쟁 워드프로세서들에 비해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개체 수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몽동(Simondon, 1958/1989/2011)에 따르면 개
체는 새로운 기술적 대상으로 생성된 것이다. 서로 불일치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구축된 
구조나 형태가 개체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들과 형성함으로서 개체성을 획득한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는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맺어야만 작동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는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비로소 개체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글’이 다른 소프트웨
어와 전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면, ‘글’의 기능은 남아 있겠지만 
실제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글’은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서 기술적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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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불법 복제와 국어 정보화

  ‘글’은 소프트웨어이며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갖추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글’이 20여 년 동안 존재해 온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이용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글’이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그 핵심 행위자는 불법복제였다. 

“글 1.0이 나왔을 무렵부터 글 사용자들이 모두 정본을 구입했다면, 
나는 떼부자가 됐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 보급됐던 컴퓨터가 약 150만 
대, 이 중 100만 대에만 정품 글이 깔려 있었다고 하자.(대부분 당시 국내 
컴퓨터의 90% 이상에는 글이 깔려 있다고 봤다.) 제품 가격이 4만7천 
원이었고, 1개 팔 때 1만 원의 이익만 돌아온다 해도 무려 100억 원의 
순수익이 들어오는 셈이다.”(이찬진, 1995, 44~45쪽)

  ‘한글과컴퓨터’를 설립한 이찬진의 회고와 같이 ‘글 1.0’은 출시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 정품으로 판매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글’이 무료로 배포됐다는 인식까지 있을 정도로 불법 복
제가 횡행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기로, 컴퓨터 
판매업자들은 컴퓨터를 구매하면 서비스처럼 불법 복제된 ‘글’을 설치해줬다. 
‘글 1.0’에는 복제 방지 장치를 설치했지만, 출시한지 얼마 안 돼 ‘락(lock)’
이 풀리면서 무제한 복제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1989년 ‘글 1.0’이 출시된 
이후 정품으로 팔린 것은 4만 5천여 개였다. 불법으로 복제된 것은 그 25배에 
달하는 약 120만 개로 추정된다. 
  ‘글’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 원의 순수익이 사라진 것이지만, 불법 
복제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글’은 불법복
제를 통해 수많은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89년 당시 
전체 PC 150만 대 중 90% 가량에 ‘글’이 설치된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아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측은 회사 설립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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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 ‘러브리 컴퓨터’19)라는 중소 유통회사를 통해 생산과 유통, 판매
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결과다. 자발적으로 ‘글’
의 우수함을 선전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가능
했던 일이다. 불법 복제판을 무료로 끼워 넣어준 컴퓨터 판매원들, 친구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던 학생들 등 이들 모두는 ‘글’ 네트워크에 수많은 행
위자들을 동원한 핵심 행위자들이었다. ‘글’은 불법 복제라는 불법적이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의무통과점으로 인해 수많은 인간 행위자들을 ‘글’ 네트
워크에 동원할 수 있었다. 

구분 ‘글’ 매출 공공기관 비중 기업고객 비중 개인고객 비중 시장 점유율

2009년 382억 원 62% 33% 5% 18%

2010년 396억 원 62% 36% 2% 19%

2011년 422억 원 61% 28% 11% 18%

2012년 483억 원 63% 28% 9% 18%

<표 15> ‘글’ 제품의 부문별 매출 비중

※ 출처 : ‘한글과컴퓨터’ 사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표 15>와 같이 현재 개인이 ‘글’을 구매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개인 PC에서 ‘글’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를 보기는 힘들다. 불법 복제를 
통해 기존에 형성됐던 ‘글’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글’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은 공식적
으로 국가 표준 문서 파일 포맷은 아니지만, ‘글’이 공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널리 쓰이면서 사실상 국가 표준처럼 쓰여 왔다. 공공 문서 표준 정립을 위해 
개방된 국제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배성
훈‧이승현, 2010), 이전 자료를 참고할 일이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글’은 
여전히 필요하다. 1992년 출시된 ‘글 2.0’이 당시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
서로 사용되던 ‘하나워드’ 파일과의 호환 기능을 제공하면서 ‘글’이 행정전산
망용 워드프로세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문서의 대부분
이 ‘글’로 작성됐다. 윈도우용 ‘글’이 호환성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반 이
용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은 ‘글’을 행정전산망용 워드
프로세서서로 꾸준히 사용했다. 여기에는 ‘글’이 순수한 국내 기술로 만들어

19) 원래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출발했으나, ‘글’ 출시 
시점부터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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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워드프로세서라는 점과 국산 소프트웨어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고 
이 논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글’이 ‘국어 정보화’와 관련한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국어 정보화는 “인간과는 달리 연
상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 없는 컴퓨터에 인간의 다양한 언어 이해 능력과 생성 
능력을 컴퓨터에 이식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언어 자료(말뭉치)와 언어 정보(단
어, 지식, 문법 체계 등)를 제공해 컴퓨터가 언어 능력을 갖게 하는 일”(홍윤표, 
2012, 33쪽)을 말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모두 컴퓨터에 구현해
야 하는데, 컴퓨터 자체가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한국어 구현에 있어
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옛한글 처리, 둘째, 구결20) 문자, 셋째, 한
국에서 사용되는 한자 처리, 넷째, 자주 사용하는 각종 기호 처리 문제다. 이러
한 문제들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국어 
정보화와 관련된 사안은 정부 주도로 국어 학계,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협업
을 통해 꾸준히 진행돼 왔다.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 국어원의 주도로 
‘21세기 세종계획’이 국어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기능 제공자 및 소유권 기능 제공자 및 소유권
국어/영한/한영 

사전
민중서림, 

㈜한글과컴퓨터
제2수준 한자 및 

글꼴
서울대 중문과 
허성도 교수

한일/일한 사전 ㈜한글과컴퓨터 맞춤법 검사기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권혁철 교수

한글 유의어/반의어 
사전

서울대 국어교육과 
김광해 교수

두벌식 한영 자동 
변환 기능

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이긍해 교수

인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세벌식 옛글 자판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김경석 교수

<표 16> ‘글 2010’에 포함된 기능과 소유권 

  ‘글’은 국어 정보화와 관련한 인간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해 주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도 국어 작
성을 위해서 ‘글’을 익힐 정도”21)로 ‘글’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컴퓨터에서 쉽고 

20) 한문을 읽을 때 한문의 단어 또는 구절 사이에 들어가는 우리말. 주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들로 한자음을 차용하여 쓰기도 한다.

21) 홍윤표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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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이 선택된 것이다. 국어정보화와 
관련한 인간 행위자들은 ‘글’의 개발 작업에도 참여했다. ‘글’의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에는 능숙했지만, 한글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글 2.0’이 
대규모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일조한 맞춤법 검사를 위한 기능은 부산대 컴퓨
터공학과 권혁철 교수가 제공한 것이다. 한글 정렬 기능은 고려대 국문학과 김
흥규 교수가 제공했으며, HNC 20 코드에 추가된 옛한글 자료는 당시 연세대 
국문학과 홍윤표 교수가 제공했다. 구결 글자 자료는 단국대 국문학과 남풍현, 
이건식 교수 등이 주도한 구결학회에서 제공했으며, 한국에 자주 쓰는 한자 자
료는 서울대 중문학과 허성도 교수가 제공했다22). <표 16>에서 보듯이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2. 현재 시점에서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는 ‘글’이 형성하는 인간 네트워크의 대표
적 행위자다. ‘글’은 ‘한글과컴퓨터’ 내부의 행위자들과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네트워크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글과컴
퓨터’는 ‘글 1.0’의 성공을 기반으로 1990년 10월 9일 설립됐고, 1991년에는 
매출 10억 원, 1992년에는 20억, 1993년에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불법복
제 단속 파동의 흐름을 타고 103억 원을 기록한 뒤 1994년에는 152억 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다. 초기 5명으로 출발한 회사 구성원도 1994년에는 40
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성장을 거듭했지만, 윈도우용 ‘글’의 판매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꺾이게 된다. 이후 ‘글’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한글과컴퓨
터’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1998년에 ‘글’ 개발 포기 대가로 마이크
로소프트의 투자를 받기로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에서 물러나고 전하진이 전문 경영
인으로 영입됐다. 2000년부터는 ‘한글과컴퓨터’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 시
작한다. 이민화에게 인수됐던 ‘한글과컴퓨터’는 2000년 11월 ‘웨스트 애비뉴’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2002년 1월에는 ‘티티엠’에 인수됐고, 1년 채 안 된 그

22) 홍윤표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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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2월에는 ‘넥스젠 캐피탈’이 다시 인수했다. 그 뒤 불과 두 달 만에 ‘서울시
스템’으로 대주주가 바뀌었고, 한 달 뒤에는 ‘프라임그룹’이 다시 인수했다. 잠
시 안정을 찾나 했지만, 대표의 횡령 사건 등으로 2009년 7월 ‘셀런에이치’에 
인수됐다가 2010년 9월에 소프트포럼에 인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
서 ‘글’을 만들었던 많은 내부 구성원들이 떠나면서 ‘한글과컴퓨터’ 내의 ‘
글’의 인간 행위자 네트워크는 새롭게 형성됐다.
  ‘글’ 개발 측면에서 인간 행위자는 ‘한글과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글’을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도 ‘글’의 개발 측면에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다. <표 17>23)은 ‘글 2010’의 개발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일반 이용자들의 기능 요구 사항을 정리한 ‘한글과컴퓨터’의 내부 문서다. 

분류 내용 품질의견 마케팅의견 개발의견

툴
박스

차트만 독립적으로 실행해서는 
차트를 만들 수가 없음. 차트 
기능의 툴박스 배치가 
실용적이지 않음

[표] 
툴박스에 
"차트" 기능 
제공 필요

현재 차트는 
2007보다 
불편함. 추후  
판단하겠음.

차트 기능 
개발이 
완료되면 
가능함. 

새 탭

"새 탭"으로 열려있는 문서를 
"새 창"문서로 전환하는 기능. 
반대로 새 창으로 열린 여러 
개의 문서를 "새 탭"으로 
전환하는 기능 필요.

있으면 편할 
것 같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듯. 개발은 
엄청 고생할 
것 같음.

현재 구현 
계획이 없음.

표

 지우개를 잘 쓰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투명선 만들기 
도구가 있었으면 훨 좋지 
않을까 싶음. 

"선 없음"을 
선택한 후 선 
지우기를 
해야함. 

제안 
내용대로라면 
매우 편리할 
듯

현재 구현 
계획이 
없으나, 추후 
검토하겠음.

스크
립트

ActiveX Object으로 버전별로 
한글 실행 지원 필요.   지원 

불가능함.

캡션 개체(표, 글상자) 안에도 캡션 
기능을 빠른 메뉴로 제공 요청

개체 안에서 
캡션 삽입이 
가능해야 함.

타당한 의견임
개체 선택 
상태에서 빠른 
메뉴 제공 중.

표 
계산
식

계산식에 함수 추가 요청 또는 
스크립트 편집 창에 사용자 
정의 함수와 표 계산식 연동 
필요.

있으면 
좋으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임.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리라 
여겨짐.

추후 검토 
하겠음.

<표 17> 외부 전문가 제안 사항에 대한 ‘글 2010’ 기능 검토 문서

23) <표 17>의 내용은 ‘한글과컴퓨터’ 내부 자료로 수집한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범위로 수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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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과컴퓨터’는 내부적으로 ‘글’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을 동원하고 있다. ‘글’의 개발 과정은 상품으로서 ‘글’의 가치 제고를 위해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 조사, ‘글’ 이용자 모임 등에서 제시하는 의견 수렴, 
이를 바탕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들을 분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
서 당연히 ‘글’을 자주 이용하는 조직, 개인, 기관 등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
고 ‘글’의 기능 개선에 참여한다. ‘글’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글’과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 행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글’과 관
련된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다. <표 17>에서처럼 이름도 보이지 않는 행위
자들이 ‘글’의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글’의 인간 네트워크 행위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 행
위자를 찾아내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글’ 인간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글’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 네트워크의 모든 행위자들이라기보다는 대표적 행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
다. ‘글’의 인간 네트워크는 불법복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고, 
국어정보화 관련 행위자들의 지원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현재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의 개발 측면
에서 ‘한글과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듯 형성한 인간 네
트워크로 인해 ‘글’이 유지돼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한글과컴퓨터’만이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이러한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
하다. 첫째, 글쓰기 도구측면에서 ‘글’은 여전히 ‘익숙한’ 도구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글’이 처음 출시된 1989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던 시기와 절묘하게 일치했다. 1987년에서 1999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 대수는 무려 14배 증가했는데, 세계적인 개인용 컴퓨터 보급 추세
에 따른 기기 가격 하락과 1989년 문교부가 초중고 교과 과정에 컴퓨터 교과
목을 도입한 것의 영향이 컸다(김상훈‧오정석, 2006). 대부분 불법 복제를 통하
긴 했지만, 컴퓨터를 구입하고 처음 사용하게 된 워드프로세서는 대부분 ‘글’
이었다. 초기부터 사용한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에 익숙한 것은 당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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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후 ‘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지금
도 2,000만 명이 이상이 ‘글’을 사용자로 파악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글’이 고유한 단축키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개발 행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용 행위
자들의 다양한 실천 행위가 결합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표 16>에 봤듯이 ‘글’의 대표적 기능들 중 몇몇은 ‘한글과
컴퓨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만든 것을 결합한 것이다. 
또, <표 17>에서 봤듯이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의 생각들이 ‘글’에 구현되고 
있다. 초기 ‘글’은 개발자의 순수 판단만으로 기술적 요소를 산출해 만들었다
면, 현재의 ‘글’은 이용 행위에 기반 해 기술적 요소를 산출해 내고 있다. 
‘글’은 기술적 산물이기보다는 ‘글’ 네트워크의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함
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셋째, ‘글’은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글’의 대변인과 같
은 역할을 맡아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했지만, 현재는 점차 그 역할을 잃어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은 ‘한글’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소프트웨어로
서 반영하면서 컴퓨터에서 ‘한글’ 입력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졌다. 국어정보화 
관련 행위자들이 ‘글’의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다. ‘글’은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국어정보화에 기여가 큰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존
재24)였다. 하지만, “컴퓨터 속 한글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 ‘글’만의 HNC 코
드를 버릴 것”25)을 거부하고, “워드프로서세들의 문자표를 서로 공개하고 공유
하겠다는 서약”(비표준문자등록센터, 1999, 68쪽)을 ‘글’이 지키지 않으면서 
국어정보화와 관련한 행위자들은 ‘글’ 네트워크와 점차 단절됐다. 현재 ‘글’
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글’은 사회‧문화적 가치로서 ‘한글’의 대변
인이라기보다는 ‘한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글’의 현재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는 개발 측면과 이용 측면 
행위자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복제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 행위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입은 피해로 인해 ‘글’의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이용 행위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26).  

24) 지난 6월 21일 문화재청은 ‘글 1.0’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한글 정보화에 기여한 
기술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였다.

25) 홍윤표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26) ‘글’ 이용자 모임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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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의 불법복제 비율 

   

구분 불법복제 건수 피해액

2008년 9,872 17억 4,200만 원

2009년 11,452 20억 3,100만 원

2010년 13,103 23억 2,400만 원

2011년 16,990 30억 1,300만 원

2012년 5,553 9억 8,500만 원

<표 18> ‘글’의 불법복제 피해액 

       ※ 출처 : BSA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그림 13>에서 보듯이 ‘글’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약 90%에 달하던 소프
트웨어 불법 복제 비율은 점차 낮아져서 현재는 약 40%이다. 이는 전 세계 평
균 불법 복제 비율인 42%보다 낮은 수치이다. <표 18>은 ‘한글과컴퓨터’도 참
여하고 있는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
법 복제 모니터링 결과다. 2012년 기준으로 ‘글’ 제품의 불법 복제 피해액은 
약 10억 원으로 ‘글’ 제품의 2012년 매출 483억 원의 약 2.1%다. 물론, 전
수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글’ 출시 초기와 같이 상당한 매출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 
‘글’의 이용 행위자들은 “불법복제만 탓하면서 기능 개선에는 그리 힘쓰지 않
는다”고 비판하지만, 개발 행위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연구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없다”고 이용 행위자들을 비판한다. 
  한편,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앙
상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몽동(Simondon, 1958/1989/2011)에 
따르면 앙상블은 개체 수준을 넘어 기술적 개체들이 느슨한 연결망을 구성한 
연합 환경이다. ‘글’을 이용하는 행위자들은 ‘글’이라는 기술적 개체들을 매
개로 해 서로 연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글’이라는 같은 글쓰기 도구, 같
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같은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호환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연결되고 있다. ‘글’이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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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소프트웨어 ‘글’의 시기별 행위자 
네트워크

  6장은 현재 시점에서의 네트워크로 ‘글’의 세 층위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 
중 한 일면만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세 층위 네트워크가 항상 현
재와 같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현재의 네트워크 특성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추
적하게 되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
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
로운 행위자가 동원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소프트웨어-소프트
웨어 네트워크가 ‘글쓰기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현재의 소프트
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추적한다면 ‘글쓰기 공간’의 
확장이 다 이루어진 것인지,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지, 반대로 축소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7장은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시기별로 
분석한다. 
  7장은 각 시기별 기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간 네트워크를 ‘
글’의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추적했다. <표 12>와 같이 
프로그램 버전의 주번호가 같은 제품은 여러 개가 있지만, 프로그램 버전의 주
번호가 같은 경우 기능상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주번호가 
같은 ‘글’ 제품 중 한 개씩만을 선택했다. 분석에 활용된 ‘글’ 제품은 ‘글 
1.51’, ‘글 2.5’, ‘글 3.0’, ‘글 97’, ‘글 2002’, ‘글 2005’, ‘글 
2007’, ‘글 2010’, ‘글 2014’다. 각 제품들은 프로그램 버전의 주번호가 같
은 제품들 중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것들이다.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제품이 
프로그램 버전의 주번호가 같은 ‘글’ 제품 중 가장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7장에서 분석할 세 시기 중 첫 번째 시기는 ‘글’이 등장해서 대
중적으로 확산되던 1989년~1994년까지다. 프로그램 버전으로는 1.x~2.x까지의 
시기다. 두 번째 시기는 ‘윈도우’와의 호환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글’이 위를 
겪게 되는 1995년~1999년까지다. 프로그램 버전으로는 3.x~4.x까지다. 마지막 
시기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로 위기 이후 ‘글’이 진행되어오는 과정이다. 프
로그램 버전으로는 5.x~9.x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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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글’ 이용자의 형성(1989년~1994년)

  1절에서는 ‘글’이 처음 출시된 1989년부터 ‘윈도우’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1994년까지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1989년 4월 24일 처음 출
시된 ‘글 1.0’은 1988년 ‘한컴퓨터연구소’에서 출시한 ‘한글 2000’ 워드프로
세서를 모델로 삼는 동시에 개정판 출시가 늦어지던 ‘한글 2000’의 버그와 미
비점을 보완하고 당시 주로 사용되던 워드프로세서인 ‘보석글’의 다양한 기능을 
접목시키면서 개발됐다(이찬진, 1995, 31쪽). ‘글 1.0’은 출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
다. 특히, 당시 PC용 운영체제의 주류는 도스였는데, ‘글’은 한글 도스가 아
닌 영문 도스 환경에서도 한글 카드 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입출력
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한글 카드를 내장했다. 이러한 특성들이 사용자들에
게 편리하게 받아들여져 인기를 끌 수 있었다(오창호‧주영혁, 2000, 106쪽). 
  1992년 발표된 ‘글 2.0’은 윤곽선 글꼴, 표 기능과 이미지 넣기 기능 등의 
기능이 추가돼 현재의 ‘글’과 같은 형태를 갖췄다. 현재 ‘글’의 대부분의 기
능이 ‘글 2.0’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고유의 단축키 배열도 이 때 시작됐다. 
특히, 당시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로 사용되던 ‘하나워드’ 파일과의 호환 
기능을 제공하면서 출시 후 두 달 동안 3만 개가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
다. ‘글’이 처음 등장한 1989년부터 ‘윈도우’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1994년까
지는 ‘글’은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글’의 최전성기였던 시기로 규모는 작아졌지만 현재까지 
‘글’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1) 기능-기능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 1.0’이 출시와 함께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
글’의 기능 자체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워드프
로세서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 기능, 즉 글쓰기 도구 측면에서 ‘글’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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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앞섰던 점이 ‘글’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 1991년 당시 국내에 출시돼 있던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기능
을 비교 분석한 박찬열(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에서 가장 많
이 쓰는 문장 편집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는 ‘글’ 밖에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글 1.x’ 제품들이 갖추고 있던 기본 기능들의 목록은 <표 
19>와 같다. 

 서류철 편집 입력 찾기 조판 출력 화면 특수기능 선택사항

글이란 새글 원래대로 문자 찾기 머리말 인쇄 수직나누기 목차만들기 표식보이기

도움말 불러오기 오려두기 글자모양 바꾸기 꼬리말 프린터설정 수평나누기 메일머지 눈금보이기

자판배열 저장하기 복사 문단모양 행으로 각주 화면닫기 소트 ¶ 보이기

달력 새이름으로 붙이기 선그리기 페이지 그림 다른화면 저장간격

계산기 경로바꾸기 지우기 상용구실행 조판문자 특수문자 모양바꾸기 탭설정

전화번호부 도스명령어 블럭읽기 매크로정의 문자종류 페이지정돈 크기조절 배경색

끝 블럭쓰기 여러번실행 페이지나눔 화면확대 시계

정돈

<표 19> ‘글 1.x’(글 1.51)의 기능 목록

  <표 19>에서 보듯이 ‘글 1.x’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의 개수는 모두 60개
다. 이들 각각은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행위자들은 <그림 9>에서처럼 기존 글쓰기 기술의 소프트웨어화, 즉 글쓰기 도
구 측면에서 미디어 귀속적 기능, 워드프로세서를 비롯한 저작 소프트웨어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던 미디어 독립적 기능, ‘글’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미디어 문화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편집, 입력, 찾기, 조판, 특수기능 메뉴 아래로 묶인 기능들은 글쓰기 
도구로서 ‘글’이 구현한 기능들로 미디어 귀속적 기능들이다. 이러한 기능들
은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기능들을 ‘글’이 번역해 기능-기능 네트워크로 동원한 후 ‘글’ 네트
워크에서 새롭게 치환한 기능으로 제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입력의 ‘선그리
기’ 기능은 표 기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그리기’ 기능은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서 특수 문자로 입력하던 ‘’과 ‘’을 번역해 기능-기능 네트워크로 
동원한 것으로, 두 특수문자를 화면상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표를 그릴 수 
있도록 치환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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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서류철, 화면, 선택사항 메뉴 아래로 묶인 기능들은 당시 저작 소프트
웨어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던 기능들로 미디어 독립적 기능들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당시 저작 소프트웨어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기능들을 ‘글’
이 번역해 내부 기능 네트워크로 동원한 후 ‘글’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치환한 
기능으로 제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택 사항의 ‘¶ 보이기’ 기능은 문장의 끝
을 알리는 ‘¶’ 기호를 보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이다. 당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반짝 거리는 네모 모양의 커서를 통해 ‘삽입점’의 위치를 표시
하고 있었는데, ‘글’은 이 기능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기능 행위자인 ‘¶’을 동
원해 ‘글’ 네트워크에서 ‘삽입점’으로 이용되도록 치환한 것이다. 
  셋째, 미디어 문화적 기능으로 ‘’ 메뉴 아래에 묶인 기능들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계산기, 달력, 전화번호부 등의 기능들을 ‘
글’만이 독특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기술적으로는 다른 워드프로
세서들도 구현이 가능했지만, ‘글’만이 독특하게 구현한 것이다. ‘글 1.x’의 
기능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재분류해 제시하면 표 <20>과 같다.

구분 총 수 세부 기능 메뉴

미디어 
귀속적 기능 30개

원래대로, 오려두기, 복사, 붙이기, 지우기, 블록읽기, 블록
쓰기, 문자, 글자모양, 문단모양, 선그리기, 상용구실행, 매
크로정의, 여러번실행, 찾기, 바꾸기, 행으로, 페이지, 조판
문자, 문자종류, 머리말, 꼬릿말, 각주, 그림, 특수문자, 페
이지정돈, 페이지나눔, 목차만들기, 소트, 인쇄

미디어 
독립적 기능 23개

새글, 불러오기, 저장하기, 새이름으로, 끝, 수직나누기, 수
평나누기, 화면닫기, 다른화면, 모양바꾸기, 크기조절, 화면
확대, 표식보이기, 눈금보이기, ¶ 보이기, 저장간격, 탭설정, 
배경색, 정돈, 메일머지, 경로바꾸기, 도스명령어, 프린터설
정

미디어 
문화적 기능 7개 글이란, 도움말, 자판배열, 달력, 계산기, 전화번호부, 시

계

<표 20> ‘글 1.x’의 기능 재분류 목록

  ‘글 2.x’는 ‘글 1.x’의 성공을 기반으로 기존 버전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새롭게 개발됐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상 처음으로 한글 
맞춤법 검사 기능을 추가해, 철자법,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사용 등의 검사
와 함께 외래어표기법사전, 사전 뜻풀이 기능, 비슷한 말, 반대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최초로 윤곽선 글꼴을 채택해 글자의 확대 및 축소를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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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 ‘글 2.x’가 메뉴 상 목록으로 제공하는 기능의 개수는 94개로 ‘글 
1.x’에 비해 34개가 늘어났다. 이 중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40개고 ‘글 1.x’
에 있던 기능 중 사라진 것은 6개다. <표 21>은 재분류한 ‘글’ 기능을 기준
으로 ‘글 2.x’에서 추가된 기능과 사라진 기능들의 목록이다. ‘글 2.x’의 전
체 기능 목록은 <부록 1>에 있다. 

구분 총 수 추가된 기능 메뉴 사라진 기능 메뉴

미디어 
귀속적 기능 50개

쉬운 찾기, 쉬운 바꾸기, 글자판 선택, 글자
판 배당, 상용구 내용, 글자겹침, 대소문자, 
편집용지, 문단테두리, 쪽테두리, 속성바꾸
기, 스타일, 번호넣기, 새번호로, 쪽번호 달
기, 감추기, 블록 보호, 다단, 표, 수식, 선, 
글상자, 글단추, 고치기, 셀편집, 개요번호 
등 26개

블록 읽기, 블록 
쓰기, 여러번 실
행, 페이지 정돈, 
페이지 나눔, 문
자 종류로 찾기 
등 6개

미디어 
독립적 기능 35개

끼워넣기, 문서정보, 날짜/시간, 표시달기, 
찾아보기, 블록합계, 편집/입력, 시스템, 
화면보호, 덧실행, 팩스보내기, DBF 보내
기 등 12개

‧

미디어 
문화적 기능 9개 맞춤법, 영한사전 등 2개 ‧

<표 21> ‘글 2.x’의 기능 목록 변화

  <표 21>에서 보듯이 ‘글 2.x’는 미디어 귀속적 기능 메뉴들을 가장 많이 
추가되고 사라졌다. 현재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글 
2.x’에 기반을 두고 있을 정도로 ‘글 2.x’에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
들은 틀을 갖췄다. 기존 글쓰기를 소프트웨어화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
능-기능 네트워크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사라진 기능 메뉴들이 
중요하다. <표 21>에서 사라진 기능 메뉴들 중 블록 읽기, 블록 쓰기, 페이지 
정돈, 페이지 나눔은 메뉴에서만 사라졌을 뿐 기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메뉴 상에는 없지만, 단축키 등을 통해 언제든지 기능의 실현이 가능하다. 메뉴
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기능이 유지되고 쓰인다는 것은 이 기능들은 ‘글’의 기
능-기능 네트워크에서 ‘블랙박스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추가된 기능 메뉴 중 ‘속성 바꾸기’는 ‘글자 모양’에서도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속성 바꾸기’는 글자를 굵게 하거나, 밑줄 등을 긋게 하는 기능이다. 
글자 모양에서도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이용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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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속성바꾸기’라는 별도의 메뉴를 기입함으로서 활발한 번역을 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그리기’ 기능도 표와 선으로 분리된다. ‘글 1.x’에서 
‘선그리기’는 표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지만, ‘글 2.x’에서 ‘선’은 표를 작성
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문장들 사이에 선을 입력하는 기능이다. ‘표’라는 새
로운 행위자가 나타남에 따라 ‘선’이라는 행위자의 정의가 달라진 것이다. 
  ‘글’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급격하게 확산되던 1989년에서 1994년까지 ‘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주로 글쓰기 도구로서 글쓰기와 문서 작성 및 편
집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워
드프로세서 본연의 기능을 위주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확장된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글 1.x’와 ‘글 2.x’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 비해 미디어 귀속적 기능, 
즉 기존 글쓰기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기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 1.x’에서 ‘선 
그리기’ 기능으로 표를 작성할 경우 프린터에서 바로 그린 그대로 출력이 가능
했다. 당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의 경우는 출력한 문서에 자로 대고 선을 그어
야만 표를 완성할 수 있었다27). 이는 ‘글 1.x’이 위지윅(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한 프린터 장치들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위지윅 기능은 사용자가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통적인 글쓰기는 쓰는 
즉시 바로 인쇄가 됐지만, 새로운 글쓰기 도구인 워드프로세서는 쓰는 즉시 인
쇄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초기 워드프로세
서의 경우 스크린으로 보던 내용이 그대로 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글’이 다른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잘 극복한 것이
다. ‘글’은 글쓰기라는 기존 미디어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함에 있어서 다른 워
드프로세서에 비해 경쟁력을 가졌던 것이다.
  둘째, ‘글 1.x’와 ‘글 2.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 고유의 단축키 틀
이 갖춰졌다. ‘글’의 대부분 기능은 메뉴를 통하지 않더라도 단축키로 입력이 
가능하다. 특히, ‘글 2.x’는 당시 대부분의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지원하던 마

27) ‘한글과컴퓨터’ 수석 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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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 입력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글’ 고유의 단축키28)만으로도 모
든 기능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의 단축키도 현재도 유지되고 있
는데 단축키는 소프트웨어로서 ‘글’을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능으로 인식
되고 있다. 대부분의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컴퓨터 키보드의 ‘ctrl’ 버튼을 중심
으로 단축키 기능을 구성하고 있지만, ‘글’은 ‘alt’ 버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글’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른 워드프로세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단축키 배열의 상이함이다. ‘글’은 단축키를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해서 주요한 기능들을 메뉴로 따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셋째, ‘글 1.x’와 ‘글 2.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은 각주, 쪽번호, 
다단, 수식 등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에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초기 ‘글’의 개발자들 중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상
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글’의 기능들 중 우위를 보였던 기능들은 대부
분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을 쓰면서 필요한 기능을 반영한 것 들이었다29).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용자가 개발자였던 것으로 실제 이용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곧바로 반영됐다. 별다른 데이터 수집 없이도 이용
자의 요구사항이 기능으로 구현된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에서 많이 쓰는 문장 
편집 기능을 ‘글’이 가장 많이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림 13> ‘글 2.x’(글 2.5)에서 맞춤법 검사 방법 설정 화면

  넷째, ‘글 2.x’는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화된 글쓰기를 한글 워드프로세서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현했다. <그림 13>과 같이 ‘글 2.x’는 입력된 문장을 

28) 사실 당시 ‘글’의 단축키는 ‘워드퍼펙트’의 배열을 많이 참고했다. ‘워드퍼펙트’는 도
스 운영체제 환경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사실상의 영문 워드 프로
세서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었다.

29) ‘한글과컴퓨터’ 수석 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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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기본적 한글 맞춤법을 검사한 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처
음으로 제공했다. 맞춤법을 검사한 후 틀린 단어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한글 맞춤법 데이터를 구축한 후 그 데이터와 입력한 문장을 비교해 
틀린 부분을 찾아 내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다. 현재 검색 포털 등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정 검색 제안과 같은 기능 등의 첫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준이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된 글쓰기가 구
현된 것으로 ‘글’이 단순히 새로운 글쓰기 도구 수준을 넘어 소프트웨어로서 
새로운 글쓰기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이 처음 출시된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 PC가 보
급이 시작되던 시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은 처음으로 사용하는 워드프
로세서였고,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기능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글’은 기술
적으로 ‘신기한’ 대상이었고 게다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이었다. 기술적
으로 신기한 ‘글’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고, 고유의 단축키 배열과 우리
나라 환경에 맞는 각종 기능들, 한글 맞춤법 검사 등을 자동화된 글쓰기 등을 
통해 ‘글’은 기술적으로 익숙한 대상이 되어 갔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글’에 익숙해지면서 ‘글’이 제공하는 기능 외에는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글 1.x’에서 ‘글 2.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이 갖는 함의는 첫째, 
기능적으로 쉬운 글쓰기가 사회‧문화적으로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
글’이 제공한 ‘매크로’ 기능과 ‘단축키’, 빠른 찾기, 바꾸기 등은 글쓰기 작업을 
단순화시켜 글을 쓰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의 양을 크게 
줄였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글’만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워드프로세서를 
비롯해 대부분의 응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지원하는 기능들이다. 하지만, 우리나
라는 워드프로세서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타자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
지 않았다. 붓글씨와 같이 손으로 글을 쓰는 번거로움과 힘듦을 타자기로 중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편한 글쓰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
었다고 볼 수 있다(장경렬, 2006). 또한, PC 보급이 시작되던 시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볼 기회도 많지 않았다. ‘글’을 통해 처음 컴퓨터를 이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워드프로세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쉬운 글쓰
기 방식과 함께, 반복 작업의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는 ‘매크로’ 기능과 단축
키 기능 등으로 ‘글’은 기능적으로 쉬운 글쓰기를 위한 대표적 도구가 됐다.  
  둘째,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은 기능적으로 컴
퓨터로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수단이었다. ‘글’의 ‘도스 나들이’ 기능과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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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기능은 ‘글’을 중심으로 다른 도스용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또한, ‘글’은 ‘글’을 통해 다양한 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그림 24>와 같이 ‘글 2.x’에서는 ‘HCD’라는 이름의 도스용 디렉
토리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도스용 디렉토리 관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존
재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글’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글’을 중심으로 컴퓨
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다. ‘글’은 워드프로세서였지만, 컴퓨터라
는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었다. 

<그림 24> ‘글 2.x’가 내장한 ‘HCD’ 실행 화면

  이렇듯 ‘글 1.x’에서 ‘글 2.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은 글쓰기 도구
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며 틀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신기함과 함께 
기능적 우위가 이어지면서 ‘글’은 기능적으로 익숙한 글쓰기 도구가 됐다. 
‘글’의 기능적 우위는 기존 글쓰기 기술의 소프트웨어화 측면에서도 뛰어났지
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로 한 기능들을 우선 반영한 것의 영향도 컸다. 이
러한 ‘글’의 기능들은 ‘글’만의 독특한 기능은 아니었지만, PC 보급이 시작
되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은 처음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였던 점이 ‘글’만의 기능적 우위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우
리나라 독자적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컴퓨터에서 ‘글’의 ‘한글’
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글’의 ‘한글’화는 ‘글’의̄ 기능에서부터 시작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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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이 이 시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글’이 대부분의 프
린터, 모니터 등 주변 장치들과의 호환 기능이 있었다. 현재는 ‘윈도우’ 등과 
같은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 주변 장치들과의 호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지만, 당시 ‘도스’ 운영체제는 이러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소프
트웨어마다 지원이 가능한 모니터, 프린터 등 주변 장치의 종류가 제한적이었
다. 특정 회사의 파일은 특정한 시스템과 프린터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었다. 하지만, ‘글’은 당시 존재하던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 프린터 등과 
‘글’이 안정적으로 호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많은 주변 장치들의 내부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한 외적 혼
종화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이다. 
  당시 ‘글’은 국가 표준인 ‘KS 완성형’ 코드대신 조합형 코드를 사용해 완
성형 코드를 사용하던 다른 워드프로세서와는 안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
하고 있었다. ‘글’로 작성한 문서를 완성형 코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지
원했지만, 기본적인 문자 정도만 인식 가능할 뿐 문서 서식 등은 호환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는 내적 혼종
화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다. ‘글 1.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표 22>와 같다. 

파일 호환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호환
아스키화일 입력기화일 모니터 프린터
상용 조합 상용 조합 Heracules Televideo LQ/KSSM LQ/TG
금성조합 금성조합 CGA Toshiba LX/TG FX/RX/LX
삼성조합 삼성조합 EGA Corona Qnix PC24 Qnix Laser
KS완성 KS완성 EGA B/W NAN TAN Jepcom PRT-3850

VGA VGA Wonder PRT-4550 Toshiba
그림 Mighty TVGA PT-80T PT-200M

*.pcx Mighty(KS) Optima VGA HDP-1624 SP-560
PC24(AT&T) Acer nul ATLAS X11/T80

SPC Education
SPC(KS)

<표 22> ‘글 1.x’(글 1.51)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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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에서 보듯이 ‘글 1.x’는 모니터, 프린터 등의 주변 기기 소프트웨
어들과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파일 호환 즉, 내적 혼종화 
측면에서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들하고 한글 문자 정도만 호환할 수 있었다. ‘
글’로 작성한 문서를 다른 워드프로세서에서 불러올 수는 있었지만,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로 구현된 문서 서식은 불러오지 못하고 입력한 글자만 불
러올 수 있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글 1.x’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대
폭 보완해 출시한 ‘글 2.x’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프린터와 모니터 수를 크게 늘렸다. 또한, 팩스 기기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 또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의 네트워크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장됐다. 정
부의 행정전산망용 PC에서 사용하던 워드프로세서인 ‘하나워드’를 비롯, 2바이
트 문서와도 호환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불러오지 못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
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동원했다. <표 23>은 ‘글 2.x’의 소프트웨어 네트
워크다. 음영 처리한 부분은 ‘글 2.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등
장한 행위자다. 

파일 호환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호환

아스키화일입력기화일 모니터 프린터 팩스

조합형 조합형 Heracules VGA 표준 레이저젯 Ⅱ 6종 금성 7종 EXAR

완성형 완성형 베사 표준 수퍼 VGA 표준 KS 24핀 양재 글초롱 2종 ROCKWELL

PC-24 EGA 표준 KSSM 24핀 엡슨 5종 SIERRA
2바이트 화일행정전산망 OAK OTI-077 ATI VGA 4종 IBM 2종 대우 4종 STANDARD

*.2b *.kwp S3 가속기 2종 Tseng 2종 쌍용 2종 데스크젯 500 2종

교육용 PC
행정전산망 

PC
LJ Ⅱ 호환 3종 레이저젯 Ⅲ 3종

그림 DB 파일 금성 마이티 대우 CPC LJ Ⅲ 호환 3종
레이저젯 Ⅱp 

2종
*.pcx *.dbf 도시바 다이나북 리얼텍 수퍼 LJ Ⅱp 호환 4종 삼경 HJ-770 2종

삼성 3종 썬더 수퍼 갑일 KB-48K 삼보 6종
씨러스 로직 수퍼 어밴스 도시바 P321 삼성 6종

에이서 웨스턴 디지틀 수퍼 신도 4종 올리베티 JP-150
트라이던트 수퍼 파이다이스 수퍼 창명 레이저 프로 캐논 8종

프로 2000/3000 코닥 큐닉스 3종
페인트젯 XL 컬러 한섬 2종

<표 23> ‘글 2.x’(글 2.5)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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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2.x’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내적 혼종화 측면에서 새
롭게 동원된 파일 형식은 2바이트 파일과 ‘*.kwp’두 개다. 이는 2바이트 파일
로 저장 및 불러오기는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와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인 
‘하나워드’와 ‘글’이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2바이트 파일의 경우에
는 입력된 글자만 호환이 가능했지만, ‘하나워드’와는 기본적인 문서 기능도 호
환이 가능했다. 
  즉, 이 시기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행위 
능력을 부여받았기 보다는 생존을 위한 외연 확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소프트
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혼종화 측면에서 이 시기 ‘글’
이 문서와 텍스트 형식이 외에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그림 파일과 데이터베
이스 파일 뿐이었다. ‘글’이 문서와 텍스트 형식 외에 다른 행위 능력은 소프
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의해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다만, ‘글’은 외
적 혼종화 측면에서 다양한 모니터, 프린터 등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와 적극적
으로 연계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소
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이 시기의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는 내적 혼종화보다는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
한 소프트웨어들과 연계해 외연을 확장하는 외적 혼종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가
장 큰 특징이다. ‘글 1.x’에서 ‘글 2.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이 소프
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워드프로세서로서 기능을 확
장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글’이 수
행하려고 했다. ‘글’은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술적 요소들을 반영해 가
능한 모든 프린터와 모니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했
다. ‘글 2.x’에서 새롭게 지원한 모니터만 19개였고, 프린터는 26개 사의 약 
40여 종 제품을 새롭게 지원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니터와 프린터와 호
환될 수 있는 파일들을 직접 구해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30).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와의 네트워크는 현재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형성

30) ‘한글과컴퓨터’ 내부 개발자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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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당시 ‘도스’ 운영체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로 ‘글’은 도스 운영체
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 
핵심이 다양한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었다. 
  둘째, 이 시기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미디어 이동성의 
측면에서 ‘글’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워드’와의 
호환 기능이다. ‘글 2.x’에서 ‘하나워드’와의 호환 기능을 제공했지만, 이는 
‘글’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글’을 통해 ‘하나워드’ 파일을 불러오거나 ‘하나
워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은 가능했지만, ‘하나워드’에서 ‘글’ 파일을 불어오
거나 ‘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글’은 다른 소프트웨
어와 연계가 가능했지만, 다른 소프트웨어가 ‘글’과 연계를 할 수는 없었다. 
이는 ‘글’이 ‘글’만의 독특한 한글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
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이용자를 바탕으로 ‘글’ 중심의 네트워크 전략을 취
했기 때문이다. ‘글’이 ‘하나워드’ 파일의 호환 기능을 제공한 이유에는 당시 
행정전산망용 PC의 워드프로세서로 선택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림 16> ‘글 2.5’에서 ‘덧실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추가 화면

  셋째, 게임 등 저작 소프트웨어가 아닌 문화 소프트웨어와의 연계에 주목했
다. 지금의 ‘글’은 게임 소프트웨어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 있지만, 
이 시기 ‘글’은 ‘덧실행’ 기능을 게임 등과도 연계할 수 있었다. ‘글 1.x’에
서는 테트리스와 지뢰찾기 게임을 기본으로 제공했지만, ‘글 2.x’부터는 덧실
행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6>과 같이 특정 확장자(*.had)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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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덧실행이 가능했다. 덧실행도 ‘글’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
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시기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기능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이 단순히 워드프로세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
워크 형성에 있어서 운영체제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필수적인 소프트웨
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
글’은 처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였던 점이 ‘글’만의 기능적 우위로 받아들여
진 동시에 ‘글’을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
다. ‘글’ 역시 이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로서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의 역할까지 대신했다. 대표적으로 ‘글 
2.x’는 <그림 17>과 같이 ‘HSI(Hangul System Information)’라는 컴퓨터 내
부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했다. 이러한 기능은 컴퓨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글’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연계해 ‘
글’만의 기능으로도 제공한 것이다. 

<그림 17> ‘글 2.1’ 디렉토리에서 ‘HSI’ 실행화면

  이렇듯 이 시기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이 기능적 
확장을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하기 보다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글’
을 통해 작동시키기 위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소프트웨어
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이 처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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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글’이 ‘미디어 인터페이
스’(Manovich, 2013a)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인터페이스’는 다
른 소프트웨어를 인식 가능하게 매개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 시기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미디어 인터페이스’와 같다고 볼 
수 있다. 

3.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1989년 첫 출시된 ‘글’은 같은 대학 동아리 소속의 3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찬진(1995)에 따르면, 전체적인 설계와 기획 및 필요한 자료를 구해오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대외적인 일은 이찬진이 담당했고,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분석과 설계, 입출력 부문과 한자 사전은 김형집, 메인 프로그램 개발
은 우원식이 담당했다. ‘글’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세 명의 역할이 
각기 달랐다. ‘제대로 된’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였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기능적 특성들 때문에 ‘글 1.0’은 출시되자마자 이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실제 정품으로 판매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
으로 ‘글’이 무료로 배포됐다는 인식까지 있을 정도로 불법 복제가 횡행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기로, 컴퓨터 판매업자들은 
컴퓨터를 구매하면 서비스처럼 불법 복제된 ‘글’을 설치해줬다. ‘글 1.0’에
는 복제 방지 장치가 있었지만, 얼마 안 돼 ‘락(lock)’이 풀리면서 무제한 복제
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1989년 ‘글’이 출시된 이후 정품으로 팔린 것은 4만 
5천여 개였다. 1992년 출시된 ‘글 2.0’은 일반용은 8만 원, 전문가용 25만 
원으로 당시로서는 고가였지만, 한 달 만에 1만 3천여 개가 팔리고 두 달 만에 
3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곧바로 불법 복제판이 돌면
서 이후 3개월 동안 7천여 개만 팔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불법으로 복제되지 
않았다면 ‘글’은 이토록 급속도로 확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복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PC 판매업자31)들을 중심으

31) ‘글’의 불법 복제 장치를 제거한 사람들은 대부분 PC 판매업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
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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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삼성전자, 금성전자, 현대전자, 삼보컴퓨터 등 당
시 PC 제조업체들은 PC를 판매하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고 여기고 있었다(김상훈‧오정석, 2006). 하지만, 대형 PC 제조업체
보다 싼 가격에 PC를 만들어 판매했던 세운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을 중심으로 
한 조립 PC 판매업자들은 PC 판매를 위해 ‘글’이 다른 번들 소프트웨어들보
다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선전하면서 PC 판매를 위한 유인책으로 ‘글’을 이
용했다. 
  불법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용했다는 점은 ‘글’이 그만큼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나은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컴퓨터에
서 한글 구현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글’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했다는 평가받았다. 1990년 10월 9일 한글날, ‘글’의 대표 개발자인 
이찬진은 ‘한글기계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당시 이찬
진을 추천한 사람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이었고, 그는 이후 ‘글 
1.0’을 써본 이후 지속적으로 ‘글’ 기능 개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찬진, 1995, 43쪽). 이를 계기로 컴퓨터 공학과 국문학과 등 학계를 중심으
로 국어정보화와 관련한 인간 행위자들이 ‘글’의 개발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
했다. ‘글’을 한국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글’의 개선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글 2.0’이 ‘하나워드’와의 파일 호환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공
공부문으로도 확산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워드프로세서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술의 선택에 있어서 보수적이라
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도 ‘글’을 전용 워드프로세서로 채택한 것이
다. 공공부문과 협업할 일이 많은 기업들도 이에 따라 ‘글’을 이용하기 시작
한다. 당시만 해도 출력한 종이나 팩스 등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였기에 소프
트웨어의 호환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이 외국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
다. 이 시기 ‘글’이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는 <표 24>와 
같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인간 행위자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대표적인 속성으로 인간 행위자를 구분했다. 음영 처리한 부분은 버전 변
천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다. 
  <표 24>에서 보듯이 ‘글’의 인간 네트워크는 버전 변천에 따라 확대된다. 
개발자의 순수 판단으로 등장한 ‘글’은 다양한 일반 이용 행위자들에게 확산
됐다. 개인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상황에서 PC를 판매하던 업자들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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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해 불법 복제한 ‘글’을 확산시키는 주된 역할을 했으며, ‘한글 기계
화’와 관련해 문화부에서 ‘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반 개인 외에도 우
리나라의 다양한 조직들로도 확산될 수 있었다. 학계는 단순한 이용에 머물지 
않고 ‘글’의 개선 작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프로그램 
버전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1.x 개발자 개발
조직

정품 
이용자

복제품 
이용자

PC 
판매업자 문화부

2.x 개발자 개발
조직

정품 
이용자

복제품 
이용자

PC 
판매업자 문화부 공공

기관 기업 학계 내무부

<표 24> ‘글 1.x’와 ‘글 2.x’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글’이 형성한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의 네트워
크는 강력했다. 1994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워드프로세서 시장의 
38.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3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에 미치
지 못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그만큼 ‘글’
이 형성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강력했다. 1992년 7월 출시된 ‘글 
2.0’이 출시됐을 때, 기존 ‘글 1.x’ 이용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했다. 
199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PC 대수는 약 73만 대였는데, 새
로 구입한 PC 90% 가량에는 ‘글’이 깔려서 팔린 셈이다. 대부분 불법복
제라는 문제는 있었지만, ‘글’의 이용자는 이 당시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글’의 시장 점유율도 이 시기에 가장 높았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이 시기의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이 가져다 준 기술적 
신기함으로 쉽게 형성되고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글’이 다른 워드프로세서
에 비해 기능적으로 우위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은 일단 써봐야 
하는 소프트웨어처럼 인식했다. 이 시기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32) 《전자신문》, 1994년 10월 27일자 10면.



- 141 -

  첫째, ‘글’은 소프트웨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의 
동력이 됐다. 개발 행위자들이 명확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글’은 컴
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도구를 넘어서 ‘한글’로 글을 쓰는 도구로 선택받
았다. 우리나라에서 ‘글’은 컴퓨터에서 글쓰기 도구가 됐다. 일반 개인을 비
롯해 모든 조직들까지 ‘글’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은 글쓰기 도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한글’ 문
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시 과학기술처가 아닌 문화부에서 ‘글’
을 표창했다는 점은 ‘글’이 단순한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글’이라는 우리문화를 컴퓨터에서 구현했다는 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글’을 소프트웨어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로 간주했다. 
‘글’은 이후 기술적 흐름에 맞춘 기능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게 됐으며, 우리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의 주체가 됐다. 
  둘째, 국민의 대다수가 ‘글’을 이용하게 되면서 ‘글’ 문서가 사실상의 표
준이 됐다. ‘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다른 소프트웨어서 불러올 수 없었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이용하면서 파일 호환 등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
지 않았다. 또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글’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가능했기 때
문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환경에 ‘맞춤화’된 맞춤법 검사 기능과 다양한 사전 
기능은 기능적 우위로 받아들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글’ 문서
가 사실상의 표준이 됐다. ‘글’은 이 시기 ‘맞춤화’된 기능과 ‘표준화’된 기능
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외국
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도 국어 작성을 위해서 ‘글’을 익힐 정도”33)로 당
시 ‘글’은 컴퓨터에서 ‘한글’의 표준처럼 이용됐다. 
  셋째, 기술적 신기함으로 바탕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글’의 인간-소프트웨
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한글’의 ‘글’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대표적 사례가 
‘필기체’의 엄청난 인기였다. ‘글 1.5’부터 제공된 필기체(<그림 18>)는 당시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사장이 학교 동아리 후배 여학생의 글씨체34)를 소프트
웨어화해 제공한 것이다. ‘필기체’는 명조체와 고딕체만큼 많이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이찬진, 1995, 51쪽), 이는 ‘글’의 기능이면 새롭고 신기하
다는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다. ‘글’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다른 형식의 글쓰

33) 홍윤표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34) 당시 전성신이라는 여학생이 100여 장의 노트에 적어 놓은 글들을 한자씩 비트맵 이미

지를 만든 후 필기체 폰트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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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문서 작성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기능적 불편함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
만, 컴퓨터에서 ‘한글’의 구현은 ‘글’이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창의
적 생각은 하지 못했다35). ‘한글’의 ‘글’화, 혹은 ‘글’의 ‘한글’화가 대중적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글 2.x’에서 등장한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화된 글쓰기로서 한글 맞춤법 기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자동으로 맞
춤법을 교정해 준다는 기술적 신기함이 ‘한글’의 ‘글’화를 가속시켰고, 이는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18> ‘글 1.51’의 필기체 적용 화면

  한편,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동시에 균
열 조짐도 약하지만 시작됐다. ‘글 2.0’은 일반용은 8만원, 전문가용 25만원
으로 이전 버전들보다 약 두 배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한글과컴퓨터가 돈 독
이 올랐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이찬진, 1995, 59~60쪽)로 비싼 가격이었지만, 
다른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뛰어난 기능으로 인해 묻힐 수 있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은 곧바로 불법복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글과컴퓨터’는 연구 개발비 
확보에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불법 복제판을 돌린 것으
로 지목된 사람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해 중학생을 포함해 5명이 구속되는 사
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불법 복제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지 않았지
만, 이 시기부터는 불법 복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비싸진 가
격과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이어지자 이용자들의 불만도 쌓이기 시
작했다. ‘글’의 이용자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동시에 ‘글’의 인간-소프트웨
어 네트워크의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글’을 소프트웨어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로 간주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상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
기 시작했다.

35) ‘글’ 이용자 모임 회원과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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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글’ 기능의 완성(1995년~1999년)

  2절에서는 ‘글 3.0’이 출시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글’의 행위자 네
트워크를 분석한다. ‘글’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시기인 동시에, ‘글’이 워드
프로세서로서 기능적으로 완성된 시기다. ‘글’ 프로그램 버전으로는 ‘글 
3.x’에서 ‘글 4x’까지다. 1993년 말에 ‘윈도우 3.1’이 발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윈도우 3.1’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했다. ‘한글과컴퓨
터’도 윈도우용 ‘글’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글 2.1’ 출시 직후부터 준비
했다. ‘글 2.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윈도우 전담 개발팀, 도스 전담 개발
팀 등으로 ‘글’ 개발팀을 분리했다36). 하지만, 개발팀 분리로 인한 여러 문제
가 생기자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사장은 “반드시 윈도우의 시대가 왔다고 판단
할 수만은 없다”며, “윈도우 제품의 출하를 연기시키고 힘을 도스용 2.5 제품
에 몰아가기로 결정”(이찬진, 1995, 198~199쪽)했다. 이 때문에 1994년 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윈도우용 ‘글’의 출시는 조금씩 늦어지면서 1995년 3월에야 
출시됐다. 
  도스용 ‘글’에 비중을 두고 개발한 터라 급하게 만든 윈도우용 ‘글 3.0’
은 많은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1995년 11월 출시된 ‘윈
도우 95’가 도스 없이도 구동이 가능해지면서 PC 운영체제는 도스에서 윈도우
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윈도우라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들이 ‘글’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1995년 약 80%에 육박했던 ‘
글’의 워드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은 1996년 40%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출시한 ‘글 97’은 워드프로세서로서 현재와 같은 기능을 대부
분 구현했다. 하지만, 1997년 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까지 더해지면
서 ‘한글과컴퓨터’의 자금 사정은 크게 나빠졌고, ‘한글과컴퓨터’는 부도 직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됐다. 결국 ‘한글과컴퓨터’는 1998년 6월 15일 마이크로소프
트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대신에 ‘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중단하
기로 선언했다. ‘한글’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으며,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글’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 것이다. 

36) ‘한글과컴퓨터’ 수석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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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1) 기능-기능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1995년 발표한 ‘글 3.0’은 마우스 활용방식을 확대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
이스(GUI) 형식으로 개발됐다. 주요 기능을 아이콘 형식으로 표현한 툴바가 처
음 도입됐고, 저장 방식을 메타 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해 상위 버전과의 호환성
을 강화했다. ‘글 3.0’은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발매되어 도
스용과 윈도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윈도용 ‘글 3.0’은 예정보다 늦게 출
시됐지만, 윈도 환경에서 돌아간다는 점만 빼면 특별한 점이 없었다. 특히 ‘
글’의 자체적인 형식을 고수해 윈도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상충되는 인터페이스
를 사용한 점은 기능적 측면에서 ‘글’이 사용자에게서 멀어지는 한 계기가 됐
다. 그동안 친숙했던 ‘글’의 인터페이스와 단축키 등이 사용자들이 윈도에 익
숙해지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인터페이스 혼란과 함께 ‘윈도우’ 최
적화되지 않아서 ‘글’의 안정성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 <표 25>는 
재분류한 ‘글’ 기능을 기준으로 ‘글 3.x’에서 추가된 기능과 사라진 기능들
의 목록이다. ‘글 3.x’의 전체 기능 목록은 <부록 2>에 있다. 

구분 총 수 추가된 기능 메뉴 사라진 기능 메뉴

미디어 
귀속적 기능 55개 책갈피, 글자 속성, 문단 속성, 표나누기, 

표붙이기 등 5개 ‧

미디어 
독립적 기능 39개 하이퍼텍스트, 상호참조, 빠른 찾기, 빠른 

교정 등 4개 ‧

미디어 
문화적 기능 15개 설명서, 한글정보, 한걸음씩, 전화번호부편

집, 유의어, 한자자전 등 6개 ‧

<표 25> ‘글 3.x’의 기능 목록 변화

  <표 24>에서 보듯이 ‘글 3.x’에 추가된 기능은 모두 15개다. 기능 메뉴 목
록에서 사라진 기능은 없다. ‘글 2.x’가 이전 버전에 비해 40개의 기능을 새
롭게 기능 네트워크에 동원한 것에 비춰보면 새로 추가된 기능 목록의 수가 절
반도 되지 않는다. ‘도스’에서 ‘윈도우’라는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
면서 기존 기능을 ‘윈도우’용으로 변환시키면서 약간의 기능 개선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글 3.x’로의 버전 변천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기능들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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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 귀속적 기능은 글쓰기 도구로서 ‘글’이 새로 동원한 기능들은 
‘책갈피’, ‘글자속성’, ‘문단속성’, ‘표나누기’, ‘표붙이기’ 등 4개에 불과하다. 
‘글 2.x’가 26개의 새로운 기능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글 3.x’에서 새로
운 추가된 미디어 귀속적 기능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글쓰기 
기술의 소프트웨어화해 워드프로세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다른 부분
은 더 많이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미디어 독립적 기능은 하이퍼텍스트, 상호참조, 빠른 찾기, 빠른 교정 
등 4개의 새로운 기능이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동원됐다. 빠른 찾기와 빠른 교
정은 기존 기능을 개선한 것이지만, 하이퍼텍스트와 상호참조는 ‘윈도우’로 생
긴 변화로 인해 새롭게 동원된 기능이다. ‘하이퍼텍스트’는 문서 안의 단어 혹
은 문장 등 일정 구역을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며, ‘상호참조’는 문서 
안에서 단어와 단어, 문장, 문단 등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다. ‘하이퍼텍
스트’는 ‘글’ 문서의 네트워크를 외부로 확장한다면, ‘상호참조’는 ‘글’ 문서 
안 텍스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글 3.x’에서 가장 많이 추가된 기능은 미디어 문화적 기능으로 설명
서, 한글정보, 한걸음씩, 전화번호부편집, 유의어, 한자자전 등 6개다. 이는 ‘
글’이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한 기능
들이다. ‘글’의 이용자들이 광범위해지면서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도 많아졌
고, 이를 개발 행위자들이 반영하면서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동원된 미디어 문
화적 기능이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글 4.x’로 버전이 변천하면서 ‘글’은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커
다란 변화를 갖게 된다. ‘도스’ 운영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에 
맞게 ‘글’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현재의 ‘글’과 같은 기능-기능 네트워크 형
태를 갖추게 된다. 와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5>는 ‘글 4.x’
의 기능 네트워크다. 음영 처리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기능 행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6>에서 보듯이 ‘글 3.x’에서 ‘글 4.x’로 변천해 가면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된 기능 메뉴 목록의 수는 모두 55
개다. 이들 대부분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맞춰 ‘글 3.x’
의 오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이 기능을 개선한 것들이다. <표 26>은 재분
류한 ‘글’ 기능을 기준으로 ‘글 3.x’에서 추가된 기능과 사라진 기능들의 
목록이다. ‘글 3.x’의 전체 기능 목록은 <부록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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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수 추가된 기능 메뉴 사라진 기능 메뉴

미디어 
귀속적 기능 71개

골라붙이기, 모두선택, 지정코드로, 
다시 찾기, 한글로, 글자바꾸기, 안
내선, 격자, 부수로 입력, 덧말 넣
기, 틀, 테두리/배경, 표 기능 15
개 등 27개

줄찾기, 쪽찾기, 
조판부호로, 글자판배당, 

상용구 실행, 괘선 
그리기, 대소문자, 

문단테두리, 쪽테두리, 
수식, 선 등 11개

미디어 
독립적 기능 47개

문서마당, 최근 작업문서, 문서닫
기, 문서연결, 미리보기, 보내기, 
그리기정렬, 연결, 개체, 도구상
자, 문서마당 정보, 개체삽입, 스
타일마당,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
이션 설정, 모두 정렬, 겹치게 배
열, 모두 아이콘으로, 모두 숨기
기, 갈무리, 인터넷 등 21개

경로, 도스나들이, 
탭설정, 수직나누기, 

수평나누기, 모양바꾸기, 
크기 조절, 창확대, DBF 

편집하기, 화면표시, 
시스템, 화면보호, 

화면확대, 쪽윤곽 등 
13개

미디어 
문화적 기능 16개

환경설정, 한영자동전환, 번역기, 
원고지, 라벨, 찾아보기, 한컴인터
넷정보 등 7개

글은, 한걸음씩, 
계산기,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편집, 
저장간격 등 6개

<표 26> ‘글 4.x’의 기능 목록 변화

  <표 26>에서 보듯이 ‘글 3.x’에서 ‘글 4.x’로 변천해 가면서 사라진 기능 
메뉴는 모두 30개다. 경로, 도스나들이, 괘선 등 도스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기능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화면표시, 시스템, 테두리, 수식, 선 등 기
능 메뉴는 다른 기능 메뉴들로 포함되면서 사라졌다. ‘글 4.x’는 인터넷에 연
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 ‘글’ 제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인터
넷으로 제공하면서 관련한 기능 메뉴들이 도움말 등으로 통합됐다. ‘글 4.x’
로의 버전 변천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기능들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글’이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로 동원한 미디어 귀속적 기능들은 
모두 27개다. 특히, ‘표’라는 상위 메뉴가 새로 등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15개의 
하위 기능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도스’와 ‘윈도우’의 차이로 인해 표 속성에 
차이가 생긴 결과다. ‘글’은 도스 시절 강력한 표 기능을 이용 행위자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윈도우’용에서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자판 입력을 통한 표 
편집 기능이 ‘윈도우’용 ‘글’에서는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능적 보완을 새롭게 한 것이다. 그 외 미디어 귀속적 기능들도 ‘윈도우’에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한 것들로 글쓰기 기술을 새롭게 소프트웨어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윈도우용 ‘글 3.x’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오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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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글 4.x’에서 새로운 기능들로 추가한 것이다. ‘글 4.x’의 기
능-기능 네트워크는 ‘윈도우’라는 강력한 네트워크에 의해 새롭게 형성됐다고
도 볼 수 있다. 
  둘째, ‘글’이 새롭게 동원한 미디어 독립적 기능들은 21개다. 이 기능들도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와의 호환을 위해 새롭게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동원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체다. 개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OLE) 기술을 ‘글’에 적용한 것이다. OLE는 문서
와 도표, 그림 등 다양한 객체(object)들을 상호 연결하고 삽입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규약이다. 윈도우에서 각각의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자
료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 놓을 수 있게 
한 기능이다. 개인용 PC의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거의 대부분 전환된 기술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윈도우’의 기본 소프트웨어들로 작성된 개체들을 ‘글’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창 메뉴의 기능이 새롭게 많이 동원된 이유
도 윈도우의 화면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글’의 기능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셋째, ‘글’이 새롭게 동원한 미디어 문화적 기능들은 7개다. 이 중 원고지, 
한영 자동 전환, 번역기 등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롭게 추가한 기능
들이며 나머지는 기존 기능 메뉴들은 새로운 메뉴를 통해 개선했다고 볼 수 있
다. 이중 한영 자동 전환은 그동안 ‘글’이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판 배정 실수로 인한 입력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
한 것이다. ‘글’이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 시기 윈도우라는 새로운 운영체제의 등장에 어려움을 겪던 ‘글’은 기능
-기능 네트워크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 기능 행위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라는 흐름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능-기능 네트워
크를 재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는 글쓰기와 문서 작성 및 편집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확장했던 
반면에, 이 시기에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 머무른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 

  ‘윈도우’라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글 3.x’와 ‘글 4.x’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된 기능들이 ‘글’이 산출한 기술적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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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윈도우’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이
었다는 점은 ‘글’이 ‘글 3.x’와 ‘글 4.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은 이 시기 ‘글’의 위기를 개발사인 ‘한
글과컴퓨터’의 무리한 투자와 IMF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지만, ‘글’의 위기는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글 3.x’와 ‘글 4.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기술적 요소를 산
출한 것이 아니라 윈도우라는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이었다. ‘한글과컴퓨터’ 내
부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결국 포기한 문서 버전 ‘4.x’ 제품이 대표적 사례
다. 문서 버전 4.0은 ‘글 4.0’ 제품 출시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글 
4.0’은 ‘한글과컴퓨터’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꿈의 4.0”이라고 불러 온 것으로 
출시 제품명으로 바꾼다면, 윈도우용 ‘글 98’이 될 것이었다. 문서 버전 4.0
은 기존 ‘글’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작업으로 기존
의 ‘글’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던 프로젝트였다. ‘글’은 2.x 버전
까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정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OS 환경이 윈도
우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기능 개선 요구를 구조적으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한글과컴퓨터’ 수석 프로그
래머이자 기술 총괄 담당이던 정내권 이사 주도로 몇몇의 핵심 개발자들 위주
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한글과컴퓨터’ 내부 사람들에게는 ‘꿈의 프로젝트’37)

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결국 문서 버전 ‘4.0’은 IMF라는 외부적 위기와 다양한 
요인들이 ‘한글과컴퓨터’ 내부 위기로 이어져 개발이 중단됐다. 문서 버전 5.x
가 이후 개발된 것은 4.0 당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였다. 
  둘째, ‘글’은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서 기능을 처음으로 갖추기 시
작했다. 대표적인 것인 개체 삽입 기능이다. 이전까지 ‘글’은 다른 소프트웨
어에서 작업한 내용의 경우 텍스트만 복사해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글 
4.x’부터 지원한 개체 삽입 기능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이미지, 표 등
을 복사해서 ‘글’에 넣을 수 있었다. ‘글’ 자체적으로도 차트 만들기, 다양
한 이미지를 내장하고 텍스트 외 다른 미디어 편집 기능도 일부 제공하기 시작
했다. 표와 차트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표 안에서 수식 계산 기능에 중점을 
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워드프로세서로서 ‘글’은 이전까지 글

37) ‘한글과컴퓨터’ 내부 공유 게시판 잔존 자료. ‘한글과컴퓨터’ 내부 게시판은 자료는 
2000년 이후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일부 내용들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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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도구 측면의 기능을 강화했고, 이 시기 ‘글’은 기능적으로 단순한 글쓰
기 도구를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9> ‘글 97’의 도움말 중 단축 글쇠(단축키) 부분

  셋째, ‘글’의 기능적 익숙함이 기술적 신기함을 앞서게 됐다. 이는 윈도우
용 ‘글 3.x’와 ‘글 97’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윈도우 95’를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한 ‘글 3.0b’를 ‘윈도우 95’ 출시에 맞춰 내놓았지만, 기능적으
로 기존 ‘글’의 인터페이스를 고집하면서 ‘윈도우’와 상충되는 문제를 드러냈
다. 1997년 7월 출시한 ‘글 97’은 윈도우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따르면서도 
도스용 ‘글’의 기능과 단축키 등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윈도우용 ‘글’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19>와 같이 ‘글 4.x’는 이전 버전에 비해 단축키를 도스용 ‘글’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 78%을 기록,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글’이 ‘글 97’, 즉 ‘글 4.x’를 통해 기능적으
로 구현한 것은 익숙한 기능을 윈도우라는 환경에서 무리 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전 시기까지 기능적 우위를 바
탕으로 기술적 신기함을 부여하던 ‘글’이 기술적 신기함 대신 기능적 익숙함
을 바탕으로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글’이 별다른 기능 개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능적 익
숙함만으로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기 ‘글’은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미디어 요소를 포괄해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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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렇듯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정체성 변화
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워드프로세서로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와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췄기 때문이다. <부록 3>의 
‘글 4.x’의 기능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글 4.x’의 미디어 귀속적 기능 
즉, 기존 글쓰기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기능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윈도우라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들이 ‘글’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글’은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주로 쓰
이게 됐음에도 현재까지 ‘글’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2.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 2.x’까지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다른 워드프로세
서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내적 혼종화보다는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술적 요소들을 반영해 가능한 모든 프린터와 모니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
적 혼종화 측면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윈도우 95’가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들과의 네트워크를 운영체제
를 중심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면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도스 운영체제 시절 ‘글’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외적 혼종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윈도
우’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글’은 그동안 자신이 중심에 위치해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위치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글 3.x’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 2.x’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27>에서 보듯이 ‘글 3.x’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도스 운영체제 때와 거의 비슷하다. 윈도우라는 새로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행위자를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글 3.x’
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은 새롭게 동원되
지 않고 있다. ‘글 2.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같이 버전 변천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프린터 등만을 새롭게 동원하고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네트워
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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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호환 소프트웨어 호환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호환
아스키파일 입력기파일 덧실행 프린터 팩스
조합형 조합형 네트 도스 유틸리티 표준 KS 24핀 표준 LJ Ⅱ 2종 표준 팩스(class1)
완성형 완성형 메모장 파일 찾기 표준 KSSM 24핀 표준 LJ Ⅱp 표준 팩스(class2)
2바이트 2바이트 글 CD 연주기 경로 바꾸기 LJ 4 2종 LJ Ⅱ

계산기 시스템 정보 LJ Ⅱp LJ Ⅲ 3종
DB 파일 행정전산망 테트리스 파일 내용 보기 삼보 stylus 2종 데스크젯 500 2종

*.dbf *.kwp 지뢰찾기 디렉토리 정렬 삼성 SP-2417HW 삼테크 Votec
한컴 쉘 DBF 편집기 신도 2종 캐논 3종

그림 파일  포스트스크립 2종 레이저 HLP-300
*.pcx *.gif 링크 호환
*.tif *.plt 하이퍼텍스트

*.bmp *.hge

<표 27> ‘글 3.x’(글 3.0)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물론, ‘윈도우’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맞게 링크 호환, 하이퍼텍
스트 등을 통해 인터넷 탐색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행위자로 동원하고, ‘윈도우’
에서 지원하는 그림 파일도 새롭게 추가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윈도우’의 
특성을 살려 게임, 메모장 등의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큰 변화가 이루어
지는 것은 기능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글 4.x’에서다. <표 28>은 ‘글 
4.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다. 

불러오기 저장하기 개체 그림 파일 인터넷
한글문서 한글문서 Adobe Acrobat 문서 *.bmp, *.pcx, *.gif 넷스케이프
한글서식(*.hwt) 한글서식 Cell 문서 *.tif, *.plt, *.hpg FTP
HWPML(*.hml) 텍스트문서 MS Equation 3.0 *.wmf, *.wpg, *.pic
텍스트(*.txt) RTF문서 MS 그래프 차트 *.ai, *.cdr, *. eps 외부덧실행
2바이트(*.2b) MS워드문서 MS 엑셀 워크시트 *.dxf, *.pp3, *pic 한컴 주소록
RTF 파일 HWPML문서 MS 엑셀 차트 *.drw, *.cgm, *.jpg 한컴 일정관리
HTML 파일(*.htm) HTML문서 MS 파워포인트 개체 한컴 쪽지
시트 파일(*.wks) 행정안전망 문서 MS 파워포인트 문서 일기장
MS워드(*.doc) 2바이트 문서 MS 워드 문서
훈민정음(*.gul) Show 문서
일태랑(*.jbw) 그림판 그림
WPS(*.wps) 워드패드 문서

<표 28> ‘글 4.x’(글 97)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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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에서 보듯이 ‘글 4.x’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린터 지원 네트워크가 없다는 점과 불러오기와 저장하기에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의 네트워크가 확장됐다는 점이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들을 통제하면서 ‘글’이 자체적으로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의 외적 혼종화에 있어서 
‘글’은 윈도우와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되는 것이다. ‘글’은 대신 ‘MS워
드’, ‘훈민정음’, 일본의 워드프로세서인 ‘일태랑’ 등과 내적 혼종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글’ 문서 작성 중 ‘아크로뱃’,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등 다른 소프트웨어서 작업한 개체들을 삽입 가능하도록 다양
한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삽입 가능한 그림 파일의 종류
도 12개가 추가됐다. 그 외 넷스케이프, FTP 등 인터넷 정보 소프트웨어들과
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기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로 
‘글 3.x’에서 ‘글 4.x’로 변천해 가면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글’은 ‘글 4.x’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 위치에서 탈락
해 경쟁 네트워크를 번역하며 동원되고 있다. 이전까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글’의 행위 능력은 ‘글’이 중심이 돼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
해 부여받고 있었지만, ‘글 4.x’부터 ‘글’은 ‘윈도우’를 핵심 행위자로 하는 
‘MS’의 네트워크에 동원되는 행위자가 되고 있다. ‘글’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
의 행위 능력은 네트워크로부터 부여 받기 때문에 ‘글’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
닌 ‘MS’ 중심의 네트워크로 포함되면서 ‘글’의 이 시기부터 행위 능력은 약
해지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

  이 시기 윈도우용 ‘글’ 개발에 애로를 겪던 ‘글’의 개발 행위자들은 “경
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약점은 도스”(이찬진, 1995, 221쪽)라고 판단한
다. ‘글’이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를 도스
로 봤지만, 이후 상황은 익히 알다시피 윈도우 운영체제가 도스를 대체하게 된
다.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가 기대와는 달리 
도스가 아닌 윈도우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이찬진 사장은 멀티 플랫폼
을 강조하면서, 맥, 윈도우, 리눅스, 도스 등 모두에서 돌아가는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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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순수하게 윈도우만 생각해서 개발했다면 완성도 높은 
제품이 빨리 나왔을 수도 있었지만, 멀티 플랫폼을 고려하면서 개발이 늦어진 
영향도 컸다38).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핵심 행위자를 
잘못 판단하면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 때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던 ‘글’ 네트워
크의 문제가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글 3.x’와 ‘글 4.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글쓰기 도구로서 ‘글’은 ‘글 4.x’에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본격적으로 글쓰기 공간을 다중화하고 있다. ‘글’은 ‘글 4.x’에서부터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서 작성한 파일을 불러오고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의 파일 형식
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글’은 기본적인 문자 구현만 
가능한 정도에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글 
4.x’에서부터는 문서 편집 기능 부분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내적 혼종화를 통해 미디어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개체들을 ‘글’에 삽입이 가능해진 것도 이때부터
다. ‘글’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본격적으로 ‘글’이라는 글쓰기 공간
을 다른 소프트웨어들로까지 확장시키고 다중화시킨 것은 ‘글 4.x’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0> ‘글 97’에서 개체 삽입 기능 출력 화면

  둘째,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한글 4.x’에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
크를 통해 마노비치(Manovich, 2013a)가 주장한 소프트웨어화된 콘텐츠의 세 

38) ‘한글과컴퓨터’ 수석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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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성 즉, ‘미디어 이동성’, ‘미디어 모듈성’,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을 구
현하고 있다. ‘한글 4.x’부터 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
를 형성해 ‘글’로 만든 콘텐츠를 곧바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에서 작업한 모듈화된 개체들을 ‘글’에 입력할 수 있도록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림 20>과 같이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개체를 ‘
글’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었으며, 이미 만들어진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
었다. 또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내용만 복사해 올 수도 있었다. 이렇듯 이동
하는 모듈들을 ‘글’이 재조합할 수 있게 되면서, ‘글 4.x’부터는 ‘글’ 문
서는 ‘글’에서만 만든 것이 아닐 수 있게 됐다. 
  셋째,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글’의 위치가 약화된 것은 ‘
글’의 기능적 완성, ‘글’의 광범위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는 별개로 
‘글’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인간 행위자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도 핵심적 위치를 차
지고 있었던 ‘글’은 이 시기 그 위치에서 탈락했다. ‘글 3.x’에서 ‘글 
4.x’로 변천하면서 보여준 ‘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변화는 기
능-기능 네트워크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
워크를 확장시켰지만, 확장된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작아졌다. 이전까
지는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전체 ‘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위
치를 차지했다면, ‘글 4.x’부터는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글’의 기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기능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중화된 글쓰기 공간에서 일반화된 ‘심층적 재조합성’은 ‘
글’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들에게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
워크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글’은 여전히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에서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변화의 흐름에 밀려 ‘글’ 전체 네트
워크의 약화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글’은 자신만의 한글 코드를 유지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들에서 
‘글’ 문서를 쉽게 불러오지 못하도록 했다. ‘글’을 위주로 소프트웨어-소프
트웨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윈도우라는 새로
운 운영체제의 기술적 요소와 안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
트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도록 하나의 원인이 됐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개
인 PC 환경을 지배하면서, 윈도우와 완벽하게 호환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프
로세서 ‘MS워드’는 표준화라는 무기로 한글에 맞춤화된 ‘글’의 강력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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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부상했다. ‘글’의 경쟁자로 ‘MS워드’가 등장한 것은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윈도우 95’ 운영체제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호환성에 문제를 드러
낸 ‘글’의 네트워크가 문제를 드러내던 시기다. 1995년까지 약 80% 정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던 ‘글’은 1996년에는 그 절반인 40%까지 점유율
이 하락했다. ‘MS워드’가 안정적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서 ‘글’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을 동원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4년 
출시한 ‘한글 워드 5.0’까지는 국내 시장의 5% 정도만을 차지했을 뿐이었다. 

3.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한글과컴퓨터’에서 발행하는 월간 《한글과컴퓨터》 1995년 2월호에는 윈도우
용 ‘글 3.0’ 특집 기사가 게재됐다. “글 3.0,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제
목의 이 특집은 3부에 걸쳐 총 2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윈도우용 ‘글 
3.0’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테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과의 대담 내용까지 포
함하고 있다. 윈도우용 ‘글 3.0’에 대한 ‘한글과컴퓨터’의 기대와 자신감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1995년 3월 18일 윈도우용 ‘글 3.0’이 출시되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1994년 말 출시한다는 제품이 기능 보완을 이유
로 뒤늦게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도스용 ‘
글’이 보여줬던 안정성과 구동의 가벼움은 사라지고 수많은 버그들이 나타났다. 
도스용 ‘글’의 강점은 사라지고 윈도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윈도우용 ‘글 
3.0’에 대한 불만은 그 기대만큼 컸다. 
  이용자들은 ‘한글과컴퓨터’에 수많은 지적과 불만 사항을 전달했지만, 너무 
많은 요구에 ‘한글과컴퓨터’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39). “윈도우용 한글3.0 
발표 직후 3개 통신망에 개설되어 있는 한컴의 게시판에는 ‘한글과컴퓨터가 돈 
좀 벌었다고 사용자를 무시한다’라는 비난이 대부분”(이찬진, 1995, 216쪽)일 
정도였다. 당시 ‘한글과컴퓨터’는 월간 《한글과컴퓨터》라는 잡지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발행된 월간 《한글과컴퓨터》는 ‘
글’의 주요 기능들과 ‘한글과컴퓨터’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월간 《한글과컴

39) ‘글’ 이용자 모임 회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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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는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독자 Q&A 코너를 고정적으로 운영
했는데, 1995년 4월호까지만 운영하고 5월호부터 폐지했다. 윈도우용 ‘글’의 
출시 이후 이용자들과의 소통 통로를 닫은 것이다. ‘글’이 형성했던 이용 행
위자들과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어 정보화 관련 행위자들은 “언어생활 개선을 위한 기능
을 소프트웨어화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사업 확장에만 몰두한다”40)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글’을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소프트웨어로 키우고자 
했지만, ‘글’이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1998
년 6월15일 ‘한글과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조건으로 ‘글’의 개발
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극에 달해 더 이상 ‘글’을 국어 정보화의 수단으
로 여기지 않게 됐다. 
  1998년 6월15일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는 ‘글’의 개발을 포기하
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0만~2,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 
‘MS’사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조건이었다. ‘글’의 경쟁 네트워크였
던 ‘MS’가 ‘글’을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동원하게 되면서 ‘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이 나타난다. 한글학회를 비롯해 15개 사
회단체는 ‘한글 지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세우고 ‘글’ 지키
기에 나섰다. 정보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 등은 ‘글’의 독점적 지위 해체를 
주장하며 ‘글’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공공재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과 
관련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과 일부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글’을 대신할 
새로운 워드프로세서로 ‘새한글’을 추진하기도 했다.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서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도 부
처별로 엇갈렸다. 정보통신부는 ‘글’은 전 세계 다른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호
환성이 부족하고 인터넷 기능 등에 비교 열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더
라도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부는 ‘글’ 포기는 고어처리를 포
함한 한글 구현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해 국어 생활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결국, 개발 포
기 선언 한 달만인 1998년 7월 20일 ‘한글과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국민운동본부 측의 제안을 수용해 ‘글’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 ‘글’이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에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는 <표 29>와 같다. 

40) 홍윤표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홍윤표 교수는 그 이유를 “이
찬진의 ‘오만’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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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
램 버전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3.x 개발
자

개발
조직

복제품 
이용자

문화
부

공공
기관 학계 정품 

이용자 기업

4.x 개발
자

개발
조직

‘글’
이용자

문화
부

시민
단체 학계 ‘MS’ ‘글

’반대 기업 정보
통신부

<표 29> ‘글 3.x’와 ‘글 4.x’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표 29>에서 가운데 굵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 
동원된 행위자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서 탈락한 행위
자를 의미한다. ‘글 3.x’에서는 기존의 행위자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윈도우’
용 ‘글 3.0’에 대한 불만으로 ‘글’을 정품으로 구매해 이용하던 사람들이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서 탈락하고, 기업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다. ‘글 4.x’
에서는 ‘글’ 개발 포기 선언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새롭게 ‘글’의 인간 네
트워크에 동원되고, 대신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서 핵심 행위자였던 학계가 
네트워크에서 벗어난다. ‘글’의 인간 네트워크 바깥으로 ‘글’에 반대하는 행
위자들과 정보통신부, ‘MS’ 등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글’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며 절대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을 
시점에 나온 ‘글’의 개발 포기 선언은 “만약 ‘글’이 없다면”이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제기했다. 이러한 질문은 ‘글’의 위기와는 역설적으로 ‘글’의 인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부터 부여받은 ‘글’의 행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글’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의 다양한 위치가 
드러났고, 결국 ‘글’이 유지된 것은 ‘글’이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간 네
트워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글’의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
글’은 개발 포기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행위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유지
되어 올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

  이 시기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서 나타난 문제는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글 3.x’와 ‘글 4.x’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
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158 -

  첫째, ‘글’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 측면 핵심 행위자의 판단이 
전체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글’의 개발사인 ‘한글
과컴퓨터’의 당시 사장인 이찬진은 윈도우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
하고 윈도우용 ‘글’ 개발에 전력하지 않았다. 이후 ‘글’이 윈도우와의 호환
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전의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자,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역량을 ‘글’에 쏟지 못
했다. 1995년 11월에는 ㈜한컴서비스와 ㈜한컴프레스를 설립했고, 1996년 5월
에는 그룹웨어 시장에, 9월 SI(system integration) 시장에 진출했다. 1997년 
3월에는 ‘이찬진의 컴퓨터교실’ 사업에 참여하고, 6월에는 인터넷 사업을 담당
하는 자회사 ㈜한컴네트를 설립했다. 다양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윈도우 환경에서 문제가 드러난 ‘글’의 기능 개선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다. 
‘글’이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다른 소프트웨
어와의 네트워크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윈도우’용 ‘글’ 개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마
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담당 부장41)은 “‘글’의 엔지니어들이 공부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평가한다. ‘도스’ 시절 ‘글’의 성공에 치우쳐 제대
로 준비를 안 했다는 지적이다.
  둘째, 이전 시기 광범위하게 형성됐던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글’의 개발 포기 선언과 이어지는 논란 속에서 ‘
글’이 글쓰기 도구로서 구현한 기능들은 얼마든지 다른 워드프로세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로서 
‘글’이 독특한 ‘한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
글’을 문화적 산물로 간주하는 인간 행위자들은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
터’가 ‘글’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도 하나의 소프트웨
어 상품으로 인식하고 ‘글’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글’은 ‘한글’
을 소프트웨어화한 측면도 있지만, ‘한글’을 이용한 상품이라는 점도 드러나게 
됐던 것이다. 
  셋째, ‘글’의 이용자 수는 줄어들게 됐지만, ‘글’ 이용하는 사람의 ‘글’ 
이용 정도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기존 도스용 ‘글’의 장점을 윈도우에서도 
어느 정도 살려낸 ‘글 97’은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MS 워드 97’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들끼리 

41) 심층 인터뷰에 응한 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장은 한국인 개발자로 ‘한글과컴퓨터’에 
예전 동료들이 많다는 이유로 실명 공개를 정중히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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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주고받으면 호환성 문제도 큰 걸림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
운데 IMF가 터지고, 갑자기 ‘글’ 개발 중단 선언이 나오자 일반 이용자들은 
굉장히 놀라게 된다. 익숙했던 ‘글’을 버리고 새로운 워드프로세서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대부분 처음 PC를 사용할 때부터 같이 써온 워드프로세서라
는 감성도 더해졌다. 그 대상이 마이크로소프트였던 점도 작용했다. ‘글’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로 이어졌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
글민족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한글과컴퓨터’가 이를 이용해 마케팅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글’을 이용하게 됐다. ‘글’과는 다른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배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용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글’의 윈도우 대응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글’의 이용자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1992년 출시된 ‘글 2.0’이 당시 행정
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로 사용되던 ‘하나워드’와의 파일 호환 기능을 제공하면
서 ‘글’이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식 표준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 문서의 대부분을 ‘글’로 작성됐다. 특히, PC 운영
체제가 도스에서 윈도우로 전환되면서 ‘글’은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로서
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굳히게 된다. 1995년 당시 국가 행정전산망용 PC로 채
택됐던 386SX 기종은 윈도우가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았다. 윈도우 구동을 위
해 PC를 다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도스용 버전 ‘글’을 행정전산
망용 PC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윈도우용 ‘글’이 호환성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반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은 ‘글’에 큰 힘이 됐다. 윈도우에 대한 대응이 늦
었던 ‘글’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공공문서를 열
람하거나 공공기관과 문서 교환을 위해서는 ‘글’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기 때
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글’이 순수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워드프
로세서라는 점도 작용했다. 1980년대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기술로 
만든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비교되는 위
대한 역사적 업적”이라는 ‘제2의 세종대왕론’(정홍식, 2007, 107쪽)의 논리가 
이어진 것이다. 행정전산망용 PC들의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전환된 이후에도 
‘글’의 이용은 계속됐다. 업무의 연속성과 함께 국산 소프트웨어를 살려야 한
다는 논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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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글’ 네트워크의 ‘양면성’(2000년~현재)

  ‘글’ 개발 포기 선언으로 대표되는 위기를 넘긴 후 2000년 발표한 ‘글 
워디안’은 기존 ‘글’에서 쓰던 ‘한컴 2바이트 코드’를 버리고 국제 표준인 유
니코드를 내부 코드로 채택한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한글과컴퓨터’사가 어
려워지는 가운데 급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켜 ‘글’ 
제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 버전보다 요구사양이 높았고 하
위 버전 문서와의 호환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실패작’ 취급까지 받았다(전자신
문, 2000. 11. 30). 2002년 발표한 ‘글 2002’는 속도와 호환성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기능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었다. 또 바이너리 파일 형식 대
신 국제 표준 문서 형식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문
서를 보관하는 ‘HWPML’이라는 파일 형식을 추가했다. 이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글 2002 SE’, ‘글 2004’ 등을 발표했고, ‘글 
2005’에 이르러서 워디안에서 생겼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글 2007’, ‘글 2010’을 거쳐 현재 ‘글 2014’에 이르고 있다.
  ‘글 워디안’ 이후 출시된 ‘글’ 제품들은 모두 ‘문서버전 5.x’대 제품들이
다. ‘글 워디안’부터 2013년 출시된 ‘글 2014’까지는 같은 뼈대를 공유하면
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추가한 것들이다.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산출되면서 새
로운 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 요구 사항들에 대해 대응 차원의 기능들
만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42)고도 볼 수 있다. 

1.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1) 기능-기능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 5.x’는 ‘글’이 개발 중단 위기를 넘기고 기능강화판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성능과 안정성이 모두 떨
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 문서 작성이 중요한 공공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글 97’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0>은 ‘글 5.x’에서 ‘글 

42) ‘한글과컴퓨터’ 수석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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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x’까지 추가된 기능과 사라진 기능들의 목록이다. 각각 버전의 전체 기능 목
록은 부록에 있다. 

버전 기능 총 수 추가된 기능 메뉴 사라진 기능 메뉴

5.x

귀속적 75개
문단 번호, 첫 글자 장식, 바탕
쪽, 표/셀 속성, 셀 테두리/배경 
등 5개

틀

독립적 49개
새탭, 투명 선 보기, 상황선, 전
체화면, 개체속성, 구역, 자동채
우기, 편집화면 분할 등 8개

문서연결, 여러문서 인쇄, 
프린터설정, 프레젠텐이션 
설정 갈무리, 외부 덧실행 
등 6개

문화적 21개
문서암호, 주소찾기, 외래어표기, 
로마자, 음성명령, 온라인고객지
원, 제품 등록 등 7개

인터넷, 달력

6.x

귀속적 79개 메모, 교정부호, 표마당, 표 뒤집
기 등 4개 ‧

독립적 54개
xml 문서, 다시실행, 이동막대, 
문서창 모양설정, 스킨설정, 캡
션달기 등 5개

‧

문화적 20개 버전 정보 한자 부수/총획수, 한자새
김입력

7.x

귀속적 80개 세로쓰기 ‧
독립적 54개 DAISY 문서, 테마 스킨설정, 개체속성

문화적 20개 전자서명, CCL 넣기, 입력도우
미 등 3개

주소찾기, 외래어표기, 로
마자 등 3개

8.x

귀속적 82개 글머리표, 필드입력, 변경내용추
적, 변경내용 표시 등 4개 교정부호, 눈금자

독립적 60개

호환문서, PDF저장, 모바일저장, 
표시/숨기기, 한수준 증가, 한수
준 감소, 구역나누기, 배포용문
서편집, 배포용 문서 설정, SNS
서비스, 인터넷폴더, 추가기능 
설정 등 12개

새탭, 최근 작업문서, 문서
연결, 문서 찾기, 전체화
면, 문서마당 정보 등 6개

문화적 23개
점자로 바꾸기, 한자발음, 공공
누리 넣기, 공인인증서로 암호
화, 공인인증서로 서명, 유효성 
검사, 반의어 사전 등 7개

제품등록/고객지원, 한컴인
터넷서비스, 자동업데이트, 
글정보 등 4개

9.x
귀속적 80개 ‧ ‧
독립적 55개 컬러/회색조, 줄번호 ‧
문화적 21개 오피스 커뮤니케이터 ‧

<표 30>  ‘글 5.x’~‘글 9.x’의 기능 목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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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0>에서 보듯이 ‘글 5.x’는 ‘글’ 개발 포기 선언 이후 첫 출시한 제
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된 기능 목록의 수는 20
개에 불과하다. 추가된 기능들도 기술적으로 새롭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독특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능을 개선하거나 여러 기능을 하나로 합쳐 새롭게 구성
한 경우가 많다. ‘투명 선 보기’, ‘상황선’, ‘문단 번호’, ‘바탕쪽’, ‘표 셀 속성’ 
등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이전 기능들에서 미비했던 점을 약간씩 보완한 것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새 탭’, ‘문서암호’, ‘주소찾기’, ‘외래어 표기’, ‘로마자’ 등 
대부분 ‘글’의 이용자들이 그동안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기능들이다. ‘글 
5.x’는 이전까지 ‘글’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던 ‘HNC 코드’ 대신 국제 표준
인 유니코드를 채택한 것이 기능상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기능 목록에서 특징
있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글 6.x’는 ‘글 5.x’에 비해 총 10개의 기능 메뉴가 새롭게 동원됐는데, 
이중 눈에 띄는 것은 ‘xml 문서’ 기능이다. 이는 ‘MS 워드’ 등 다른 워드프로
세서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던 기능이었다. ‘xml’은 국제 표준 문서 형식으로 
이를 이용해 ‘글’은 ‘HWPML’이라는 파일 형식을 새로 추가해서 다른 소프트
웨어들이 ‘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글 
7.x’는 ‘글 6.x’에 비해 총 6개의 기능이 추가됐다. 주로 ‘전자서명’, ‘CCL 
넣기’, ‘DAISY 문서’, ‘입력 도우미’ 등 ‘글’ 이용자 집단이 특수하게 요구한 
기능을 새롭게 목록에 추가했다. ‘글 4.x’부터 ‘글 7.x’까지의 기능 네트워
크는 거의 유사하며, 시기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나 이용자들에게 요청받은 기
능들 위주로만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3월 출시된 ‘글 8.x’는 3년 반의 개발기간을 거치고, ‘글’ 제품 
중 처음으로 3개월여 간의 오픈 베타 테스트를 거쳐 선보인 제품으로 이용자들
의 요청 사항에 따라 기능을 추가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 암
호화하는 ‘개인정보 보호기능’, ‘글’ 문서를 그대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올리는 기능 등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기능들을 오랜 기간 수집해 반영
했다. <표 30>에서 보듯이 ‘글 8.x’에서 새롭게 기능 네트워크에 동원된 기
능은 모두 23개다. 보안 메뉴의 세부 기능들에서 보듯이 새롭게 동원된 기능들 
대부분은 이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한 경우다. 또한, ‘PDF로 저장’, ‘모바
일 최적화 저장’, ‘SNS 서비스’ 등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위한 기능들을 
위주로 새롭게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동원했다. ‘공인인증서 암호화’, ‘보안문서 
저장’, ‘공공 누리 입력 기능’ 등은 ‘글’ 이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서 요청한 기능을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한 것이다. 2013년 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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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9.x’는 ‘글 8.x’에 비해 ‘줄번호’, ‘오피스 커뮤니케이터’ 등 3개의 기능만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듯 ‘글 5.x’ 이후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능들을 많
이 동원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추가하는 기능들
이며, ‘글’ 내부적으로 기술적 요소를 산출한 기능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이
용자 집단의 독특한 요청을 반영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위한 기능들
을 추가해 오고 있다. 이는 ‘글 5.x’ 이후 ‘글’의 기능 확장은 자체적인 기
능의 구현보다는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글 5.x’ 이후 ‘글’은 지속적으로 ‘MS 오피스’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글 4.x’부터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본격적
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은 다른 소프트웨어들
과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면서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하
는 행위자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글 2007’, ‘글 2010’, ‘글 2014’ 등
은 “글꼴이나 인터페이스, ‘MS 오피스’와의 호환성 등은 눈에 띄었지만, 새로
운 제품을 사야할 이유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43)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글 5.x’에서 ‘글 9.x’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
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글 5.x’ 이후 ‘글’의 기능은 미디어 독립적 기능과 미디어 문화적 
기능 위주로만 추가되고 있다. 반면 기존 글쓰기를 소프트웨어화한 미디어 귀
속적 기능은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글 5.x’ 이후 텍스트
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글 4.x’에서 구현된 글쓰기 도구로서의 기능들이 이후 조금씩의 개
선은 이루어지지만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글쓰
기 도구로서의 기능을 구현하지 않은 채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한 기
능 확장만을 추구하고 있다. 즉,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정
체성은 이미 10여 년 전에 갖춘 상태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호환, 연계를 

43) ‘글’ 관련 이용자 모임 회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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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만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글’의 기능은 ‘글 5.x’ 이후 대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수 집단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능 개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누리 넣기, 점자로 바꾸기, 공인인증서로 암호화 등 다른 워드프로세서에는 
없는 기능들을 ‘글’이 구현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기능
들이다. ‘글’의 이용도가 높은 집단에서 요청하는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구현
하고 있는 것으로,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
면서 ‘글’의 기능도 규모에 맞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MS 워드’와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글’의 전략이기도 하다. ‘MS워
드’와 비교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바로 구현하는 것에서 ‘글’이 기능
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다44). 특히 최대 고객인 공공기관 등에서 특수 기능
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추가해서 보편적인 기능으로 구현하고 있
는 것이다. 
  ‘글’의 기능은 ‘글 6.x’까지는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성을 산출해 이
를 기능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MS워드’와의 경쟁에서 
점차 뒤지게 되면서 ‘글’은 생존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
다. 먼저,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의 우선적 구현이다. ‘글 7.x’부터는 ‘한글
과컴퓨터’의 마케팅 조직, 고객 관리 조직에서 수집한 기능 개선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기능 구현이 이루어졌다. 이후 시장 조사와 개발 조직의 구현여부 결
정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즉, ‘팔릴만한 기능 위주’45)로 ‘글’의 기능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한 기능 확
장이다. 경쟁 소프트웨어에 비해 기능적으로 우위를 지닐만한 기능을 자체적으
로 구현하지 못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글’ 이용의 기반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글 5.x’부터 ‘글 9.x’까지 미디어 귀속적 기능의 추가
는 별로 없는 가운데, 미디어 독립적, 미디어 문화적 기능들 위주로 기능이 추
가되는 이유다. 

44) ‘한글과컴퓨터’ 수석 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45) ‘한글과컴퓨터’ 수석 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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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 5.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도 기능 네트워크처럼 ‘글 4.x’와 큰 차
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가장 큰 차이는 한글코드를 ‘글’만의 독특한 
‘HNC 코드’에서 국제표준인 ‘유니코드’로 변경하면서 이전 ‘글’ 버전들과도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국제표준인 ‘유니코드’를 
채택함으로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네트워크는 형성하고 있었지
만, 실제 파일을 불러오거나 개체를 복사해 넣을 경우 코드상의 호환문제로 인
해 오류가 상당수 있었지만, ‘유니코드’ 채택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표 31>은 ‘글 5.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다. 

불러오기 저장하기 개체 그림 파일
한글문서 한글문서 Adobe Acrobat 문서 *.bmp, *.pcx, *.gif
한글서식 한글서식 Cell 문서 *.tif, *.plt, *.hpg
HWPML 2.0 문서 HWPML 2.0 문서 MS Equation 3.0 *.wmf, *.wpg, *.pic
한글97~3.0 문서 한글97~3.0 문서 MS 그래프 차트 *.ai, *.cdr, *. eps
인터넷 문서 인터넷 문서 MS 엑셀 워크시트 *.dxf, *.pp3, *pic
텍스트 문서 텍스트 문서 MS 엑셀 차트 *.drw, *.cgm, *.jpg
유니코드 문서 유니코드 문서 MS 파워포인트 개체
한글 2.1~2.5 서식있는 문서 MS 파워포인트 문서
한글 2.0 Flash 문서 MS 워드 문서
한글 1.x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Show 문서
HWPML 문서 그림판 그림
서식있는 문서 워드패드 문서
데이터베이스 문서
훈민정음 문서
MS워드(97이상)
하나워드 문서
아리랑 문서
일태랑 문서
WPS 문서

<표 31> ‘글 5.x’(‘글 2002’)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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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에서 보듯이 새롭게 ‘글’과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
성한 소프트웨어는 그리 많지 않다. 유니코드 방식으로 작성한 ‘하나워드’, ‘아
리랑’ 문서를 불러올 수 있게 됐으며, ‘플래쉬’와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됐다. 바이너리 파일 형식 대신 국제 표준 문서 형식인 XML 형식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HWPML’이라는 ‘글’만의 독특한 파일 형식을 만들어 
‘XML’ 형식을 지원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에서 ‘글’ 문서를 번역할 수 있도
록 했다. 그 외에는 ‘글 4.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차이가 없다. ‘글 
5.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새로운 행위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글 6.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글 6.x’로 변천이 이루어
지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는 ‘MS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돼 있는 
‘MS 엑셀’과 ‘MS 파워포인트’다. ‘글 6.x’는 ‘MS 엑셀’과 ‘MS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올 수는 있었지만, 해당 문서 형식으로 저장할 수는 없었다. ‘MS 
엑셀’과 ‘MS 파워포인트’ 파일은 이후 버전에서는 불러올 수 없게 됐다. ‘글 
7.x’는 개방형 표준 문서 형식인 ‘ODF(Open Document Forma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체들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새롭게 동원했다. ‘*.png’, ‘*.pdf’, 
‘*.ps’ 등의 확장자로 저장된 그림 파일도 새롭게 추가했다. 
  ‘글 5.x’에서 ‘글 7.x’까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주목할 점은 ‘글’에
서는 ‘MS 워드’, ‘훈민정음’, ‘아리랑’, ‘하나워드’ 등 다른 워드프로세서로 작업
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지만, 해당 워드프로세서 파일 형식으로는 저장할 수 없
다는 점이다. ‘글’에서 저장하는 방식은 ‘XML’, ‘유니코드’, ‘인터넷 문서’ 등 
국제 표준 형식으로만 저장이 가능하다. 경쟁 워드프로세서들은 ‘글’의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에 동원하면서 ‘글’은 경쟁 워드프로세서에 동원되는 것은 꺼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 7.x’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MS 워드 2007’은 
‘글’ 문서 형식으로도 저장이 가능했다.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
워크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는 ‘글’ 이용자를 ‘글’ 네트워크
에 더 많이 동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글 4.x’에서는 ‘MS 워
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 ‘MS 워드’를 번역하지 못해 네트워크를 형성하
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형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른 워드프로세
서에서 작성한 파일을 ‘글’에서 불러오면 ‘글’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글’이 ‘MS 워드’ 파일 형식으로 문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글 8.x’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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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 저장하기 개체 그림 파일 웹 SW
한글문서 한글문서 그림판 그림 *.bmp, *.pcx, *.gif 블로그
한글서식 한글서식 워드패드 문서 *.tif, *.plt, *.hpg 트위터
HWPML 2.x 문서 HWPML 2.0 문서 *.wmf, *.wpg, *.pic 페이스북
인터넷 문서(*.php 추가) 워드문서(2007 이상) *.ai, *.cdr, *. eps 씽크프리
텍스트 문서 워드문서(97~2003) *.dxf, *.pp3, *pic
유니코드 문서 인터넷 문서 *.drw, *.cgm, *.jpg
2바이트 문서 XML 문서 *.png, *pdf, *ps
한글 2.1~97(서식만) 서식 있는 문서
ODF 문서 ODF 텍스트 문서
XML 문서 Flash 문서
HWPML 1.x 문서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서식있는 문서 2바이트 문서
데이터베이스 문서 PDF, PDF/A 문서
훈민정음 문서 비트맵 이미지
MS워드(2007 이상) JPG 이미지
MS워드(6.0~2003) GIF 이미지
하나워드 PNG 이미지
아리랑 WMF 이미지
일태랑 EMF 이미지
WPS

<표 32> ‘글 8.x’(‘글 2010’)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표 32>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새롭게 동원된 소프트웨어 행위자로, ‘글 
8.x’에서는 ‘글’ 문서를 워드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이미지 파일
로 ‘글’ 문서를 저장할 수 있게 해 그림 파일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
어들과도 새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글 9.x’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 8.x’와 같다. ‘글 4.x’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된 글쓰기 공간의 다중화가 
‘글 8.x’에서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구현된 것이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형성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글’로 다른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불러와 저장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는 내적 혼종화는 ‘글 8.x’에 와서야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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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글 5.x’ 이후부터 ‘글’은 세 층위 네트워크 중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위주로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기
능-기능 네트워크에서 봤듯이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전 시기부터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양면성을 가지
고 있다. 네트워크의 확장을 꾀하지만, ‘글’이 고립화되는 현상도 동시에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글 5.x’와 ‘글 9.x’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글’의 소
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글’은 ‘글 5.x’에서 ‘글 7.x’까지는 ‘글’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공간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글 8.x’에 이르러서야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
트워크를 통해 글쓰기 공간의 다중화를 구현하고 있다. ‘글’에서는 다른 워드
프로세서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었지만, ‘글 8.x’ 전까지는 다른 워드프로세
서의 파일 형식으로 문서를 저장할 수 없었다. 이는 ‘글’을 중심으로 한 글쓰
기와 문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 ‘글’이 
위기를 겪으면서 ‘글’ 네트워크는 약화됐고 네트워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열려있지 않다. ‘글’에서 
문서를 작성할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글’ 문서를 불러올 수가 없다. 이
는 ‘글’이 자신들의 문서 형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소프
트웨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준수하는 표준 형식을 따르던지 
자신들의 형식을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하지만, ‘글’이 ‘글’ 문서 형
식을 공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0년이었다. ‘글’의 경쟁 워드프로세서인 
‘MS워드’에서 ‘글’ 문서를 불러오고 편집할 수 있게 된 것은 2013년에 이르
러서야 가능했다. ‘글’의 이용자들은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
크에 의해 ‘글’ 네트워크와 강하게 연결되지만,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
어 네트워크로 인해 다른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
글’을 많이 이용할수록 ‘글’ 네트워크가 ‘고립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시기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뿐만 아니
라 다른 워드프로세서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준다. 
워드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를 구현하
는 소프트웨어다.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봤듯이 워드프로세서로서 



- 169 -

‘글’의 기능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멀티미디
어 콘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단일미
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출발한 워드프로세서는 기능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이는 ‘MS워드’도 마찬가지다. ‘글’과 ‘MS워드’ 모두는 최신 
버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SNS 서비스, 멀티미디어 연계 기능 등을 위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이때 기능의 확장은 자체적으로 구현하기보다는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워드프로세서로서의 정
체성만 지켜서는 생존이 어려운 가운데, 워드프로세서로서 갖고 있는 기능 확
장의 한계를 극복해 소프트웨어로서 지속적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도 볼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들었는지 보다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가 어떠한 콘텐츠든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는 모듈화되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이동하고 재가공이 가
능하면서 저작 소프트웨어는 모든 미디어 요소를 포괄해야만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글쓰기와 문서 작성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는 
워드프로세서가 소프트웨어로서 생존하기 힘든 것이다. 기본적인 글쓰기와 문
서 작성을 위한 기능은 워드프로세서가 아니더라도 웹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유
사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들은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분석

  ‘글’ 개발 포기 선언 이후 ‘한글과컴퓨터’의 사장이던 이찬진이 물러난 후 
‘한글과컴퓨터’의 최대 주주는 1999년 ‘메디슨’의 이민화 전 회장, 2000년 11
월 ‘웨스트 애비뉴’, 2002년 1월 ‘티티엠’, 2002년 12월 ‘넥스젠 캐피탈’, 2003
년 2월 ‘서울시스템’, 2003년 3월 ‘프라임그룹’, 2009년 7월 ‘셀런에이치’, 
2010년 9월 ‘소프트포럼’으로 바뀌어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사의 주인이 
자주 변경되면서 ‘글’을 만드는 개발 행위자들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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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시기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 기능을 동원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글’의 개발 행위자가 아니라 ‘한글과컴퓨터’가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가 됐다. 기술적 요소가 부족해지고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글’은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네트
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분의 제품을 ‘한글날’에 출시하면서 
‘한글민족주의’ 네트워크를 상기시키고 네트워크 중심에 공공 기관을 위치시켰
다. ‘글’에 익숙한 기존 이용자들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컴퓨터에서 
‘한글’은 ‘글’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성 등을 네트워크의 핵심 이용자로 동원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
글’은 ‘글’만의 문서 형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글’에서 ‘MS워드’ 파일은 불
러올 수 있지만, ‘MS워드’에서 ‘글’ 파일은 불러올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글’을 이용하기 싫어도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의 교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이용해야 하는 행위자들은 반발했다. 
‘한글과컴퓨터’는 파일 형식 공개 압력이 있은 후 10여년이 지난 2010년 6월 
29일에야 ‘글’ 문서 ‘hwp’의 파일 형식을 공개했다.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공개 압력에도 버티던 ‘한글과컴퓨터’가 ‘글’의 파
일 포맷을 공개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국가 표준 신청
을 위해서다. 사실상 국가 표준처럼 쓰이고 있던 ‘글’ 파일 포맷이 정식으로 
국가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파일 형식 공개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파일 형식을 
공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마
트 환경의 도입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반화다. 고성능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등장하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PC에서 하던 문서작업을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발맞춰 
클라우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파일 포맷을 공개돼 있는 ‘MS 워드’ 파일
은 언제 어디서든 어느 기기를 통해서나 열람 및 작성이 가능했지만, ‘글’ 파
일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글과컴퓨터’는 위기를 느끼고 자발
적으로 문서 파일 포맷을 공개한 것이다.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속 이용 행위자들은 ‘글’이 문서 포맷
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글’ 파일을 불러 작업하기
가 쉽지 않았다. ‘글’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MS 워드’를 통해서는 
‘글’ 파일을 불러올 경우 텍스트조차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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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생활에 밀접한 공공 기관 등에서도 여전히 ‘글’로만 
문서 작성을 하고 있어서 ‘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이 글쓰기 
도구로서, 소프트웨어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대안
이 없었던 것이다. ‘글’의 핵심 행위자였던 시민단체들의 일부도 ‘글’ 문서 
형식 공개를 요구했다.
  ‘글’의 네트워크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고립화’되는 경향까지 보이면서 이 
시기 버전 변천에 따른 새롭게 동원되는 인간 행위자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비
교가 안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 행위자들만이 ‘글’ 네트워크를 유지하
고 있다. 이 시기 ‘글’의 버전 변천에 따른 인간 네트워크는 <표 3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33>에서 가운데 굵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글’의 인
간 네트워크에 동원된 행위자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서 
탈락한 행위자를 의미한다. 다양한 인간 행위자를 모두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 행위자의 속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프로그램 
버전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5.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개발자 시민

단체
타WP
이용자

6.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개발자 시민

단체
타WP
이용자

7.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개발자 시민

단체

8.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타WP

이용자 개발자

9.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타WP
이용자 문화부

<표 33> ‘글 5.x’에서 ‘글 9.x’까지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행위자

  <표 33>의 행위자들은 하나의 속성으로 대표되는 행위자들이지만 그 수는 
점차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버전 변천에 따라 기존에 ‘글’의 인간 네
트워크를 형성하던 행위자들이 하나씩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탈락하고 있다. ‘글 5.x’에서 ‘유니코드’를 선택해 ‘글’ 네트워크에 포함됐
던 다른 워드프로세서 이용자들은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인해 ‘글’
의 인간 네트워크에서 탈락했다가 ‘글 8.x’에서 다시 행위자로 동원된다. 



- 172 -

  ‘글’의 이용자 수는 현재도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새
로운 행위자들이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점점 축소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기존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결속 정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반영되는 기능들의 사례에서 봤듯이 ‘글’은 점
점 더 제한된 범위의 인간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이 시기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개발 측면의 행위자, 즉 ‘한글
과컴퓨터’가 잇단 최대 주주 교체로 흔들리면서 기존 이용자들을 최대한 유지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글 5.x’와 ‘글 9.x’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보여준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이용자의 확보보다는 기존 ‘글’ 이용자의 이용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글’은 국가 표준 문서 형식
은 아니지만, ‘글’이 공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널리 쓰이면서 마치 국가 표준
처럼 쓰여 왔다. 지난 2010년 ‘글’이 공개한 파일 형식은 ‘글’의 주된 저장 
방식인 ‘hwp’와 국제 표준인 XML기반 형식의 ‘hwpml’이었다. 하지만, 
‘hwpml’ 형식과 관련된 2차 저작물의 지적재산에 대해 ‘한글과컴퓨터’에 문의
하고 사용할 것을 명시했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라이센
스’ 비용을 요구”46)하기도 했다. 문서 형식이 공개된 이후에도 ‘글’을 보는 
‘뷰어’는 많지만 ‘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은 이유다. 
이는 ‘글 5.x’에서 ‘글 7.x’까지 형성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서도 드러난 부분이다. ‘MS워드’에서 ‘글’ 문서를 완전하게 불러와 편집할 수 
있게 된 것은 2013년 2월에 이르러서였다. ‘글’ 문서 형식을 공개하고 2년 8
개월이 지난 후였다. 이는 ‘글’을 쓰던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
글’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글’ 이용자와 소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는 확장을 추구하는 한편, 인간-소
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확장보다는 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글’ 네트워크의 양면성이다. 

46)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담당 관련자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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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표준화된 형식의 채택과 맞춤화된 형식 사이
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글’은 ‘HNC 코드’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코드 형
식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국제 표준인 유니코드를 반영해 국제 표준 문서 형
식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옛한글 등 일부 문자 표현 등에서
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글’은 ‘한글’ 이용자에게 맞춤화된 형식을 유지하면
서 표준화된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 서비
스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콘텐츠의 미디어 이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는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글’
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반영한 기술이 미디어 이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확장의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초기 ‘글’은 워드프로세서로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
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인터페이스의 기능까지 제공하
면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윈도우에 그 역할을 뺏기게 된 뒤 ‘글’은 점차 워드프로세서로서의 위치도 대
체 가능하게 됐다. ‘글’이 독창적으로 제공하던 맞춤법 검사 기능, 사전 기능, 
자동 교정 기능 등을 경쟁 워드프로세서인 ‘MS워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 소
프트웨어들이 무료로 제공하면서 ‘글’은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핵심
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가능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글’
만의 새로운 기능은 추가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글’만의 기능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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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글’의 버전 변천의 사회‧기술적 그래프

  지금까지 분석한 ‘글’의 프로그램 버전 변천에 따른 기능-기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라투르(Latour, 
1991; Latour et al., 1992)가 제시한 사회‧기술적 그래프(STG)를 활용해 통합
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 STG는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네트워크를 버전별로 구분한다. 이렇듯 버전이 구분이 되면 각 버전에 대한 내
러티브를 서술한 후 버전에 따른 행위자들의 등장을 기록한다. 지금까지 7장에
서 서술한 내용은 STG 접근을 위해 ‘글’의 프로그램 버전별 세 층위 네트워
크에 대한 내러티브를 기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글’은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는 버전에 따라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 라
투르는 STG 방식을 제안한 후 버전 구분의 임의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소프트웨어와가 같이 버전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
다. 소프트웨어의 진화 과정은 시간 축에 따른 버전에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
이다.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른 STG 접근은 임의적인 버전 구분이라는 문제
에서 벗어날 수 있다.
  5장에서 서술했듯이 STG는 각 버전에서 유지되는 행위자와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자를 구분해 기록한다. 버전이 변화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행위자들의 수와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자 수를 합하면 각 버전에서의 전체 행위자 크기가 된다. 
7장에서 각 버전별 기능-기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
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제시한 표들은 각각의 전체 행위자 크기를 나타낸
다. 또, 각각의 표에서 음영 처리해 표시한 부분들은 새로운 행위자를 의미했
다. 따라서 STG 접근을 위한 준비 과정은 지금까지 7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통
해 마쳤다고 할 수 있다. 라투르 등(Latour et al., 1992)은 이 행위자를 활용
하여 어떤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교호지수를 산출한다. 교호지수는 새로운 
행위자 수를 해당 버전의 전체 행위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어떤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수가 낮아
질수록 즉, 0에 수렴할수록 그 네트워크가 블랙박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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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

1)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사회‧기술적 그래프

  먼저, ‘글’의 내부 기능 네트워크를 STG를 활용해 분석한다. ‘글’에는 수
많은 기능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글’의 인터페이스 메뉴 
상에서 목록으로 제시하는 기능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글’의 기능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명료한 분석을 위해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미디어 귀속적 기능이다. 미디어 귀속적 기능은 기존 글쓰기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기능들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 기능
들은 주로 문서 편집 및 텍스트, 그림 등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기능들과 편의성을 개선한 기능들이다. 둘째, 미디어 독립적 기능이
다. 미디어 독립적 기능은 컴퓨팅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기술로 기존 글
쓰기 기술을 소프트웨어화한 것이 아니라 ‘글’과 비슷한 저작 소프트웨어들에
서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능들을 의미한다.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위한 기능들이 대표적이다. 셋째, 미디어 문화적 기능이다. 이는 소프트웨어로
서 ‘글’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독특하게 구현한 기능을 의미한다. 즉, 
기술적 요소보다는 이용자의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한 기능들이다. 앞선 절들에
서 버전에 따라 기능별로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들의 구체적 정의와 수치를 제
시한 바 있다. 이는 일종의 STG라 할 수 있었고, <표 34>는 앞 절들에서 제시
한 새로운 기능 행위자들의 수를 다시 모아 구성한 것이다. 

프로그램 
버전

미디어 귀속적 기능 미디어 독립적 기능 미디어 문화적 기능
새 행위자수 총 행위자수 새 행위자 수 총 행위자수 새 행위자 수 총 행위자수

1.x 30 30 23 23 7 7
2.x 26 50 12 35 2 9
3.x 5 55 4 39 6 15
4.x 27 71 21 47 7 16
5.x 5 75 8 49 7 21
6.x 4 79 5 54 1 20
7.x 1 80 2 54 3 20
8.x 4 82 12 60 7 23
9.x 0 82 2 62 1 24

<표 34> ‘글’ 버전에 따른 기능별 행위자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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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1.x’는 첫 제품이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기능임으로 논의에서 제외한
다. <표 34>에서 보듯이 세 기능 모두 ‘글 4.x’에서 가장 많은 새로운 행위
자가 등장하고 있다. <표 34>의 결과는 ‘글 4.x’에서 ‘글’의 기능-기능 네
트워크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도스용 ‘글’의 광범위하게 
확산된 후 윈도우용 ‘글 3.0’이 여러 문제를 드러냈지만, 이를 개선한 ‘글 
4.x’에서 ‘글’의 기능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된 것이다. ‘글 4.x’부터
는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첫째 미디어 귀속적 기능의 경우는 ‘글 
2.x’와 ‘글 4.x’에서 가장 많은 기능 행위자를 동원했다. ‘한글과컴퓨터’사가 
창립된 이후와 윈도우용 ‘글’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들을 통해 ‘글’의 글
쓰기 도구로서 기능이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글 5.x’부
터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귀속적 기능의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둘째, 미디어 독립적 기능의 경우는 ‘글 4.x’에서 가장 많은 기능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글 8.x’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상당수 동원되고 있다. 이는 소프
트웨어로서 ‘글’이 진화하면서 다른 저작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반
영하는 동시에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 기능은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미디어 문화적 기능의 경우는 여러 버전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
을 꾸준히 동원하고 있다. 미디어 문화적 기능은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기능들로 이용자의 요청 등에 의해 구현되는 기능들이다. 다른 기능
들에 비해 새롭게 동원되는 미디어 문화적 기능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글’이 버전을 거듭하면서 이용자들의 요구 사
항을 반영한 기능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글’은 ‘글 4.x’에서 워드프로세서로서의 기능의 완성
을 이룩한 후 이후 버전에서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기능과 일반적인 기술 
발달에 따른 기능의 반영 및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위한 기능 위주로 새
롭게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글 4.x’에서 워드프로세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 도구로서 일반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 
‘글’은 워드프로세서의 정체성을 ‘글 4.x’에서 갖추게 된 것이며, 이후에는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기능 위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STG에 나타난 새로
운 행위자 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교호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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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버전 별로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 수를 해당 버전의 총 
행위자 수로 나눠 산출한다. 교호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네트워크가 블
랙박스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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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문화적 기능

<그림 21> ‘글’의 버전에 따른 기능별 교호 지수

  <그림 21>과 같이 미디어 귀속적 기능의 교호지수는 ‘글 4.x’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8.x’에서 잠시 올라가지만, 교호지수는 0.1에 미치지 못
하며 ‘9.x’에서는 0이다. 이는 ‘글’의 글쓰기 도구로서 기능이 점차 추가되지 
않으면서 ‘블랙박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의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글
쓰기 도구 기능은 안정화되면서 ‘블랙박스화’되고 있다. 즉, ‘글 4.x’ 이후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 네트워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현
재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은 ‘글 4.x’에서 거의 완성돼 지금과 같은 
기능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교호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편집 
및 텍스트, 그림 등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기능들과 편
의성을 개선한 기능들은 ‘글 4.x’ 이후 크게 변한 바가 없는 것이다. 
  반면, 미디어 귀속적 기능과 미디어 문화적 기능은 미디어 귀속적 기능에 비
해 교호지수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은 아
직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위한 
기능과 다른 저작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기능의 개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워드프로세서 본연의 기능은 갖춘 상태
에서 아직은 우리 사회‧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능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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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버전 변천에 따른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를 STG의 교호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글 4.x’ 이후 새로운 행위자를 동원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서 편집, 텍스트 및 그림 입력 등 문서 작성을 위한 
글쓰기 도구적 기능들은 ‘글 4.x’에서 현재와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글쓰
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글 4.x’부터 안정화, 즉 ‘블랙박
스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글’이 기능
적으로 ‘글 4.x’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글’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능
적 익숙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인간 행
위자들의 요구에 따른 기능들만 새로운 행위자로 동원될 뿐이었다. 이러한 점
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글’은 기능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워드프로
세서로서 ‘글’이 20여 년 동안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능적 우수함이 
아니다. 워드프로세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은 이미 10여 년 전 그 형태를 갖추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글쓰기 
도구로서 ‘글’의 기능적 우수함보다는 ‘글’의 기능적 ‘익숙함’이 ‘글’의 네
트워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기술적 상품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상품이다. 
‘글 4.x’ 이후 추가되는 기능들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르고 한국이라
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감안한 것들이었다. 웹 표준에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문서 암호화 기능으로 채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워드프
로세서 중 ‘글’이 유일하다. 미디어 귀속적 기능으로 분류했지만, ‘글 4.x’
에서 새롭게 추가된 표 기능 15개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
라는 워드프로세서 기능 중 표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셋째, ‘글’의 버전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의 
내부 기능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행위자가 활발하게 동원된 경우는 ‘글 2.x’와 
‘글 4.x’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 4.x’ 이후는 내부 기능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재정비 등에 따라 버전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버전에 따라 새로
운 ‘혁신’적 기술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흔적을 담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되고 
있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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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사회‧기술적 그래프

  다음으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STG를 활용해 분석했
다. ‘글 3.x’까지는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모
니터 등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등과 시스템 소프트웨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했지만, 윈도우로의 전환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
했다. 따라서 STG 작성과 교호 지수 산출에서는 ‘글’이 형성하고 있는 소프
트웨어 네트워크에서 워드프로세서 등 콘텐츠 저작용 소프트웨어들만을 새로운 
행위자로 산출했다. ‘글’이 내적 혼종화의 측면에서 형성한 소프트웨어-소프
트웨어 네트워크에 동원된 행위자들이다. 앞 절들에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을 정의했기 때문에 STG에서는 구체적 정의는 생략했다.

프로그램 
버전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 새 

행위자 수
1.x ‧ ○○○○○ 5

2.x 1.x ○○○ 3

3.x 2.x ○○○○○○○○○○○○ 12

4.x 3.x ○○○○○○○○○○○○○○○○○○○○○○○○○○○○○○○○○○○○○○○○○
○○○○○○○○○○○○○ 44

5.x 4.x ○○○○○○○○○○○○ 12

6.x 5.x ○○○○○○○○○○ 10

7.x 6.x ○○○○○○○○○ 9

8.x 7.x ○○○○○○○○○○○○○○○○○○ 18

9.x 8.x ○○○ 3

<표 35> 버전에 따른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STG

  <표 35>에서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들은 ‘○’으로 표시했고, 유지되고 있는 
행위자들은 기존 버전으로 표기했다. ‘글’의 프로그램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
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새로운 행위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글 4.x’에서 가장 많은 행위자가 새로 등장하지만,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와는 달리 5.x 이후에도 새로운 행위자들이 꾸준히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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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글’이 ‘글’ 개발 포기 선언 당시 위기를 넘
긴 뒤 기능-기능 네트워크보다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 5.x’ 이후 ‘글’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
로 기능을 확장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기능 개선에 주력해 왔음이 
STG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하지는 못하지만 기능적으
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글’이 선택한 방식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기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글’에서 쓰
지 못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교호 지수에서도 이러한 점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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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버전에 따른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교호 지수 

  <그림 22>에서 보듯이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교호 지수도 기능 네트
워크의 교호지수와 같이 프로그램 버전 4.x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각 버전마
다 기록하는 교호 지수는 기능-기능 네트워크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프로그램버전 8.x의 교호 지수는 0.3에 가까이
에 이를 정도로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비해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새로운 행위자를 지금도 꾸준히 
동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이렇듯 안정화되지 못한 것은 ‘글’이 아직 완전하게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주 쓰는 클
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글’ 파일을 읽을 수가 없어 별도로 저장한 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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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3절의 소프
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글’이 다른 소프
트웨어들이 자신을 잘 번역할 수 있도록 기입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글’ 문서 파일 형식 공개 등으로 인해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글’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도 번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와는 달리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지금도 새로운 행위자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
크의 경우도 ‘글 4.x’에서 가장 많은 행위자가 새로 등장하지만, 기능 네트워
크에서와는 달리 ‘글 5.x’ 이후에도 새로운 행위자들이 꾸준히 소프트웨어 네
트워크에 동원되고 있다.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의 
세 층위 네트워크 중 현재 가장 교호가 활발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글’은 워드프로세서로서 기능적 완성을 이룬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기능 네트워크
에서 확인했듯이 ‘글’은 ‘글 4.X’ 이후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해 자체적
인 기능을 구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글’ 전체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
해서는 기능적으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글’이 선택한 방식은 소프
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디어 문화적 
기능들을 반영하면서 이용자와의 결속을 높이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능을 만
들어내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
성해 보완하는 것도 대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글’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확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폐쇄적이었다. 이는 교호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교호지수는 ‘글 8.x’에서 0.3에 달한
다. ‘글 8.x’에 이르러서야 ‘글’은 ‘MS 워드’ 등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의 사
용하는 문서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수가 높아진 것이
다. 이전까지는 ‘글’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면 8.x 이후부터는 ‘글’이 중심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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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글’이라는 글쓰기 공간이 갖는 의미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
워크에 새로운 행위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은 ‘글’이라는 글쓰기 공간이 아
직 사회‧문화‧기술적으로 더욱 다중화될 여지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쓰
기 도구로서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블랙박스’화 된 것에 비해 글쓰기 공간으
로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블랙박스’가 아니기 때문이
다.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한 글쓰기 공간의 다중화는 
다중화된 글쓰기 공간의 행위자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글’을 사
용하지 않더라도 ‘글’이라는 글쓰기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1)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사회‧기술적 그래프

  마지막으로 ‘글’의 인간 네트워크를 STG를 활용해 분석했다. <표 36>에서 
보듯이 ‘글’의 인간 네트워크는 ‘글’의 프로그램 ‘글 2.x’에서 가장 확장
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버전                     전선

1.x 개발자 개발
조직

정품 
이용자

복제품 
이용자

PC 
판매업자 문화부

2.x 개발자 개발
조직

정품 
이용자

복제품 
이용자

PC 
판매업자 문화부 공공

기관 기업 학계 내무부

3.x 개발자 개발
조직

복제품 
이용자 문화부 공공기관 학계 정품 

이용자 기업

4.x 개발자 개발
조직

‘글’
이용자 문화부 시민단체 학계 ‘MS’ ‘글’

반대 기업 정보
통신부

5.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개발자 시민

단체
타WP
이용자

6.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개발자 시민

단체
타WP
이용자

7.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개발자 시민

단체

8.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문화부 타WP

이용자 개발자

9.x 한글과
컴퓨터

공공
기관

기존 
이용자

타WP
이용자 문화부

<표 36> 프로그램 버전에 따른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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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 2.x’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가장 
많이 동원하고 있다. ‘글 3.x’부터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글’의 이용이 2.x에서 가장 활발
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능-기능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소프트
웨어 네트워크는 4.x에서 가장 많은 행위자를 동원한 반면에, ‘글’의 인간 네
트워크는 4.x에서 가장 많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서 벗어났다. 이는 ‘글’의 
기능적 완성도와 소프트웨어적 호환이 반드시 ‘글’의 이용과 같지 않다는 점
을 의미한다. 반대로, ‘글’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기능적으로 완성도를 높
이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표 36>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네트
워크에서 탈락하는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글’이 형성하고 있는 전선을 
넘어 ‘글’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글’이 형성하고 
있는 전선의 범위도 버전에 따라 점점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규모가 
2.x 이후 버전 변천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규모의 축소는 ‘
글’이 네트워크로부터 부여받는 행위 능력의 약화로도 이어진다. 이는 <그림 
23>에서 보듯이 ‘글’의 인간 네트워크가 블랙박스화 됐기 때문이다. ‘글’의 
인간 네트워크에는 새로운 행위자가 동원되지 않는 가운데 기존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의 수만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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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버전에 따른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교호 지수

  <그림 23>과 같이 ‘글’의 프로그램 버전에 따른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의 교호지수는 버전 6.x부터 0을 유지하고 있다. <표 36>에서 제시된 행위자들
은 개개의 행위자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모두 나열해야 정확한 행위
자 기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글’의 
이용자를 각각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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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속성을 통해 인간 행위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6.x부터 ‘글’의 인간-소프
트웨어 교호지수가 0이라고 해서 ‘글’의 네트워크에 동원되는 새로운 행위자
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글’을 새롭게 이용할 수
도 있다. 교호지수가 0이라는 점은 대표적인 속성으로 구분했을 때 새로운 행
위자 군이 동원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행위자 군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과 함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여전히 새로운 행위자를 동원하고 있는 
반면에,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축소되고 있다. ‘글’의 인간-소
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 2.x’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가장 많이 동원한 후 이
후 행위자들이 버전에 따라 탈락하고 있다. 기능-기능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새로운 행위자를 동원한 ‘글 4.x’에서도 
‘글’의 인간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탈락한다. ‘글’의 인간 네트워크는 ‘
글 2.x’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 2.x’까지는 도스 
시절로 ‘글’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시기다. ‘글 4.x’는 ‘글 3.x’에
서 윈도우와의 호환에 문제를 드러냈던 ‘글’이 문제를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수정에도 불구하고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규모가 축소되
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고정되고 있다. 이는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안정화에 따라 기능적으로 익숙한 행위자들만이 ‘글’
과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 6.x’부터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새로운 행위자가 동원되지 않는 이유다.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새로운 행위자가 동원되지는 않는 가운
데 지속적으로 행위자들이 탈락할 뿐으로 교호가 활발하지 않다.
  둘째, ‘글’의 인간-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는 ‘블랙박스’가 됐다는 것은 워
드프로세서 ‘글’이 컴퓨터에서 ‘글’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고정된 행위자들이 ‘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을 쓰고 있다. 누군가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글’을 쓰게 되고, ‘글’은 기능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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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상관없이 써야만 하는 글쓰기 도구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는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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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x 2.x 3.x 4.x 5.x 6.x 7.x 8.x 9.x

인간-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기능-기능

<그림 24> 버전에 따른 ‘글’의 기능, 소프트웨어, 인간 네트워크의 교호지수

  셋째, <그림 24>의 교호지수로 봤을 때, ‘글 2.x’까지 교호가 가장 활발했
던 것은 ‘글’의 인간 네트워크다. 그 이후에는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교호가 
가장 활발했고, 현재 가장 교호가 활발한 것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
크라고 할 수 있다. 4.x에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교호지수가 높
은 것은 윈도우로의 전환 때문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예외라고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해석하자면, ‘글’은 활발한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뒤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전체 ‘글’ 네트워
크의 형성을 주도했다. 현재는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전
체 ‘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역사적 사건 순서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다. ‘글 1.0’의 등장은 기
능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신기함’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
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글’과 활발한 교호를 보여준 것이다. 수많은 이용자
들과 교호과정을 겪게 되면서 ‘글’은 더 나은 기능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이후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한글과컴퓨터’의 내부 사정과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글’의 내부 기능 네트워크는 안정화되고 부족한 기술적 요소의 보완을 위해 
‘글’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STG를 활용해 
확인한 결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용하기 때문에 ‘글’이 지금
과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시각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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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의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켜온 워드프로
세서 ‘글’을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ANT 관점에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를 세 층위로 나눠 시기별로 분석한 뒤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하고 함
의를 서술했다.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 산업적 관점을 벗어나 ‘글’
이라는 워드프로세서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는지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글’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물질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글’은 단순히 컴퓨터
에서 글을 입력하는 도구 중 하나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문
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글’의 실체를 인
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ANT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글’은 기능적으로 월등하게 우수하지는 않았다. ‘글’에 대한 대부
분의 선행연구들은 ‘글’의 기능적 우수함이 현재까지 ‘글’이 이용되는 이유
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로서 ‘글’의 기능은 1996년에 완성된 형
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글’이 기능적으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 
비해 우위를 보였던 시기는 1989년 출시 이후부터 윈도우 운영체제가 보편화
되기 이전인 1994년까지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 
특히 윈도우 운영체제와 호환성이 높은 ‘MS 워드’ 등에 비해 기능적으로 우수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글’이 제공하는 기능들 대부분은 다른 워드
프로세서들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다. 
  ‘글’이 출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에  
선그리기, 각주, 쪽번호, 다단, 수식 등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에서 다
른 워드프로세서들보다 기능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PC 보급이 시작되던 시기와 일치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은 처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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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출시 초기 기능적 우수함으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
고, 이들에게 ‘글’은 처음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이자 소프트웨어로 쉽게 버
릴 수 없는 ‘첫 사랑’과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이유로 ‘글’의 기능적 우수함
은 기능적 익숙함으로 대체되어 갔고, 현재는 반대로 기능적 익숙함이 기능적 
우수함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글’의 기능적 우수함은 기능적 익숙함이 
주는 착시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글’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글’은 절대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아니
다”47)라는 지적이 의미 있는 이유다.
  둘째, ‘글’은 ‘한글’이 아니다. ‘글’은 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될 정도로 디
지털 시대에 우리의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
글’ 그 자체는 아니다. ‘글’은 ‘한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다. “한번 튀어보겠다”(이찬진, 1995, 40쪽)는 고백처럼 ‘글’은 처음부터 ‘한
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글’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
글’이 ‘한글’처럼 받아들여진 것은 ‘글’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한글’ 처리 문
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학계의 바람과 국산 소프트웨어를 진흥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진흥책이 만들어낸 결과다. “‘글’을 민족적 프로그램으로 키우려는 많
은 학자들의 도움으로 ‘글’은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한글과컴퓨터’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48)라는 지적이 중요한 이유다. ‘글’의 맞춤법 검사 기능은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셋째, ‘글’의 이용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현재 ‘글’의 사용자는 약 
2,0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다. 그동
안 팔린 ‘글’의 판매량과 불법 복제 개수를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글’의 
사용자가 2,000만 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이 2,000만 명이라는 것과 같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설치해 사
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글’의 이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2012년 기준으로 ‘한
글과컴퓨터’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인 반면에 
일반 개인대상 매출 비중은 9%다. ‘한글과컴퓨터’는 이에 대해 불법복제 때문
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지만, ‘한글과컴퓨터’도 소속돼 있는 한국소프트웨어 

47) 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장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그는 한국인 개발자로 ‘한글과컴퓨
터’에 예전 동료들이 많다는 이유로 실명 공개를 정중히 사양했다. 

48) 홍윤표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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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글’의 불법복제 건수는 
5,553건이며 피해액은 9억 8,500만원이다. 이는 ‘글’ 제품의 2012년 매출 
483억 원의 약 2.1%다. 오히려 ‘MS’의 피해액이 ‘한글과컴퓨터’의 약 10배 가
량 된다. ‘글’의 이용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글’
이 아니더라도 ‘글’과 같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와 같
이 ‘글’의 이용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디지털에서 ‘한글 민족주의’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1998년 ‘
글’ 개발 포기 선언 당시 국민운동본부는 국민 모금을 통해 100억 원을 모금하
려 했지만, 순수한 민간 모금액은 7억 원에 불과했다.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뜨거운 국민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리 많지 않은 액수다. ‘글’의 행위자 네
트워크 분석에서도 국민운동본부는 확인됐지만, ‘한글 민족주의’는 확인되지 않
았다. “IMF 체제에서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
과컴퓨터’가 글로벌 공룡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김상배, 2003)는 내용은 언론의 보도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글’의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글’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
이 더 많았다”49)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글’은 고립화되고 있다. 7장에서 분석한 STG를 통한 교호 지수에
서 보듯이 현재 ‘글’의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만 열려 
있고 기능-기능 네트워크,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블랙박스’화 되어 가고 
있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규모도 점
점 줄어들게 되자 ‘글’은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연계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
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글’은 컴퓨터에서 글쓰기와 문서 작성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는 소프트웨어로서 생존하기 힘들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단일미디어 저작 소프
트웨어로 출발한 워드프로세서는 기능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확
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글’의 이용자들은 ‘글’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의해 ‘글’ 네트워크와 강하게 연결되지만, ‘글’의 소
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인해 다른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을 많이 이용할수록 ‘글’ 네트워크가 ‘고립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글’의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지 않

49) 1998년 당시 ‘한글과컴퓨터’ 출입 기자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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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웹 저작 소프트웨어 중에서  
‘글’ 문서를 불러오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글’에서 문서를 많이 작성할수록 문서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기 어려
운 상황인 것이다. 
  이상은 소프트웨어의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시기별로 세 층위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인데, 그 이
유는 첫째, ‘글’의 변천 과정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
글’의 변천 과정을 확인하면서 워드프로세서로서 ‘글’의 기능이 언제 완성되
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글’의 변천 과정에서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행위자를 버전에 따라 분석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능이더라도 버전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경우, 기존 연구들은 
‘글 97’에서 다른 워드프로세서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을 지적하지만, 이후 버전에서부터는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워드프로세서 형식으로 ‘글’ 파일을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글 2010’에서 다시 복원됐다. 행위자의 정의는 버전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기 때문이다.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에 새로운 행위자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워드프로세서로서 ‘글’의 기능이 완성됐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없다. ‘글’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세 가지로 구분했기 때
문에 가능한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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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결과의 함의

1.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의 통합

  이 연구는 첫째, 워드프로세서 ‘글’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
어로 규정했다. 이는 워드프로세서와 ‘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워드프로세
서와 컴퓨터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만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버전에 따라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인간과 대칭적인 비인간 행위자로 규정했다.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이었다.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소프트웨어를 사회‧문화적 실재로는 인정하지만, 변화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진화의 
과정에서 형성한 행위자 네트워크를 세 층위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ANT 관점의 기존 연구들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인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다층
적 네트워크 분석이기도 하다. 
  셋째, ANT 관점에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즉 버전에 따른 진화 과정을 
기록한 뒤 이를 다시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했다. ANT는 번역, 네트
워크, 행위자, 매개자, 기입 등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교호 과정을 기록하지만,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와 같이 실제 행위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따
라서 ANT의 개념만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 오독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충분한 해석이 없다면 비인간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전에 따른 ‘글’의 진화과정을 ANT 관점
에서 기록하지만,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그 기록을 해석했고 해석이 갖는 
함의를 그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분석했다. 즉, 이 연구는 소프트웨
어 연구와 ANT를 통합해 ‘소프트웨어 연구→ANT→소프트웨어 연구’라는 새로
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실제 분석에 적용해 본 결과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각각이 갖는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기능-기능 네트워크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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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내부의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나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능 외에는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비록 인터페이스 메뉴 상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
는 있지만 ANT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내부 기능 하나 하나를 분석함으로서 소
프트웨어의 진화 단계를 가늠할 수 있었다. ‘글’이 ‘4.x’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내부 기능을 각각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각 기능이 갖는 의미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
했기 때문에 ‘4.x’에서 워드프로세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분석을 할 수 있
었다. 만약 ANT 관점만 적용했다면, ‘글’의 기능-기능 네트워크는 ‘9.x’에서 
블랙박스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9.x’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을 가능
성이 높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버전에 따라 소프
트웨어의 전체 네트워크를 부각되는 네트워크를 구분해 낼 수 있었다. ‘글’의 
경우 ‘글 2.x’까지 교호가 가장 활발했던 것은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
트워크였으며, 그 이후에는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교호가 가장 활발했고, 현재 
가장 교호가 활발한 것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였다. 이를 통해 ‘
글’은 활발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뒤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글’ 네트워크의 형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글’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전체 ‘글’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워드
프로세서로서 기능적 완성을 이룬 ‘글’이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층적 네트워크에서 부각
되는 네트워크를 도출함으로서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연구에 ANT 관점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집단에서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글’의 경우 이용자가 약 2,000
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글’의 인간-소프
트웨어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행위자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만
약, 분석대상을 전체 이용자가 아닌 공공기관 중 한 곳이나 기업 중 한 곳을 
선택해 좁혔다면 좀 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는 ‘글’의 이용자를 속성별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혔지만, 인간
은 서로 다르기에 정확한 분석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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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한 방법론

  이 연구는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의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
서 방법론적으로는 STG 접근을 사용했다. STG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
자들의 교호과정을 추적해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 쇠퇴 과정을 기록하는 방
법이다. 각 버전에 따라 새로운 행위자와 유지되는 행위자를 기록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교호지수를 산출해 해당 네트워크의 교호 정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이론적 틀에 STG 방법론을 적용해 분석해 본 결과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경우 STG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버전에 따른 변화
를 추적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론이 될 수 있다. STG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
계는 버전을 관찰자 혹은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자와 유지되는 행위자가 다르기에 버전 부여의 객관
성 여부가 STG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버전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
러한 한계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버전에 따라 개발 내용이 담
겨 있기 때문에 주번호와 부번호를 통해 세밀하게 버전의 구분이 가능하기에 
주관적 요소가 버전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STG 방
식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 유지되는 기능을 기록한다면 소프트웨어의 변화 
과정을 실질적이고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각각의 기
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연구와 같은 관점에서 충분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STG는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STG는 
새로운 행위자와 유지되는 행위자를 기록하지만, 여기에 더해 각 버전별 내러
티브를 기록하고 내러티브에 따라 행위자의 정의도 변한다. 즉,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STG를 통해 반드시 
네트워크만을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먼저 각 버전이 의도한 바를 내러티
브 형식으로 서술하고 각 버전에서 세부 기능들을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내러티브에 따라 기능 정의를 내린다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연구에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글’의 프로그램 버전에
서 주번호가 같은 것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글’의 최신 프로그램 
버전은 ‘9.0.0.634’로 총 9개의 ‘글’ 버전을 분석한 것이다. 9개의 버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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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전 버전의 경우는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
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에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
한 버전별 분석 대상의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TG 분석을 실제 적용하면서 가장 문제였던 점은 앞서 새로운 이론적 
틀의 적용에 있어서도 나타난 문제였지만, 버전별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행위자 수의 산출이었다. 만약 STG를 소프트웨어 연구에 적용한다면 기능-기
능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만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
로 판단된다. STG가 갖고 있는 엄밀함이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석에 있
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석
은 기존 인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방법론이나 미디어 연구 전통을 적용해 
STG 분석결과를 보충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3. 향후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과 STG 방법론은 소프
트웨어 연구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향후 미디어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이다. 현재 전통적 미디어 기능들
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미디어 장치는 같지만, 그 장치에
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경우가 많다. TV를 예로 들면, 전통적으로 TV
는 같은 시간에 같은 콘텐츠를 전달했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라진
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타임머신’ 기능이다. 이는 TV 속에 내장된 ‘타
임머신’ 소프트웨어가 수신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저장한 후 시점을 달리해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같은 TV를 사용하더라도 ‘타임머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다른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스마트폰에서 TV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TV를 보느냐에 따라 사용자 경험은 달라진다. 
앞으로 미디어 연구는 전통적인 기기와 장치 연구와 함께 그것에 결합된 소프
트웨어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하나의 틀로
서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이론적 틀과 STG 방법을 이용해 버전 변천에 따라 기
능의 변화를 추적하고 소프트웨어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
디어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미디어 레이어’(이재현, 2013c) 접근 방식의 시청률 조사 등에서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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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의 레이어는 미디어 기기, 물리적 네트워
크, 미디어 플랫폼, 콘텐트 패키징, 단위 콘텐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미디어 레이어 접근은 현재 ‘통합시청률’ 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통합시청률이
란 지상파 플랫폼, CATV, 위성방송 등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을 통하나 시청률
에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시청률을 더한 ‘전체 시청
률’을 의미한다. 미디어 레이어 접근 방식의 시청률 조사를 실시할 경우 STG
를 활용해 시청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구조를 기록하고 그것이 형성하는 네트워
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 ‘미디어 이동성’, ‘미디어 모듈성’ 등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들의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디지털 콘텐츠들은 이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 어디인지 무엇이 어
떻게 결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과 버전 변천에 따른 분석 방식은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댓글, 좋아요, ‘+1’ 등 디지털 콘텐츠들이 
미디어들을 이동하면서 모듈화되어 추가하는 다양한 내용물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어떤 기능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재조합되고 이동
하는지, 어떤 소프트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인간 행위자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는지를 버전에 따라 추적한다면, 그 콘텐츠의 특성을 복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글’의 사회‧문화적 함의 혹은 기능적, 산업적, 정치적, 경제적 
의미 등을 연구할 경우 이 연구의 내용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 
연구는 ‘글’의 과거 버전들을 복원한 자료들을 분석에 활용하고 이를 기록을 
남겼다. 이 중에는 ‘글’의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에도 남아 있지 않은 내용
들도 일부분 있었다. 실제로 ‘글 1.51’을 복원해 구동시켰는데, ‘한글과컴퓨
터’에서도 ‘글 2.0’ 이전 버전의 제품은 구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은 사
라진 디스켓과 같이 디지털 자료들은 시대에 따른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의해 
자료로서 축적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소프트웨어처럼 끊임없이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특정 시점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문화
재로 등록 예고될 정도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에 대한 자료로서 향후 
가치를 지닐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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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요약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 틀을 통해 ‘글’
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기능-기능 네트워
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간-소프트웨어 등 다층적 네트워크로 
구분해 버전에 따라 분석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 산업적 
관점을 벗어나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는가를 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보이지 않
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실체들을 인정하는 ANT 관점의 이론적 유용성을 유지
하면서 ANT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무시, 오히려 모호해지
는 인간, 연구자가 부여받는 절대적 권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행위자 네트워크를 해석하고 함의를 도출했다. 

  1. 워드프로세서와 ‘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먼저 2장에서는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했다. 워드프로세
서가 타자기와 같은 장치에서 현재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변화
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는 “‘글’이 등장하게 된 맥락에 대해 기본 서술을 위
해서였다. 최초의 워드프로세서는 1964년 IBM의 ‘셀렉트릭’ 타자기로 이는 소
프트웨어라기보다는 저장 기능이 있는 전동 타자기와 같은 하나의 장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첫 워드프로세서는 1976년 출시된 ‘일렉트릭 펜슬’로 소프트
웨어 형태로 제작된 최초의 워드프로세서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이보다 늦게 
등장했다. 컴퓨터에서 한글을 구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
문이다. 
  1983년 등장한 ‘명필’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워드프로세서 장치라고 할 수 있
었으며, 1984년에 소프트웨어 형식의 워드프로세서가 첫 등장했다. 초기 한글 
워드프로세서들은 대부분은 외국 제품을 부분적으로 한글화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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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출시된 ‘한글 2000’은 기존 워드프로세서와 큰 차별성을 지닌 제품으
로 진정한 의미에서 첫 워드프로세서로까지 평가받았지만, 잦은 오류와 업데이
트 지연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글’은 ‘한글 2000’을 기반
으로 하면서 ‘한글 2000’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1989년 출시됐다. 조
합형 코드를 통한 한글의 구현, 국내 상황에 맞는 문서 편집 기능, 다양한 장
치와의 호환성 등을 배경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다. 한때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2,000만 명 이상이 ‘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로서 ‘글’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글을 쓰기 위한 새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펜, 붓 등과 다른 새로운 글쓰기 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
는 쓰기에 들어가는 노동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글쓰기의 속성과 
행위, 내용 등에 영향을 미쳤다. 글쓰기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워드프로세
서로 인해 편집의 중요성, 빠른 글쓰기, 일상적 글쓰기 등 글쓰기 자체의 변화, 
인쇄된 텍스트와 스크린 상의 텍스트라는 텍스트성 자체의 변화, ‘인문학자의 
계산기’(Heim, 1999) 등의 표현처럼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의 변화가 야기됐다
고 주장한다. 글쓰기 행위와 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부
정적 결과가 엇갈려 나오고 있었다. 워드프로세로 인해 글쓰기 속도와 양이 증
가해 글쓰기 질도 좋아졌다는 분석과 글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오탈자가 늘어나 
글쓰기 질이 하락했다는 분석들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텍스트 
입력기로서 컴퓨터의 등장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분석이지, 워드프로세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는 각자 배경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해 서로 다른 문서 작성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글’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마찬가지다. ‘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
로 산업적, 기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
로 확산되고 현재까지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글’이 갖고 있는 기능적 우
위에서 찾는다. ‘글’이 기능이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뛰
어났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갖는 기능적, 산업적 의미 등을 분석한다. 
‘글’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도 실시됐는데, 
‘한글 민족주의’를 관련시키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기능적으로 뛰어날 경우 자연스럽게 그 워드프로세서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어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기능적 우위와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글’과 ‘한글’을 동일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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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적 시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글’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입장도 있었
지만, ‘글’에 대한 회의적 입장도 공존했다.  

  2.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의 통합적 접근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글’을 소프트웨어로 규
정하고 논의했다.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데이터와 행동에 대한 명령문인 코드들로 구성된 컴퓨팅 시스템의 지시 층위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
는 사회 문화적 실재”다. 소프트웨어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실재
다. 소프트웨어는 따라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으
며, 수많은 이용 행위들이 결합되면서 시점, 장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라
는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
운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우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하면서 컴
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응용 소프트웨어다.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writing)라는 사회‧문화적 기술을 소프
트웨어화한 문화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
는 미디어 소프트웨어다. 미디어 소프트웨어로서 워드프로세서는 최초 텍스트
만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후 텍스트 외에도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미디
어 요소들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 발전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하면서 워드프로세서는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 ‘글’도 소프트웨어
로서 워드프로세서로 버전에 따라 기능을 확장해 가면서 진화의 궤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기능들의 변화 과정보다는 어떤 시점에서 
그 변화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의미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변화한
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 문화, 기술, 정치, 경제적 요소 등과 상호작용하며 유
연한 전략을 취하며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
들은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것이 이용자에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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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결과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이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사
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할 뿐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에게는 
초점을 맞추지만, 소프트웨어가 그에 따라 사회화되는 과정은 보지 못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ANT를 제시했다. 
ANT 관점에서 ‘글’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를 인간 행위자와 동등하게 바라봄
으로서, ‘글’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유
력한 대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소프트웨
어가 다양한 행위자들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로부터 행위 능력을 부여받는
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안에 내재된 통제논리
인 알고리즘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용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소프트웨어
가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행위
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프
트웨어는 인간처럼 생물적인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글’ 안에
도 알고리즘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글’ 네트워크로부터 행위 능력을 부여받
는다. 따라서 ‘글’이 형성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글’이 갖고 있던 보
이지 않는 행위 능력을 볼 수 있게 한다. 
  ANT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블랙
박스, 매개자, 번역, 기입, 기술 등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번역으로 번역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 이 때 번역의 내용은 관찰자가 기록하는 것이지 행위
자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ANT는 관찰자가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
이다.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더 많은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를 끌어들이기
를 원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 등
장하지 않게 되면, 이 때 그 네트워크는 안정화되어 ‘블랙박스’가 됐다고 말한
다. 더 이상 그 네트워크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한글’이
라고 하면 ‘글’을 으레 떠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ANT 관점에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연구들은 모두 소프트웨어를 인
간 행위자와 동등하게 간주하지만,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인간 행위
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만 분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가 아니라 인간 행위자들이 소프트웨어와 형성하는 네트워크만이 분석대상이었
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여전히 논의의 중심은 인간인 것이
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로서 소프트웨어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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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내부 세부 기능들을 행위자로 하는 기
능-기능 네트워크,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
워크,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형성하는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다. 
  또한, 아직 미완성인 ANT가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해 ANT 관점의 네트워크 기록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구조와 맥락 
등을 고려한 해석을 덧붙인다.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실체들을 인정
하는 ANT 관점의 이론적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ANT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무시, 오히려 모호해지는 인간, 연구자가 부여받는 절대적 권
한 등을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다. 즉, ANT 관점에서 
행위자들과 그들의 교호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기록하고 이를 ANT 개념으로 
설명한 뒤 이 연구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사회‧문화적 함
의를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행위자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출발해 ANT의 관점을 접목한 후 다시 소
프트웨어 연구로 돌아와 해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문화
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입체적, 다층적,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라투르(Latour, 1991; 
Latour et al., 1992)가 제시한 사회‧기술적 그래프(STG) 분석 방법을 활용했
다. STG는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네트워크를 버전별로 
구분한다. 이렇듯 버전이 구분이 되면 각 버전에 대한 내러티브를 서술한 후 
버전에 따른 행위자들의 등장을 기록한다.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 버전이 
구분된다. ‘글’도 마찬가지로 버전에 따라 명확한 기능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라 세 층위 네트워크 모두 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라투르는 STG 방식을 제
안한 후 버전 구분의 임의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소프트웨어와가 같이 
버전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

  먼저, ‘글’의 세 층위 행위자 네트워크를 현재 시점에서 통사적 관점으로 
분석한 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했다. 기능-기능 네트워크의 경우 컴
퓨터에서 글쓰기 도구로서 ‘글’은 편집, 입력, 서식, 쪽 등 문서 작성 및 편
집을 위한 기능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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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글’은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일반적인 
기능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글’만의 독특한 양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소프트
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경우 먼저 글쓰기 도구 측면에서 ‘글’은 소프트
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글쓰기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소프트
웨어로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디지털 콘텐츠의 ‘심층적 
재조합성’을 보여줬다. 현재 시점에서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
크는 ‘글’이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로서 가능한 많은 미디어 요소를 포
괄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경우 글쓰
기 도구측면에서 ‘글’은 ‘익숙한’ 도구였으며, 소프트웨어로서 ‘글’은 개발 
행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용 행위자들의 다양한 실천 행위가 결합돼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글’은 인간 행위
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글’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맡아 다양한 행
위자들을 동원했지만, 현재는 점차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점의 ‘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글’의 버전 
변천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버전에 따른 분석결과 현재 시점에서 통사적 관점
으로 분석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네트워크를 
봤을 때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글쓰기 공간을 다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버전 변천에 따라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폐쇄적 성향을 갖고 있어 
오히려 ‘글’의 글쓰기 공간을 ‘고립화’ 시킬 수도 있었다. 
  글쓰기 도구 측면에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글’이 글쓰기 도구를 넘어선 것
으로 평가했지만, ‘글’의 글쓰기 도구 기능 네트워크가 ‘블랙박스화’되어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글쓰기 도구 측면에서 ‘글’의 내부 기능 네트워크는 
10여 년 전에 이미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 뒤로 기능-기능 네
트워크에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들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글’의 기능적 우수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글’의 
기능적 익숙함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글’ 네트워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현재 시점에서는 다
양한 인간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라고 평가했지만, ‘글’의 인간 네트워크의 
규모는 버전에 따라 축소되고 있었다. ‘글’의 인간 네트워크는 규모가 줄어드
는 동시에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시점
에서 봤을 때에는 ‘글’의 세 층위 네트워크 중 인간 네트워크가 두드러져 보
였지만, ‘글’의 버전 변천에 따라 STG 접근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
어 네트워크의 교호가 가장 활발했다. ‘글’은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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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고 있는데, 현재의 ‘글’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의해 행위 능력을 인
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글’의 버전 변천에 따른 네트워크 추적
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다. 
  ‘글’의 네트워크는 시기별로 다층적인 네트워크 중 어떤 하나가 부각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글’ 네트워크의 시기별 분석 결과, ‘글’이 확산되던 시
기에는 ‘글’ 인간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각돼 보일 
수 있었다. ‘글’이 위기를 겪던 시기에는 내부 기능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에서 교호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초기 ‘글’은 교호가 활발한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뒤 기능-기능 네트워크가 전체 ‘글’ 네트워
크의 형성을 주도했다. 현재는 ‘글’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전
체 ‘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글’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었다. 첫째, ‘글’은 기능적으로 월등하게 우수하지는 않았다. ‘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글’의 기능적 우수함이 현재까지 ‘글’이 이용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로서 ‘글’의 기능은 1996년에 완성
된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글’은 ‘한글’이 아니었다. ‘글’
은 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될 정도로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글’ 그 자체는 아니다. ‘글’은 ‘한글’ 이용
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셋째, ‘글’의 이용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현재 ‘글’의 사용자는 약 2,0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다. 넷째, 디지털에서 ‘한글 민족주의’의 실체는 확
인할 수 없었다. 다섯째, ‘글’은 고립화되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이용할수
록 ‘글’ 네트워크가 ‘고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글’의 미디어 요소를 포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연구
가 ‘글’의 변천 과정을 분석했고, ‘글’의 변천 과정에서 형성하는 네트워크
의 행위자를 버전에 따라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 기
록을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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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워드프로세서 ‘글’을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와 ANT 통
합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버전에 따른 ‘글’의 진화과정을 ANT 관
점에서 기록하지만,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그 기록을 해석했고 해석이 갖
는 함의를 그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분석했다. 즉, 이 연구는 소프트
웨어 연구와 ANT를 통합해 ‘소프트웨어 연구→ANT→소프트웨어 연구’라는 새
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틀을 
만들어 실제 분석에 적용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 기술에 머무르고 있는 ANT 
관점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서술 곳곳에서 인간 중심적 냄
새를 지울 수 없다. 방법론적으로 ‘글’의 네트워크를 세 층위로 구분하는 방
식으로 이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분석과정에서 ‘글’을 지나치게 의인화한 부
분이 상당수 있었다. 새로운 이론적 틀의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기술적인 오류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연구를 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코드, 알고리즘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코드나 알고리즘에도 ‘글’의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
고 있음에도 연구자가 기술의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탓에 기술적으
로는 접근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셋째, 이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틀의 설명력이다. ANT 관점이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에서 해석했지만, 소프트웨어 연구 관점의 해석에서 ‘글’이 의인화되기도 
하는 등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지는 않다. 두 이론적 틀의 통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보다는 새로운 연구 대상을 새로운 이론적 틀로 접근하면서 겪게 되
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매끄러운 통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방법론적으로 STG를 적용하면서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석이 원
활하지 않았다. ‘글’과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인간-소프트웨어 네트
워크의 행위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글’의 인간-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는 새로운 행위자가 추가될 수 있지만, 연
구 방법 상의 편의를 위해 너무 도식화한 부분은 명백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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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느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지털 유산의 보관문제였다. ‘글 1.0’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될 정도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한글과컴
퓨터’가 2000년 이후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고 그에 따라 사옥을 여러 번 
옮기면서 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분실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향후 ‘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니게 될 많은 디지털 자료 혹은 소프트
웨어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추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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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or-network analysis on software 
‘Hangul’

- Integrated approach of Software studies 
and Actor network theory

Se-Uk, Oh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word processor ‘Hangul’ in terms of a 
socio-cultural aspect, which kept a predominant status in Korea for 
the last for twenties 20 years. In the first place, ‘Hangul’ was defined 
as a software with a new driving force our culture, since it has 
affected and was developed each other based on our society and 
culture. Every software changes steadily as the version upgrade, and 
moves autonom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various interactions, 
doesn’t just follow pre-defined code strictly. As a software, ‘Hangul’ 
is not a fixed entity. It is invisible and immaterial as a 
computer-based software. However, ‘Hangul’ is not just a simple 
writing tool, it has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and culture as 
Cultural Software for the last 20 years, and it still does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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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oretically applied the perspective of ANT for the purpose of 
admitting this materiality of ‘Hangul’, ANT considers non-human 
being like software as an actor, a symmetrical existence to human 
actor. With perspective of ANT, it is possible to accept the materiality 
of ‘Hangul’ as a non-human actor. Moreover, it provides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which can effectively trace and analyze the 
transforming process of ‘Hangul’.
  But, it is hard to explain everything about ‘Hangul’ only with 
concepts of ANT, because ANT is still a incomplete theory. Previous 
studies, which accept the point of view of ANT, have focused 
on human-centric network analysis too much, also.  So, need 
for ANT should be accepted as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to 
acknowledge materiality of software, which has been a new source of 
culture. At the same time, it is need to overc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s, which occur within studies about software in 
ANT perspective.
  Researcher tried to maintain theoretical usefulness of ANT 
perspective which acknowledge entities(actors) which has not been 
observed or previous researchers has not been willing to observe. 
And tried to overcome some limits of ANT studies like neglecting 
structure of society, vague concept about human actor, absolute 
power of researcher, etc., with interpretation considering complex 
context.
  This study defined ‘Hangul’ as a new driving source of society and 
culture(Cultural Software), and analyze actor-network which ‘Hangul’ 
has constructed during past 20 years. And it is interpreted in 
software studies perspective. This is an attempt to analyze software 
‘Hangul’ with the theoretical frame which integrate ANT and software 
studies which has some limits each.
  On methodological side, the actor-network of software ‘Hangul’ was 
analyzed in three levels of multiple network; function-function 
network, software-software network, human-software network. It 
attempts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ANT studies, which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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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human-centric network analysis. And it is an analysis, 
which fully reflects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oftware. 
  By this method, this study analyzed past 20 years’ multiple and 
complex actor-network of ‘Hangul’ in three period. In the first stage, 
the human-software network was magnified as the association within 
this network was accelerated. In the second, the association within 
function-function network was prompted. At present, the association 
within software-software network is being prompted.

Key words : ‘Hangul’, word processor, software, actor, network

Student Number : 2009-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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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글 2.x’(글 2.5)의 기능 목록

 문서 편집 입력 모양 조판 틀 창 도구 선택사항

글은 새글 되살리기 글자판선택 글자모양 머리말 그림 수직나누기 맞춤법 화면표시

도움말 불러오기 복사하기 글자판배당 문단모양 꼬리말 표 수평나누기 영한사전 편집/입력

글자판보기 끼워넣기 오려두기 상용구내용 탭설정 주석 수식 창닫기 개요번호 시스템

달력 저장하기 붙이기 상용구실행 편집용지 번호넣기 선 다른창으로 날짜/시간 저장

계산기 새이름으로 지우기 매크로 문단테두리 새번호로 글상자 모양바꾸기 표시달기 눈금자

전화번호부 문서정보 찾기 선그리기 쪽테두리 쪽번호달기 글단추 크기조절 만들기 화면보호

덧실행 경로 바꾸기 괘선보호 속성바꾸기 감추기 고치기 창확대 찾아보기 화면확대

도스나들이 쉬운찾기 코드표 스타일 블럭보호 셀편집 메일머지 쪽윤곽

인쇄 쉬운바꾸기 글자겹침 나누기 DBF보기

여러문서 줄찾기 대소문자 다단 블럭합계

프린터설정 쪽찾기 소트

팩스보내기 조판부호로

끝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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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글 3.x’(글 3.0)의 기능 목록

 문서 편집 입력 모양 조판 틀 창 도구 선택사항

글은 새글 되살리기 글자판선택 글자모양 머리말 그림 수직나누기 맞춤법 화면표시

도움말 불러오기 복사하기 글자판배당 문단모양 꼬리말 표 수평나누기 빠른교정 편집/입력

설명서 끼워넣기 오려두기 상용구내용 탭설정 주석 수식 창닫기 유의어 시스템

한글정보 저장하기 붙이기 상용구실행 편집용지 번호넣기 선 다른창으로 영한사전 저장

한걸음씩 새이름으로 지우기 매크로 문단테두리 새번호로 글상자 모양바꾸기 한자자전 눈금자

글자판보기 문서정보 찾기 괘선그리기 쪽테두리 쪽번호달기 글단추 크기조절 표시달기 화면보호

달력 빠른찾기 바꾸기 코드표 글자속성 감추기 고치기 창확대 만들기 화면확대

계산기 경로 쉬운찾기 글자겹침 문단속성 블럭보호 셀편집 찾아보기 쪽윤곽

전화번호부 도스나들이 쉬운바꾸기 대소문자 모양복사 나누기 표나누기 메일머지

전화번호부편집 인쇄 줄찾기 개요번호 스타일 다단 표붙이기 DBF 편집하기

덧실행 여러문서 쪽찾기 날짜/시간 하이퍼텍스트

프린터설정 조판부호로 상호참조

팩스보내기 책갈피 블록계산

끝 소트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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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글 4.x’(글 97)의 기능 목록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 도움말
새글 되살리기 화면확대 글자판 글자모양 맞춤법 표만들기 모두 정렬 내용

문서마당 오려두기 조판부호 상용구 문단모양 빠른 교정 차트만들기 겹치게 배열 찾아보기
불러오기 복사하기 문단부호 괘선그리기 테두리/배경 한영자동전환 문자열을 표로 모두 아이콘으로 한컴 인터넷 정보
최근 작업문서 붙이기 그림 문자표 모양복사 한컴사전 표를 문자열로 모두 숨기기 글 정보
문서 닫기 골라붙이기 안내선 글자겹침 스타일 한자자전 표나누기 다음 창으로
저장하기 지우기 눈금자 한자로 변환 스타일마당 유의어 사전 표붙이기

새이름으로 모두선택 격자 부수로 입력 편집용지 번역기 셀모양
문서정보 지정코드로 도구상자 날짜/시간 개요번호 매크로 선모양
문서연결 찾기 쪽윤곽 주석 머리말/꼬리말 차례/찾아보기 셀높이를 같게
문서찾기 찾아바꾸기 번호 넣기 쪽번호 매기기 메일 머지 셀너비를 같게

인쇄 다시 찾기 덧말 넣기 새번호로 시작 원고지 셀나누기
미리보기 찾아가기 틀 감추기 라벨 셀합치기

여러문서 인쇄 한글로 책갈피 블록보호 프레젠테이션 줄/칸 삽입
프린터설정 글자바꾸기 하이퍼텍스트 나누기 프레젠테이션 설정 줄/칸 지우기

인터넷 그리기정렬 상호참조 다단 블록 계산 표그리기
보내기 고치기 문서마당 정보 소트 표지우개

환경설정 연결 끼워넣기 갈무리 블록계산식
끝 개체 개체삽입 달력 쉬운계산식

외부덧실행 계산식
재계산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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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글 5.x(‘글 워디안’~‘글 2002’)의 기능 목록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 도움말
새글 되살리기 화면확대 글자판 글자모양 맞춤법 표만들기 수평으로 배열 내용
새탭 오려두기 문단부호 상용구 문단모양 빠른 교정 차트만들기 수직으로 배열 찾아보기

문서마당 복사하기 조판부호 문자표 문단번호 한영 자동 전환 문자열을 표로 겹치게 배열 온라인고객지원
불러오기 붙이기 투명 선 보기 글자겹침 문단 첫 글자 장식 한컴사전 표를 문자열로 모두 아이콘으로 한컴 인터넷 정보

최근 작업문서 골라붙이기 그림 한자로 변환 모양복사 한자자전 표나누기 새창 제품 등록
문서닫기 지우기 눈금자 한자단어 등록 스타일 유의어 사전 표붙이기 편집화면 분할 글 정보
저장하기 모두선택 격자 한자 부수/총획수 스타일마당 주소찾기 표그리기 창목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기 도구상자 한자 새김 입력 편집 용지 외래어표기 표지우개
문서정보 찾아바꾸기 상황선 주석 다단 로마자 표/셀 속성
문서암호 다시 찾기 쪽윤곽 덧말넣기 개요번호 모양 음성 명령 셀 테두리/배경
문서찾기 찾아가기 전체화면 개체 머리말/꼬리말 매크로 셀높이를 같게

인쇄 한글로 바꾸기 개체속성 쪽테두리/배경 차례/찾아보기 셀너비를 같게
미리보기 글자바꾸기 캡션달기 바탕쪽 메일 머지 셀나누기
보내기 연결된 개체 편집 책갈피 쪽 번호 매기기 라벨 문서 만들기 셀합치기

환경설정 OLE 개체 속성 하이퍼링크 새 번호로 시작 원고지쓰기 줄/칸 삽입
끝 고치기 문서마당 정보 감추기 프레젠테이션 줄/칸 지우기

파일 끼워 넣기 구역 블록계산 자동채우기
OLE 개체 삽입 나누기 소트 블록계산식

쉬운계산식
계산식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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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글 6.x(‘글 2004’~‘글 2006’) 기능 목록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 도움말
새글 되돌리기 화면확대 글자판 글자모양 맞춤법 표만들기 가로로 배열 내용
새탭 다시실행 문단부호 상용구 문단모양 빠른 교정 차트만들기 세로로 배열 찾아보기

문서마당 오려두기 조판부호 문자표 문단번호 한영 자동 전환 문자열을 표로 겹치게 배열 온라인고객지원
xml 문서 복사하기 투명 선 글자겹치기 문단 첫 글자 장식 한컴사전 표를 문자열로 모두 아이콘으로 한컴 인터넷 서비스
불러오기 붙이기 그림 한자입력 모양복사 한자자전 표나누기 편집화면 나누기 제품 등록

최근 작업문서 골라붙이기 메모 날짜/시간 스타일 유의어 사전 표붙이기 창목록 글 정보
문서닫기 지우기 교정부호 주석 스타일마당 주소찾기 표그리기
저장하기 모두선택 도구상자 덧말넣기 편집 용지 외래어표기 표지우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기 눈금자 메모 다단 로마자 표/셀 속성
문서정보 찾아바꾸기 작업 창 교정부호 개요번호 매크로 셀 테두리/배경
문서암호 다시 찾기 격자 개체 머리말/꼬리말 차례/찾아보기 셀높이를 같게
문서찾기 찾아가기 문서탭 개체속성 쪽테두리/배경 메일 머지 셀너비를 같게
문서연결 한글로 바꾸기 이동막대 캡션달기 바탕쪽 라벨 셀나누기
버전정보 글자바꾸기 상황선 책갈피 쪽 번호 매기기 원고지쓰기 셀합치기

인쇄 OLE 연결 문서창 모양 설정 하이퍼링크 새 번호로 시작 프레젠테이션 줄/칸 추가하기
미리보기 OLE 개체 속성 스킨 설정 상호참조 감추기 블록계산 줄/칸 지우기
보내기 개체 쪽윤곽 문서마당 정보 구역 소트 표마당

환경설정 고치기 전체화면 파일 끼워넣기 나누기 자동 채우기
끝 OLE 개체넣기 표 뒤집기

블록계산식
쉬운계산식

계산식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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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글 7.x(‘글 2007’) 기능 목록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 도움말
새글 되돌리기 화면확대 상용구 글자모양 맞춤법 표만들기 가로로 배열 내용
새탭 다시실행 문단부호 문자표 문단모양 빠른 교정 차트만들기 세로로 배열 찾아보기

문서마당 오려두기 조판부호 글자겹치기 문단번호 글자판 문자열을 표로 겹치게 배열 제품 등록/고객지원
xml 문서 복사하기 투명 선 한자입력 문단 첫 글자 장식 사전모음 표를 문자열로 모두 아이콘으로 한컴 인터넷 서비스

DAISY 문서 붙이기 그림 채우기 모양복사 입력도우미 표나누기 편집화면 나누기 한컴 자동 업데이트
불러오기 골라붙이기 메모 날짜/시간 스타일 매크로 표붙이기 창목록 글 정보

최근 작업문서 지우기 교정부호 주석 스타일마당 차례/찾아보기 표그리기
문서닫기 조판부호지우기 도구상자 덧말넣기 편집 용지 메일 머지 표지우개
저장하기 모두선택 작업창 메모 다단 라벨 표/셀 속성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기 문서창 교정부호 세로쓰기 원고지쓰기 셀 테두리/배경
문서정보 찾아바꾸기 눈금자 개체 개요번호 프레젠테이션 셀높이를 같게
문서암호 다시 찾기 격자 캡션달기 머리말/꼬리말 블록계산 셀너비를 같게
문서연결 찾아가기 테마 책갈피 쪽테두리/배경 정렬 셀나누기

버전정보/비교 한글로 바꾸기 쪽윤곽 하이퍼링크 바탕쪽 사용자 설정 셀합치기
전자서명 글자바꾸기 전체화면 상호참조 쪽 번호 매기기 환경 설정 줄/칸 추가하기
CCL 넣기 OLE 연결 문서마당 정보 새 번호로 시작 줄/칸 지우기
문서찾기 OLE 개체 속성 파일 끼워넣기 감추기 표마당

인쇄 고치기 OLE 개체 구역 표 뒤집기
미리보기 나누기 블록계산식
보내기 개체속성 쉬운계산식

끝 계산식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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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새문서 되돌리기 화면확대 표 글자모양 편집용지 문서암호 설정 교정부호 맞춤법

호환문서 다시실행 쪽 윤곽 그림 문단모양 세로쓰기 문서암호 변경/해제 맞춤법 빠른 교정
xml 문서 오려두기 표시/숨기기 개체 문단 첫글자 장식 쪽 테두리/배경 공인인증서로 암호화 한컴사전 SNS서비스
불러오기 복사하기 메모 캡션 넣기 스타일 바탕쪽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한자자전 메일머지
저장하기 붙이기 한자발음 문자표 스타일마당 머리말/꼬리말 유효성 검사 유의어/반의어 사전 매크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골라붙이기 격자 한자입력 문단번호 모양 쪽 번호 매기기 배포용 문서로 저장 변경 내용 추적 차례/색인
PDF로 저장하기 모양복사 개체이동 안내선 상용구 문단번호 적용/해제 새 번호로 시작 배포용 문서 편집 변경 내용 표시 설정 블록계산

모바일 최적화저장 지우기 도구상자 입력 도우미 글머리표 적용/해제 감추기 배포용 문서 설정 변경/해체 문서 이력 관리 정렬
편집용지 조판부호 지우기 작업 창 채우기 개요 번호 모양 쪽 나누기 보안문서로 저장 문서 비교 문서찾기
미리보기 모두 선택 문서 창 주석 개용 적용/해제 단 나누기 개인정보보호 메모 넣기 프레젠테이션

인쇄 찾기 편집화면 나누기 메모 한 수준 증가 다단 설정 메모 모양 인터넷폴더 연결
문서정보 개인정보 바꾸기 창 배열 날짜/시간 한 수준 감소 다단 설정 나누기 메모 보이기/숨기기 추가 기능 설정

DAISY  문서 글자 바꾸기 창 목록 덧말넣기 개체 속성 구역 설정 글자판
점자로 바꾸기 OLE 연결 글자겹치기 구역 나누기 사용자 설정

보내기 OLE 개체 속성 CCL넣기 원고지 환경 설정
문서닫기 고치기 공공누리 넣기 라벨

끝 책갈피
하이퍼링크
상호참조
필드입력
양식개체

문서 끼워넣기

<부록 7> 글 8.x(‘글 2010’)의 기능 목록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전 버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기능 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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