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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구와 소통하는가:

연결된 청소년의 공동체 삶 역량 계발

이 연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증진된 소통이 사람들을 공동

체와 사회 삶으로 연결시킬 것이라는 사회자본 이론의 논의들과 달리

두드러지게 낮은 한국 청소년의 사회 역량에 한 고민에서 출발하 다.

ICT 환경이 선도 인 한국의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

는 삶을 살고 있으며,열성 으로 온라인 상의 교류를 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 세 로 사회성 증진이 기 되기 때문이다.이는 인터넷 이용자

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기존 연구의 틀로는 충분히 설명

되지 않은 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구

와 소통하고 교류하는지에 주목한다.한국의 교육환경과 청소년기의 특

성을 고려할 때,약한 유 를 강조하는 네트워크사회의 논의와 다르게

온라인 상의 소통 상이 오 라인 기반 친구에 집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 다.따라서 온라인 소통의 상을 오 라인 기반 친구와 온라인

기반 친구로 구분하고 공동체 삶 역량에 미치는 차별 향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맥락-가정,학교,친구 계-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삶 역량은 커뮤니 이션학계의 사회자본 연구와 교육

학계 정책 연구에서 논의되는 생애 핵심 역량으로서 사회 역량에

기반하는 개념이다.공동체 삶 역량은 신뢰,네트워크,참여로 구성되

었으며 각각의 하 요소들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한국의 사회 변

화를 고려하여 구조화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열성 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상은 오 라인 기반 친구들일 것이며,공동체 삶 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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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에는 오 라인 기반 친구가 아닌 온라인 기반 친구와의 소통이 강력

한 향을 미칠 것이라 측하 다. 한 공동체 삶 역량들 사회자

본 효과로서 참여에 사회자본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이에 더하여 구와 소통하는지에 따라 역량의 계

발이 달라진다면,특정 상과의 온라인 소통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향 는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 으로 살피고자 한다.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연

구에서의 가정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에서 오 라인 기반 친

구들과 집 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민주 측

면에서 시되는 공동체 삶 역량 계발에는 오 라인 기반 친구들과의

소통이 아닌 온라인 기반 친구들과의 소통이 요한 기능을 한다는 이

밝 졌다.

오 라인 기반 친구들과의 소통은 친구와 련된 도움행동에의

참여를 높 으나 그 이외의 어떠한 역량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온라인 기반 친구와의 소통은 네티즌 신뢰에,교량 네트

워크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참여 에서도 다양

한 이슈에 한 시민 여와 안 형태의 참여에 향을 미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참여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향을 살피면 교량 네트워크와 네티

즌 신뢰의 향이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결과는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

을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인터넷의 동원 과정

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삶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친구

와의 소통은 신문을 읽고 있는,성 이 좋으며 학교에서 응력도 높은

소 모범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다른 시사

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활

동을 하는지를 넘어 구와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회 인

간으로의 사회화 결과가 달라진다는 을 의미한다.온라인 기반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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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 삶 역량의 계발이 이루어진 것처럼,공식 교

육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미디어 이용을 통한 역량 증진 사회

성과의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결론을 토 로 시민성 증

진을 도모하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덧붙이고자 한다.

주요어 :공동체 삶 역량,디지털 네이티 ,온라인 소통 상,온라

인 기반 친구,네트워크 미디어,사회 자본

학 번 :2010-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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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인간은 사회 동물“이라는 명제는 인간은 타인과의 계와 집

단생활을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그 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원만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

록 끊임없이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이상 인 사회 인간으로의 성장은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집단,국가 차원에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필수 이다.그 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계를 원활히

맺고,공동체의 극 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은

성공 인 사회 삶을 살아가기 한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라

고 볼 수 있다.OECD의 국가들이 규정한 핵심역량에서도 사회 능력

(socialcompetence)을 주요 요소로 꼽았으며,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은

아동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에 사회 상호작용 역량을 주요 요소로 규정

하고 있다(김태 ·윤혜경,2008).

지난 2009년 국제교육 의회(IEA)가 세계 학교 2학년생 14만

600여명을 설문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결과,한국 청소년의

사회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35 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

2011.03.27).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지식수 의 수는 매우 높았으나 '

계 지향성(참여)'과 '사회 력(신뢰)'부문의 수는 모두 36개국

최하 (0 ) 으며 정부와 학교에 한 신뢰도도 참여국의 평균치보다

매우 낮은 수 이었다.한국 청소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학

생들은 공부는 일등이지만,‘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 능력‘은 꼴 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취약한 사회성이 국가,사회 측면에서 공동체

사회를 구 해나가는데 극복해야 할 장애임을 인식하게 되었다.청소년

의 성장함에 있어 이상 인 시민이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으로서 공동체

삶의 역량은 오랜 기간 사회과학 분야에서 축 되어 온 사회자본

(socialcapital)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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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콜맨,퍼트남을 거쳐 정립되어온 사회자본이라는 개념

은 사회 계 그 자체이자,그러한 계로부터 개인이 획득되는 유무

형의 이익이며 사회 이익이기도 하다(Bourdieu,1985;Burt,2001;

Coleman,1988,1990;Lin,2001;Portes,1998).이 개념의 다차원 특성

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이 개념을 토 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의 유지와 확장에서부터 사회 신뢰,사회 응, 용,사

회 참여를 포 하는 논의를 축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십년간 커뮤니 이션 미디어인 인터넷 이용

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인터넷이라는 정보기술 자체가 개인을 이어주

는 소통과 계의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이다.상당부분의 심은 인터넷

을 통해 강화되고 확장된 계가 특히 ‘좋은 시민’으로서 사회자본 즉,

민주 인 실천을 양성시키는 조건들에 한 질문에 쏠려왔다.이는 개인

들이 모여 이루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 만남

이나 이 신뢰 소속감,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며,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 참여 인 시민 태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부각시키고 있다(Cross,Parker& Sasson,2003;Lake& Huckfeldt,

1998;Shah,Kwak& Holbert,2001;Zhang& Chia,2006).

그 기 때문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인터

넷을 통한 소통이 바람직한 공동체 삶으로의 연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 논의에도 불구하고,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연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열성 으로 온라인 소통을 즐기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 역량은

왜 이리도 취약한 것인지이다.이를 살피기 해 청소년의 소통과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고자 한다.한국 청소년들은 네

트워크미디어를 통해 구와 소통하고 있는가.최근 지 되고 있는 한국

청소년의 취약한 사회성에 한 우려 속에서 이러한 소통이 공동체 삶

역량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청소년은 네트워크 미디어를 ‘수시로 확인’하는 극 이용층으로

어느 세 보다도 열심히 계맺기를 하고 있다.이것은 첫째,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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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단계의 특성상 성인과는 달리 인과의 교류에 인 향을 받

으며 매우 민감하다는 (정재기․배 ,2008;서동인,1992;오치선,

2002;Peterson& Zill,1986)과 둘째,실제로 한국사회의 청소년은 다양

하고 충분한 여가,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상 래공간‘(Ito,

2003)을 통해 여가생활 즐기거나 인간 계 욕구를 해결(김은미,2006;김

진희․김경신,2004)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이 듯 인터넷이 청소

년의 삶에서 차지하는 인 비 과 그 요성이 높아져감에 따라,

인터넷은 청소년의 삶의 반에 걸쳐 다양한 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 으로 새로운 방식에 의한,그리고 새로운 내용

의 사회 계 형성은 개개인이 가진 속성 측면과 함께 삶의 질을 결

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할 아느냐(WhatIKonw)"가 아니라 ”내가 구와 연결되어

있느냐(WhoIknow)"가 개개인의 성과를 좌우하는 시 가 된 것이다(정

재기․배 ,2008).그 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교류의 효과를 악하는

데 있어서 교류의 상이 구인가에 주목해야 하며 이것은 두드러진 차

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이 연구의 목 은 다차원 개념인 사회자본의 정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서 사회성‘의

에서 공동체 삶 역량을 규정하고,한국 청소년의 온라인 상의 소통

상에 따른 공동체 삶의 역량에의 효과를 악하는데 있다.이는 미디어

이용의 사회자본의 효과에 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축 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교류 인터넷 이용이 사회자본의 효과에 미치는 향에서

나아가 교류의 속성에 따른 향력에 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에 기반

한다.최근의 논의가 인터넷 이용 상의 계의 강도 는 교류 상이 다

르다는 결과는 축 되어 가고 있지만,그 강도나 범 에 따른 상 인 효

과는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선행연구가 일반 성인

들을 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한국 청

소년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의 소통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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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제 제기

...다양화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

회통합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한 사회통합을 추동하는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용의

태도,능동 인 정치 ,사회 참여,높은 시민의식 등을 강조하는 사

회자본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사회 자

본을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다양한 략들을 모색하고 있고,여기에 교

육은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CD학습의 사회 성과 국제비교 연구(2008)』의 머리말 에서

에서와 같이 사회자본 확충의 에서 핵심능력 규명이나 육

성정책의 논의는 계속 OECD 등의 국제기구나 몇몇 선진국에서 추진되

어왔다(김태 ·최상덕·장근 ·이기홍,2009). 표 인 국제 인 정책연구

로젝트로 OECD는 2005년부터 13개국을 상으로 학습의 사회 성과

(SOL:socialoutcomesoflearning) 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사

회자본의 하 요소로 신뢰 용성 역,자원 사 참여,정치 심

시민의식에 한 교육의 역할을 살피고 국제비교 연구를 축 하고 있

다.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으로서 성공 인 사회 삶을 해

필수 인 습득요소라는 과 재 각국마다 사회자본 형성에 한 정책

제고와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에서 개인의 사회 역

량으로 규정된 한국의 사회자본의 수 은 매우 취약하다는 에 그 요

성이 있다는 것에 기 하고 있다.

많은 사회자본에 한 정책 연구의 은 공교육 사회복지

교육에 있으나 이러한 사회자본 축 은 정규 교육 학습 이외의 사회화로

도 축 이 가능하다(홍 란 외,2008).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기헌 외,

2008)도 청소년기의 생애핵심역량을 키우기 해서는 정규교육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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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비정규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학교와 가정과는 별도

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되는데,많은 은이들이 운동 클럽,종교,정

치,다른 청년 조직에 가입하거나 도서 에 등록을 하고 있다는 과 인

터넷은 지속 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자와 같은

과외활동은 한국의 청소년의 하루 일과를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한 수 이

며,다양한 심사에 따른 클럽 활동은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온라인 공간에서 오 라인과 다름없는 생활의 장으로

여기며 상호작용을 하는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새로운 사회화 기 으로

두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사회자본에의 성

과는 어떠한지에 한 심이 제기된다.

최근의 교류 심의 미디어1)의 폭발 성장과 화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켰으며,그 방식에 있어서 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시간,공간 제약을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긴 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며,낯선 사람들과 지속 인 교류

를 통해 상호 계와 신뢰를 강화하여 결국 사회 계를 확장 강화

시킨다(Rheingold,2002/2003).이것은 곧 인터넷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

1)SNS는 사회 계의 개념을 인터넷 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개인 개인 간의 계 맺

기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이다.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장 주된 장은 트 터,페이스북,

미투데이,싸이월드 등 SNS가 틀림없다.하지만,SNS가 가지는 범 가 연구자마다 다

양하여 이 연구에서는 SNS를 포함하는 인터넷 상의 소통과 계 체를 연구 상으로

한다.일반 으로 SNS는 ‘페이스북’,‘마이스페이스’,‘트 터’등의 개인을 심으로 네

트워크가 확장되어 나가는 최근의 로필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보이드(Boyd,2007)은

‘로필’과 ‘친구목록’그리고 ‘코멘트’가 SNS의 세가지 요소라고 밝혔다.그러나 이것

으로 구성되지 않은 다양한 게시 ,커뮤니티,블로그 등에서도 개인간 상호작용은 이루

어지고 있다.그리고 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청소년정책개발원 등)에서도 이러한 미디어를 포 하여 넓은 의미의 SNS로 칭하고 있

기 때문이다.이는 소셜 미디어(Socialmedia)라고 칭할 때 포함될 수 있는데,이는 사

회 네트워크나 공통의 심사와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사회

계를 구축하는 데 을 둔 웹 기반의 서비스 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김은미·이동

후·임 호·정일권,2011).소셜 미디어가 구체 으로 지칭하는 상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맥락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만 이 게 정의할 때,온라인상의 소통

교류, 계들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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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능성을 의미한다.많은 미디어 커뮤니 이션 연구자들은 가상공

간에서의 만남과 상호작용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인터넷의 시공간

을 월한 범 한 네트워크의 속성은 개방 교류를 통해 새로운 상

들과 약한 계를 확장해나간다는 에 주목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기존의 귀속집단을 벗어나 자기주도 이며,선택 으로 네트워크를 오가

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성(networked individualism)’이 부각된다

(Wellman,2002).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의 사회 그룹이나 지역 외로

확장된 네트워크는 다양한 의 공유를 통해 사회와 정치에 한 심

이 증가하고 공공 역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자본 효과를 발생시킨

다는 것이다(Hampton& Wellman,2003;Kavanaugh,Carroll,Rosson,

Zin& Reese,2005).커뮤니 이션 학계에서는 와 같은 에서 인터

넷 이용과 계 형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낙 기 가 확 되어 가고

있다.

그 다면 오늘날 기존 세 와 달리,태어나면서부터 뉴미디어로

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라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떻게 사회화되고 있는가.이들은 개인용 컴퓨

터,휴 화,인터넷,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태어나면

서부터 이를 일상처럼 사용하는 세 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natives)’

이다(Prensky,2003).우리나라 10 인터넷 사용률은 99.9%이며 한

SNS 미디어를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30.3%),”수시로 방문한

다.“(37.6%)로 모두 체연령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원 외,2012).이

를 통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오 라인의 공간을 넘어 온라인 공간 속에

서 끊임없이 군가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들은 항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청소년들의 가치 ,

심리 행동 등 반 인 삶에 향을 강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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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의 낙 망과 달리 한국 청소년의 온라인 교류가

와 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참여와 신뢰와 같

은 공동체 삶의 역량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수 이 최하 일까?왜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계맺기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론

논의와 다르게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가?빈번

하게 목격되는 소수의 동원된 청소년들은 구인가?인터넷상의 소통과

계 맺기는 이러한 취약한 사회자본의 축 에 기여할 수 없는가?이러한

질문에 한 답은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상의 소통을 이해할 때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고교 1학년 박모 군은 오 6시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들어 카카오

톡과 페이스북을 확인한다.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보면

서 트 터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다.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에도 음악을 들으

며 카카오톡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각자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한다.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이어폰을 끼고 화를 보고,집에 와서

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잠이 든다.실시간으로 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페이스북과 트 터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용량이 커서 음악과 동 상을 마음 로 넣어 다닐 수 있는 특성 등이 청

소년의 스마트폰 독에 한몫하고 있다.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공부도 에 들어오지 않는다.실제 한 고교 학 을 조사해 보니 90% 가까이 "스

마트폰을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답했다.김회 (부산국제고 1)군

은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달리 수많은 애 리 이션을 활용할 알지만 그에 맞

춰 자제할 은 모른다"고 말했다.(국제신문 2012.03.12)

청소년의 교류가 미디어를 통해 굉장히 활발하다는 은 청소년

층의 디지털원주민으로서 미디어와의 친 성은 물론,청소년기의 심리

속성과도 연 이 된다. 래집단에 여 지향과 래집단에의 동조는

청소년 기에 가장 높으며, 래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이 때에 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1974,1980;

Douvan& Adelson,1966;서동인,1992에서 재인용).청소년은 다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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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집단에 비해 래집단을 가장 요한 사교 네트워크로 여긴다

(Peterson& Zill,1986).그 기 때문에 계 소통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청소년의 온라인상의 소통은 보다 다른 세 와 다르게

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매우 ‘집착’으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한다.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교류는 주변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측된다.청소년은 사회 지지의 욕구가

큰 시기에 있다는 에서 인터넷 사용과 청소년의 친구 계는 상당한

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문경숙·김 철·김지연·민경석,2008).청소년들

에게 친구는 그 무엇보다 요한 가치 단의 기 이 되며,자신의 공동

체에 소속되고 싶어 하며 인정받고자 한다.2007년 국가간 비교조사 결

과(문경숙 외,2008)에서도 청소년의 온라인 상 계는 오 라인과 별개

의 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 인 계로 기존의 친구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이는 특수한 사회문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에 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청소년기의 일반 인 래집단의 요성과 한국 청소년이 살고 있

는 사회문화 환경이 첩 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2).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한국 청소년은 친구와

의 수업 후의 활동(activity)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다.성 ,

입시 주의 교육 분 기로 인해 신체 ,정서 활동을 통해 친구와 교

류할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그 기 때문에 더욱더 온라인상의 교류에

집착하고자 한다.최근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실시간 교류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교우 계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스마트

2)이러한 한국 사회와 청소년기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친구 계의 휴 화와 문자

메시지의 이용에 한 연구로 김은미(2006)와 이토(Ito,2003)의 연구가 있다.이

들은 다른 세 들과 달리 청소년들에게 있어 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의 요성과

한국의 제한된 청소년의 놀이 문화 등이 가까운 친구들과의 문자메시지 소통에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다.커뮤니 이션 매체를 그것이 사용되는 특정 사회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다.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문제의

식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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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허락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노컷뉴스,2010.02.26).불과 몇

년 에는 휴 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는 가상공간이 친구와의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소 하게 여겨졌다면(김은미,2006),

이러한 ‘가상 래공간(virtualpeerspace)’(Ito,2003)은 휴 화에서

인터넷의 SNS로 옮겨가고 있으며,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스마트폰은

이 공간의 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이처럼 한국 청소년들의 온

라인 상의 소통은 계 유지에 있어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부분 주로 자신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친구를 비롯하여 이미 유 감을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교류가 심일 것

으로 측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김원 외,2012)의 조사결과에서도 SNS

의 교류 상 로 친구,선후배는 91.6%로 세 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 계가 좋아졌다“라는 항목에 43.6%

가 그 다고 응답하 다.퍼트남(Putnam,2000/2009)역시 자 매체와

의 유 감은 은 세 에게 더 요하지만,청소년들에게 가족과 친척이

사이버 친구들보다는 20배 더 요하다고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그럼에도 물리 근 성을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사람들

과 소통하는 개방 형태의 교류를 간과할 수는 없다. 조사 결과에서

도 새로운 사람과 친분을 쌓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3.7%로 기존의

친구와의 교류와 거의 동일하다.가상공간을 통해 확장된 새로운 계

맺기와 소통은 인터넷 매개 커뮤니 이션의 가장 일반 인 역할이자 속

성으로 여겨져 왔다.이 연구의 가정은 청소년들은 기존 물리 기반의

친구들과 교류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그 지만

이러한 물리 공간을 넘어서 확장된 교류 역시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가 있다.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생활 반경이 좁으며 사회 경험이 기 때

문이다.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아 일과의 반은 학

교에서 일과의 반은 가까운 학원에서 보내게 된다. 한 그들은 경험하

지 못한 세계에 한 호기심이 넘친다.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맺어지는

계,감정 나 기,고민상담,궁 증 해결 등의 기능은 새로운 세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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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가져다 다.따라서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삶의 장으로서

생활하며 계맺고 소통하고 있다.이것은 한국의 부모 통제 인 가정환

경 내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배경

의 사람들과,자신의 심사를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다는 큰 매력을 갖

는다.

청소년의 인터넷에 한 연구는 매우 많이 축 되어 있다. 재

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터넷 과다사용이

나 인터넷 독과 같은 인터넷 사용의 부작용과 련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어, 반 인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한 이해가 부족하 다.

한,이러한 선행연구들(강석기,2005;김교정․서상 ,2006;남 옥․이상

,2005;이지항․김 웅,2005;Engelberg&Sjoberg,2004;Jangetal.,

2008;Hur,2006;이 ․김아래미․김주일,2011에서 재인용)은 인터넷

사용의 향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 변인들에 을 맞추고 있어서 청

소년의 인터넷 이용 사회 계,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 해서

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안의 계

들에 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지 까지 청소년의 사회 계와

인터넷 사용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교사,친구와 의 계 등의

사회환경 요인과 인터넷 과다사용 독과의 연 성을 악하는데

집 되고 있으나,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행태와 사회 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안에서 소통

이 구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를 악하고 사회자본에 한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먼 이 연구의 이론 토 인 사회자본의 개념을 다음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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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  배경

제 1 공동체 삶 역량의 개념화:개인과 국가의 사

회자본

1.청소년기의 핵심 역량으로서 사회자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 개인의 성공 인 삶뿐만 아니

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

심 으로 요구되고 발달시켜야 하는 ‘청소년기의 핵심역량’ 하나로

‘사회 상호작용 능력’3)을 강조한다(김기헌 외,2008).이는 1997년도부

터 OECD가 추진해온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로젝트의 정의4)를 토 로 규정되었다.이 능력과 맥을

같이하는 공동체 삶 역량은 개인의 사회 삶의 기 이자 국가발 의

인 자원으로 이 역량은 다문화 사회가 확산되고 공동체에 효과 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해지면서 차 부각되고 있다.특히 시민정신의 함양

이 사회 역량의 주요 심사인데 시민정신의 하 요소로 국가정체성,

신뢰 가치공유,권리 책임의식,참여 의식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3)이 사회 상호작용 능력이란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

들과 계를 맺는 것이 필수 이므로 이질 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즉,다원화된 사회에서 원만하게 계를 맺으며, 력하고,갈등을 리할

수 있어야 한다.

4)DeSeCo 로젝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이란 생활 반을 통틀어 요하다

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 인 삶과 순기능 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개인 수 에서는 일차 인 욕구 충족,타인과의 계 형성,성취와 만족,

경제 자원에 한 근,고용,정치참여,정보에 한 근 등을 가능 하며

사회 수 에서는 평화와 안녕,경제 성취와 부,사회 통합,평등,인간권리,

환경보존을 가능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태 외,2008).이 로젝트에 참여

한 국가들의 핵심역량 부분의 국가에서 공통 으로 지 한 핵심역량 역에

는 사회 역량(Socialcompetencies),문해력(Literacies),학습 역량(Learning

competencies),의사소통 역량(Communicationcompetencies)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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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호작용 역량 는 사회 역량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

자본이 아닌 계에 배태하기에 사회 역량의 지표를 형성하는데 사회

자본의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김태 ·윤혜경,2008).이 연구에서는 “공

동체 삶에 연결”(Putnam,1995,p664)을 강조하는 사회자본의 의미에

기반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소통에 따른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청소년기 뿐 아니라 공동체 삶 역량으로서 사회자본의 요성은

최근 시 분 기에 맞춰 국내외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이민자의 문제,국제

화,지역화,양극화 등 새로운 한경변화에 직면하여 다양한 계층들 간의

사회 통합이 요구되며,탈법,불신풍조 등을 극복하기 한 사회 자본

형성 등이 실히 요구되는 시 에 있다(김태 외,2009).낮은 사회자

본의 사회보다 높은 사회자본의 사회는 높은 질의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의미한다(Coleman,1988;1990;Putnam 2000/2009).왜냐하면 이러한 사

회는 높은 사회 신뢰,연계망,호혜성 등을 기반으로 집합 인 행동을

하게 동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Kavanaugh etal.,2005).그러나

2009년 우리나라 성인을 상으로 한 사회자본 역별 실태 분석의 결과

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시민참여,정치의식 정치 신뢰 ,낮은 인

신뢰와 외국인에 한 정 태도의 감소 등등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김태 외,2009).즉,청소년기에나 성년기에나 취약한 사회자본은 큰

우려를 낳고 있어 어린 시 사회자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 강조된

다.한국의 입시 주 교육,학력만능주의 분 기 속에서 동,신뢰,시민

의식,사회자본의 육성이 우선순 에서 려나 소홀하게 취 되어졌다는

비 을 받고 있다.

청소년기는 시기 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환기이며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다.따라서 이 시기에 어떻게 사회에 한 이미지를 그

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정립하느냐는 평생의 시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

다.그 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과업으로 공동체 삶의 역량은 핵심

이라고 평가되며,이러한 요성을 배경으로 인터넷의 소통과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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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자 한다.이것은 결국 새로운 사회화 주체로 등장한 인터넷에서의

소통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 역량을 학습시키는지 살피는 것으로

OECD의 ‘교육의 사회 성과(SOL)’와 같은 맥락에 있다.생애 핵심 역

량으로 자리잡은 사회자본은 통 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의 발 을 거

쳐왔다.

2.사회자본 개념

‘사회자본(socialcapital)'은 통 인 경제학 이론에서부터 사용

해 온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의 개념이 확 된 것이다.사회자본에

한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의 분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역에서

출발하 다.5)이 개념에 한 논의는 부르디외(Bourdieu,1985)와 콜맨

(Coleman,1988;1990)이후,포르테스(Portes,1998)와 퍼트남(Putnam,

1993)등에 의해 발 되었으며 사회 계를 통해 형성되고 계 유지

와 강화를 통해 잠재 가치가 증가하는 계 특성에 을 맞춘다

(이 웅·김은미·문태 ,2005).

부르디외는 자본을 상호 환이 가능한 경제자본,문화자본,사

회자본을 사회자본으로 구분하 고,사회자본을 “지속 인 네트워크나

안면이 있는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 조직화되고 견고한 네트워크의 소유

여부와 련된 실제 는 잠재 자원의 집합”이라고 정의했다

(Bourdieu,1986).부르디외는 마르크스 에서 사회자본을 경제

5)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마르크스가 ’경제자본(economiccapit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고 이후

신고 주의 경제학 에서는 노동자에게 축 된 ‘인 자본(humancapital)'의 개

념을 주장하 다.그러나 기존의 개념만으로 합리 인간과 달리 이해타산에 기

반을 두지 않은 동과 같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유석춘,2002).

속한 집단 내에서의 주의 사람들의 평 ,명성(Lin,2001)이나 으로 따질 수

없는 배려,보살핌, 심(Bourdieu,1985)등과 같은 보상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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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자 정의

부르디외

(Bourdieu,1985)

지속 인 계나 안면이 있는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

조직화되고 견고한 네트워크와 련된 실제 는 잠

재 자원의 집합.

콜맨

(Coleman,1988)

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닌 다양한 실체로,사회구

조의 일련의 측면을 구성하며,개인의 특정한 행 를

진하는 것.

포르테스

(Portes,1988)

사회 네트워크 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 자의 능력 는 자원.

후쿠야마

(Fukuyama,1995)

어느 한 집단 안에서 공유되고 사람들의 력에 기반

이 되는 비공식 인 가치 이나 규범.

퍼트남

(Putnam,2000/2009)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뢰,규범,네트워크

등 목 을 보다 효율 으로 추구하기 한 것으로 사

회 삶의 특징.

린

(Lin,2001)
시장에서 보상을 기 하고 사회 계에 투자하는 것.

<표 1>사회자본 정의

자본으로 환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가진 개인의 이익에 을 맞춰

설명했다면,콜맨(Coleman,1988)과 퍼트남(Putnam,1993)은 사회자본의

계 속성과 사회 삶의 특징에 더욱 주목한다.콜맨은 사회자본의

기능에 을 맞추어 개인의 특정한 목 을 달성하게 해주는 집된 사

회 연결망을 강조하 고,퍼트남(1993)은 정치,사회 역으로 연결

시켜,사회자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발 이나 경제 향상

을 뒷받침하고 작동하는가에 심을 갖는다.

의 개념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면 사회자본의 포 개념은

‘한 개개인의 사회 교류와 계의 형성 그 자체이자 그에 따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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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혜택 효과’라고 설명될 수 있다.그러나 각 이론가들의 개념에

는 미시 근 는 거시 근에 한 이 녹아 있다.

부르디외와 콜만의 연구를 토 로 개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

양한 계의 특성 즉 연결망에 을 두어 근하는 미시 연구

(Bourdieu,1985;Burt,2001;Coleman,1988;1990;Lin,2001)에서는 유

무형의 혜택을 주로 사회 성취(정보,사회 지지 등)가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살핀다.그리고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 개인

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나 범 혹은 연결망 내의 치에 따른

심성이나 배타성 그리고 자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Burt,

2001).이들 연구의 은 왜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치를 차지하게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거시 차원의 연구(Fukuyama, 1995;

Putnam,2009/2000)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 조직 특성

으로 악하여 그 사회의 통이 신뢰나 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나 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문제삼는다.퍼트남이 강

조한 ‘시민 참여’와 같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 에 정 인

역할을 하는가 혹은 부정 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미시 근과 거시 근은 구분하기보다는 종합 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어떤 의미로도 그것은 개인에게도 공동체 삶을 원만

하게 살아가는데 자원이 되며 그것은 결국 건강한 사회와 발 에 기여하

게 되기 때문이다.이 연구는 개인과 사회 양 측면에서 사회 자본의

요성 사회 역량 함양의 필요성에 근거한다.사회 측면에 정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측면에서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역

량으로서 사회 자본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는 퍼트남의 문제의식과 동일하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공동체 삶 역량의 토 가 되는 사회자본은 온

라인 네트워크에서 행 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계로 인해 획득되는 ‘개

인 ,사회 측면에서 사회 삶6)을 해 충족되어야 할 힘(무형의 자

6)여기서 말하는 사회자본은 통상 인 화폐로서의 자본이 아니라 네트워크,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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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에서 개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도구 측면의 사회 자본(희소한 정보,구직,승진 의 기회,경제 혜택

등)의 논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이것은 이 연구가 청소년을 상으로

하며,공동체 삶으로의 연결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통합된 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음에도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차원 인 연구가 가능

하다.따라서 커뮤니 이션 이론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정치학,

행정학,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하 지표를 포함한다.이 연구 역시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에서

의 소통의 양상과 그에 따른 효과를 살피고자 하는 목 에 따라 사회자

본의 지표를 공동체 삶 역량으로 정립하 다.

3.소통에 따른 공동체  삶 역량 :신뢰,네트워크,참여

공동체 삶 역량은 한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으로 사회자본으로 기능한다.네트워크나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

의 소속감과 소통 만족 정체성과 같은 사회 보상의 제공으로 인한

개인의 복리 증진,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과 반목을 일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능 수행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효과를 발

생시킨다(홍 란· 섭·정혜령,2008).선행연구들의 사회자본의 지표들

과 국내외 정책연구의 사회 역량 사회자본 지표의 하 요소를 고려

하여,신뢰,네트워크,참여로 공동체 삶 역량을 구성하 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자본 개념들을 둘러싼 논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의 하나는 과연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계 그 자체인지, 계로 인

한 효과인지에 한 것이다(이 웅 외,2005). 부분 학자들은 사회자본

규범 등과 같은 비화폐 인 요소들을 주축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 력을 도모

하고 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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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계와 구조에 내재된 자원이며 이는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한 혜

택을 다는 사실에 해서는 동의한다(Bourdieu,1985 Burt,2001;

Coleman,1988,1990;Lin,2001;Portes,1998).즉,사회자본은 다른 사

람과의 계 내에 존재하는 신뢰, 력,연 ,정보 습득,네트워크 등과

같은 것에 의해서 획득된 어떤 것 혹은 그 자체가 자본인 것이다.퍼트

남 역시 이 개념은 네트워크와 그 효과를 포 한다고 설명한다(Putnam,

2009/2000).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동등한 차원의 공동체 삶 역량인 신

뢰,네트워크,참여를 이 웅 외(2005)의 연구와 같이 사회자본 그 자체

로서 사회 계에 한 인식인 신뢰와 네트워크,사회자본 효과로서

참여로 나 어 살피고자 한다.

1)신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삶에서 신뢰(trust)는 상호작

용의 기 로 매우 요한 요소이다.타인에 한 신뢰가 높으면 타인에

한 험부담을 게 느낄 것으로 극 인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

며 안정 계를 맺어가도록 만든다(이 웅 외,2005). 한,사회제도

는 국가기 에 한 불신은 체 인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 한다.이것은 미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심각

한 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임지연·최지연·김형주,2008).개인이

공동체에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공동체가 원만히 유지되는데

있어 필수 이다.

미디어 이용과 련하여 신뢰에 한 심이 높아진 것은 미디

어로 인해 활발해진 교류를 통해 타인에 한 신뢰가 증가될 것이라 보

기 때문이다(Brehm & Rahn,1997).따라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증

된 교류와 소통이 신뢰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게 된다(김

은미․정일권․배 ,2012).신뢰라는 개념은 사회 계의 다양한 범주를

상으로 한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믿음의 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18-

따라 여러 차원으로 나 어질 수 있다.주로 신뢰 련 연구는 일반

타인과 제도,정치에 한 신뢰가 주를 이 왔다.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의 교류가 청소년의 신뢰에 미치는 향을 면 하게 살피기 해 인

신뢰,사회 신뢰,제도 신뢰,네티즌 신뢰로 구분하 다.이 게

다양한 역의 신뢰를 측정한 것은 청소년기가 사회에 한 개념이 정립

되어 가는 시기이며,가까운 타인,일반 타인,온라인 공간의 일반 인

타인 사회 체의 제도에 하여 그들의 인식과 향을 확인하는 것은

요하기 때문이다.

타인에 한 신뢰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들에 한

인 신뢰(interpersonaltrust)와 일반화된 타자에 한 사회 신뢰

(socialtrust)로 구분될 수 있다. 인 신뢰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맺는 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사 신뢰(interpersonal,

particularized) 는 깊은 신뢰(thicktrust)라 여겨진다.사회 신뢰는

일반 인 타인,즉 사회 체의 구성원에 한 추상 인 인지로서 얕은

신뢰(thintrust)라는 특성을 가진다(Putnam,2000/2009).민주 태도로

서 요시되는 신뢰는 일반화된 타인이 가진 선의에 한 기 이다(민

·주익 ,2007).사회 신뢰는 사회의 일반 인 구성원들이 보편 인

규범에 기 하여 정직하고 동 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 하는 것이라

설명된다(Fukuyama,1995).이것은 타인과의 계와 사회 삶에 있어

서 기 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참여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웅 외,2005;Brehm andRahn,1997).신뢰는 공동체에의

참여는 물론,사회구성원의 통합이나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통의 사회정치 이슈에 한 심을 높이고 이러한 심은 정부 정책

에 한 개입, 범 한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찬,

2002;Boix& Posner,1998;민 ·주익 ,2007에서 재인용).

제도 신뢰는 국가제도와 공공 기 의 업무 수행에 한 개인

의 평가 혹은 만족도를 의미한다(Newton,2001).정치 제도 기 에

한 신뢰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기본 요소로 여겨져 왔다(Pu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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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9).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시민은 자신의 의견이 정치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 하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따라

서 정치 신뢰는 사회정치 참여에 한 통 인 측 변인으로 평가

된다(이 우,2002;Hofstetter,Sticht,& Hofstetter,1999;민 ·주익 ,

2007에서 재인용).하지만,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신뢰는 차 낮아지고

있으며,국제 비교연구에서도 히 낮게 나타났다.청소년을 상으로

한 한국 YMCA의 조사 결과(고병수,2009.12.06)에서도,한국 청소년들

은 정치 심이나 참여에 있어서는 정 인 변화를 나타내지만,정치체

계에 한 신뢰나 감정은 부정 임을 발견하 다.불신과 함께 정치참여

가 두드러지는 은 세 의 양상에 주목하여 제도 신뢰는 청소년의 공

동체 삶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공간의 일반 타인에 한 신뢰로서 네티

즌 신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온라인 공간은 청

소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역이자 사회이다.단순히 오 라인 공

동체의 사람들과 소통을 기술 으로 매개해 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삶

의 역이 제한된 이들에게 이 공간은 새로운 만남과 경험의 역으로서

작용한다.송경재(2005)는 자에 한 을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

션의 으로서 인터넷을 기술 인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본다면,후

자에 한 을 온라인 공간을 하나의 새로운 사회 공간으로 여기는

이라고 설명한다.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사람

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실 사회의 일반사람들에 한 신

뢰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들,네티즌

에 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측된다.7)

7)온라인 상의 신뢰에 해서는 이러한 에서 측정된 연구가 거의 없다.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의 신뢰는 여러 차례 연구되어 왔지만 주로 이

온라인 공간에 한 신뢰가 인터넷 상의 사람들의 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악하기 해 경제 선택,온라인 소비와 쇼핑,기업 이미지 등과 같은 소

비자 행동과 기업마 의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정보,온라인 마

에 활용되어 왔다.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지식 공유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신뢰’가 주로 논의되었다.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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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온라인 상의 신뢰와 련된 연구들은 특정 행동에의

향을 살피기 해 특정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온라인 정보의 제공 주체에

한 신뢰를 측정해왔다.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상정할 수 있

는 소통의 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체의 역으로 네티즌에 한 신

뢰를 살펴보고자 한다.네트워크 사회에서 온라인 공간의 소통과 교류는

더 이상 폐쇄 인 온라인 그룹,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국한되지 않기 때

문이다.많은 연구의 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트워크된 개인으

로의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심의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재의 미디어 이용의 변화에 기반한다(Wellman& Haythornthwaite,

2008).이 연구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삶의

양상을 고려하여 측정의 개념도 변화해야 함(김은미·양소은,2013)을 강

조하고 있다.그리고 한 민주 효과를 살피는데 있어서 사회 신뢰

와 마찬가지로 체 인 온라인 공간에 한 신뢰가 더 요하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네티즌 신뢰라는 온라인 상의 추상 인 공동체 구성원들에 한

신뢰가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할 핵심 인 역량이라고는 할 수 없다.다

만,최근 청소년의 정치무 의 참여에 하여 인터넷 네트워크가 요한

동인으로 상정되는데 온라인 상에서의 연 감과 타인에 한 신뢰가 그

들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사회로 출 하게 했다고 설명된다(김은미·양소

은,2013;민 ㆍ노성종,2011;조화순ㆍ김정연,2012;Bennett,2008).따

라서 이 신뢰 역은 다른 신뢰 역들과 함께 확인되어져야 할 하나의

요 변수이다.

신뢰는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요한 기 인데 이것은 동,

용, 사,참여 등과 연 되기 때문이며,타인을 고려하는 책임감을 낳

는다.특히 최근의 사회 신뢰에 한 학문 심이 높아진 것은 이것

면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 를 믿고 자신

이 가진 정보와 사생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Joinson& Dietz-Uhler2002;Utz,

2005).이러한 논의들은 인터넷 공간에도 역시 타인들에 한 특정한 신뢰가 그

들간의 상호작용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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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어린 세 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신뢰

는 청소년기 안에서도 성년에 가까워짐에 따라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난

다(Flanagan& Stout,2010).즉,청소년기는 사회의 신뢰가 형성되는데

매우 요한 시기이며,그 과정 속에서 사회 경험이 확장되고 사회인

지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인간성 제도에 한 신뢰는 향

을 받게 된다.그 기 때문에 청소년의 온라인 소통에 따른 신뢰의 형성

은 공동체 삶의 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성과라 볼 수 있다.

2)네트워크

네트워크 즉,연계는 공동체의 사회로 참여시키는 데 요한 ‘연

결’고리이다.그런데,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참여를 하는 공동체의 범 는 달라질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결속

‘(bonding)네트워크와 ’교량‘(bridging)네트워크를 온라인 상의 계를

통해 획득되는 공동체 삶의 역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퍼트남(Putnam,2000/2009)은 사회자본을 악하는데 결속 사

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구분이 가장 요한 축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결속 사회

자본은 내부 지향 이며 배타 정체성을 가지면서 단체의 동질성을 강

화하는 유형으로 강력 착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이는 주로 같은

인종,성별,종교,계 등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표 인데 이것은 그

안에서의 사회 ,심리 후원을 제공하지만,집단 외부에 해서는 강한

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교량 사회자본은 외부 지향 이며 범

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만들며 윤활유 역할을 한다.이는 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표 인데,이는

외부 자원과의 연계,정보 확산에 유용한 기능을 한다.그 기 때문에 교

량 사회 자본은 그라노베터(Granovetter,1983)가 지 한 약한 유

의 힘을 갖게 된다는 을 덧붙인다.즉,“결속 사회자본은 당장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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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에 넣는 데 좋은 반면,교량 사회자본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아

주 요”(Putnam,2000/2009)하다는 것이다. 더 넓은 사회의 구성원들

과 연결되었다는 개방 태도와 자신이 실제 네트워크와 강한 유 로 연

결되었다는 지지감 등은 어떤 의미에서든 공동체 삶에 있어서 요한

자원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주로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을 통해 교량 사회자본(개인 이득,교량 정보)이 획득된다는 을,

자신과 유사한 배경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통해 결속

사회자본(정서 ,심리 지지감)이 획득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이

러한 개념을 강조한 퍼트남 역시 이 결속과 교량의 네트워크는 깔끔하게

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상 인 비교가 가능할 뿐이라고 말한

다8).그 기 때문에 퍼트남은 교량과 결속을 쉽게 분류해주는 사회자본

에 한 연구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다.이러한 퍼트남의 문제의

식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강도와 범 에 한 후속연구들은 이 두 유형의

사회자본을 쉽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결속 사회자본과 교량 사회자본의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이 여

러 의미가 첩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구분과 측정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결속 :가깝고 유사한 사람들은 강한 유 로 정서 ,심리 지원을 제공함.

사회자본 ① 계의 속성 ②강도 ③ 효과

교량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은 약한 유 이지만 실질 인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

사회자본 ① 계의 속성 ②강도 ③ 효과

<표 2>결속 사회자본과 교량 사회자본

8) 를 들어,흑인 교회는 같은 인종과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그 안의 계

은 굉장히 포 이다.인터넷 채 그룹은 지역,성별,연령,종교 등을 모두

월하여 회원을 연계시키지만,이데올로기 면에서는 고도로 동질 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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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후의 연구들은 인터넷 상의 약한 유 를 강조하기 때문

에 교량 사회자본에 주목하고 있다.“다양한 배경의 사람들(①교류

상의 속성)이 교류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은 안부 인사를 하거나

언제든 단 될 수 있는 약한 계(②교류 강도)이지만 그 힘은 실질 이

며 희소한 기회를 제공(③교류 효과)한다”는 것이다.이 의미에는 계의

속성에 따른 강도 효과 등 여러 요소가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 후속연구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기존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포 된 개념이

쉽게 사용될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네트워크 미디어 이용과 련하여

‘계’의 형성과 유지 강화 과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이항

우,2009).이는 하나의 단선 인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매우 복합 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이에 해 제 3의 계 등 새로운 계의 정립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김은미 외,2011).이 연구에서 결속과 교량

사회자본의 첩 인 의미를 혼합하여 이용하지 않고 공동체 삶의 역

량으로 ③교류의 효과에 을 맞춰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로

규정하 다.① 계의 속성과 ② 계의 강도는 떼어 다르게 측정이 가능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알고 지내던 오 라인 친구인지 새로 만나

게 된 온라인 친구인지 ①소통 상의 속성에 심이 있다.그러나 계

의 속성으로 결속과 교량의 개념이 쓰일 때 여러 의미를 갖는다.인터넷

상의 계는 이질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는 하

지만 ‘다른 심사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다.왜냐하면 인종,

성별,연령 등의 물리 요소 측면에서는 이질 인 부류들이 하나로 모

인 곳이며, 심과 가치의 측면에서는 동질 인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희 ,2009;Norris,2004;Putnam,2000/2009;Wellman

& Gulia,1999).온라인 상의 네트워크는 장소의 공유가 아니라 심의

공유로 조직될 수 있어 인구학 측면이 아니라 심과 사고방식에서 보

다 동질 일 수 있다(Putnam,2000/2009).노리스(Norris,2004)의 구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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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이 계 속성을 청소년에게 용

하기 해서 청소년의 온라인 상의 소통 상의 속성으로 교량과 결속은

하지 않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소통 상

의 속성으로는 좀더 명확하게 다른 구분(오 라인 기반 친구 계,온라

인 기반 친구 계)을 용하기로 한다.

②교류의 강도와 련해서는 약한 유 뿐만 아니라 정서 지

지의 역할을 하는 강한 유 도 온라인 상에는 존재한다는 이 논의된

다.미야타(Miyata,2010)역시 교량 사회자본의 형성을 의도했다 하더

라도 인터넷 상에서 상호작용을 지속하면서 강한 유 가 이루어지고,동

질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웰만(Boase&

Wellman,2005)역시 인터넷 상의 네트워크는 강력한 유 ,매개 유

,약한 유 모두를 가능하게 해 다고 말한다.그라노베터(1983)의 이

론에 기반한 다수의 연구들은 약한 유 의 개념을 단순히 낮은 친 성이

나 빈도가 아닌 획득된 사회자본의 효과로서 이득(승진,구직,정보

습득 등)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이항우(2009)역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감에 따라 온라인 사회 계는 기존의 온라인 포럼과 같이 공통된

심사로 형성된다고 확정지을 수도 없으며 기존의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약한 유 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동질 사회 배경

(SocialHomogneity)

이질 사회 배경

(SocialHeterogeneity)

동질 가치,태도, 심사

(IdeologicalHomogneity)
결속형 혼합형 A

이질 가치,태도, 심사

(IdeologicalHeterogeneity)
혼합형 B 교량형

<표 3>ThebridgingandBondingroleofonlinecommunities(Norris.2004,p6)

9)



-25-

따라서 온라인 계가 어떠한 네트워크 속성을 갖게 되는지

결속과 교량의 사회자본 논의를 토 로 ③ 계의 효과에 을 맞추면

노리스(Norris,2004)와 리암즈(Williams,2006)의 개념화와 측정이

표 이다.퍼트남의 논의를 기반으로 교량 ,결속 사회자본을 연구할

때 많은 연구자들은 것을 주로 차용하고 있는 연구이다10).노리스의 문

항은 이질성(교량)과 다양성(결속)의 ① 계의 속성을 묻고 있으며,

리엄즈의 문항은 ③ 계의 효과 즉,획득된 사회자본으로서 개방성

용 사고(교량)와 정서 지지감 유 감(결속)을 묻고 있다. 는

속한 그룹의 개수 등으로 구분하는 연구(kavanaugnetal.,2005)도 존재

한다.

획득된 사회자본의 개념에도 다양한 이 존재하지만11) 리

엄즈(williams,2006)의 개념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회 계에 한 인

식으로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로 구분하 다.퍼트남(2000/2009)

의 논의를 바탕으로 리암즈(Williams,2006)는 네트워크의 속성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자본의 유형을 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개방 사고

용 정신의 함양을 의미하는 교량 자본과 사회 지지감의 형성을

의미하는 결속 자본의 유형의 측정을 시도했으며,이 구분과 측정도구

는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 용되고 있다.

온라인 상의 계와 교류를 통해 획득되는 역량으로 결속 교량 네트

워크는 분명 교류 상의 속성(bonding-나와 유사한 상 ,bridging-나

와 다른 상 )으로 간주하는 일부 연구들과는 다르다.결속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것인지, 는 돈을 빌리거나 추천을 받

을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정서 지지감 등 강한 유 의 효과를 의미한

다(Williams,2006).즉,공동체에 깊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11) 교량 사회자본은 약한 유 의 힘과 동일하게 구직,승진,임 인상 등의 기

회의 창출을 말하기도 한다.린(Lin,2001)은 사회자본은 이윤을 생산하기 한

의도 행 이며 개인은 이윤을 기 하여 계에 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라노베터(Granovetter,1984)와 버트(Burt,2001)의 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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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회 지지와 같은 감정은 삶의 많은 역에 있어서 인간의 극

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한 자원이다.인간이 고립되어서 살 수가

없다거나 사회 동물이라는 물리 ,행동 동은 물론이고 상호 간의

유 감 혹은 집단 내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생존

의 조건이 될 것이다.특히 이것은 청소년기에 더욱 요한데 이 시기에

이들이 경험하는 지지감은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의 정 인 정체성을

습득하고 성장해 나아가는데 더욱 요하기 때문이다(Barrera,Andrews,

Burnes,& Atenafu,2007;김은미 ·나은 ·박소라,2010에서 재인용).

교량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넓은 배경의 사람들을 포섭하고,더

넓은 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간주하며,더 넓은 공동체와 많은 것을 나

려는 개방 인 태도(williams,2006)이다.즉, 범 한 공동체에 연결

되어 있다는 인식이다.최근 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용정신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요한 공동체 삶을 한 자원이다.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에 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며,자신을 단순히 한 국가

내의 일원이 아닌 다양한 사람과 공존하는 넓은 세계의 일원으로 간주하

는 것은 세계화 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갈등해소 사회통합을 한 핵심가치이다.교량 네트워크가 증진된다

면 그것은 더 넓고 이질 인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 높

아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능력은 사회 용의 가장 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희조,2011).한국사회는 비교 다문화에 한 경험

이 으며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 경험이 기 때문에 교량 네트워크

와 같은 개방 인 태도 함양이 특히 요하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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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여

자발 인 참여는 민주 시민성의 핵심(조상제 외,2001)으로 시민

교육의 측면에서 정치사회화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다.따라서 참여는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요한 공동체 삶의 역량이다.사회자본의

연구에서도 매우 요하게 여겨진 참여는 다양한 개념 정의와 구분이 이

루어지는 다차원 구성개념으로 생활 공동체에의 참여와 공 인 역에

의 참여가 표 이다.

이 연구 역시 국내의 사회자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참

여 역 에서도 정치 참여에 주목하고 있다.청소년과 은 세 의

정치 무 심과 낮은 투표율은 고질 인 사회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여를 진작시키기 한 정책 노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최근,정치

무 에 ‘행동하는 어린 시민의 등장’(김은미·양소은,2013)은 인터넷 이용

이 시민 인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데 요한 연구문제를 던져

다.

특히 은이들의 정치과정에 참여는 기존의 시민성과는 다른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으로

베넷(Bennett,2008)과 달턴(Dalton,2008)은 기존의 의무 인 시민성

(dutifulcitizenship)과는 다른 자발 시민성(actualizedcitizenship) 는

참여 시민성(engagedcitizenship)이라고 정의한다.과거의 정치 정

향은 학교, 매체 등 공 기 에 의해 사회화되었으며 투표 등의 제

도 통로를 통해 국가에 의해 장려된 참여를 한다.반면,최근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동원된 은이들은 사회 각 역에 하여 자신의 심

사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 인 방식으로 참여한다.이들은 특정 선거에서

주어진 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분산 이고 집단 인 방식으로 참여 행

동(action,movement)을 보여 길을 끌고 있다. 김은미와 양소은의 최

근 연구(2013)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원리 는 제도 등의

구조 지식보다 다양한 정치,사회 안인 시사 지식을 더 습득하고

있으며,정치이슈에 한 심보다 사회이슈에 한 심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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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은 제도 심 인 참여보다 비 습 이고 안 참여를 선호한

다는 이 확인되었다.이처럼 많은 국내외의 학자들이 은이들의 시민

참여 양상을 살피고 있다(민 ·노성종,2011;Gerodimos,2008;

Gueorguieva,2008;Lee,Han,Oh& Phillips,2007;Levine,& Lopez,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를 포착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 구분하 다.정치참여

(politicalparticipation)는 ‘시민이 정부인사를 선출하거나 이들이 결정하

는 정책에 직 인 향을 목 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Verba& Nie,1972).이는 방식에 따라 습 (conventional)인 제도

참여(institutionalparticipation)와 비 습 (unconventioanl)인 안 참

여(alternativeparticip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자는 투표,정치토의,

선거운동 참여,정당가입 등 정상 인 형태이며,후자는 청원,서명운동,

시 나 업 등과 같은 항 인 형태이다(김세균 외,2002;Verba&

Nie,1972).비 습 정치참여는 통 으로는 비정상 형태로 평가되

어 왔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습 ,제도 정치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하지만 최근의 정치문화에서 분출되고 있는 합법 인 수

에서의 시 ,서명운동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이

러한 참여 양상은 청소년에게 있어 더 근하기 쉬운 개방 형태로서

청소년의 참여를 살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한국 청소년의 정치 참여 양상이 기존의 통 역의

정치 이슈 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이슈 역에서 나타남에 따라 시민

참여로 ‘정부인사 선출’이외의 ‘공동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한

개인 ,집단 인 행동‘으로 시민 여(Zukin,Keeter, Andolina,

Jenkins,& Delli-Carpini,2006)를 정의하 다.여기에는 자원 사,환경

는 국제 구호를 한 운동,인권 운동과 같은 참여가 포함된다.우리나

라의 촛불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물론 국제 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 반의 이슈에 해서 복합 인 통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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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참여하고 있는 양상(Bennett,2008)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다양한

역과 형태의 참여를 구분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와 같이 온라인 상의 소통이 청소년의 공 역에

의 참여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에서 출발하 다.하지만 사회자본으

로서 참여에는 공 역에의 정치 시민으로서의 참여 이외에 비정치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 국외 연구 는 국내의 성인 연구에서는 자주

논의되어 왔다.비정치 인 자발 결사체로서 지역공동체의 활동 참여

는 교회,직장,지역모임, 사참여 등을 말한다.그러나 이것을 한국사회

와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고려하 을 때 그 로 용하는데 있어서

하지 않다.청소년들의 하루 일과 는 부모 통제하의 생활에서 자발

으로 지역 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이지 않으며,청소년이 참

여할 학교,학원 밖 공동체 활동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 연구에

서는 지역공동체의 활동 참여 신 일상 역에서의 타인에 한 친사회

활동의 참여를 살피기로 하 다.일상 삶에서의 공동체 참여로서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늘상 문제로 지 되고 있는 양보,타 ,이타

심 등은 요하다.무한경쟁의 사회와 학업 주의 사회에서 한국 청소년

들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친사회 행동으로서 자신의 일상에서 ‘도

움’에 참여할 의향을 공동체 삶 역량으로서 추가하 다.

도움행동(helpingbehavior)은 타인을 해 외 인 보상을 기

하지 않고 자발 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 으로 정 인 결과

를 가져오는 행동이다(Bar-tal,1976).이는 친사회 행동의 범주에 속

하기도 하며,이타행동,친사회 행동과 혼용되기도 한다.학업 주와

입시 주의 교육과 사회 실로 인한 사회 풍토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 인 발달의 측면을 무 강조하고,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의 측면

은 상 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은 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경쟁 주의 사회 실은 아동과 청소

년이 타인과 동하고 함께 도우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

기 보다는 더 이기 이고 자기 심 으로 성장해가도록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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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종은,2005).도움행동은 사회자본 논의에서 통 으로 측정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 사회 자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존재로서 여겨 야할 공동체 삶 역량

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일상 역의 공동체 삶에 미치는 온라인의

향을 정치 역에의 향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으로 여겨진

다.온라인 상에서 도움 는 공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이타

심에 기반한 공동체 삶 역량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

가 있다.

사회자본에 한 논의에서 이러한 참여 는 시민 행동의 요

소는 종종 논쟁의 상이 된다.이러한 민주주의 참여의 측면을 지

한 퍼트남(Putnam,2000/2009)은 정치 참여 공동체 참여는 사회자본

을 표하는 ‘행동 ’지표로서 신뢰와 같은 ‘태도 ’지표와 서로 상호연

된 요한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다.팩스튼(Paxton,

2002), 렘과 란(Brehm & Rhan,1997),샤 등(Shah,Kwak& Holbert,

2001)등 역시 사회 상호작용의 성격과 그 향으로서 나타난 결과의

두 차원이 떼어 놓을 수 없는 사회자본의 구성 역임을 제하 다(이

웅 외,2005).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삶의 역량으로서 참

여를 사회자본이자 사회자본의 효과로서 함께 살피고자 한다.이에

따라 참여에 미치는 온라인 소통의 효과와,사회자본인 신뢰와 네트워크

의 효과 역시 확인하고자 하 다.

사회자본 논의를 토 로 공동체 삶의 역량을 와 같이 규정

하고 이에 한 선행 연구들과 한계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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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인터넷과 사회자본에 한 선행 연구  한계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한 것이고,인터넷은 모든 네트워크의

종착역“(Putnam,2000/2009)이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계의 유지

와 형성에 한 낙 기 에 확장되면서 미디어 이용에 따른 사회자본

에 한 연구들이 축 되고 있다.앞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사회자

본의 형성과 유지의 토 는 결국 상호작용이자 커뮤니 이션임을 살펴

보았다.강화되고 확장된 인터넷 상의 소통은 사회자본의 획득에 매우

큰 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에 한 연구는 퍼트남(Putnam,

2000/2009)의 문제의식에서 시작 다.퍼트남은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미국의 사회 참여의 하의 원인을 살피면서 이것이 텔 비

시청으로 인한 사회자본의 감소로부터 온다는 을 주장하 다.이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이용과 사회자본,민주주의에 미치는 향력들은

지난 십여년간 상당히 축 되어 왔다.

1.인터넷 이용과 사회자본

기의 인터넷에 한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이 사회자본을 약화

시킨다고 주장한다.크라우트 등(Krautetal.,1998)과 나이와 에 링

(Nie& Ebring,2002)은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계 형성을 하시키거

나 소외를 가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을 밝혔다.즉 인터넷 이용은 면

면 커뮤니 이션의 양을 이고,두터운 계 형성에도 성공하지 못해

오 라인 상에 이루어지던 기존의 강한 유 가 약해지게 된다는 이다(

Uslaner,2004).그러나 이러한 들은 여러 지 을 받는데,인터넷 이

용패턴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탈 것이라는 (Norris,2004)과 인

터넷에 그 로 용될 때에는 인터넷 상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계를 고

려하지 못한다는 한계(Williams,2006)등이다.그러나 앞서 사회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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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를 설명했던 크라우트와 동료들도 그 후속 조사에서 사회자본을 증

진시킨다는 을 발표했다(Krautetal,2002).인터넷은 공동의 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상공간에서 만나게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

며,선택과 공유된 이해 계 심사에 기 한 계 형성의 새로운 장

을 제공한다(Wellman,Quan-Hasse,Witte& Hampton,2001). 한 인

터넷의 발달로 형성된 온라인 공동체는 개방 이며 민주 인 특성을 갖

고 있으며,구성원의 다양한 을 제공하며,집단 인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면 면 소

통에 부가 기능이 더해져 기존의 사회 계를 지속하게 하는데 있어

서 매우 유용하다는 이다(박희 ,2009).노리스(Norris,2004)는 미국

의 활발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이용이 그들의 기존의 계의 깊이

를 강화하기도 하며,다양한 심과 배경의 사람들과의 계로 확장해주

는 기능을 한다는 을 밝혔다.

최근의 참여군 (smartmobs)의 모습을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포

착하면서 사회자본의 연구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퍼트남이 논의한 민주주

의 측면에 미치는 향을 주목하고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산물

로 개인 네트워크는 정치 인 사회 자본을 발생시키며,이것은 사회에

의 참여를 가능 한다(Lake& Huckfeldt,1998;Zhang& Chia,2006).

클 즈 (Klesner,2004)는 정치참여의 수 을 높이는데 사회자본이 매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특히 온라인상에서 교량 사회자본은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 이슈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져다 다는 (Cros

s,Parker& Sasson,2003)에서 더욱 유리하다.신뢰에의 향 신뢰

와 참여 사이의 계 등 다양한 향에 한 주장 반론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양수,2006;McVey & Vowles,2005;민 ·주익 ,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들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사회자본 개

념의 다차원 인 특성으로 연구마다의 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각각

의 연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자본이 정립되어 있다는 을 상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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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한 이러한 연구들을 기 로 보다 면 하게 인터넷 이용과 사

회자본의 효과를 연구해야 함을 시사해 다.인터넷의 효용은 모든 사람

에게 같지 않으며,매우 역동 인 것으로 맥락에 따라 달리 살펴져야 한

다는 것이다(이 웅 외,2005).인터넷의 이용 유형에 따른 차별 사회

자본의 효과를 살핀 연구들(이 웅 외,2005;Shahetal.,2001)은 이러

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2.네트워크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최근의 사회자본 연구는 네트워크 미디어 이용의 증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SNS)에 을 맞추고 있다.네트

워크 미디어는 소통과 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들은 네트워크 미디어 공간에서 계맺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결과들은 일반화시키기가 상당히 어

렵다.

축 된 ‘네트워크 사회’논의에서 을 맞추었던 교류의 속성

은 네트워크 미디어는 첫째,성기고 넓은 계를 유지하고 창출함으로써

잠재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Donath& boyd,2004;Resnick,

2001;Wellmanetal.,2001)과 둘째,약한 유 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

다는 (Hampton,2003)이다.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달리 네트워크 미디

어의 주된 목 이 이미 알고 있는 계의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취향

을 공유하는데 있으며(Boyd,2006),기존의 오 라인 친구와 연락하기

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온라인 친구를 만들기 해 사용

하는 사람들 보다 많다고 밝 진 연구(Boase,Horrigan,Wellman &

Rainie,2006)도 나타났다.기존 온라인 공동체는 주로 공통된 심사를

심으로 형성되어(topic-centered)오히려 이질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재의 네트워크 미디어는 이용자 심의

네트워크 (user-centerednetworks)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오히려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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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이루어진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Utz,2009).

네트워크 미디어에 한 연구는 주로 특정 SNS미디어에

을 맞추어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엘리슨과 동

료들이 축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한 연구이다(Boyd& Ellison,2007;

Ellison,Heino & Gibbs,2006;Ellison,Steinfild,& Lampe,2007;

Ellison,Steinfield,Lampe,2006;Lampe,Ellison& Steinfield,2006).그

들은 페이스북이 가진 ‘계맺기’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가 유지되고 형성되고 발 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목한다.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들은 새로운 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오 라인 친구와 계를 유지하는 행 를 더 극 으로 한

다는 과 페이스북의 친구의 수는 결속 사회자본과 교량 사회자본

모두를 증진시키는 것을 밝혔다(Boyd& Ellison,2007;Lampeetal.,

2006).국내 연구에서 블로그의 유 계가 약한 유 로 밝 진 결과(장

덕진․배 ,2006)와,주로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강한

유 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폐쇄 인간 계 유형이 재생산

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김 섭,2010)가 상충된다.트 터의 향은 이

와 반 의 결과를 나타냈다(심홍진·황유선,2010).이 게 연구결과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 상 는 연구가 행해진 사회 맥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나기도 하며,연구 과정에서의 측정도구에 따라 의미하는 바

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다양한 연구가 축 된 것은 네트워크

미디어 안의 계를 살피는데 있어 완 히 새로운 사람과의 계 형성과

친 한 친구와의 계 유지 등 은 스펙트럼을 고려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Ellisonetal.,2006).

하지만 이러한 교류 상 는 계의 속성에 따른 사회 효과

에 한 연구는 미진한 수 이다.카바나와 동료들(Kavanaughetal.,

2005)은 여러 온라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량 사회자본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 한 신뢰와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밝히며 이것은 약한

유 를 통해 정보가 오가는 메커니즘에 기반한다고 말한다.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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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유 의 커뮤니티보다 약한 유 의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더 정치

참여에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태,2003).나은경(2007)역시 온

라인 계가 이질 일수록 신뢰, 용,참여가 증진됨을 밝혔다.그리고

블로그를 상으로 한 김 섭(2010)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유사한 특성

을 지닌 사람들간의 계 맺기는 유 감이라든지 동료의식 등과 같은 호

혜성에 더욱 유효하다.미디어 이용이 친한 상 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자본을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를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설명하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 으로 살펴볼 때,온라인 상에서 구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을 측할 수 있다.

이 듯 사회자본과 온라인 계에 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

되어 왔으며,온라인 공간의 행 자들의 교류 활동의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그럼에도 이 연구는 이 단순한 논리를 뛰어넘고자 한다.수많은 청

소년 행 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소통의 내용과 결과는 상에 따라 차별 일 것이기 때문이다. 범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이다.

은 세 가 이것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연구들은 주로 학

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온라인 상의 이용은 세 간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한 사회자본에서도 차별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디지

털 네이티 인 청소년들을 상으로 연구가 매우 요구된다.

한 특정 미디어로 연구를 한정짓는 것은 청소년의 반 인

네트워크 미디어의 이용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보는데 불충분하다.한국

청소년은 98.1%가 메신져를 통해,79.1%가 메일을 통해,64.8%가 커뮤니

티를,82.8%가 미니홈피를,87.8%가 블로그를,13.5%가 마이크로 블로그

를 통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미디어로는 그 미디어의 기술

속성에 따른 특수한 효과로 해석될 뿐, 반 인 온라인 교류의 효과를

설명해낼 수 없다(김원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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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역시 이러한 인터넷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이 형성되

고 증 할 것이라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의 속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효과를 보고 있는 연구들이 많지 않다는 이다.개개 행 자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의 형태를 간과하고 있는데,교류의 형태를 고려한 연구들

간에도 측정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네트워크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년들의 다양한 소통을 구분지어 사회자본 축 에의 효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먼 청소년들은 구와 소통을 으로 하고 있으며 왜 그러

한지,각각의 소통을 주로 하고 있는 두 집단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소통의 상에 따른 차별 효과는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연구의 목 이다.청소년에게 인터넷의 이용이 미치는 효과는

다른 세 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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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구와 소통하는가 :공동체  삶 역량에 미치

는 효과

1.온라인 소통 상의 구분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커뮤니 이션

방식 역시 다양화되었다.채 이나 메신 와 같이 일 일로 만나 소통하

는 경우도 있고 커뮤니티 는 웹사이트의 게시 처럼 일 다,혹은 다

다 환경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 소통 상과 어떤 계

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소통이 이루어진다.상호인지,지속성 등

구와 어떠한 방식의 소통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통의 내용과 질은 달라

지게 된다.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다 지지 않은 소통의 상

에 따른 신뢰,네트워크,참여라는 역량에 차별 효과를 보고자 한다.

매체의 활용은 그것이 사용되는 특정 사회 맥락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김은미,2006).따라서 청소년기의 세 속성,미디어 이용 양태,

한국 교육 환경의 분 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 고자 한다.이것

은 다른 세 와는 차별 일 것이며,같은 청소년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청소년과도 상이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성이 요

구된다.

앞서 결속 사회자본과 교량 사회자본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계의 속성을 이질 인지 동질 인지에 따라 구분

을 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 연구에

서도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계가 이미 알고지내는 오 라인 기반의 친

구인지 새로 만나게 된 온라인 기반의 친구인지 ①소통 상의 속성에

심이 있다.그러나 지 한 로 계가 이질 인지 동질 인지 는 강

한지 약한지 등의 구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이 계 속성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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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게 용하기 해서 교량과 결속이 아닌 보다 명확한 구분을 용하

기로 하 다.기존에 알고 지냈던 오 라인 기반 친구와 네트워크 미디

어로 계가 형성된 온라인 기반 친구로 나 었다.쉽고 명확한 구분으

로 이에 따라 어떠한 계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기존의 추상 인 개념

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오 라인 기반 친구: 실 공간의 친구와의 소통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인터넷과 계없이 개인의 물리 공

간에서 형성된 친구와의 소통을 의미한다.한국의 청소년의 생활 반경이

넓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학교,학원,교회의 친구와 가족 친척

는 이웃의 지인 정도로 상된다.즉,학연, 연,지연에 기반한다.12)

이는 필연 으로 연령,성별,지역 등에서 동질 인 사회경제 지 일

것이며 폐쇄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결속 사회

자본의 속성과 유사한 이 있다.

재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들과 다양한 미디어 채 을 통해 매우 집

착 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소통의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이들에게는 ‘실시간 댓 ’과 끊어지지 않는 화는 하나의 규범이

기 때문이다.이는 청소년기의 친구집단의 요성에 기인한다.친구는 공

통 인 심과 문제,고민을 함께 나 는 계로써 소속감과 심리 안

정을 주고,가족을 벗어난 가치의 원천이 되며,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항하는 힘을 주는 거집단이 된다.그리고 래에게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배척의 공포는 매우 높다(서

동인,1992).

최근의 국내 블로그와 사회자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상의 계형성이 익

12) 엘리슨 등(Ellisonetal.,2006)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의 오

라인 기반의 친구를 친한 친구와 잠재 친구를 구분한다.잠재 친구란 페이

스북이 없었으면 유지되지 않았을 매우 약한 계의 지역 기반 친구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좁은 생활반경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구분은 생략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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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고 약한 유 에 기반한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네트워크 유형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최윤정·황하성·

손주혜,2011),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

진다.국외에서도 이런 상은 나타난다.보이드(Boyd,2008)가 2년간 청

소년의 마이스페이스 이용을 기술지 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은 주로 오

라인 친구와의 계를 해 이용하며,자신의 로필에 집착한다는

을 밝혔다.멋있다(cool)라는 인정을 받고 계에 정 향을 해서

다.페일 등(Feil,Ficsher,Haidvogl& Zimmer,2008)의 연구에서도 마

이스페이스 이용에서 청소년층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자신의 래와 가

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 져서 국내외를 막론한 청소년기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오 라인 기반 친구와의 온라인

상의 소통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상된다.청소년의 교우 계에 한

국제비교(문경숙 외,2008)에서 스웨덴,미국,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이 학교,학 ,학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높은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인터넷 상의 계 ‘형성’

비율은 상 으로 낮아 인터넷이 새로 운 계 형성의 장 보다는 엔터

테인먼트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즉,온라인

에서 새로운 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계를 강화하는데 더 투

자할 것임을 측할 수 있다.이것은 일반 인 래집단의 요성과 친

구들과 함께 할 공간이 부족한 한국 청소년의 사회문화 환경이 첩

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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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기반 친구:가상공간의 친구와의 소통

온라인 친구는 인터넷을 통해 물리 지역을 넘어 새로운 사람

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계를 의미한다.13)온라인 네트워크는 물리

공간의 제한 없이 사람들을 이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

는 가능성을 지닌다(Rheingold,2002/2003).그 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

회에 한 논의는 주로 이러한 새로운 계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그 다

양한 향력과 효과에 한 낙 혹은 비 측을 제시한다.민주

주의의 학교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는 낙 주의자(Miyata,2005/2010;

Putnam,2000/2009)들의 근거는 자신이 기반하 던 기존의 귀속집단을

벗어난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에 노출된다는 이다.이

로 인해 사회 반에 한 심 신뢰도 높아지며,참여로 동원될 가능

성도 높아진다.이 연구 역시 이러한 에서 온라인 상의 교류가 미치

는 사회자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공동체 삶의 역량 증진은 이

러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확장된 교류와 소통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효과

일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다만 청소년들의 소통 상은 물리 공간에

근거한 귀속집단과의 교류보다 온라인 기반 친구와의 교류는 상 으로

극 이지 않을 것이라는 상된다.앞서 설명했듯이 청소년기에는 지역

기반의 친구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온라인 소통과 교류

비 이 높지 않을 것이지만,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다른 세 보다

공동체 삶의 역량을 함양하는 효과는 더 강력할 것으로 여겨진다.왜

냐하면,청소년은 사회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 인 계를 맺고,메시지를 교환하고 사회를 경험

하는 것은 항상 사회 경험을 하고 있는 성인들에 비해 그 인지 태

도 형성에 더 큰 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상된다.가변성이 높고 아직

13)이는 교량 사회자본의 개념의 문제가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나와 다른 가

치와 심사’의 사람들의 제한을 벗어난다.왜냐하면,분명 교류 상 는 가까운

곳의 친구는 아니지만 나와 같은 심사로 묶여 있는 비슷한 배경의 는

다른 배경의, 는 익명의 상 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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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히 성숙되지 않은 이들의 사고에 온라인 상의 소통이 미치는 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와 같이 소통의 상을 두 가지로 유형화될 것

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온라인상의 교류에 따른 사회자본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삶 역량에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재까지의 많은 논의가

커뮤니 이션을 한 이용이 사회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논의

다면,청소년기에는 어떠한 범주의 소통이 나타나는지 탐색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소통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그 사회자본 효과를 으로써 청소

년의 공동체 삶의 역량에 미치는 향력을 측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자본 논의에 기반하여 구성된 공동체 삶의 역량인 신뢰와 네트워

크는 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자본이며 참여는 사회자본이자

사회자본 효과라 정리하 다.네트워크 미디어 상에서 구와 교류하고

소통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그 역량이 계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온라인 소통 상이 신뢰와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

미디어 이용과 신뢰를 살핀 기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단 된 인 이 사람에 한 신뢰를 낮춘다는 것을 우려하

다(Putnam,2000/2009).이로부터 미디어 이용이 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한 상반된 연구들이 축 되어 왔다.교류 그 자체인 네트워크 미디어

의 이용은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인 신뢰는 실

제 반복된 경험 지속 이고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

에 소통의 증진은 신뢰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네트워크와 그 안에서의 소통의 질과 양은 이를

결정한다.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 계 는 친구와의 경험에 따라

인 신뢰가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anagan,& S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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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오 라인 친구들과 주로 소통을 한다면 주

변 친구에 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다.더불어 일반 타인에 한 사회

신뢰 역시 향상될 것으로 측된다. 인 신뢰는 사회 신뢰의 기

반이 되며(Flanagan,& Stout,2010),친구가 결핍된 사람은 인 신뢰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Uslaner,2004).

그러나 오 라인 친구 심의 소통은 신뢰를 포함하여 공동체

삶의 역량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일 것으로 측된다. 재 개인이 소

속된 공동체를 넘어 넓은 사회로의 참여를 가능 하는데 자원이 되는

제도 신뢰와 교량 네트워크에 있어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그 향

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민주 측면에서 사회로의 참여를 이끌어내

는 요소로서 체 사회에 한 신뢰인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가 더

요시 여겨진다.그리고 이 두 신뢰 유형은 미디어 이용과 련하여 더

주목할 만하다.특히 청소년 세 는 사회경험이 어 자신의 경험에 의

존하기 보다는 매개된 평가 이미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이용이 사회 신뢰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Shahetal.,

2001)반 로 사회 신뢰에 부 인 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민 ·

주익 ,2007;이 웅 외,2005)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사회 신뢰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념 으로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나 윤리수 에 한 인식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Delhey&

Newton,2003;김은미 외,2012에서 재인용).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

해서 사람들은 일반 인 익명의 사람들과 잦은 교류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인 타인에 한 신뢰를 증 시킬 것을 기 하게 한다.추

상 개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던 그들이 구체 인 경험의 역에 들어오

기 때문이다(김은미 외,2012). 표 인 네트워크 미디어인 페이스북의

이용에서는 사회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lenzuela,Park& Kee,2009).가까운 계 이상의 경험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일반화

된 타인에 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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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상의 신뢰에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 행

측면과 지식 공유 측면에서 온라인 상의 신뢰를 측정해왔다.이들의 연

구를 기반으로 인터넷 공간에도 역시 타인들에 한 특정한 신뢰가 형성

되어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

명아(2007)는 온라인 상에서의 교류는 단순한 뿐이 아니라 정보,의

견,감정,사교,지원,소속감,사회 정체성,가치 을 교환하면서 연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을 설명한다.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와의 계에서도 그 교류의 양과 질이 확 되면 네티즌

에 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최근 김은미 등(2012)의 연

구에서는 인터넷을 정보 으로 활용하고 인터넷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 신뢰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한,주변 사람들과 제한 인 교류

를 하는 사람들은 네티즌 신뢰 사회 신뢰가 낮으며,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사람과의 개방 인 교류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정 인 계를

갖는다고 밝혔다.즉,온라인 상의 교류의 상에 따른 소통은 신뢰 역

의 차별 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미디어를 통해 교류가 증진되었다

하더라도 오 라인 친구와의 교류의 증가는 온라인 공간 는 체 사회

에의 신뢰의 증진을 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 으로 인터넷 이용이 사회 계를 유지,형성,발 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에 한 신뢰에 기 가 정 이다.반면 제도 신뢰

에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측된다.인터넷 공간은 비 담

론 공 이 포진되어 있다(이 웅,2005).온라인 상의 소통 속에서 우연

히 하게 될 정치 메시지들은 주로 정부 는 정치과정에 한 부

정 감정을 담고 있다(이효성,2008;조경식,2010).나은경 외(2009)에

따르면 정치인에 한 신뢰가 낮을수록 댓 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인터넷 뉴스 댓 이지만 이를 많이 읽을수록 역시 정치 신

뢰는 낮아진다고 밝혔다.즉,온라인 상에서 정치 는 제도 신뢰가

낮은 사람들이 의견을 더 많이 표출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비 메시

지들을 오 라인보다 더 하기 쉬울 것이라 본다.청소년기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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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기 에서도 체제 사회문제에 해 비 인 방향으로 일깨워지

는 재 과정이라 간주된다(김세균 외,2002).이러한 담론과 이미지는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다른 세 에 비해 큰 계발(cultivation)효

과를 미칠 것으로 상된다.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한 참여하는 군 의

모습은 공 제도와 정치과정에 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에서 제

도 신뢰는 주목할 만하다.참여의 조건으로 신뢰를 설명한 퍼트남

(Putnam,2000/2009)과 다른 양상인 높은 불신,높은 참여의 한국 사회

의 상은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공간이 매우 비 이고 항 이며

역동 인 형태로 개인에게 향을 미쳐 정치,사회에 동원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평가된다(이효성,2008).

• 연구가설 1-1: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인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1-2: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사회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1: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사회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2: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제도 신뢰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2-3: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네티즌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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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신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삶의 역량의 요소로 사

회 계에 한 인식 그 자체이다.온라인 소통이 어떠한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인지하는지,네트워크에의 향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퍼트남(2000/2009)에 따르면 결속 자본은 주로 같은 인종,성별,종교,

계 등에 기반한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며.교량 자본은 다양한 사

회 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은 친구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사

회구조를 알게되고,집단의 기 을 학습(Stone& Curch,1968;서동인,

1992에서 재인용)한다.따라서 친구 계는 요한 지지 원천이자 사회

능력의 학습 장이 된다.청년기의 친구 계는 사회 역량의 성장을

진시키고,사회 응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Buhrmester

& Furman,1986;서동인,1992에서 재인용).그 기 때문에 친구 계에

한 만족도는 물론 친구들과의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인

신뢰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결속 네트워크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베시에르(Bessiere,Kiesler,Kraut& Boneva,2008)와 동료들의 연구에

서도 인터넷을 통한 가족 친구와의 소통이 새로운 친구와 소통에 비

해 우울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것은 친구들과의 계를 결속

하여 소속감,친 감,지지감 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즉,친구들

과 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온라인상에서의 긴 한 연결과 소통은 이들

에게 사회 지지감을 형성하여 강한 유 의 결속 네트워크를 높일 것이

다.

반 로 새로운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해 것이며 이는 교량 네트워크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축 된 네트워크 사회에 한 논의는 사실상 인터넷의 범

한 네트워크에 따른 교량의 효과를 설명한 것과 다름없다.온라인 상에

서 기존에 연결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계 맺기는 자연스럽게 다양하

고 넓은 배경의 사람들을 포섭하고,더 넓은 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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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며,더 넓은 공동체와 많은 것을 나 려는 개방 인 태도를 형성하

게 할 것이다. 희조(2011)는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 미디어의 이용은

연계 사회자본(교량 네트워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마이크로 블로그와 네트워크 사이트는 결속형 사회자본(결속 네트워크)

도 증진시킨다고 밝 다.트 터의 연구에서 트 터는 교량 ,결속 자

본 모두에 정 향을 미쳤으나,교량 사회자본에 더 많은 향을 미

친다고 밝 졌다(심홍진·황유선,2010).청소년의 부분은 기존의 친구

들과 온라인상에서도 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교량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를 새로운 온라인 친구들과의 소통을 구분하여 측정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교량 네트워크 뿐 아니라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결속 네트워

크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만난 이 없는 사람들 간에 친구라는 믿음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간 인 감정의 교환 그리고 이로 인해 강한 결

속력과 신뢰가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Rheingold,2002/2003;

Sander,2005;Krautetal.,2002). 학생들의 경우,시간이 흐를수록

만난 이 없는 회원들을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기도 하며 더 인

격 으로 친 해지기도 한다(Walther,1995).따라서 단순히 확장형 소통

의 계를 약한 연 로 규정할 수 없다.강한 결속력과 신뢰,유 감은

교류의 결과로서 축 된 사회자본이기에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 연구가설 3-1: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결속 네트워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2: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교량 네트워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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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소통 상이 참여에 미치는 효과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참여에 있어 온라인 소통의 사회 성과

로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확인될 것으로 측된다.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

구들이 인터넷 이용이 시민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고,그

정 인 향력을 확인하 다.특히 국내의 촛불시 의 등장 이후에 시민

참여 는 비 습 참여에의 효과에 많이 주목해왔다(김은미·양소은,

2013;민 ·노성종,2011).이러한 참여는 개인 심 는 오락 주의

비정치 공간이었던 각종 인터넷 까페 커뮤니티를 통해 동원

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송경재,2009;이정기,2009;이창호․정의철,

2009; 아․강정한,2010).즉,스포츠,미용,연 인 등과 같은 비정치

인 게시 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정치 의견을 자연스럽게 교

환하게 되고 참여에 동원되었다는 에 비추어 볼 때,이것은 새로운 온라

인 친구와 소통이 가져온 효과라 볼 수 있다.이원태(2003)는 약한 유 의

커뮤니티가, 희조(2010)도 교량 인 연계망이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같은 참여가 등장하고 그 원인으로 온라인 네

트워크와 그 소통이 지목됨에도 참여를 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온라인 소통을 열성 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오 라인 상의 친구들

과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청소년 정책 연구 보고서(김기헌 외,

2011)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정치나 사회 문제에 하여 거의

화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학생의 경우 66%가 거의 화하지 않는

것으로,가끔 하는 학생들이 23.2%로 지극히 낮다.물론 오 라인보다 온

라인 상에서는 더 정치 이슈를 친구들과 공유할 가능성은 있다.하지만

자신과 일상 생활을 공유하고 동질 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온

라인 상에서 두드러지게 자신들의 세계 머의 다양한 사회,정치 이슈

를 고민하고 나 것이라 기 하기 어렵다.민 과 노성종(2011)은 정보

인터넷의 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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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지만 그 향력이 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을 지 한다.이 연구

에서는 청소년이 특정 정보를 탐색하기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타인과 소통을 목 으로 이용할 때 사회 역량이 더 강화될 것이라 제

한다.그리고 이 때 자신의 생활 반경을 넘어선 사람들과 소통할 때 참여

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측하 다.

• 연구가설 4: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참여(시민 여,제도 참

여, 안 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민 참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친사회 참여로서

도움행동에도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력 이고 참여 인 모습들은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다.인터넷 상에서의 활동은 부분 자발 으로

행해진다.모든 활동이 외재 보상이나 압력 등이 아닌 내재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기본 으로 이 공간 내에 존재하는 구

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특

징은 개방,참여,공유,그리고 확산 등의 개념으로 정의된다(임 식·김재

휘·부수 ,2008).그 기 때문에 인터넷의 공간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자

연스럽게 함께 살아가기,공유,도움 등의 가치를 체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웰만과 굴리아(Wellman& Gulia,1999)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모르는 익명의 상 방과도 상호간 호혜성이 성립되며 이를 통해 지식

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일반인들의 지식 답변,블

로그와 SNS등에서의 자신이 획득한 지식과 정보 공유,댓 달기 긴

스크랩 도움요청 등 다양한 친사회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김수정·김

지호,2013).즉 약한 유 를 기반으로 서로에 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

은 사이버공간의 제약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수나 이익의 추구 없이

자발 으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친사회 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김종애,2009).온라인상에서 도움행 와 친사회 행동을 경험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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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오 라인 상에서의 도움행동 참여에의 의향이

높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따라서 온라인 상의 교류 활동은 친사회

으로 사회화 시키고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데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된다.이 때 오 라인 상의 친구들과 지속 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타인

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지 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호혜 인 계를 맺고 돕고자 하려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김수정과 김지호(2013)에 따르면 도움행동은 상호간 호

혜성이 지각되거나 확립되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그 사람도 언젠가 나를 도와 것’,혹은 ‘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언젠가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상호

간의 믿음이 존재하는 계이다. 실세계의 경우에는 연이나 학연 등

과 같은 사회 계에 기반을 두는 명확한 상과 규범화된 사회

계에서부터 신뢰나 호혜성이 지각된다.온라인 상에서는 이와 다르게 불

특정 다수들과의 약한 유 에 기반함에도 ‘내가 지 이 사람을 도와주

면,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 것’이라는 일반 타인에 한

는 온라인 구성원에 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임 식 외,

2008).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움 행동은 증진될 것인데,청소년들의 공

동체에 한 인식을 고려하여 래 친구와 체 사회 공동체에 한 도

움행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이는 온라인 상의 소통은

물론 개인의 성향,가정,학교, 래 계도 복합 으로 향을 미칠 것이

다.그리고 사회자본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의 향을 고려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연구문제 1: 온라인 상의 소통과 그 상에 따른 도움행동 참여(

친구 도움,타인 도움)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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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자본(네트워크,신뢰)의 효과:참여에 미치는 향 

온라인 소통 상에 따른 참여에의 효과에 더하여 신뢰와 네트워

크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많은 연구자들이 인터넷 이용이

시민 참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는데 이들은 특정한

소통유형을 밝히지는 않았으나,이들의 결과는 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보 근 가능성에 기반하여 해석된다( 희조,2010;김은미·이 웅,2006;

강내원,2004;Shahetal.,2001).김은미와 양소은(2013)에 따르면 네트워

크 미디어가 청소년을 사회로의 참여에 동원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온라인 상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즉,다른 연령

층보다 행동반경이 좁으며 부모의 통제 하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는 동네를 넘어 더 범 한 사회로의 연결을 이끌

어내고 참여로 동원시킨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교량 네트워크는 시민

참여 사회 운동에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

조,2010).카바나(Kavanaughetal.,2005)와 동료들은 온라인 상에서 여

러 가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시민 참여와 사회운동을 활

발히 하는 것을 밝 한 공동체에서 교류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넘어 새

로운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이 집합 행동에 동원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확인했다.이것은 결속 네트워크보다는 교량 네트워크를 통하여 더 큰 공

동체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정치사

회 문제들에 하여 공감하게 할 것이다.

반면,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앞서 논의한 듯이 개인의 정서

측면에서 만족감,안정감 등을 제공하고,지지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사회 삶에 자원으로서 활용되지만,행동하는 시민성을 길러내는데에

제한 일 것으로 측된다.청소년 상의 연구는 아니지만 최윤정 등

(2011)의 연구에서도 트 터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주로 소통하는

이용자들은 사회 신뢰에는 향을 미쳤지만 참여에는 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집단 간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나,외부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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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쉽고,이질 배경의 사람들과 사회이슈에 해 이야기하기 힘들

기 때문에(Kim & Kim,2008;Southwell& Yzer,2007;최윤정 외,2011

에서 재인용)사회이슈에 해 조직 인 사회 운동도 일어나기 힘들것으

로 측된다.다양한 계층과의 교류를 하는 다른 세 들은 사회자본을

구축하고 있었지만,이에 비해 청소년층은 오 라인의 친구를 심으로

약한 유 와 강한 유 를 형성하는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밝 졌다(Feil

etal.,2008).즉,참여로 나아가는 사회자본의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싱가폴에서 이루어진 연구(Skoric,Ying& Ng,2009)에서도 사회

자본은 정치 여를 높 는데 구체 으로 교량 사회 자본은 온라인

참여에,결속 사회 자본은 오 라인 참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했다.토론토의 지역 네트워크를 연구한 연구에서도 온라인 상의 네트워

크가 지역의 상호작용과 여와 참여 등의 사회자본을 형성시킴을 보여

다(Hampton & Wellman,2003;Kavanaugh & Patterson,2001;

Kavanahetal.,2005).즉,이 사회에 한 계에 한 인지를 설명하는

결속 자본과 교량 자본이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차별 일 것으로 측된

다.

사회에 한 신뢰는 사회에 참여하는데 요한 기반임을 앞의

이론 배경에서 설명하 다.타인과의 계와 사회 삶에 있어서 매우

기 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참여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 웅 외,2005;Brehm & Rahn,1997).신뢰는 공동체에의 참여는

물론,사회구성원의 통합이나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통의

사회정치 이슈에 한 심을 높이고 이러한 심은 정부 정책에 한

개입, 범 한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찬,2002;

Boix& Posner,1998;민 ·주익 ,2007에서 재인용).최근 네트워크 사

회의 참여를 살피는 연구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교류를 토

로 연 감을 가지며 감정을 공유하고 오 라인 상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을 지 한다(이승훈ㆍ김상돈,2009;Kavanaughetal.,2005).

이러한 해석은 사회 신뢰가 증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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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나와 소통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 들의 메시지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신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동과 몰입에 향을 미

친다(이국용,2005).즉 온라인 상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그들의

생각에 더 향을 받고 동화되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들의

참여가 네티즌에 한 신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네티즌

을 포 하여 우리 사회 체의 구성원에 까지 확장된 신뢰에 기반한 것

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 신뢰가 공공 역에 한 믿음을 기반으로 정치과정에

참여를 하게 하는 측 요인(이 우,2002;Hofstetter,Sticht,&

Hofstetter,1999;민 ·주익 ,2007에서 재인용)임에도 이 연구에서는

낮은 제도 신뢰가 오히려 정치과정에 참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정치 역은 물론 국가의 제도 공 기 들에 한 신뢰가 차 낮아

짐에 따라 제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이것이

공 역에의 참여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하지만 퍼

트남이 참여의 요건으로 신뢰를 강조한 것과 다르게 제도 신뢰는 사회

정치 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웅

외,2005). 한 인터넷 이용은 정치 신뢰를 부정 인 향력을 미치면

서 사회정치 참여에 정 인 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한국 사회에

서 축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효성,2008;조경식,2010).따라서 한국 사

회에서 정치에 한 신뢰와 참여는 정 으로 연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그리고 이러한 참여는 주로 비 습 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

터 한국사회의 제도 이고 공식 인 부문에 한 깊은 사회 불신으로

부터 비 습 참여 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은 논의되어 왔다(박승 ,

1994).

• 연구가설 5-1:교량 네트워크는 참여(사회 여,제도 참여,

안 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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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5-2:사회 신뢰는 참여(사회 여,제도 참여,

안 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5-3:네티즌 신뢰는 참여(사회 여,제도 참여,

안 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5-4:제도 신뢰는 안 참여에 부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특정 역의 신뢰와 특정 네트워크가 참여에 미치는 향을 살

펴 으로써 이 연구가 던졌던 청소년의 소통과 사회자본에 한 질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참여 동원

의 메커니즘을 보다 면 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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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구와 소통하는가 :청소년들의 개인성향,환

경배경에 따른 소통 상 

두가지 유형의 각 소통에 따른 효과가 차별 이라 할 때,그

다면 각 유형의 소통을 으로 하는 청소년 간에 어떠한 개인 인

차이가 있는가.이는 공동체 삶 역량 계발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요한

발 이 될 것이라 측된다.

기존의 미디어 련 청소년 연구는 주로 인터넷 독이라는 부

정 측면을 강조해왔다.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독과 련된 연구에서

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심리 특성과 사회.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하 다(김교정․서상 ,2006;이수진·박 규,

2004;최명선․최태산․안재 ,2007).개인 심리 문제로는 충동성,우

울,불안,공격성, 인 계 문제,성격과의 연 성 등과 사회-환경 문

제로는 가정,학교,교우 계에서의 부 응 등이다(이희경,2003;조아

미․방희정, 2003;최나야․한유진,2006).이와 련해서 이 연구도 온

라인 상의 소통 상에 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심리 특성과

사회-환경 맥락을 살피고자 한다.

인터넷 상에서 특정 상과 소통하는 청소년 역시 심리 차별

성이 상된다.다양한 심리 변인들이 측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인터넷의 계와 속성에 해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개인

성(networked individualism)’(Wellman,2002)이 주목할 만하다.이는

디지털 매체의 덕택으로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이 증 되어 지리 근

성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상호 연결된 개인

들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이 개인들은 특정한 집단에 항상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이 변하고 있기에 기존의 통 인 공동체인 거주지,직

장,국가의 결속력은 약해지거나 변형된다.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

에서 ’개인‘.’개인주의‘가 부상하게 된다(Castells,2001/2004;We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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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틀(Wittel,2001)역시 네트워크 사회의 사회성은 탈사회 계

이며,개인화되어간다는 것을 강조한다.이것은 웰만의 개념보다 더 집단

의 와해를 강조한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어 든 개인이 자기주도

으로 기존의 주어진 귀속 집단에서 벗어나 사회 계를 선택하고 구

성하고 리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공동체에 한 귀속 의식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고립되지는 않은 개인들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분명 ’고립된 개인‘이

아님이 틀림없다.그럼에도 통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깊고 집

화된 지역 기반 집단에서 네트워크사회,탈근 사회의 특성으로 간주되

는 다양하고 특화된,성기지만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로 사회 구조가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사화(privatization)된 개인 연결성에

는 개인용 컴퓨터,개인용 인터넷 기기,휴 화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

다.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신의 심사와 이해에 따라 능동 인

계맺기가 가능하다.따라서 개인성과 집단성과 온라인상의 네트워크에

서 드러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형 소통을 하는 특성은 트라이언

디스(Triandis,1995)가 주장한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 욕구 그리고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타인들과 계를 맺어가는 개

인주의 특성과 부합한다.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양

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확장형 이용자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

고 있을 것으로 상된다.웰만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성의 척도로 약한

유 와 다양한 집단에의 소속된 정도를 측정하 다.이는 개인주의 성

향의 요한 특성 하나로 내집단 수가 많으며,외집단 사람과도 자주

한다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와 같은 맥락에서 오 라인 친구들과 소통을 집 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측된다.개인주의 성향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개인의 목표와 신념이 시되며,개

인의 만족이 추구된다.타인과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기 을 가져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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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에 한 낮은 심을 보인다.반면,집단주의 성향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한다.그 기 때문에 내집단과

동일시된 자기 을 가지고 동조를 소속과 자기 확 의 수단으로 보아

시한다(Hofstede,1995/1995;Triandisetal.,1988).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자일수록 래에

한 동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 졌다(조 호․김은진,2001).동조

(conformity)는 집단 심 성향의 표 특성이다. 청소년들의 휴 화

독에 한 연구에서는 래에 한 동조성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소통

에 집착하기 때문에 독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미·이선정·신

효식,2009).이것은 친구들과의 계를 유지하며 돈독한 유 감을 유지

하기 해서인데(김은미,2006)그 기 때문에 집단주의 성향의 청소년

들은 동조성 는 유 에 한 욕구가 높을 것이고,친구와의 교류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역시 청소년의 휴 화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개인주의는 기타

부가서비스의 이용빈도를 높여주며,집단주의는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이용빈도를 높인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호·안수근·정용조,2004).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가서비스의 이용은 개인의 고립 이용을 제로

하기에 개인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활용하며,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성향과 련성이

높은 것이다.즉 같은 휴 화 매체에서도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인

데,네트워크 미디어 이용 에서도 기존의 오 라인 친구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 측된다.집단주의의 특

성은 내집단의 수는 지만 그 안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집단성원들과 자

신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된다.따라서 온라인 상에서도 기존

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친구 집단과의 소통을 주로 하는 청소년들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의무와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집단 심 성

향(Triandis,1995)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한,수평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 친구와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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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청소년이 더 교류할 것으로 측된다.최근 개인주의-집단주

의 성향에 한 연구는 보다 정교화될 필요에 기반하여 수평 -수직

(horizontal-vertical)차원을 추가하여 이루어진다(Hui,1984;Singelis,

Triandis,Bhawuk,& Gelfand,1995;Triandis,1995;최태진,2004에서

재인용).수평-수직 차원은 사람들 간의 계에서 계질서 차별성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평등성 동등성을 강조하는지에 한 것이다

(Triandis,1995).수직 이란 내집단을 해 개인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사람들 간의 불평등과 서열을 인정하는 것이며,수평 이란 사람들 간의

동등성 는 평등을 시하는 것이다.즉,인종,성별,연령 등과 상 없

이 다양한 사람들과 동등한 계로서 일 일 일 다 소통을 가능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는 수평 이고 평등한 계로 규정되어 진다

(Wellman,2002).따라서 수직 성향보다는 수평 성향을 띠는 청소년

들은 온라인 기반 친구와의 소통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개인성에 한 논의가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14)을 인터넷 이용과 련

짓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온라인 상의 소통과 계맺기는 개인의 사

회 행동에서 자신과 집단을 둘러싼 계에 한 인식인 개인주의-집

단주의 성향이 매우 잘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의 일종이다.개인마다의 성

향에도 집단성과 개인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하고,이러한 차이가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유형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상한다.이론 논의

14)인간의 사고와 행 를 이해하기 해 문화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연구 표

인 것은 홉스테드(Hofstede, 1995/1995)가 제시한 집단주의-개인주의

(collectivism-individualism)의 분류체계이다.이것은 주로 국가 간 비교를 해

국가 는 문화 수 에서 차이를 이해하는 틀로 사용되어왔고,우리나라는 형

인 집단주의 성향의 국가로 분류되었다.이는 동일한 한 문화권 내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하여 개인차를 이해하기 한 개인 수 에서도 효과 으로 사용되고

있다(Triandisetal.,1988).한 사회가 특정 성향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안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과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차 이

를 국가 사회 수 이 아닌 개인의 성향으로 인식하여 심리 개념으로 다루

고 있다(Markus& Kitayama,1991; Triandisetal.,1988).그리고 이와 같이

개인의 속성으로 다루는 연구는 주로 소외감,고립감, 응,동조 등의 개인의 심

리학 변인에의 상 계 향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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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할 때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청소년은 온라인 친구와의 소

통을,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청소년은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을 할 것

으로 측된다.

나아가 미디어의 이용 양상에 가족,학교,친구의 향 등의 사

회-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수

진·박 규,2004)에서는 인터넷과 게임의 독 원인을 가정과 학교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심리 변수보다 더 요하다고 강조하 다.

한,친구 계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에 따라 게임 독,채 독,

음란물 독에 미치는 향이 차별 으로 나타났다(유은희·하은혜,

2009).부모의 과도한 기 와 압박을 받거나 학교의 일과로부터 스트

스를 받는 국의 1자녀 아이들 역시 인터넷은 하나의 탈출구로 여겨지

고 있다(Liu,2011).즉,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조응하여

미디어를 하게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Livingstone,2009),청소년 자

신이 성장하고 있는 배경과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의 교류

소통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상한다.

가족과의 계 가정환경은 인터넷 이용의 요한 변수로 이

미 여러 차례 확인되어져 왔다.부모의 지지가 낮고 통제 이거나 부모

와의 부정 인 의사소통 유형일수록 게임 독의 가능성이 높아지며(방희

정·조아미,2003;이희경,2003;최나야,한유진, 2006),인터넷 독이

고 험 집단으로 갈수록 가족기능(가족응집력과 가족 응력)이 낮아지

는 것(김정은,2008;설민신,2009에서 재인용)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

라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가족 경험에 필 한 만한 경험으로는 ,고등

학교 시기의 학교경험이라 볼 수 있다(이수인,2010).청소년기에 이르면

청소년과 부모의 상호작용은 감소되고 청소년과 학교,청소년과 교사,청

소년과 동년배의 상호작용이 격히 증가한다.따라서 학교 생활과 친구

와의 생활 맥락에 따라 인터넷 상의 소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

로 측된다.

인터넷 독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계에서나 학교에서 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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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소외감 고립감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인터넷 는 게임

에 독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진·박 규,2004;이유경,채규만,

2006).이는 실에서의 좌 경험이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 는 오락에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실 생활에서

타인과의 교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온라인 소통의 상

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이들은 오 라인 상의 친구가 아니

었던 새로운 계를 인터넷을 통해 형성하여 새로운 삶의 역에서 계

가 심리 인 보상이 될 수도 있다(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반면,오 라인 상의 친구와 면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

인 상에서 더 열심히 사회 교류를 함으로서 기존의 소통 기술을 보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계를 탐색하기로 한다.

연구문제 2: 구와 소통하는지에 향을 미치는 개인 성향과 환

경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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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방법

제 1  분석 상의 선정  연구 차   

청소년의 온라인 상의 소통 상을 구분하고 그 차별 인 속성

공동체 삶의 역량에 효과를 살피기 해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

구 상으로 삼았다.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에서 태도는 물론,공동체

정치과정에 한 인식이 비교 청소년기 기나 후기에 비하여 청소

년기 기에 가장 향을 받는 시기(이순형,1994,Flanagan& Stout,

2010)임을 고려했을 때 16세인 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다고 단

했기 때문이다. 비조사는 2012년 11월 서울 지역의 학교 3학년 두

학 의 학생 66명을 상으로 실시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연구 상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 이 있는지를 악하

다.본조사는 2012년 12월 서울 지역의 강남소재 학교 3학년 여섯 학

,강북소재 학교 3학년 여섯 학 을 상으로 실시하 다.설문지

총 418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39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이 남자가 191명(49.4%),여자가 196명(50.6%)로 구성되

었다.

제 2  측정 척도의 구성

설문지는 온라인 상의 소통 상(오 라인 친구,온라인 친구)을

측정하는 문항,개인의 속성(수평주의,개인주의),학생의 생활(가정,학

교,친구 계 등 환경 변수)을 측정하는 문항,공동체 삶의 역량으로

신뢰( 인 신뢰,사회 신뢰,제도 신뢰,네티즌 신뢰),네트워크(결

속 자본과 교량 자본),참여(시민 여,제도 참여, 안 정치참

여),그리고 인구 사회학 속성 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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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상의 소통 상 구분:오프라인 친구,온라인 친구

청소년들이 상호작용한 네트워크 미디어의 상 가 구인지 소

통 상을 구분하고자 한다.이 연구에서는 오 라인 기반 친구(이하 오

라인 친구)는 “가족,학교 동네 친구,친척 등”의 물리 실 공간

에서 알게 된 친구를 의미한다.온라인 기반 친구(이하 온라인 친구)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구인지는 모르는 익명의 상 ,유명인(연

인,스포츠인,정치인..)등”의 가상 공간에서 알게 된 친구를 의미한다.

구체 인 측정방식은 기존의 자기 심 (ego-centric)사회연결망 평가방

식을 응용하여(Huckfeldtetal.,2004,나은경,2007)온라인 상에서 구

성된 사회연결망의 평가에 용하 다.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포

인 교류를 고려하기 해 한국인터넷 진흥원(김원 외,2012)의

‘SNS’이용 범주에 기 하여 커뮤니티,블로그,미니홈피, 로필기반

서비스,마이크로블로그로 구분하여 소통하는 상에 한 문항에 답

하는 것이다.먼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주된

인터넷 교류 공간을 3개까지 게 한 후,그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

이 원래 알고 지내던 오 라인 기반 친구인지,인터넷 덕분에 교류할 수

있게 된 온라인 기반 친구인지를 질문하 다.그리고 온라인 상의 소통

을 게시물 읽기,게시물 쓰기,댓 읽기,댓 쓰기,채 쪽지 다섯

개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각각에 행 에 하여 오 라인 친구,온라인

친구와의 소통 정도를 리커트형 5 척도로 측정하 다.문항 배치시,소

통 상에 따른 다섯 가지 행 의 정도를 측정할 경우 응답자가 자신이

어떤 소통 행 를 많이 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라 상되어 다섯 가지의

소통 행 ( :게시물 읽기)마다 소통 상을 구분( :“ 공간에서 나

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게시물을 읽는 편이다.“,”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게시물을 읽는 편이다.“)하여 각각 측정하 다.

이는 응답자가 각 소통 행 마다 소통의 상자를 생각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한 ’소통’과 ‘온라인 친구’,‘원래 알고 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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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성분

1 2

오 라인

기반 친구

온라인

기반 친구

게시물

읽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게시물을 읽는 편이다.
.880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게시물을 읽는 편이다.
.806

게시물

쓰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을

상으로 게시물을 쓰는 편이다.
.866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을

상으로 게시물을 쓰는 편이다.
.823

댓

읽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댓 을 읽는 편이다.
.908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댓 을 읽는 편이다.
.803

댓

쓰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에 댓 을 쓰는 편이다.
.896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에 댓 을 쓰는 편이다.
.835

채

쪽지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과

채 는 쪽지를 주고받는 편이다.
.806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과

채 는 쪽지를 주고받는 편이다.
.747

합 계 3.808 3.240

% 분산 38.084 32.403

% 38.084 70.487

Cronbach'sα .919 .861

<표 3>소통 상 문항의 신뢰도와 요인 분석 결과

친구’라는 개념이 응답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문

항의 상단에 그 개념에 한 설명을 강조하 다.각 문항의 배리맥스 회

요인분석과 신뢰도(Cronbach’sα)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나

타나 이 연구에서 시도한 소통 상에 한 구분의 척도가 신뢰할만 하

며,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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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디어 이용:: 매체,인터넷 이용 

매체는 신문과 텔 비 의 이용량을 측정하 다.신문 열독,

텔 비 시청,인터넷 이용의 양을 각각 일주일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 시

간(분)을 질문하 다.스마트폰의 소유여부를 질문하여 더미변수(없음-0,

있음-1)로 코딩하 다.인터넷 이용유형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의

상당 부분이 가정 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으나 응답 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을 고려치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반 컴퓨터

와 휴 용 단말기(스마트폰,태블릿 PC등)각각에 하여 질문하 다.인

터넷 이용 유형은 뉴스 는 정보 검색 등의 정보 활동,이메일,메신

와 SNS,블로그 이용 커뮤니티,게시 활동 등의 교류 활동,음악,

동 상,게임 등의 오락 활동의 하루 이용 시간에 하여 리커트형 5

척도로 측정하여 두 기기의 각각 활동을 합산 평균하 다.

2.개인의 속성 :수평주의,집단주의

집단주의와 수평주의는 싱 리스 외(Singelisetal.,1995)가 개

인주의-집단주의 수평주의-수직주의 등 개인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해 제작한 INDCOL(Individualism-Collectivism)척도를 기 로 하

다.15)각 문항에 해 “매우 그 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 다”의 리

커트 식의 5 척도를 사용한다.개인주의 성향은 “한두 명의 친구라도

15)이들의 INDCOL척도는 개인 인지 집단 인지,수직 인지 수평 인지 두가지

성향을 축으로 수직 -개인주의,수평 -개인주의,수직 -집단주의,수평 -집

단주의로 나 어진다.각각의 성향에 한 5개의 문항들,총 2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다시 개인주의와 수평주의 성향이라는 변인을 만들었다.즉,수평

집단주의와 수평 개인주의를 더한 값에서 수직 집단주의와 수직 개인

주의를 더한 값을 빼서 수평주의 성향이라는 변인을,수평 집단주의와 수직

집단주의를 더한 값에서 수평 개인주의와 수직 개인주의를 더한 값을

빼서 집단주의 성향이라는 변인을 각각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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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친구가 있어야 한다.”,“모임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다.”,“여러 사람

이 토론하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다른 사람

과 무엇인가 달라야 가치가 있다.”등의 10문항이며,집단주의 성향은

“일단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 좋다.”,“내 일이 바빠도 모임엔 빠질 수

없다.”,“ 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척 어색하다.”,“주변 사람

의 부탁을 잘 거 하지 못한다.”등의 10문항이다.

3.학생의 삶의 맥락 :가정,학교,친구 등 환경 변수

이 연구는 청소년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학생이 처한 삶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으며,청소년의 일상의 주된 부분이 가정

분 기,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 계라 상정하 다.따라서 인구통계학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계,학교에서

의 응 정도,친구의 양과 질을 측정하 다.측정변수는 한국청소년연구

원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매년 발행하는 연구보고서(2004;

2008)등을 참고하 다.

가정의 환경은 가정 내 소통과 부모 통제로 구성된다.가정 내

소통은 부모와의 화,부모와 함께 TV 시청,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

도에 하여 리커트형 5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 평균하 다.부모 통제

는 자신의 친구 계,이성교제,귀가시간,학업 등 5가지 항목에 하여

부모님이 얼마나 간섭하는지에 하여 리커트형 5 척도로 측정하여 합

산 평균하 다.

학교 환경은 학교 수업 응과 학교 친구 응으로 구성하 다.

학교수업 응은 ‘나는 수업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기를 좋아한다‘등 4문항이다.학교친구 응은 ’친구들

은 내가 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자기 것을 함께 쓰게 하거

나 빌려 다‘,’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등 5문항

이다.각각 리커트형 5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 평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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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는 친구의 수와 친구애착도로 구성하 다.친구의 수는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수를 도로 하 다.친구애착도는 ‘나

는 나의 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나는 나의 친한 친

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등 친구와의 계에 한 평가를 의미하는 4

문항으로 합산평균하 다.

4.신뢰: 인  신뢰,사회  신뢰,제도  신뢰,네티즌 신뢰

신뢰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이용하는 문항(김은미 외,2012;이 웅

외,2005등)에 따라 측정하 다. 인 신뢰는 “학생이 알고 지내는 주변 사

람들“에 하여 다섯 문항 “이들은 체로 믿을만하다.”,“이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이들은 다른 사람이 기에 처했을 때 선의의 도움을 베푼다.“,

“믿는 만큼 보답이 돌아온다.”,“이들은 공정하다.”의 문항에 하여 리커

트 식의 5 척도를 사용하 고 합산 평균하 다(α=.785).마찬가지로 사

회 신뢰는 “우리나라의 일반 인 사람들”에 하여 다섯 문항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α=.754).제도 신뢰는 정부,정당 정치인,군/경찰,

기업,언론,학교에 하여 각각 얼마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

여 리커트식 5 척도로 측정하 고 합산평균하 다(α=.803).네티즌 신

뢰는 “인터넷 공간의 사람들(이른바 네티즌)”에 하여 인 신뢰

사회 신뢰에 쓰인 다섯 문항을 사용하여 질문하 다(α=.751).

5.네트워크: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는 리엄즈(Williams,2006)가

퍼트남의 개념에 기 하여 온라인 커뮤니 이션을 고려하여 고안한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의 척도를 사용하며,청소년의 연구에 하

게 수정하고자 하 다.결속 네트워크는 “난 내 고민을 해결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나는 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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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 화할 사람이 있다.”,“ 할 때,3만원

을 빌려 사람이 있다.”,“사람들은 나에 해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잔돈까지 나와 나 것이다.”,“내가 정의를 해 싸울 때

도와 사람이 있다.”,“내가 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내편을 들어 사

람이 있다.”의 8문항(α=.910)이며,교량 네트워크는 “우리 동네 밖에서 일

어난 일들에 해 심이 많은 편이다.”,“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것이 어

렵지 않다.”,“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심이 있다.”,“다른

지역,세계에 해 호기심을 느낀다.”,“나는 내가 지 속한 집단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더 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새로운 사람과 화할 기회는 많다.“의 8문항(α=.838)으로 각

문항에 해 “매우 그 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 다”의 리커트 식의

5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 평균 합산하 다.

6.참여:시민  여,제도  참여, 안  참여,도움행동

앞서 논의된 정치참여에 한 정의에 따라 시민 여와 정치

참여로 구분하며,정치참여는 참여 수단에 따라 제도 참여와 안

참여로 구분한다.시민 여는 최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서 논의

되고 있는 새로운 역의 공 역에의 참여(Bennett,2008;Dalton,

2008)로 자원 사,인권운동,환경운동,여성운동,소비자운동,국제구호

의 6가지 역에 한 참여 의향을 리커트형 5 척도를 측정하여 합산

평균하 다(α=.911).정치참여는 버바와 나이(Verba& Nie,1972),김세

균 외(2002)의 분류에 기반하여 각각의 항목과 련된 온라인상의 정치

행동도 포함하 다.제도 참여는 정부 심의 제도화된 참여 활동

을 심으로 6개 문항(투표 참여,선거 캠페인 참여,정치인 행정기

에 의견 달 등)에 한 참여 의향을(α=.828), 안 참여는 기존의 제

도 심 인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참여 활동을 심으로 6개 문항

(서명운동,정치 불매운동,집회 시 참여 등)에 한 참여 의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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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865)리커트형 5 척도로 질문하여 합산평균하 다.

도움행동은 바탈(Bar-tal,1976)의 도움행동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친구 계과 일반 상황에 용하여 상 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한국 청소년에 하게 수정하여 질문하 다.

친구도움행동은 “친구를 해서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는 편이다.”,“다

른 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해서 어려운 일,귀찮은 일을 한 이 있다.”,

“친구가 몸이 아 때 양호실에 데려가거나 가방을 들어 이 있다.”,“나는

친구가 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내 비물을 빌려주거나 같이 쓴 이 있

다.”의 4문항(.788)이며, 타인도움행동은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 이 있다.”,“다른 사람이 도

움을 요청하면 열심히 도와주는 편이다.”,“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 들고 가는 물

건을 들어 이 있다.”,“나는 자선기 이나 교회 는 다른 모임에서 불 한

사람들을 돕기 해 스스로 참가한 이 있다.”의 4문항(.666)으로 리커트형 5

척도로 질문하여 합산평균하 다.

7.인구 사회학  요인  주요 통제 변인

이 연구의 조사응답자인 청소년에게 가외 변인으로는 성별,성

,소속된 학교,성 ,가구 월평균소득,부모의 학력이 포함되었다.청

소년에게 이러한 변인들은 인터넷 이용 방식에 있어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증명되어온 바,이러한 요인들은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성 은 객

인 성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청소년 스스로 반에서 자신

의 성 에 한 평가로 상 권, 상 권, 권, 하 권,하 권의 5

단계로 구분된 서열척도를 사용하여 보고하게 하 다.이 때 사회 교과

에 한 성 을 질문하 는데 이는 사회 교과가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 삶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필 수 있으며,사회 교과 성

으로 어느 정도 반 인 학업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

문이다.가구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학력은 사회경제 지 를 구성하는

변수이다.소득수 은 우리나라의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400만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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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0)을 심으로 하여 월평균소득은 총수입을 기 으로 100만

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총 7구간을 나 서열척도를 사용했으며

부모의 학력은 무학부터 학원 졸 이상까지 6단계로 구분된 서열척도를

사용하 다.성별(남성-0,여성-1)과 소속학교(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두

학교를 더미 변수로 코딩:강북 소재 학교-0,강남 소재 학교-1)는 더미

변수로 코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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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결과

제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값  변인 간 상 계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먼 학생들의 개인 성향을 보면 동양 문화권에서 나

타나듯이 수직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미디어 이용과 련된 변수의 값을 살펴보면,학생들의 일일

평균 신문 열독시간은 11분,일일평균 텔 비 시청 시간은 1시간 46분,

일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시간 28분 정도로 나타났다.스마트폰 보

유비율은 87%로 높으며,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오락 이용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게임 음악감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청소년의 공동체 삶의 역량의 하 지표들을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면, 인 신뢰가 다른 신뢰 유형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는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났다.이는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 으로 하고 있는 가족,친구,

선생님 등의 사회 계는 지속 인 계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매우

높으며,직 으로 경험하고 인지하기 쉽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나 제도

에 해서는 신뢰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오히려 그들이 일상 으로

하는 인터넷 상의 사람들에 한 신뢰가 더 높다는 것이 흥미롭다.특

히,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는 응표본 t검정에서도 그 평균의 차이

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연구 가설 검증에서도 두 변인

이 나타내는 검증 결과들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이는 일반 인 우리 사

회 구성원이나 사회 제도나 신뢰의 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념 으로 형성되기 쉬우며(김은미 외,2012)더욱이 청소년에게는 추상

인 하나의 사회로서 유의미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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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개인성향
수평주의 385 0 7 3.04 1.06

집단주의 385 0 11 6.48 1.32

환경변인

-가정,

학교,

친구-

가족간 화 390 1 5 4.00 0.79

부모의 통제 388 1 5 2.98 0.88

학교수업 응 388 1 5 2.76 0.76

학교친구 응 386 1 5 3.44 0.68

친구애착 388 1 5 4.19 0.66

친한친구 수 388 0 100 15.44 18.03

미디어

이용

신문열독시간 394 0 120 11.06 19.19

TV시청시간 394 0 780 105.64 108.27

인터넷이용시간 389 0 760 148.29 135.99

스마트폰 소유 394 0 1 0.87 0.34

교류형 389 1 6 2.53 1.01

정보형 386 1 6 2.68 1.21

오락형 384 1 6 2.83 1.14

공동체

삶의

역량

인 신뢰 393 1 5 3.48 0.59

사회 신뢰 392 1 5 2.74 0.62

제도 신뢰 391 1 5 2.79 0.70

네티즌 신뢰 390 2 4 3.04 0.47

결속 네트워크 389 1 5 3.75 0.74

교량 네트워크 389 1 5 3.48 0.61

시민 여 391 1 5 3.15 0.90

제도 참여 392 1 5 3.00 0.83

안 참여 389 1 5 3.12 0.92

친구도움 382 1 5 3.69 0.67

타인도움 383 1 5 3.08 0.75

<표 5>주요 변인의 기술통계값

*TV시청,신문열독,TV시청,인터넷 이용의 시간의 단 는 분이다.

한 결속 자본이 교량 자본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청소년들이 주변 계로부터 오는 지지감 즉, 계의 깊이에

한 인식이 주변을 벗어난 공동체로의 연결 계 즉, 계의 넓이에 한

인식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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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상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차이평균

차이평균

표 편차
t r

오 라인

친구
392 1.00 5.00 3.60 1.06

1.01 1.41 14.15*** -.007
온라인

친구
390 1.00 5.00 2.58 .93

<표 6>청소년 온라인 소통 상의 기술통계와 평균 비교

사회자본 효과로서 참여의 유형을 살펴보면,기존 연구들에서 확

인되었듯이 청소년들은 습 인 유형의 참여인 제도 참여보다 시민

역에 한 참여인 시민 여와 비 습 이고 항 인 유형의 참여인

안 참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참

여를 불러일으키는 사회 문제와 참여를 하는 방식들이 차 다양해지며

새로운 시민성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기존의 논의들(김은미․양소은,

2013;Bennett,2008;Dalton,2008등)에 부합한다.마지막으로 친구도움

과 타인도움 행동에의 참여에서는 친구도움이 타인도움보다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일반 인 사회 구성원들보다는 친구들을 돕는데 더 극 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6>에는 온라인 소통 상의 기술 특성 응표본

t검증의 결과로 두드러진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다.이 연구에서 측한

로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하여 온라인 친구(m=2.58)보다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오 라인 친구(m=3.56)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10여년이 넘게 축 된

네트워크 사회에 한 논의들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확장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이 새로운 사회로의 연결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함으로써 나타날 가능성을 측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

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로서 네트워크 미디어를 이용하기 보다

는 자신의 기존 네트워크 상의 친구들과 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

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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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

신문

열독

인터넷

이용

스마트폰

소유

인터넷

정보형

인터넷

교류형

인터넷

오락형

오 라인

친구

온라인

친구

TV시청

신문열독 .104

인터넷

이용
-.052 .165**

스마트폰

소유
.028 .040 .044

인터넷

정보형
.107 .095 .105 .266***

인터넷

교류형
.072 .016 .182** .341*** .474***

인터넷

오락형
.038 .142*

.206**

*
.345*** .443*** .447***

오 라인

친구
-.102 -.045 -.015 .284*** .132* .273*** .136*

온라인

친구
.139* .073 .118* .052 .167** .347*** .161** .010

<표 7>주요 변인 간 상 계

한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각 인구 사회학 변인 통제 후,

변인 간의 피어슨 상 계 계수를 알아보았다.<표 7>는 미디어 이용

변인 간 상 계와 미디어 이용 변인과 공동체 삶 역량 변인과의 상

계가 나타나 있다.다음 <표 7>는 공동체 삶 역량 변인간의 상

계이다. 먼 ,미디어 이용 변인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인터넷 이

용시간은 신문읽기,인터넷의 교류 오락 이용,온라인 친구와의

소통과 정 인 계를 보 다. 한 스마트폰의 보유여부와 미디어 이용

변인들과의 계가 주목할 만 한데,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들은 인터넷

의 정보형,교류형,오락형 이용이 모두 높으며,기존의 오 라인 친구들

과의 온라인 소통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새로운 온라인 친

구와의 소통은 스마트폰의 보유와 유의미한 계가 없었으며,인터넷 이

용 시간과는 정 인 상 계가 나타났다.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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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
신문

열독

인터넷

이용

스마트

폰 소유

인터넷

정보형

인터넷

교류형

인터넷

오락형

오 라인

친구

온라인

친구

인

신뢰
.090 .012 -.048 .029 .065 .092 -.023 .170** .002

사회

신뢰
.044 .015 .023  .002 .043 .034 .067 .063 -.027

제도

신뢰
-.019 .039 .167** .013 .114* .109 .074 .101 -.016

네티즌

신뢰
-.071 -.064 .015 .094 .106 .145** .078 .168** .206***

결속

네트워크
.043 -.026 -.087 .147** .024 .123* .014 .246*** .031

교량

네트워크
.120* -.037 .031 .001 .192** .063 .029 .142* .159**

시민

여
.043 .030 .008 .000 .172** .067 -.057 .099 .179**

제도

참여
.123* .019 .052 -.016 .204*** .123* -.044 .087 .169**

안

참여
.097 .013 .030 -.017 .233*** .145** -.019 .090 .236***

친구

도움
-.095 .074 .052 .055 .114* .074 -.035 .181** .124*

타인

도움
.004 .154** -.010 -.045 .092 .110* .048 .072 .142*

<표 8>주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 상 계

미디어 이용 변인과 공동체 삶 역량 변인과의 상 계는 <표

8>에 제시되어있다.신뢰,네트워크,참여 각각의 하 변인에 따라 다양

한 상 을 보 다. 인 신뢰는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정도와 상 이,

제도 신뢰는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인터넷의 정보 이용과 상 이 나타

났다.반면,사회 신뢰는 미디어 이용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신뢰는 인터넷의 교류 이용,오 라인 친구의 소통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 모두 정 상 을 보여 온라인 상에서의 교류와 상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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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 네트워크는 스마트폰 보유 온라인 상의 교류 오 라

인 친구와의 소통과 계가 있는 반면 교량 네트워크는 tv시청 정도와

인터넷의 정보 이용,그리고 온라인 친구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

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성격을 가진 변인임을 측할 수 있

다.참여와 련된 변인 모두 인터넷의 정보 이용과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과 상 계가 정 으로 확인되었다.제도 참여와 안 참여는

교류 인터넷 이용과도 상 이 나타났으며 오락 인 인터넷 이용은 유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각 참여 형태에 부 인 상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 로 미디어 이용 변인 특히,인터넷의 이용

패턴과 구와 소통하는가에 따라 공동체 삶의 역량과의 향 계가

존재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이러한 상 을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

으로 청소년의 환경 맥락 변인(가정,학교,친구)를 고려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종속변인인 공동체 삶 역량 간의 상 계수는 다음 <표 9>에

제시하 다. 인 신뢰,사회 신뢰,제도 신뢰,네티즌 신뢰 모두

서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인다. 인 신뢰와 사회 신뢰가 높은

상 을 보인 것은 청소년들이 가까운 사람에 한 신뢰와 일반 타인에

한 신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스타우트(Flanagan, & Stout,

2010)의 논문의 해석과 같다. 한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의 높은 상

계는 추상 인 일반 타인과 추상 인 제도에 한 신뢰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김은미 외,2012)고 볼 수 있다.결속 네트워크는 사람에

한 신뢰( 인 신뢰,사회 신뢰,네티즌 신뢰)가 높을수록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고,교량 네트워크는 모든 공동체 삶 역량과 정 상

을 보 다.

참여의 하 요소인 시민 여와 제도 참여, 안 참여,

친구도움,타인도움는 정 상 이 나타났는데,제도 참여와 안 참

여는 강한 상 계를 보인다.상 계가 높다는 것은 두 변수가 참여

의향을 측정한 것으로 어떤 방식의 참여이든 참여를 한다는 것에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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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뢰

사회

신뢰

제도

신뢰

네티즌

신뢰

결속

네트워

크

교량

네트워

크

시민

여

제도

참여

안

여

친구

도움

인

신뢰
  

사회

신뢰
.381***

제도

신뢰
.161** .404***

네티즌

신뢰
.211*** .210*** .215***

결속

네트워크
.504*** .265*** .063 .204***

교량

네트워크
.214*** .176** .159** .121* .320***

시민

여
.204*** .102 .043 .147** .181** .424***

제도

참여
.112* .147** .239*** .106* .146** .430*** .377***

안

참여
.127* .035 .073 .206*** .143** .364*** .418*** .719***

친구

도움
.323*** .065 .108 .195*** .328*** .427*** .391*** .251*** .376***

타인

도움
.137* .131* .080 .067 .236*** .414*** .532*** .298*** .303*** .496***

<표 9>공동체 삶 역량 변인 간 상 계

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론 배

경과 사회의 참여 양상을 바탕으로 어떤 참여를 상 으로 더 선호

하는지 두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분석에

서 살펴보았다.

*p＜.05,**ｐ＜.01,***ｐ＜.001

제도 참여와 사회 신뢰 제도 신뢰는 정 인 상 이 있

지만,새로운 참여의 형태로 지목되는 시민 여와 안 참여와는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가 유의미한 계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그 이외의 인 신뢰,네티즌 신뢰,결속 교량 네트워크는 참

여와 정 상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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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가설 검증 : 구와 소통하는가-공동체 삶의 역량에

미치는 향 요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값의 분석 상 계 분석에 이어 연구

문제 연구 가설들인 온라인 소통의 상이 공동체 삶 역량 계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종속변인인 신뢰,네트워크,참여

각각에 하여 통제변인,개인성향,환경변인,미디어변인,소통 상의 순

서로 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신뢰에 미치는 향

다음 <표 10>은 청소년의 인 신뢰,사회 신뢰,제도 신

뢰,네티즌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인 신뢰의 총

설명량은 .286(R제곱)으로 한정된 생활 범 에서 제한된 사회 네트워

크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인 신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

회 신뢰의 총 설명량은 .198(R제곱),제도 신뢰의 총 설명량은

.182(R제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다른 상에 한 신뢰임에도 분석

결과 유사하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체 사회에 한 추상 인식으로,

명확히 이 두 역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되며 함께 해석하기로 한

다.반면,네티즌 신뢰의 총 설명량은 .193(R제곱)으로 온라인 공간은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요한 의미

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 ,신뢰의 각 유형들에 하여 온라인 상의 소통 상은 네티

즌 신뢰를 제외하고 차별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증진될수록 네티즌 신뢰(β=.193)는 증가되는 것

으로 밝 져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었다.다른 신뢰 차원에 미디어 이용

과 련하여 차별 인 향이나 유의미한 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따

라서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신뢰에 미치는 향을 측한 연구가설

1-1,1-2와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신뢰에 미치는 향을 측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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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인 신뢰 사회 신뢰 제도 신뢰 네티즌 신뢰

β p β p β p β p

그룹 1

통제변인

성별 -.114 .041* .079 .196 .077 .212 -.048 .451

학교 .016 .778 .165 .007** .270 .000*** .034 .591

성 .031 .573 -.003 .957 -.008 .890 -.003 .966

부의 학력 -.138 .009** -.039 .502 .014 .811 -.060 .317

가구소득 -.017 .741 -.150 .008** -.011 .852 -.043 .454

그룹2

개인성향

수평주의 .133 .008** -.074 .178 -.201 .000*** -.026 .650

집단주의 .216 .000*** .140 .015* .176 .003** .154 .010*

그룹3

환경변인
-가정,
학교,
친구-

가족간 소통 .129 .012* .007 .908 -.058 .308 .099 .089

부모의 통제 -.164 .001** -.133 .017* -.070 .212 -.003 .954

학교수업 응 .001 .984 .137 .030* .055 .382 -.051 .427

학교친구 응 .272 .000*** .124 .049* .145 .023* .069 .292

친구 수 .015 .768 .088 .121 .018 .749 -.073 .211

친구애착 .136 .018* .153 .016 -.025 .694 .103 .115

그룹 4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 .099 .057 .044 .444 -.006 .924 -.054 .357

TV시청 -.018 .734 -.018 .764 .008 .900 -.118 .056

인터넷시간 -.029 .590 .014 .815 .189 .002** -.012 .851

스마트폰소유 -.052 .342 -.028 .641 -.060 .323 .020 .746

정보형 -.031 .589 -.031 .631 .063 .332 .008 .906

교류형 .099 .132 -.021 .772 .026 .725 .030 .691

오락형 -.048 .427 .127 .056 .070 .297 .004 .957

그룹5

소통 상

오 라인친구 -.011 .855 -.036 .580 .040 .539 .073 .273

온라인친구 -.044 .404 -.106 .069 -.083 .156 .193 .001**

R2 .286*** .198*** .182*** .143**

모형별 설명량 △ R2 △ R2 △ R2 △ R2

그룹1 .030 .050** .051** .010

그룹2 .123*** .039*** .055*** .040**

그룹3 .163*** .089*** .024 .037

그룹4 .016 .011 .045* .025

그룹5 .002 .009 .007 .032**

<표 10> 공동체 삶 역량-신뢰를 측하는 변수들의 회귀 분석

가설 2-1과 2-2가 기각되었다.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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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신뢰란 개인 성향과 가족,학교,친구 등

에서의 사회 네트워크와 그 응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밝 졌

다.특히,집단주의 성향은 모든 신뢰의 차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것이 나타났다.즉,집단의 상호의존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사회,제도 등에 한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보면, 인 신뢰에는 학교친구 응(β=.272)이 가

장 크게 향을 미쳤으며,친구애착(β=.136)도 유의미한 향을 미쳐 친

구와의 계가 주변 사람들에 한 신뢰에 요한 측 요인임을 알 수

있다.부모와 화(β=.129)는 정 인 향을,부모의 통제(β=-.164)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학생(β=-.114)과 부의 학

력(β=-.138)이 높을 경우 인 신뢰가 낮았다.가까운 사람들에 한

신뢰에는 가족과 학교,친구에서 하는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계의

질이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디어 이용이나 온라인

상의 사회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에는 모두 소속된 학교가 가장

강력한 측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강남 소재의 학교 학생일수록 사회

신뢰(β=.165)와 제도 신뢰(β=.270)가 높았다.이것은 일반 인 사회

체 구성원들과 정부,경찰,언론 등과 같은 사회 제도들에 하여 청소

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에도 이것은 일반 으로 ‘강남은 보수 ’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결과다.그리고 집단주의 성향(사회

신뢰:β=.140,제도 신뢰:β=.176)과 학교생활에서 친구 응도(사회

신뢰:β=.124,제도 신뢰:β=.145)도 정 인 향을 미쳤다.이 역시

주변 친구와의 계 만족도는 추상 인 타인들과 체 사회에 한 신뢰

를 증진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 으로 개인 성향이 수평 (β=-.201)일수록 제도 신뢰가

낮아졌는데,수평 구조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학생일수록 권력과

제도에 한 신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인터넷 이용시간(β=.189)

이 제도 신뢰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역시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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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이용 유형과 계없이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수록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티즌 신뢰에는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가장 강력

한 측요인(β=.193)이며 그 이외에는 집단주의 성향(β=.154)만이 측

요인으로 밝 졌다.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

서의 소통은 물론 미디어 이용과 련된 부분의 변수들이 네티즌 신뢰

이외에 어떠한 신뢰에도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미

디어 이용은 오 라인 상의 계에 한 인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며 온

라인 상의 구성원들에 한 인식에는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라인 상의 사회 계 는 공동체에 한 신뢰에는 개인

의 기본 성향 오 라인 상의 사회 계의 향이 크게 나타난다.

앞서 개별 으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청소년의 환경 변수 즉,가정,학

교,친구 등의 향이 주목할 만하다.부모가 자신을 간섭하고 통제한다

고 인식할수록 가까운 사람이든 일반 인 사회 구성원이든 타인에 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다.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지나친 부모

의 간섭 감시는 사람에 한 신뢰 증진이라는 청소년기의 역량 계발

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반면 부모와의 원활한 화

소통은 인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친구와의 계는 인 신뢰에

요한 역할을 한다.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친구의

양은 요하지 않았지만 친구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친구의 질은 자신의

주변 사람에 한 신뢰에 요한 향을 미쳤다.자신의 친구 계는

인 신뢰만을 증진시켰지만.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지 학교의 친구 응은 인 신뢰는 물론 사회 신뢰,제도 신뢰를

모두 증진시켰다.이는 하나의 큰 사회 공동체인 학 ,학교 내에서 원

만하게 잘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한 신뢰 뿐만 아니

라 사회구성원들과 제도에 한 신뢰까지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즉,오

라인 상에서 가장 친 한 가족과 친구는 인 신뢰에 향을 강하게

미치지만,학생들이 사회 경험을 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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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학교가 공동체 삶 역량에 요한 향을 미치고,이 안에서도

친구 계가 핵심이라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네트워크에 미치는 향

다음 <표 11>의 결과를 보면,모형 체의 결속 네트워크에

한 설명량은 .434(R제곱)이며,교량감에 한 설명량은 .364(R제곱)으로

나타났다.

먼 ,학생의 결속 네트워크에는 온라인 상의 소통 상에 따른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측과 달리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

은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다.반면,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β=.126)을 할수록 교량 네트워크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가설 3-2이 지지되었다. 측한 로 온라인 상에서 자신

의 지역 공동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한 미디어의 이용과 련하여 인터넷을 정보 으로 이용을

할수록 결속 네트워크가 감소하고 이와 반 로 교량 네트워크는 증가하

는 것으로 밝 졌다.이 역시도 정보탐색 활동을 통해 여러 지역과 범

한 이슈에 한 소식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학생의 결속 네트워크에는 학교에서의 친구 응(β=.492)

이 매우 강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생활 에서 친구와 좋은 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해 다는 것을 말해 다.이

와 유사하게 친구애착도(β=.185)가 높을수록,가족간 화(β=.122)가 많

을수록 결속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결속 네트워크에 가정,학

교,친구 등의 사회 네트워크의 향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과 달리 이러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 계와 온라인 상에서

소통할수록 결속 네트워크는 증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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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결속 네트워크 교량 네트워크

β p β p

그룹 1

통제변인

성별 -.084 .104 -.038 .486

학교 -.003 .949 .156 .004**

성 -.034 .511 -.112 .039*

부의 학력 -.048 .319 -.009 .868

가구소득 .000 .998 .076 .130

그룹2

개인성향

수평주의 .105 .023* .058 .239

집단주의 -.008 .861 .059 .252

그룹3

환경변인-가정
, 학교,
친구-

가족간 소통 .122 .011* .185 .000***

부모의 통제 -.086 .067 .071 .156

학교수업 응 -.016 .756 .178 .002**

학교친구 응 .492 .000*** .252 .000***

친구 수 -.018 .705 -.020 .693

친구애착 .185 .001** .083 .142

그룹 4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 -.012 .796 .045 .372

TV시청 -.010 .845 -.091 .086

인터넷시간 -.089 .078 .075 .162

스마트폰소유 .023 .645 -.069 .203

정보형 -.156 .004** .158 .006**

교류형 .089 .143 -.103 .111

오락형 .005 .930 -.005 .937

그룹5

소통 상

오 라인친구 .023 .670 .001 .979

온라인친구 -.007 .888 .126 .016*

R2 .434*** .364***

모형별 설명량 △ R2 △ R2

그룹1 .025 .091***

그룹2 .045** .017

그룹3 .338*** .210***

그룹4 .025 .032*

그룹5 .000 .013

<표 11> 공동체 삶 역량-네트워크 인식을 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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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정,학교친구,친구 계 등의 요

소들이 이미 강하게 향을 미쳐 이들과 오 라인 상의 소통이 미치는

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즉,온라인 상에서 기존의

가까운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얼마나 더 소통하는가와 계없이 오

라인상의 친구들과의 계는 결속 네트워크의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 성향은 특정 공동체에 한 신뢰도에 요한 개인

성향으로 나타났으나 결속 네트워크에는 유의미한 향이 없었으며,신

뢰에 정 향을 미치지 않았던 수평주의 성향(β=.105)은 결속 자

본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타인으로부터 정서 으로

경제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지감은 상부상조의 공동체를 강조

하는 가치와는 련이 없으며,평등과 수평 계를 시하는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량 네트워크에도 학교생활에서의 친구 응(β=.252)이 가장

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학교의 수업 응(β=.178)도 유의

미하게 향력을 미쳤다.따라서 학교에서 원만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

생이 더 큰 공동체,새로운 사회 사회 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극 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가족과의 화(β=.185)가 정 인

향을 미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추가 으로 통제변인에서 강남 소재의 학생들(소속학교 :β=

.156)이 자신을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새로운 사회 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 ,문화 자본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해석이 가능하다.반면,성 이 높은 학생(β=-.116)들이 교

량 네트워크가 은 것은 추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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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여에 미치는 향

다음 <표 12>와 <표13>은 참여에 한 결과이다.세 번째 공동

체 삶의 역량인 참여는 사회자본의 이론 배경을 토 로 사회자본이

기도 하면서 사회자본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을 밝혔다.따라서 앞

서 사회자본(신뢰 네트워크)의 향을 살피기 해 여섯 번째 그룹을

마지막 단계에 투입하여 온라인 소통 상에 따른 효과 사회자본의

효과도 살피고자 하 다.

먼 시민 참여를 설명하는 <표 11>를 살펴보면,시민 여

에 하여 체 모형은 39.5%를,제도 참여는 32.8%, 안 참여는

30.1%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 삶의 역량으로서 참여를 최근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시민성

논의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데,제도 참여가 가장 통

인 유형의 참여 형태라면,정치 역 이외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한 시

민 여와 제도 심 참여가 아닌 비 습 이고 다양한 안 참여

는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참여 유형이다.각 측 변수들은 이 참여의

형태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에 미치는 미디어의 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연구의 주된 심사인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교류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새로운 참여 양상으로 규정되는 시민 여(β=.121)와 안

참여(β=.135)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연구가설 4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할수록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한 심이 증 되고 집합 이고

안 형태의 참여에 동원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이용 유형과 련된 측 요인을 살펴보면,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 인 결과가 나타났다.세 유형의 참여 모두

에 인터넷의 오락 이용(시민 여:β=-.169,제도 참여:β=-.138,

안 참여:β=-.141)은 부 인 향을 미쳤다.정보 이용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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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시민 여 제도 참여 안 참여

β p β p β p

그룹 1

통제변인

성별 .170 .002** .123 .037* .145 .016*

학교 .018 .751 -.012 .838 .019 .751

성 -.123 .024* .009 .874 -.012 .836

부의 학력 .061 .243 -.034 .535 -.052 .359

가구소득 -.014 .777 -.010 .847 .064 .247

그룹2

개인성향

수평주의 .124 .015* -.046 .389 .079 .157

집단주의 .193 .000*** -.007 .905 -.035 .544

그룹3

환경변인-
가정,
학교,
친구-

가족간 소통 .060 .259 -.015 .791 .068 .233

부모의 통제 .064 .217 -.001 .987 .074 .179

학교수업 응 .153 .008** .221 .000*** .089 .150

학교친구 응 .080 .219 -.047 .497 -.068 .333

친구 수 -.013 .795 -.016 .766 -.069 .208

친구애착 .052 .371 .020 .743 -.065 .303

그룹 4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 -.040 .440 .015 .775 .022 .684

TV시청 .029 .585 .024 .668 .007 .907

인터넷시간 -.002 .973 .023 .690 -.009 .873

스마트폰소유 -.016 .762 -.031 .592 -.069 .240

정보형 .112 .057 .196 .002** .201 .002***

교류형 .048 .461 .055 .422 .059 .395

오락형 -.169 .005** -.138 .029* -.141 .029*

그룹5

소통 상

오 라인친구 -.097 .094 .025 .678 .044 .476

온라인친구 .121 .025* .065 .251 .135 .020*

그룹6

사회자본

인 신뢰 .029 .627 -.002 .970 .043 .505

사회 신뢰 -.010 .864 .012 .845 -.020 .750

제도 신뢰 -.034 .559 .120 .048* .003 .957

네티즌 신뢰 .044 .401 .014 .796 .114 .047*

결속 네트워크 -.026 .694 .062 .361 .022 .755

교량 네트워크 .254 .000*** .287 .000*** .255 .000***

R2 .395*** .328*** .301***

모형별 설명량 △ R2 △ R2 △ R2

그룹1 .092 .048 .073

그룹2 .080 .010 .006

그룹3 .119 .124 .068

그룹4 .034 .062 .069

그룹5 .029 .007 .029

그룹6 .041 .077 .056

<표 12> 공동체 삶 역량-시민 참여를 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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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β=.196)와 안 참여(β=.201)에 정 인 향을 미쳤다.스마트폰

의 소유 여부 인터넷 이용량은 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특

정 매체에 근이 가능한지 는 그 매체 이용량이 얼마나 이용하는지와

계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요하다는 논의들과 동일하다.

오락 이용은 참여에 부 향을,정보 이용은 정 향을 미쳤고,

인터넷의 교류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

은 교류를 구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뢰와 네트워크가 참여

에 미치는 향이다.사회자본 효과인 공동체의 참여의 세 유형 모두에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친 것은 사회자본으로 함양하고 있는 교량 네트워

크(시민 여:.β=.254,제도 참여:β=.287, 안 참여:β=.255)로 나

타났다.이는 주변세계를 넘어 사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정치

역은 물론 다양한 사회 역에 한 심과 참여에 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회자본인 신뢰는 참여 형태에 따라 다른

향을 미쳤는데,네티즌 신뢰(β=.114)가 서명운동,촛불집회 등의 새로운

정치참여 유형인 안 참여에만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이 주목

할 만하다.연구가설 5-3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온라인 상의 상 와

그들의 메시지들을 믿고 신뢰할수록 그 공간에서 발 되는 다양한 형태

의 정치 행동들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지는 것이다.반면,제도 신뢰

는 제도 심 참여를 증진하며, 안 참여를 지양할 것이라고 가정

하 는데,제도 신뢰는 안 참여와는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

아 연구가설 5-4는 기각되었다.그러나 제도 신뢰(β=.120)가 높을수록

선거 심 인 제도 참여를 선호한다는 것이 밝 졌다.사회 신뢰는

측과 달리 참여에 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5-2는 기각되었다.

여학생일수록 모든 유형의 참여에 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 것은 최근 청소년의 참여에서 여학생의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는 양

상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그리고 개인의 성향은 참여의 역에는 향

을 미쳤지만,참여의 방식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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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 (β=.193)이고 수평 (β=.124)인 성향을 가진 경우 시민 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체를 시하고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학생일수록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수업 응도가 시민 여(β=.153)와 제도 참여(β

=.221)에 정 인 향을 미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실히 임하는 학

생이 사회문제에도 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이

들은 안 참여가 아닌 제도 참여에 한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수업 응도와 달리 성 (β=-.123)은 시민 여에 부 인

향을 미쳤다.이것은 수업의 성실성을 의미하는 수업 응과 학업성취

도인 성 이 공동체 삶의 역량에는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미디어 이용은 시민 참여에 향을 미치

는 측요인이며 인터넷의 이용 유형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구와 소통

하는지가 참여에 요한 향을 미쳤다.무엇보다 교량 네트워크인 사회

자본의 효과가 참여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즉,공 인 무 에 등장한

어린 시민들의 행동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을 가능 하고 새로운 정

보를 하게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더 커다

란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는데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 <표 13>은 추가 으로 이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 참여

도움행동이다.친구도움,자신의 친구를 도울 행동에 한 체 설명력은

44.6%,타인도움,공동체 내의 불특정 상 를 도울 행동에의 의향은

31%로 나타났다.온라인 상에서 구와의 소통이 이러한 도움행동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특정 상과의 소통

은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러나 소통 상 이외의 요인들

자신의 친구를 해 이타 행동을 할 것인가,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해 이타 행동을 할 것인가는 같은 도움행동임에도 불구하

고 다른 요인들이 차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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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친구 도움 타인 도움

β p β p

그룹 1

통제변인

성별 .076 .159 .067 .263

학교 .102 .062 .062 .307

성 -.142 .007** .119 .043*

부의 학력 .042 .402 .011 .842

가구소득 -.103 .036* -.042 .444

그룹2

개인성향

수평주의 .116 .019* .047 .388

집단주의 .083 .110 .172 .003**

그룹3

환경변인-가정,
학교,
친구-

가족간 소통 -.010 .840 -.010 .857

부모의 통제 .096 .053 .103 .062

학교수업 응 .103 .062 .259 .000***

학교친구 응 .293 .000*** .082 .243

친구 수 -.017 .731 -.036 .512

친구애착 .029 .611 .056 .368

그룹 4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 -.028 .573 .023 .672

TV시청 -.083 .108 .014 .811

인터넷시간 .081 .124 -.056 .334

스마트폰소유 .011 .829 -.116 .049*

정보형 .037 .514 -.035 .576

교류형 -.026 .670 .148 .032*

오락형 -.091 .117 .060 .351

그룹5

소통 상

오 라인친구 -.025 .657 -.098 .114

온라인친구 .052 .315 .028 .623

그룹6

사회자본

인 신뢰 .144 .014* -.110 .091

사회 신뢰 -.110 .051 .037 .553

제도 신뢰 .006 .920 -.019 .758

네티즌 신뢰 .103 .043* -.027 .633

결속 네트워크 -.024 .700 . 071 .316

교량 네트워크 .228 .000*** .270 .000***

R2 .446*** .310***

모형별 설명량 △ R2 △ R2

그룹1 .076*** .014

그룹2 .063*** .035**

그룹3 .218*** .164***

그룹4 .024 .029

그룹5 .009 .010

그룹6 .055*** .059**

<표 13>공동체 삶 역량-도움행동 참여를 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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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자신의 친구에게 도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은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3).이는 학교와 학 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

고 받는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삶 역량이 증진되는

요한 사회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 온라인 상의 소통 상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았다.반면,친구도움 참여에 사회자본 요인들의 효과는 확인되었

다.특히,교량 네트워크의 향이 높게 나타났다(β=.228).다른 사람에

한 심과 연결성을 시하기 때문에 친사회 행동을 하게 한다는

으로 이해될 수 있다.결속 네트워크와 달리 교량 네트워크가 이러한 도

움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인 신뢰가 높은 학생일수록 친구를 도울 것이라는 것이 밝 졌

다(β=.144).이는 믿음과 호혜성이 도움행동에 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 한 믿음이 클수록 자신의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행동을 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성향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은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수평 성향(β=.116)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즉,서로가 동등

하며 수평 계라고 여길수록 친구를 돕는데 극 이라는 것이다.통

제변인을 살펴보면,성 이 높을수록(β=-.142)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β=-.103)도움행동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

이다.

타인 도움행동에는 교량 네트워크(β=.270)가 가장 큰 향을 미

쳤다.이것은 앞서 네가지 형태의 참여에서 지속 으로 교량 네트워크가

요한 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의 연결성이 공동체 삶 역

량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주는 결과이다.반면 다른

측 요인들은 친구 도움행동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이용 변인 교류 인터넷 이용(β=.148)을 많이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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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이 밝

졌다.이것은 일반 인 도움 행동에 하여 극 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상의 여러 형태의 계맺기 교류활동이 일반 인

사회구성원을 상으로 하는 친사회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구와 소통하는지는 유의미한 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상 가 구이든 온라인 상에서 교류를 하고 사람을

하는 것 자체가 타인 도움에 참여 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성향 에서는 친구 도움에 수평주의 성향이 향을

미친 것과 달리,집단주의 성향이 향을 미쳤다(β=.172).집단의 가치

를 시하고 공동체를 강조할수록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이다.성 이 우수할수록(β=.119)학교수업 응

이 높을수록(β=.259)타인도움에 참여하려 하는 것은 친구도움에 성 이

부 향을 미치고 학교수업 응이 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학업 성취도도 높은 학생들은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타인을 도와야한다는 당

인 질문에 당 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자신의 래인

친구를 돕고 비물을 빌려주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해서는 오히려

성 이 낮을수록,학교친구 응도가 높을수록 참여할 의향을 보인다는

것이 흥미롭다.학교공부에 유념하고 성 리를 하는 학생들은 친구를

돕는 것에는 의지가 없었으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 한’사람들을 도

우려고 하 으며,학교내 친구 생활을 시하고 수평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공동체의 사람들에 한 이타심보다는 친구를 해 기꺼이 돕

고자 한다는 이다.이것은 래간 경쟁 인 분 기를 고려할 때 이해

가 가능한 것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차별 결과는 청소년들에게는 같은 도움행동임에도

‘친구집단’과 ‘일반 공동체’에 한 주 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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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오 라인 기반

친구와의 소통

온라인 기반

친구와의 소통

β p β p

그룹 1

통제변인

성별 .103 .060 .020 .737

학교 .017 .758 .110 .068

성 -.047 .381 .183 .002**

부의 학력 .073 .160 -.035 .547

가구소득 -.020 .683 -.050 .368

그룹2

개인성향

수평주의 .049 .318 -.081 .138

집단주의 .173 .001** .005 .930

그룹3

환경변인-가정,
학교,
친구-

가족간 소통 .001 .984 -.008 .881

부모의 통제 .100 .044* .021 .699

학교수업 응 .059 .295 .128 .039*

학교친구 응 .015 .793 -.054 .390

친구 수 .056 .266 .062 .269

친구애착 .274 .000*** .025 .680

그룹 4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 -.135 .008** .137 .014*

TV시청 -.036 .501 .038 .522

인터넷시간 -.020 .710 .043 .471

스마트폰소유 .176 .001** -.079 .180

정보형 -.003 .963 -.032 .614

교류형 .197 .001** .350 .000***

오락형 .000 .994 .066 .321

R2 .341*** .196***

모형별 설명량 △ R2 △ R2

그룹1 .057** .030

그룹2 .082*** .006

그룹3 .112*** .021

그룹4 .090*** .139***

4. 구와 소통하는지에 미치는 향 요인

청소년의 네트워크 미디어의 소통 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해 다음 <표 14>와 같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14> 소통 상을 측하는 변수들의 회귀 분석

*p＜.05,**ｐ＜.01,***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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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소통 상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에 한 체 모형은

34.1%를 설명하여 오 라인 상의 친구와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교류

를 하는데 청소년의 삶의 맥락(R제곱 변화량 =.11),미디어 이용(.09),개

인 성향 (.08)등 연구에서 설계한 변수들이 유의미한 측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다.반면,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에 한 설명량은 19.6%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가정,학교,친구 등 환경 요인은 온라인

상의 소통 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을 측하는 변수 가장 향력

이 큰 변수는 친구애착도이다(β=.274).즉,친구를 좋아하고 친구와의

계가 친 하다고 느낄수록 네트워크 미디어를 이 친구들과 많이 이용한

다고 볼 수 있다. 한 부모가 간섭하고 통제할수록(β=.100)청소년은 오

라인 친구와 온라인상에서 더 교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가상

공간이 부모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래와의 놀이공간

이 되어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개인의 성향과의 계를 살펴보

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73).집단주의 성향의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의 계와 규범을 시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실 공간의 친구들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이용 련 변수를 살펴보면,신문을 읽는 학생일수록 오

라인 친구와의 온라인 상의 소통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β=-.135).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는데(β=.176),이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소문 로 스마트폰은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에 근격차를 만들어내는

요한 기기로 친구와의 계 유지에 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인터넷의 교류형 이용이 많을수록 오 라인 친구와

의 소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197).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을 측하는 변수는 오 라인 친구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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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먼 ,인터넷의 교류 활동(β=.350)이 어떤 변

수보다도 가장 강력한 측 요인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온라인 상의 새

로운 사람들과의 계맺기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미디어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에는 부 인 향을 미친 신문

읽기가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에는 정 인 향을 미쳤다는 것이 흥미롭

다(β=.137). 한,성 이 높을수록(β=.183),학교생활 수업 응도가

높을수록(β=.128)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 한 정보를 달해주는 신문을 읽으며,공부도 잘하고 수업에도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

나 소통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개인 인 성향과 수평 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주도 으로 새로운 친구와 계를 형성해나

갈 것이라는 측을 하 으나 개인 성향과 련된 변수는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 않았다.

종합 으로 살펴볼 때,집단주의 성향을 갖으며 친구를 좋아하

며 부모의 간섭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자신

의 기존의 친구들과 잦은 연락과 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 때,스마

트폰의 보유는 요한 요인이다.하지만 이와 달리 사회에 한 교과지

식도 많고 학교의 수업도 극 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면서 신문을 읽으

며 사회에 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학생은 온라인 공간에서 오 라

인의 친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이들이 교류 활동이 많을수록 즉,온라인 공간을 하

나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볼수록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크게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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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제 1  연구 결과의 논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간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폭발 으로 증진되어 이와 같은 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

에 한 연구가 축 되고 있다.이러한 사회자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공동체 삶 역량을 규정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온

라인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체계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기존의 사교생활이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확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더 넓어지는 측면도 있다.미디어에 따라 기존의 사회 계가 어

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회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지속 인 미

디어 연구의 주요 주제 다. 계의 유지와 확 에 기여한다는 낙

측면과 주장과 계의 단 과 개인 고립을 래한다는 부정 측면에

한 논쟁이 축 되어 있다.여기에 ‘계‘그 자체인 네트워크 미디어의

등장은 온라인 상에서의 계와 소통의 역할에 주목하게 한다.이러한

온라인상의 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매우 다르며 그 효과 역시

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특히 청소년의 래 문화 무리의 특성과 최

근 오 라인에서 옮겨가고 있는 온라인 왕따 등의 상을 고려하면 온라

인 상에서 구와 교류하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해볼 문제라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구와 소통하는지에 따라

공동체 삶 역량에 어떠한 차별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공동체 삶 역량은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으로 의 청

소년과 성인들이 성공 인 사회 삶을 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

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의 성공 인 삶을 한 능력은 개인의 행

복과 국가의 사회통합을 해 더욱 시되고 있으며 이를 계발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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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한국 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사회 역량은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밝 져 이는 극복해

야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신뢰,네트워크,참여를 공동

체 삶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사회 역량 형성의 핵심시기인

청소년기에서 교류활동 그 자체인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성과

로서 역량이 어떻게 계발되는지에 주목하 다.

이 연구는 특히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

년들의 생활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청소년기가 일반 으

로 친구 계에 민감하다는 과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부모

의 교육 심이 과도하다는 과 하루의 많은 부분을 학교생활이 차지

한다는 을 고려하여 이러한 삶의 맥락이 온라인 상의 소통 상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았다.이러한 환경에서의 사회 계를 포 하여 온

라인 계와 소통의 효과를 종합 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제이다.

분석 결과,핵심 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첫째,청소년들은 오

라인에 기반한 기존의 친구들과 주로 소통하고 있으나,민주 측면에서

시되는 공동체 삶 역량 계발에는 온라인에 기반하여 형성된 새로운

친구들과의 소통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 졌다.이는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넘어서 미디어를 통해 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럼에도 한국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사

회의 논의에서 강조하는 ‘물리 경계를 넘어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자신

의 주어진 사회 네트워크와 집 으로 연결되어 있다.이러한 온라인

계의 양상의 구분 확인은 요하다.이러한 구분 없이 청소년의 인

터넷 이용을 확장된 네트워크라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소통은 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친구들

과의 교류라는 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분석할 때 유념해야

할 요한 특징인 것이다.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체 으로 공동체 삶의 역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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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공동체 삶의

역량에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향을 미칠 것이라 측한 것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하지만 친구도움 행동을 제외한 인 신뢰라든지,결속

네트워크 등 어디에도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오 라인의 친구들과 온라인 상에서 안부를 묻고,친구의 게시

물들에 댓 을 다는 일상 인 행 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친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해야할 규범으로 당 행동일 것이

다.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이 요시 여기는 사회 네

트워크와 항상 연결되어있다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하

지만 그 행 들이 공동체 삶 역량으로 규정되는 사회자본 등의 사회

역량을 계발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개인 인 만족감,우울,

고립감 등 개인의 심리 변인들을 살펴 오 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미치

는 다른 향을 후속연구에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더 논의가

필요한 지 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빈번히 논의

되는 한국인의 강한 내집단간의 유 감이나 폐쇄 네트워크가 더 확

된 사회자본으로 환되지 못하는 것으로도 설명된다.주변 사람들과의

강한 유 가 어떤 범 상의 확 나 윤리 수 의 상승 등의 경로로 사

회자본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지 못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측과 달리 인 신뢰,사회 신뢰,

제도 신뢰에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네티즌 신뢰에는 향을 미쳤

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이 결과는 사회 계에 내재되어 있는 신뢰

는 개인 성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기존의 신뢰 연구들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이것은 온라인 상의 신뢰가 자연스 사회 신뢰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인식과 달리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상 에 한 신뢰에만 집 으로 효과가 나타

난다는 것이다.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오 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경

계가 완 히 없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온라인과 오 라인을 경계없

이 활동하는 디지털 네이티 이지만,온라인 공간이 그 로 오 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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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은 아니며 그들에게 하나의 ‘세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기

술통계값에서 역시 청소년들의 네티즌 신뢰가 사회 신뢰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로운데 이들은 한국 사회 공동체의 일반 인 사람

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과 메시지를 소통하

는 일반 인 네티즌들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신

뢰를 비롯하여 온라인 공간과 오 라인 공간 역에 한 청소년들의 인

식 는 념을 추후에 더 자세히 규명되어야 할 흥미로운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한,교량 네트워크에도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유의미한 향

을 나타내었으며 결속 네트워크에는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

과는 기존의 네트워크 사회에 한 논의에서 지속 으로 언 되어 왔듯

이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통해 더 큰 사

회의 일원임을 느끼며 개방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온라인 상에

서 형성된 계에 기반한 교류도 강한 유 와 같이 결속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으나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친구와 소통은 지지감과 같은 유 감을 가져다주지 않았다.온라인 친구

와의 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온라인 상의 상 에 한 신뢰는

높으면서 한 강하고 결속 인 유 감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역시 온

라인 상의 상 에 한 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지에 한 심

도 있는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소통은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때 시민 여와 안 참여에 유의미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정치 무 에 행동하는 어린 시민들이 등장은 지속 으로 목격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과거에 통 으로 시하 던 정치 역

에 한 제도 심 참여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역의 복합 인 방식의

참여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왔다.분출 이면서 집합 인 형태의 참여에

온라인 네트워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연구에

서는 여기서 나아가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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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통하는 것이 참여에 의미있는

기능을 한다는 을 밝혔다. 한,그 참여의 동원에의 기능은 제도 참

여가 아닌 시민 여와 안 참여에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는 은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들의 모습은 과거와 다르게 사회화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김은미와 양소은(2013)의 시사 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성은 차 변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들을 포

착하기 해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사회 상에 따라 연구

상에서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신뢰의 차원에 ‘네티즌 신뢰’를

측정해보는 시도도 이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온라인 소통은 참여 시민 참여인지,일상 인 도움행

동에의 참여인지에 따라 차별 으로 확인되었다.새로운 사람들과 네트

워크될수록 정치무 에 다양한 이슈와 복합 인 방법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소통 상에 따른 도움행동 참여에는

그 지 않았다.오 라인 친구와의 온라인 소통은 친구도움에 향을 미

쳤으며,타인도움에는 소통 상과 계없이 온라인 상의 교류활동 자체

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정치 시민으로의 활동과 일상

공동체에서의 활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향력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

다.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타심

부재,불 화음,개인주의 등의 문제에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온라인 소

통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공동체

삶 역량을 다르게 규정하여 이 효과를 포착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효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에 한 인식

이 참여에 미치는 향도 주목할 만하다.무엇보다 교량 네트워크의

요성이 두드러졌는데,자신이 더 큰 사회속의 일원임을 학생이 인지할

때 사회문제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그 기 때문

에 이러한 개방 태도와 사회와의 연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온

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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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에 한 신뢰와 교량 네트워크가 안 참여에 결정 인 향을 미친

것은 ‘촛불집회’가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상 들이 제시하는 정치 메시

지에 동원되고 향을 받아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이

다.이와 반 로 선거 는 정부기 등을 통한 제도 참여에는 제도

신뢰가 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참여 형태에 기반이 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로 둘러싸여 항상 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들은 온라인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기반하여 제한된 실의 삶의 역

을 확장해나가고 있다.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와 함께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미디어와 친숙해지기 때문에 디지

털 네이티 라 불린다.그 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을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연구 결과,새로

운 사회와 공동체의 참여로 연계되는 역량에 온라인 네트워크가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요한 교육과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의 함양이라는 ‘사회 성과‘로 인터넷의 역할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이 가져오는 계발의 효과를 시사한다.리빙

스턴(Livingstone,2008)은 인터넷 상에 다양한 기와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혜택과 해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여 히 청소년의 인터넷 이

용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해악에 한 우려가 우선한다.하지만

인터넷 상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잠재 성장 동력들과 작용 과정을 심

도있게 밝 낸다면 이것은 인터넷과 떨어져 생활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

의 바람직한 성장과 핵심 역량 계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공동체 삶 역량의 계발을 해 온라인 상에서 만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러한

온라인 활동이 성공 인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추후 분석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어떠한 속성을 가진 학생들이 온라인

친구와,오 라인 친구와 소통하는지는 여러 함의를 갖는다.‘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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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개인 성향은 온라인 상에서도 항상 친구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으은 물론 친구를 좋아하고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

는 학생들이 오 라인 친구와 온라인 상에서 더 집 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밝 졌다.이는 미디어 이용 습성에 개인의 삶의 환경이 요한

측 요인이 되며 부모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래와 놀이공간을 찾고자 하

는 한국 청소년 세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온라인 친구와 소

통하는 친구들은 신문을 읽고 있는,성 이 좋은 그리고 학교에서 응

력도 높은 소 모범학생들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이것은 사회자본

획득에 효과 인 온라인 생활 양식을 원래 자본의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

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이것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정보격차의 문제

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네이티 의 공동체 삶의 역량 획

득을 해 그들의 온라인 생활도 바람직하고 슬기로운 생활로 이끌 수

있는 인터넷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공동체 삶 역량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해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요한 역

할을 하는 바,주변의 사회 네트워크를 넘어 자신이 가능하지 못하리

라 생각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길러주고,실질 으로

온라인 상의 네트워킹 능력의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웰만(Wellman,

2002)은 네트워크 사회의 ‘네트워크 자본(networkcapital)'이 요하다는

을 강조한다. 인 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고 잘 조율하는지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배워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생활 역인 온

라인 상에서 어떻게 정 인 방향으로 해악을 피하고 혜택을 증진시키

는 방향으로 계맺기를 하는지 네트워크 리터러시 교육도 새로운 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개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도 이

러한 소통 능력 향상에 주목해야 한다.소통과 교류를 어떻게 잘하는가

는 발 인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다.소통의 능력 계발은 부정 이라

단정지을 수 없으나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친구와의 화를 조 하고,

보다 핵심 역량 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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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공동체의 기를

극복하는 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박승 ,2011).국제 으로 력해온

교육기 의 사회 역량 성취에 한 ’학습의 사회 성과‘등의 심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학습의 사회 성과에 주목해야할 때이다.

제 2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 ,횡단 연구 자료(crosssectionaldata)를 통한 분석의 한

계로 한 에서의 측정으로 인과 계를 확언할 수 없다는 이다.후속

연구에서는 장기 인 패 연구를 통해 정치사회화 향을 명확히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이 연구의 설계에서 주력하 던 것이 한국 사회의 청소

년을 최 한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여 온라인 소통의 효과를 확인

하는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미흡한 이 확인

되었고 이는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여 청소년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인구통계학 요인에서 가구 소득은 미디어 행

를 비롯하여 다양한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측 요인이

며,이에 한 분석은 요한 시사 을 던져 것이다.그럼에도 거의

부분의 변수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청소

년들이 부모의 소득을 객 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반 하지 못한

설문지가 가진 한계라 볼 수 있다.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가구소득에

한 질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신뢰의 여러 차원에서 일반 타인인 사회 신뢰는 추상 인

념이라고 설명된다.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인 신

뢰가 아닌 사회 신뢰는 상당히 추상 인 념이자 느낌이다. 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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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 사회에 한 념으로서

일반 성인들과 다르게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의 응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청소년의 핵심 인 역량으로 ‘신뢰’를 연구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 수

을 알기 해 어떻게 질문해야할지 더욱 고민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를 들어 청소년에게 정부, 기업,경찰 등의 사회제도에

한 신뢰와 학교,편의 ,통신사 등의 일상 제도에 한 신뢰를 분석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상된다.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지 수

성장을 이해하여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이 연구는 공동체 삶 역량이라는 청소년기의 핵심 역

량을 사회자본 이론의 과 청소년의 시민 행동의 찰을 토 로 규

명하 다.이는 개인이 사회에서 원만하고 성공 인 삶을 살아가며 국가

의 발 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주로 정치 측면의 을 맞추어 구성되

었다.하지만,공동체 삶 역량에는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이 논의될 수

있다. 용,양보, 동,이타심 등과 같이 기본 인 친사회 행동 등이

가 될 수 있다.이 연구에서도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을 추가

으로 살펴보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타인과의 계와 련된 이타 행동

을 으로 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한,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집단따돌림과 같은 공동체의 기를 가져오는 행 와 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온라인 상의 소통과 계맺기가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도 의미있는 후속연구일 것이다.

넷째로,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공동체 삶 역량 계발

의 핵심임이 밝 졌음에도 보완 분석을 통해 온라인 친구와 소통을 주

로 어떤 학생들이 하는지 의문이 명쾌히 풀리지 않는다는 이다.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집 으로 이 부분을 분석하여 어떠한 청소년들이 기

존의 오 라인 상의 사회 계가 아닌 새로운 사회의 사람들과 계를

맺고 나아가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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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것이 특수한 한국의 상황에서만 나타나는지 단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따라서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의 비교 연구는 상당한 의

미를 가지리라 본다.다른 교육환경과 학업 분 기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국제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 집단의 미

디어 이용 습 과 그 맥락,그리고 그 효과를 밝히는데 더욱 실질 인

함의를 제공해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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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희 서울 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언론을 비

롯한 커뮤니 이션 상에 해 반 으로 연구하는 연구기 입니다.

이번에 희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그 향

에 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본 연구

에 귀 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철 히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모든 응답은

비 이 보장됩니다. 한 응답 내용은 순수한 학술 목 외에 다른

목 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부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솔직

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2.11

서울 학교 언론정보학과

양 소 은

부록:본조사용 설문지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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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유형
시청안

함
1-2 3-4  5-6 매

뉴스 ① ② ③ ④ ⑤

드라마,연속극 ① ② ③ ④ ⑤

연 ,오락(가요,쇼 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교양,정보 제공

시사다큐멘터리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의 미디어 이용에 한 질문입니다.

1.학생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종이신문을 읽으셨습니까?

(인터넷 제외)

하루 평균 시간 분 열독

2.학생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텔 비 을 시청하 습니까?

하루 평균 시간 분 시청

3.학생은 지난 1주일 동안 다음 각 유형의 텔 비 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

청하셨습니까?

4.학생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 습니까?

하루 평균 시간 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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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용

안함
1-2 3-4 5-6 매

하루에도

여러번

, 신 ① ② ③ ④ ⑤ ⑥

SNS(싸 월드, 스 ,미투 ,

트 터 등), 블 그
① ② ③ ④ ⑤ ⑥

온라  커뮤니티( , 클럽),

게시  사 트
① ② ③ ④ ⑤ ⑥

뉴스 검색  ① ② ③ ④ ⑤ ⑥

보 검색  ① ② ③ ④ ⑤ ⑥

악, 동영상 등 검색  스트리 (다

운 드 아 재생한 것  외하고 온라 상

 컨텐츠 용한 것  말함)

① ② ③ ④ ⑤ ⑥

온라  게 , 오락 ① ② ③ ④ ⑤ ⑥

인터넷 서비스
용

안함
1-2 3-4 5-6 매

하루에도

여러번

, 신 ① ② ③ ④ ⑤ ⑥

SNS(싸 월드, 스 ,미투 ,

트 터 등), 블 그
① ② ③ ④ ⑤ ⑥

온라  커뮤니티( , 클럽),

게시  사 트
① ② ③ ④ ⑤ ⑥

뉴스 검색  ① ② ③ ④ ⑤ ⑥

보 검색  ① ② ③ ④ ⑤ ⑥

악, 동영상 등 검색  스트리 (다

운 드 아 재생한 것  외하고 온라 상

 컨텐츠 용한 것  말함)

① ② ③ ④ ⑤ ⑥

온라  게 , 오락 ① ② ③ ④ ⑤ ⑥

5.학생은 1주일 동안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

니까?(스마트폰 제외)

6.학생은 1주일 동안 스마트폰,태블릿pc등 휴 용 단말기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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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1

사이트2

사이트3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이들의 의견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들은 내 질문에 한 답변을 해

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들은 남을 생각할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4이들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이들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① ② ③ ④ ⑤

7.다음은 인터넷 공간의 일반 사람들(이른 바 네티즌)에 한 신뢰를 묻는

질문입니다.

8.다음은 학생의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의 활동에 한 질문입니다.

1)학생들이 주로 방문하여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아래 칸에 3개까지

어 주시기 바랍니다.

를 들면,블로그,네이버/다음 oo카페,디시인사이드,ㅇㅇ게시 ,싸이월드 미

니홈피,클럽,페이스북,미투데이,카카오스토리,트 터 등.

2) 사이트들의 이용과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떠올리며 응답해

주십시오.(인터넷 상의 소통이란 게시물 읽기,게시물 쓰기,댓 읽기 쓰기,

쪽지 주고받기 등을 포 으로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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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게

시

물

읽

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게시물을 읽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게시물을 읽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게

시

물

쓰

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을

상으로 게시물을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을 상으로

게시물을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댓

읽

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댓 을 읽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댓 을 읽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댓

쓰

기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의

에 댓 을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의

에 댓 을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채

/쪽

지

공간에서 나는 원래 알고 지내는 친구들(A)과

채 는 쪽지를 주고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공간에서 나는 온라인 친구들(B)과

채 는 쪽지를 주고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으로 교류하는 상 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A: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친구들 :가족,학교 동네 친구,친척 등

B:인터넷 덕분에 교류할 수 있게 된 사람/친구들: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

람, 구인지는 모르는 익명의 상 ,유명인(연 인,스포츠인,정치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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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가 나보다 어떤 일(공부,운동 등)을 더 잘

해내면 속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친구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경쟁이란 자연의 법칙(당연한 것)이라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경쟁은 아주 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즉 나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그것은 다른 구의

덕택이기보다는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개개인은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단하고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체로 내 방식 로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는 내 생각을 매우 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개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다음은 여러분의 가치 에 한 질문입니다.잘 읽고 해당사항에 "V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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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가 속한 집단을 해서 내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개인의 재미나 즐거움보다 지켜야할 의무가 더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은 자식들이 모시고 살아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싫

어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꼭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력하며 일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은 나에겐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사소하거나 자그마한 것이라도 친구와 함

께 나 길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친구들의 행복은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한다면,능력

이 닿는 한 기꺼이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웃이나 친구가 상을 받는다면 나 한 자랑

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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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행정부/국회/법원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당 정치인 ① ② ③ ④ ⑤

3 군/경찰 ① ② ③ ④ ⑤

4 기업 ① ② ③ ④ ⑤

5 언론(뉴스매체,방송국,기자 등)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사람들은 체로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에 처했을 때 선의의 도

움을 베푼다.
① ② ③ ④ ⑤

4 구라도 남을 믿는 만큼 보답이 돌아온다. ① ② ③ ④ ⑤

5사람들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사람들은 체로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에 처했을 때 선의의 도

움을 베푼다.
① ② ③ ④ ⑤

4 구라도 남을 믿는 만큼 보답이 돌아온다. ① ② ③ ④ ⑤

5사람들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다음은 학생의 사회 제도에 한 신뢰를 묻는 질문입니다.각 기 에

하여 신뢰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다음은 학생의 우리나라의 일반 인 사람들에 한 신뢰를 묻는 질문입니다.

12.다음은 학생이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에 한 신뢰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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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난 내 고민을 해결해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해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 화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내가 할 때,3만원을 빌려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사람들은 나에 해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잔돈까지 나와 나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내가 정의를 해 싸울 때 도와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내편을 들어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9
나는 우리 동네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해

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다른 지역,세계에 해 호기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지 속한 집단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나는 더 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새로운 사람과 화할 기회는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다음은 학생의 네트워크에 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14.다음은 학생의 네트워크에 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128-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자발 인 사활동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시간 제외)
① ② ③ ④ ⑤

2 환경 운동 ① ② ③ ④ ⑤

3
인권 사회 약자 문제

(장애인,여성,노인, 소득층 등)
① ② ③ ④ ⑤

4 소비자 문제 소비자 보호 운동 ① ② ③ ④ ⑤

5 교육 련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국제구호(국제사회의 어려움을 돕고 구제함)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투표권이 주어지면 선거에 참여할 의향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거지지(정치인 는 정당)캠페인에 참

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책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정치인이

나 료 는 행정기 에 편지, 화,방문 등

을 통해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회 이슈에 해 항의하거나 호소하

는 서명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불매운동,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거부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항의시 나 집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학생은 다음과 련된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16.다음은 참여와 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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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거의

안함.

한달에

1-2회

1주에

1-2회

1주에

3-4회

거의

매일

1부모님과의 화(학교 생활 련 본인 고민 등) ① ② ③ ④ ⑤

2부모님과의 TV시청 ① ② ③ ④ ⑤

3부모님과 함께 식사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정치 련 인터넷 사이트(정부기 ,정

당,시민단테,정치,시사 련 게시 등)에 방

문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정치인의 SNS(홈페이지,블로그,싸이월

드,트 터 등)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정책에 한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의사

표시(정부 사이트에 민원,정치단체에 호소,

정치인 SNS 등)를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정치 의견이 있을 때 인터넷 게시 에

(게시 ,댓 등)을 쓸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심이 있는 정치에 한 게시물을 다른

곳으로 스크랩(퍼나르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온라인상에서 사회 이슈에 해 항의

하거나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생의 가족생활에 한 질문입니다.

17.부모님과 함께 하는 일에 한 질문입니다.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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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 치장에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친구 계에 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이성교제에 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학원수강 학습시간에 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외출 귀가시간에 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수업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습과 복습을 꼬박꼬박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공책에 잘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서 놀거나 회의를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

을 잘 따라 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은 내가 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자기 것을 함께 쓰게 하거나 빌려 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반에는 내가 비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우리 반 친구들은 자신의 생일에 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계에 한 질문입니다.

19.다음은 학생의 학교 생활에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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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다른 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해서 어

려운 일,귀찮은 일을 한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을 당하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가 몸이 아 때 양호실에 데려가거나

가방을 들어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열심히 도와주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를 해서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 들고 가는 물건을 들어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자선기 이나 교회 는 다른 모임에서

불 한 사람들을 돕기 해 스스로 참가한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가 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내 비물을 빌려주거나 같이 쓴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나의 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

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나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

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4
나는 나의 친한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

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학생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수는 몇 명인가요?

( )명

21.다음은 학생의 친구 계에 한 질문입니다.

22.다음은 학생의 도움행동에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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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23.학생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입니까?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형제 자매,친척,기타의 경우는 몇 명인지 호 안에 어주십시오.)

①아버지 ②어머니 ③할아버지 ④할머니

⑤형제 ( 명) ⑥친척( 명) ⑦기타 ( 명)

24.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안계신 경우 어머니)

① 학원 이상 ② 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교 졸업 ⑤ 등학교 졸업 ⑥ 무학

25.학생의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200만원 ③ 200만원 ~300만원

④ 300만원 ~400만원 ⑤ 400만원 ~500만원 ⑥ 500만원 ~600만원

⑦ 700만원 이상

26.학생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7.학생의 성 은( 체평균)?

① 1-7등(상 권) ② 8-14등( 상 권) ③ 15-21등( 권)

④ 22-28등( 하 권) ⑤ 29등 이상(하 권)

28.학생의 31학기 사회교과(정치)의 성 은?

① 1-7등(상 권) ② 8-14등( 상 권) ③ 15-21등( 권)

④ 22-28등( 하 권) ⑤ 29등 이상(하 권)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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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aretheycommunicatingwith:

connectedyouth’sdevelopmentof

competenciesofciviclife

SoeunYang

Dept.ofCommuni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oncern about low social

competenciesofKorean adolescents.Ithasbeen discussed in the

socialcapitalstudies thatincreased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networkswould increasepeople’sinvolvementin communitiesand

civic life.The Korean adolescents,living in one ofthe leading

countriesin thefield ofICT environments,have‘connected lives‘

through network media.They arecalled ’digitalnative‘generation

whoareactivelyparticipatinginonlineactivities.Forthesereasons,

muchwasexpectedofthesocialcompetenciesofKorean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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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focusedonwhotheseyouthscommunicatewith,

concerningonlinecommunicationandnetworkactivities.Basedonthe

understandingofadolescenceandeducationalenvironmentsofKorea,

thisstudy expected thattheadolescentscommunicatewith offline

based friends intensively, contrary to the weak tie-centered

argumentson network society.Therefore,thisstudy attempted to

separatetheobjectofonlinecommunicationintooffline-basedfriends

andonline-basedfriends,andtoinvestigatethediscriminativeeffects

on competencies ofcivic life along with the contextofKorean

youths’life– family,school,friendship.

Competencyofciviclifeisconceptualizedbasedonthetwo

relatedconcepts:thesocialcapitalfoundinthecommunicationstudies

and the socialcompetence which is emphasized in policy and

educationalstudies.Itiscomposedoftrust,network,participation.

The subcomponents of each factor are form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 tasks of adolescence and the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I anticipated that the major counterparts in online

communicationwouldbeoffline-basedfriends,anditisonline-based

friends network,notofflinebased friends network thatinfluences

theirdevelopmentofcompetenciesofciviclife.Theeffectsoftrust

andnetworkonparticipationastheeffectsofsocialcapitalwerealso

analyzed.Furthermore,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differentsocialnetworksinonlinecommunicationregardingstudents’

individualpersonalitiesandenvironmental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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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basedonsurveyof9thgradestudentswasanalyz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y communicate mainly with

offline-basedfriendsontheinternetasexpected.Itwasalsofound

thattodevelopcompetenciesofciviclifeindemocraticaspect,itis

importanttocommunicatewithonline-basedfriendswhocanbefrom

unlimitedrangeofpeoplethroughonlinenetwork.

Theresultsindicatednotonlytheimpactsofmediause,but

alsothecontributionofindividualpersonalities,familybackgrounds,

friendship network on formation of competencies of civic life

comprehensively.

Communication with offline-based friends increased only

students’pro-socialactivitiesontheirfriends,andhadnoimpacton

any other aspect of civic competencies. On the other hand,

communication with online-based friends had positive effects on

netizentrustandbridgingnetwork.Itwasfoundthatcommunication

with online-friendscontributestoalternativeformsofparticipation

andcivicactivitiesinvarioussocialissues.

Theeffectsofsocialcapital-bridgingnetworkandnetizen

trust- on participation were noteworthy.These results provide a

betterexplanationoftheroleoftheinternetandnetworkmediaon

mobilizingpeopletothenew typesofcivicengagement.

Moreover,therearesomeimplicationsofthefindingsthatthe

studentswhoactivelycommunicatewithonline-basedfriends,which

iscriticalindevelopingcompetencyofciviclife,areso-called‘good

students’whoreadnewspaper,dowelleverythingatschoolwith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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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These results suggest not only the kinds of activities

adolescentsaredoinginanonlinespacebutalsowhotheyinteract

andcommunicatewithcausedifferencesinsocialization.Inparticular,

itprovesthatcommunicationwithnew anddiversepeoplethrough

onlinenetworkhelpstoacquirethecompetenciesofciviclife.Itis

time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various digitalmedia on

empowermentand socialoutcome,and mediaeducation concerning

onlinesocialactivities.

Keywords:Competenciesofciviclife,digitalnative,object

of online communication,online-based friends,network

media,socialcapital

StudentNumber:2010-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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