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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투입산출모형과 채널발전의 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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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권호영 
방송진흥원 책임연구원 

1. 의사소통왜 본절과 투업산출모형의 적용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동행복은 물질적 부에서 올 수도 있고 지 

위의 높음에서 올 수도 있으며， 남으로부터 받는 평가로부터 올 수도 내지 자 

신에게 소중한 타인의 행복에서 올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 

의 추구가 최대의 행복 추구와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좀더 일반적으로 

행복은 인간적 욕구의 충족에서 온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욕구 추구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부환경은 

크게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최초의 인간에게 있어 

서 지배적인 환경은 자연적 환경이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 환경은 

1) 이 논문은 2001년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학술대회(충남대， 200 1. 5.19)발표논문 

(권호영， 윤석민 공동발표문)을 윤석민이 단독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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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인들과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이다. 

따라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게 된 

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태는 상호작용하는 주체의 구성에 따라 일대일 상호 

작용， 일대다 상호작용， 다수대 다수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지속성에 따라 단 

기적 상호작용， 장기적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의 주요 목적에 따라， 경제적 

상호작용， 정치적 상호작용， 문화적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이중 어떤 형태를 취하건간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2) 

인간의 의사소통 내지 커뮤니케이션이란 한 인간과 타인간에 의식활동(“의 

사”소통)이 교환되는 과정(의사“소통")이다. 인간은 그가 처한 외부환경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의식활동을 수행한다.3) 이러한 의식활동은 외부에서 주 

어진 자극에 대한 기계적 반응으로부터 고도의 추상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고도의 의식활동일수록 수동적/반응적이라기 

보다는 능동적/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비례하는 지적/육체적 

노동(=정신노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타자에 의해 생 

2) 좀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수 있을 것이다 
1차적: 자신의 의식활동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고 타인의 의식활동을 이해향 
2차적: 이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함. 

3차적: 이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함-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최소의 커뮤니케이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 

의 효용{욕구충족)을 얻고자 하게 될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목적이 커뮤니케 
이션의 최적화 자체가 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은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달성의 수단， 내지 
투입요소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말히는 이상적인 경제적 내지 

정치적 상태와 같은 개념으로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원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적 

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니라 인간욕구의 최적충족(예를 들어 이상적인 경제적 상태， 
내지 정치적 상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상태가 연구대상이 되는 바， 학문적 목표가 

학문적 분야에 내재화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3) 인간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명제들이 이론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은 누구나 개인이익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한다. 
-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식욕， 수면욕， 성욕， 
지위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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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메시지(근원적으로는 그 안에 담겨진 의식활동의 성과물=의사=정보)를 

수용 및 해석하여 기존의 의식체계에 통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파정 이 다 (윤석 민， 1999). 

이러한 의식활동은 의사소통을 그 기본전제로 하는바， 양자는 분리될 수 없 

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것이다. 즉 한 개인의 의식활동은 타인들로부터 제공 

된 정보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가 생산한 정보는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타인의 의식활동에 투입된다， 이때 의식활동의 성과물인 정보는 그 자체로 교 

환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지닌 감각기관에 의해 인지가능한 메시지로 전환된 

다 (윤석 민， 1999).4) 

메시지는 채널을 통해 소통된다. 채널은 한시대에 있어서 메시지가 유통되 

는 물리적 수단， 기술력， 내지 생산력， 즉 커뮤니케이션의 토대이다. 채널의 용 

량은 희소하며， 이는 총체적인 사회적 메시지 유통량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 

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채널용량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 

적으로 유통되는 메시지용량의 총합을 채널로 정의할 수 있다. 메시지를 주고 

받는 수단인 채널의 크기 및 사회적 배분이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정됨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채널은 메시지를 발송하는 채널과 메시지를 수용하는 채널로 구분된다. 메 

시지 발송채널이란 한 개인이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인커뮤니케 

이션채널， 집단커뮤니케이션채널，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채널 등 모든 유형의 

채널의 총합이라고 정의된다. 역으로 메시지 수용채널은 한 개인이 타인들로부 

터 떼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한 메시지 발송자의 메시지 발송채널은 타인(들)의 입장 

에서는 전자에 대한 메시지 수용채널이 된다. 따라서， 발신자인 동시에 수용자 

4)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메시지 교환행위라고 할 것이다 의사 
소통과정에 있어서 발신자와 수용자를 매개해주는 메시지는 의식활동의 가시적 표현， 내 

지 문화의 가시적 표현이다 의식활동은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전 
송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의식활동이 한 개인을 벗어나 타인에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오 
감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결국 메시지는 의식활동(머릿 속 
의 생각， 예술혼， 지식 등)의 산물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재구성 내지 
는 표현해낸 것이라고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메시지 = 의식활동수준 x (개개의식활동단위를 표현해내기 위한) 요소의 평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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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든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을 전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총 

체적인 사회적 메시지 발송채널의 크기는 메시지 수용채널의 크기와 같고 이 

것이 바로 채널의 크기라고 할 것이다，5) 최근들어 각종 매체의 증가 및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은 의사소통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가장 단순화시킬 때 이러한 매체 및 통신기술발전의 일차적 함의 

는 종래 존재하던 사회적 채널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특정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일 

5) 이는 아래처 럼 단순하게 입증할 수 있다 

아래의 <표1>에서 메시지 수용채널 = C, 메시지 발송채널 = C’ 
A의 발송채널(Ca’) = A가 B, C, ... N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채널= B, C, ... N 

이 보유하고 있는 A 발송메시지에 대한 수용채널을 의미함 
Ca' = Cab + Cac + Cad ... 

Cb’ = Cba + Cbc + Cbd ... 

Cc' = Cca + Ccb + Cdd .. 

Can 

Cbn 

Cdn 

Cn’ = Cna + Cnb +Cnc + Cnd... Cn(n-1) 

동식들을 모두 더하면 
Ca' 十 Cb’ + ... Cn’ = 2:C’i (메시지발송채널의 합) = 
(αa + Cca + ... Cna) + (Cab + Ccb 十 Cnb) + ... (Can + Cbn + ... Cn(n-1)) = 
Ca + Cb + .... Cn = 2:Ci (메시지 수용채널의 합)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케이터들의 메시지 수용채널의 합과 메시지 

발송채널의 합은 동일하다 

〈표1> 사회적 채널의 구성 

앓3호 A B C D ... N 발송채널의 크기 

A (Caa) Cba Cca C따 .,. Can Ca' 

B Cba (Cbb) Ccb Cdb ... αn Cb' 

C Cca Ccb (Cbb) Ccd ... Ccn Cc' 

: 

N Cna Cnb Cnc Cnd ... (Cnn) Cn' 

수용채널의 ca cb Cd Cn 
. 

크기 
Cc ... εCi =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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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용량의 한계 내지 희소성을 지난 채널을 토대로 타인의 정보에 대한 수 

용자로서 및 타인들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 의사소통 주체들이 타인들로부터 

메시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받은 정보와 일정한 정신노동을 결합 

시킨 의식활동의 성과물인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금 타인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제공하는 거대하고 복잡다단하며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메시지 투입 

(input) 및 산출(output) 매트릭스로 개념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몇가지 이 

론적 가정들에 기초해서 일정한 채널 한계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들간 

의 총체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정을 메시지의 투입산출 메트릭스로 모형화하 

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매체 증가 

내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사회적 채널의 확장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차원에 

서 지니는 함의를 동 모텔에 기초해 시안적으로 분석해 보는 작업이 아울러 

이루어지게 것이다. 

2. 의사소통 주채왜 유형구분 및 각 주체별 의사소통행워 

앞에서 편의상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주체를 개인인 것처럼 기술했지만， 실 

질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주체는 전문화된 대규모조직으 

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안적으로 

의사소통주체를 아래와 같이 대중적 커뮤니케이터， 전문적 커뮤니케이터， 전문 

가 및 수통적 수용자의 네 범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6) 

6)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테면， 커뮤니케이션 주체를 아래 

에서처럼 조직단위의 커뮤니케이터와 개인단위의 커뮤니케이터로 나누고， 다시 전자는 
조직과 매체로， 후자는 전문가， 조직성원과 일반인으로 나눌 수도 있다-

- 조직단위 커뮤니케이터 
조직 : 정부， 기업， 교육기관， 기타 각종 단체 등 - 자체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인 조직단위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수행. 
매체 . 대중매체와 전문적 매체조직 모두 포함 

- 개인단위 커뮤니케이터: 
전문가 : 조직에 속해있지 않은 전문가 집단 
조직성원 : 조직의 성원으로 조직커뮤니케이터의 일차적 공중구성 
일반인 :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 집단 
커뮤니케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는가에 따라 연 



커뮤니케이션의 투입산출모형과 채널발전의 합의 95 

@ 대중적 매체조직 : 전문화된 조직의 형태로 메시지를 생산하고 수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대중매체(내지 그 일원으로 대중매체 메시지 생산에 

기여하는 커뮤니케이터들--원정보원， 출연자， 제작진 등)가 포함된다. 대 

중매체는 메시지를 대량복제/대량전송 함으로써 메시지의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메시 

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정적 발송채널 및 다양한 메시지 수용채널을 확 

보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메시지는 가급적 많은 사회구성원들 

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l}, 이질적인 집단에 관계없이 쉽게 수 

용가능한 대표적인 수용자중심적 메시지의 특성을 지난다，7) 

@ 전문적 매체조직 : 전문화된 조직의 형태로 메시지를 생산하고 수용하지 

만， 이들이 생산한 메시지는 대중매체에 비해 한층 구체적으로 표적화된 

특정집단이 주로 수용한다. 전문매체의 메시지제작에 기여하는 커뮤니케 

이터들은 대중매체의 커뮤니케이터에 비해 보다 한정된 분야로 전문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이 제공하는 메시지는 대중매체 

의 메시지에 비해 발신자 중심적 메시지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 전문가 : 개인 단위로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주체들을 

포함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로 특정분야의 의식활동작업에 전문성을 

지니고 자신의 분야와 관련해 안정적이면서도 전문화된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개인단위의 전문가{교수， 변호사， 연구자， 사회운동가 등) 집단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생산한 메시지가 수용되는 범위는 앞의 대중매체나 전문 

화된 매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며 이들이 생산하는 메시지는 이를 발신하 

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구성이 극대화된 극도의 발신자중심적 

메시지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 

구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끼 주어진 메시지의 용량안에 고도의 (정보량이 많은) 의식활동이 설명을 최소화한 상태로 
담겨질 경우， 동메시지는 주어진 용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이해하기 어려운 “발 
선자 중심적 메시지”가 된다. 반면에 섣명적 요소를 증대시킬 경우 의식활동전달차원에 
서는 메시지의 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지만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 
용자 중섬적 메시지”가 된다 (윤석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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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메시지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집단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 수동적 수용자 :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메시지를 주 

로 수용하기만 하고 발신하는 기능은 미미한 수동적 수용자집단을 의미 

한다.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메시지를 수용만 

하고 발신하지 않는 최종수용(소비)집단으로 간주한다. 

3. 사회적 의사소통의 투입샌출모형 

이 연구에서 모형화를 시도하는 의사소통의 투입산출표는 일견 거시경제학의 

산업연관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산업부문간에 생산되고 

거래되는 실제 재화량(내지 이들의 금전적 가치 환산액)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 

작성되는 반면， 의사소통 투입산출표의 경우 생산 및 교환되는 메시지량과 관련 

해 표준화펀 계량단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각 커뮤니케이션 주체별로 직접 

이용가능한 실증적인 자료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종래 커뮤니케이션 

학의 연구성과를 고려하는 한편， 현실에 가까운 여러 가정을 통해 시안적인 의 

사소통 연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유관효과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메시지량의 측정 

모든 메시지의 크기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정보량의 크기와 각 정보량을 

표현하는 요소간의 승(정보량×표현요소)으로 정의되어 표준화된 단위로 수량 

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윤석민， 1999). 본연구에서 시안적 분석을 위해 사 

8)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의사소통 연관표의 수치를 결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주체별 종사자 수， 평균 노동량， 도달범위 등 . 대중매체， 전문매체 및 능동 
수용자간의 전체 메시지 생산량 비율조정에 이용-

- 커뮤니케이션 주체별 의사소통 시간 자료: 각 주체별 의사소통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를 통해 대중매체， 전문매체 및 능동수용자 메시지의 이용 비율조정 

- 대중매체나 전문매체의 회계자료. 각 의사소통 주체별로 투입된 메시지의 비율을 결 

정하는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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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유통되는 총체적인 메시지의 양r메시지발송채널의 크기=메시지 수용 

채널의 크기= 채널의 크기=13，000 메시지이고 그 개개 하위채널들 별로는 대 

중매체 10때메시지， 전문매체가 2뻐메시지， 전문가가 1 ，000메시지의 채널크 

기를 지닌대10:2:1)고 가정해 보고자 한다. 

2) 의사소통 투업산출표 

아래의 〈표 2>는 위의 가정에 기초해서 만들어본 가상적인 의사소통연관표 

이다. 의사소통연관표를 종으로 보면， 내생부문에 해당하는 각 주체들의 메시 

지 중간투입과 외생부문인 메시지 부가발신으로 구분되며， 횡으로 보면 내생부 

분인 각 주체의 메시지 중간 수용과 외생부문인 메시지 최종수요로 구분된다. 

〈표 2> 의사소통 연관표 

수용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메시지 
총산출 

수동적 메시 최종 
총수용 

수입 
(메시 

대중 전문 중간 계 지수용 
매체 매체 

전문가 
수용계 

수용자 지 수출 수용 채널의 
발신 

소비 축적 계 크개 

대중매체 30 100 100 230 9,870 200 100 
10,17 

10,400 400 10，αm 
0 

내 
전문매체 100 100 300 500 1,390 150 20 1,560 2，αíO ro 2，'αxl 

기H→ 
전문가 100 300 50 450 550 70 20 여O 1，αJO 90 1 ，αm 

문 

중간투입계 230 500 450 1,180 
11,81 

420 140 
12,37 

13,550 550 13;αm 
0 0 

정신노동 300 300 300 맛P 

외 
과거정보 

1 ，αm 500 경O 1,750 
의 이용 

메시지복제 끼H→ 

;口r (채널 8,470 700 01 9,170 
부7t7t~b 

부가가치계 9,770 1,500 550 11，없O 

매시지 총발신 
(메시지별송채널 10，αxl zαm 1，αm 13，αm 

의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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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딴의 상한은 각 의사소통 주체와 최종수용간의 교환관계를 보여준 

다. 여기에는 각 주체들이 발신한 메시지를 수용만하고 발신은 하지 않는 최 

종수용부문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수용되는지 나타나 있다. 최종수요부문에서 

수동적 수용자에 의한 대중매체 메시지 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메 

시지의 축적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인 대중매체， 전문매체 및 능동 수용 

자가 현재의 메시지 생산에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의 메시지 생산을 위해 수 

용하는 메시지 양(=메시지 투자)을 의미한다.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메시지 

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양， 수입은 외국으로부터의 메시지의 수입량을 나타낸 

다. 

좌측상단의 상한은 각 의사소통 주체들간의 상호메시지 교환을 나타내 준다. 

좌측하단의 상한은 각 의사소통주체의 원초적 투입요소， 즉 각 주체에서 생산 

된 메시지가 아년 정신노동이나 과거에 축적된 정보 등과 같은 부가가치부문 

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노동은 각 의사소통주체에 소속된 자가 메시지 생산을 

위해 투입한 정신노동의 양을 메시지단위로 표준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과거 

정보의 이용은 메시지 생산에 투입되는 과거에 축적된 정보량을 의미한다. 부 

가가치 총량에서 정신노동과 과거 정보이용을 빼고 남는 메시지량은 전송에 

따른 메시지량증가분 = 복제된 메시지량 = 채널 부가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의사소똥 연관표를 횡으로 보면 어떤 의사소통 주체의 메시지가 타 주체의 

중간재로 얼마나 투입되며， 최종재로서 최종수요부문에 의해 얼마나 사용되는 

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행인 대중매체의 경우를 보면 총 10,400 메시지 

중에서 230메시지가 타 의사소통주체의 메시지 생산을 위해 중간수요로 투입 

되고， 그 내역을 보면 대중매체에 30, 전문매체에 100, 전문가에게 100이 제공 

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중매체의 메시지중 30이 대중매체 자체에 대한 

중간재로 제공되며， 전문매체에 대한 중간재로 100, 전문가의 중간재로 100메 

시지가 제공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나머지 10,170 메시지가 최종재로서 

메시지 생산과 무관한 최종수요부문에 배분된다. 전문매체와 전문가의 경우도 

같은 요령으로 배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표를 종으로 보면， 어떤 의사소통 주체가 메시지의 생산을 위해서 중간재로 

서 다른 주체에서 생산된 메시지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중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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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문과 당기에 생산된 메시지가 아닌 원초적 생산요소(메시지 단위로 환산) 

를 얼마나 λF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가가치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 

므로 표를 종으로 읽게 되면， 의사소통주체별로 메시지의 생산을 위해 어떠한 

떼시지 및 요소들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대한 사항， 즉 메시지 생 

산을 위한 투입구조를 알 수 있는데， 이를 2열의 전문매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전문매체의 총투입은 2，000메시지인데， 이중 중간투입부문에서 500, 

부가가치부문에서 1 ，500이 투입되며 중간투입구조를 보면 대중매체 100, 전문 

매체 100, 전문자의 경우 300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 

전문잡지의 경우 잡지의 제작을 위해 대중매체가 생산한 메시지， 타 전문지가 

생산한 메시지 및 건축전공교수 및 현장 전문가가 생산한 메시지를 이용할 뿐 

만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정보와 정신노동을 투입한다. 그리고 비록 대중매체 

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복제를 통해 투입된 것보다 많은 메시지가 생산된다. 

3) 의사소통 연관분석 

이상에서 만들어진 의사소통 투입산출표를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이용되 

는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연관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1) 메사지 투업계수표 

이상의 표 2에서 제1열에서 제 %열까지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계산을 하여 그 값을 행렬형식으로 나타내변 〈표 3>와 같은 메시지 투입계수 

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표에서 보면 대중매체가 한 단위의 메시지를 생산 

하기 위해서는 자체부문인 대중매체로부터 0.003단위， 전문매체로부터 0.01단 

위， 개인생산자로부터 0.01단위 등 총 0.023단위의 중간재투입이 필요하게 된 

다. 대중매체가 한 단위 메시지를 생산할 경우 총 0.977단위의 부가가치가 창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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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시지 투입계수표 

대중매체 전문매체 전문가 중간수요계 

대중매체 0.003 0.05 0.10 0.018 

전문매체 0.010 0.05 0.30 0.038 

전문가 0.010 0.15 0.05 0.035 

중간투입계 0.023 0.25 0.45 0.091 

부가가치계 0.977 0.75 0.55 0.909 

총 발 신 1.αm 1.α)() 1.아m 1.αm 

예를 들어 대중매체 메시지에 대한 소비수요 400과 전문매체 메시지에 대한 

수출수요 100의 합계 500만큼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먼저 대중매체 메시지 400과 전문매체 메시지 100이 생산되야 하므로 직 

접적으로 500메시지만큼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대중매체 메시지 400 

과 전문매체 메시지 100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일부가 중간재로 투입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떤 의사소통주체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원재료로 

생산되어야 하는지 〈표 4>의 투입계수표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대중매체를 예로 들면 대중매체 메시지 1단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부문 

메시지 투입을 나타내는 투입계수 0.003에 400을 곱한 12와 전문매체 X단위 

생산에 필요한 대중매체 메시지 투입을 나타내는 투입계수 0.05에 100을 곱한 

5의 합계 18이 생산되어야 한다. 전문매체와 전문가에 대하여도 투입계수를 이 

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전문매체 메시지 9(0.01 x400 + 0.05x 100), 

전문가 메시지 19(0.01 x4oo + 0.15 x loo)가 생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 메시지 400, 전문매체 메시지 100의 생산을 위해서 R차적 

으로 필요한 중간투입물은 모두 46이 되는데 이것이 곧 최종수요 500의 발생 

에 따라 모든 부문에 미치는 1차 파급효과이다. 이와 같은 1차 생산파급효과로 

나타난 대중매체 메시지 18, 전문매체 메시지 9, 그라고 개인생산자 메시지 19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간투입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2차 생산파 

급효과의 크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대중매체에서는 

2.404(0.003 x18 + 0.05x9 + O.l x19), 전문매체에서는 1.352(0.01 x 18 + 0.05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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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x19), 그리고 전문가에서는 2.48(0.이 x18 + 0.15x9 + 0.05 x 19)의 합계 

6.l 21의 메시지를 생산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메시지 생산의 파급과정은 3차， 4차， 로 무한히 계 

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 생산파급효과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 이것 

은 최초로 발생한 대중매체 메시지에 대한 수요 400과 전문매체 메시지에 대 

한 수출수요 100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 의사소통주체의 메시지 생산유 

발효과가 된다. 

(2) 의사소통 유발효과분석 

@ 메시지 생산유발계수 

〈표 4>는 메시지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생산유발계수이다. 대중매체 

를 세로로 보면 대중매체 메시지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 

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각 소통주체의 직 • 간접 메시지 생산파급효과를 알 

수 있다. 즉， 대중매체에서 1.005단위， 전문매체에서 0.015단위， 기타 부문에서 

0.013단위의 생산이 직 · 간접으로 유발되고 국가 전체로는 1.033단위의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메시지 생산유발계수표 

대중매체 전문매체 전문가 중간수요계 

대중매체 1.005 0.073 0.129 1.207 

전문매체 0.015 1.109 0.352 1.475 

전문가 0.013 0.176 1.110 1.299 

열합계 1.033 1.358 1.591 3.982 

한편 대중매체를 가로로 보면 각 소통주체들의 최종수요가 1단위씩 주어질 

경우 대중매체에 대해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즉， 대중매체 메사 

지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발생에 따라 대중매체에서 직 · 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이 1.005단위， 전문매체 메시지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발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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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이 0.073단위， 그리고 전문가 

메시지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발생에 따라 대중매체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 

발되는 생산파급이 0.129단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합계인 1.207은 각 의사 

소통주체에서 메시지 최종수요가 1단위가 발생할 경우 이의 충족을 위하여 대 

중매체 부문에 있어서 유발되는 생산파급 단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메시지 생 

산유발계수의 행합계는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발생할 경우 각 

부문에 있어서 유발되는 직 · 간접생산파급효과이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의 대각 

요소는 각 부문이 최종수요 l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 · 간접으로 필요한 

자부문의 생산효과를 나타내므로 이 수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 의사소통 주체별 영향력계수와 감용도 계수 

의사소똥주체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개인생산자와 

전문매체의 영향력 계수는 1을 초과하여 후방연쇄효과가 크고， 대중매체의 영 

향력 계수는 1에 못 미쳐서 후방연쇄효과가 작다. 감응도 계수를 보면， 전문매 

체의 경우가 1보다 크고 대중매체의 경우 1보다 작다- 이는 전문매체의 메시지 

가 다른 부문의 중간재로 널리 쓰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5> 의사소통주제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 감응도계수 

대중매체 0.7938 0.8964 

전문매체 1.0177 1.1225 

전문가 1.1885 0.9811 

4. 채낼발전의 함의 

현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유통되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고 지배적인 메시지의 유통방식은 광고판매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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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한 간접유통방식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등 다채널광대역 매체의 발전과 망의 고도화， 디지털기술， 신호압축기술 등 선 

호전송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TV를 포함한 종래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간접적 메시지유통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TV를 예로 

들 경우 대중을 상대로 메시지가 무차별적， 일방적으로 뿌려지는 매스 커뮤니 

케이션에서 메시지가 차별적， 쌍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점대점(point-to-point) 커 

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진화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 결과， 최대다수의 공통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가 생산·공급되고 그 

에 대한 반대급부징수가 시청자의 취향이나 관심， 시청량， 경제력과 무관하게 

광고판매 내지 시청료징수 등과 같은 형태로 간접적·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사회적 메시지 유통 체계는， 메시지의 질， 이용방법， 가격 등이 차별화 

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반 커뮤니케이션 분 

야에 있어서 디지털기술의 적용에 따라 신문， TV, 잡지， 영화， 그리고 정보통 

신 메시지 등이 모두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생산되면서 이에 따라 각각의 메 

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술적 모드가 상이한 채널들도 점차 디지 

털파일 전송채널로 융합( convergence)되고 (김희수 등， 2004. pp. 94-95),9) 모든 

종류의 메시지 유통에 일반상품에 적용되는 직접유통방식이 적용되리라는 것 

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채널발전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채널크기확대 및 의사소통주체간의 위상변화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해본 

다음，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의사소통과 관련해 지니는 함의를 의사소통연관분 

석에 기초해 시안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채널발전왜 시나리오와 의사소통 연관표의 변형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메시지 제작， 전송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채널총량의 

확대를 초래함은 물론 의사소통주체별로는 대중매체보다는 전문매체 및 전문 

9) 방송과 통신의 융합， 더 일반적으로는 매체 융합과 관련해 대략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구 

별할 수 있다 첫째는 종래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매체나 서비스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의 

미에서 하나의 매체 또는 서비스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이러한 물리적 통 
합은 발생하지 않지만， 종래에 무관하거나 경합성이 없던 매체나 서비스가 같은 성격과 
기놈=경합성과 호환성)을 갖게 되어 하나의 시장에 포함되고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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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채널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를 테변 인터넷 

을 통한 메시지의 확산은 전문매체와 전문가의 메시지가 쉽게 확산되는 토대 

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널부가가치실현을 가능케하고 있다. 

이하의 <표 6>은 전문매체과 개입생산자의 메시지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에 초래되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몇가지 가상 

적 시나리오에 입각해 앞서 제시한 〈표 2>의 의사소통 연관표를 변형시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 사회적 채널의 크기는 13，000메시지에서 22，000메시지로 증가 

@ 전문매체와 개인생산자의 메시지 산출량(채널크기)이 각각 4배와 2배씩 

증가하는 반면 대중매체의 메시지 산출량은 20% 증가하여 각각 12000, 

8뼈， 2000메시지에 달한다고 가정 

@ 전문매체， 개인생산지， 대중매체의 중간투입은 각각 2-4배， 1-2배 및 

20% 증가 

@ 전문때체， 개인생산자， 대중매체의 정신노동과 과거정보의 이용은 각각 2 

배， 1.5배 및 10% 씩 증가 

@ 전문매체의 메시지 발신이익은 6배이상 증가， 개인생산자의 메시지 발신 

이익은 0%에서 약13% 수준으로 증가， 대중매체의 발산이익도 증가 

@ 전문매체과 개인생산자의 메시지 수입은 각각 4배와 2배씩 증가， 대중매 

체는불변 

@ 전문매체， 개입생산자 및 대중매체의 메시지 축적은 각각 4배， 2배 및 

20% 증가 

@ 전문매체， 개입생산자 및 대중매체의 수출은 각각 8배， 6배 및 2배 증가 

@ 그 철과， 대중매체， 전문매체 및 개인생산자 메시지의 소비는 각각 15%, 

4.6배 및 2배로 증가함 

@ 전문매체와 전문가의 경우 메시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신노동의 비 

10) 이러한 가정은 정보화， 다매체 다채널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등에 관한 종래 
의 논의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따르면 사회적 채널 크기의 증가， 종 
래의 일방향적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점대점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 전문화된 매체 
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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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감소하고 대신 채널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한다. 

〈표 6> 의사소통 연관표 (전문매체와 전문가 메시지의 증가)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대중전문전문醫 수통적 메시 최종 
총수용 기 6.。닙1 메시지 

수용자 지 수출 수용 
계 총산출 

매체 매체 가 계 소비 축적 계 

대중매체 36 400 200 636 11,324 240 200 11,764 12,400 400 12，αp 

내 
전문매체 120 400 rO:J 1,120 6,360 rO:J 16J 7,120 8μo 240 8，αm 

τ님-
전문가 120 rO:J 100 820 1,100 140 120 1,360 2,180 180 zαm 

τnr 

중간투입계 276 1400 \xx) 2,576 18,784 980 얘0 20,244 22,820 820 22，뼈 

정신노동 330 600 450 1,380 

외 과거정보 1,100 1 ，αm 380 2,480 
의 이용 

끼!l. 

tnr 부가가치 
10,294 5，αxl 270 15,564 

부7}7}.치계 11,724 6、.600 1,100 19,424 

매시지 총발신 12;αm 8，α)J zαxl 22，αm 

2) 모헬변화애 따른 유발효과변화 

〈표 7>은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해 유발효과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종합생 

산유발계수를 보면， 전문매체 등이 증가한 경우인 모형2에서 종합생산유발계수 

가 약간 감소하였다. 전문매체가 상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영향력 계수는 

대중매체와 전문가의 경우 약간 증가하였고， 전문매체의 경우 약간 감소하였지 

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감응도 계수의 변화를 보면 대중매체와 

전문매체의 경우 증가하고 전문가의 경우 감소하지만 변화 폭은 역시 크지 않 

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채널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의사소통연관표를 

변형시켰을 때， 종합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그리고 감응도 계수 등 유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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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원에서 각 의사소통주체는 그다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고 할 것이다. 

〈표 7> 의사소통주체별 생산유발 관련 계수의 변화 :(1 ι4. d)-l 형 

종합생산유발계수 영향력 계수 감응도계수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대중매체 1.0292 1.0262 0.7938 0.8209 0.8964 

전문매체 1.3196 1.2122 1.0177 0.9696 1.1225 

개인생산자 1.5410 1.5119 1.1885 1.2094 0.9811 

전부문평균 1.2966 1.2501 

종합생산유발계수는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 

영향력계수 =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생산유발계수의 전산업평균 

감응도계수 =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생산유발계수의 전산업평균 

5. 논액 

모형 2 

0.9394 

1.1310 

0.9296 

경제학의 산업연관분석을 의사소통 현상분석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본연구 

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시안적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허지 않 

을 수 없다. 경제학의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실증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작업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외생적 수요 증 

가， 외생적 투자 증가， 특정부문의 가격 증가 등이 초래하는 생산파급효과 등 

다양한 유발효과분석의 결과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년다. 

그러나 의사소통 연관분석의 경우 실증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의사소통 연관표를 가상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때 의사소통 

주체를 어떻게 구분하며， 타주체들과 이들간의 의사소통활동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따라 의사소통연관표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메시지들은 그 외적 형태 및 그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질적측면에서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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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바， 이를 표준화된 메시지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다는 가정， 더나아가 

메시지의 생산/유통에 필요한 모든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요소들을 표준화된 

메시지라는 단위로 전환해서 수량화할 수 있다는 가정 역시 극히 비현실적이 

다. 또한 채널의 확장， 의사소통 주체의 비중변화 등도 이론적 가정에 기초해 

서 그 변화폭이 추정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산업연관분석에 

도 공히 적용되는 지적들이라고 할 것이다. 대분의 메시지생산 및 교환이 디 

지럴환경하의 표준화된 컨텐트제작 및 교환작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하에 

서， 메시지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 내지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다양 

한 주체들간의 의사소통행위와 관련해서도 좀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계 

량화된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다는게 연구자들 

의 판단이다， 

정보화，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 방송통신의 융합，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등과 관련된 논의에 기초해서 의사소통연관표를 변형시킨후 그 유발효과 

의 변화를 살펴본 분석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는 종래 경제학의 산업연관분석을 의사소통연관 

분석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서 오는 한계일 수 있다. 실제로 의사소 

통연관표의 작성 방볍 자체， 그리고 의사소통 연관표를 작성한 후 이루어지는 

후속분석작업과 관련해 경제학의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시하는 주요 관심사를 

동일하게 적용한 유발효과분석들(메시지 수요의 외생적 증가， 메시지 생산에의 

투자{정보의 축적)， 메시지 가격의 증가 등)이 과연 얼마나 유의성과 타당성을 

지니는지， 더 나아가 의사소통과 관련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새로운 측면 

의 분석 방법은 없는지 좀더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현실적 및 이론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투입산출 연계분석모델은 사회적 의사소통현상을 분석하는 중요한 

접근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기대이다. 이 모텔상에 

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가정들인 발신자이자 동시에 수신자로서의 역할을 하 

는 다양한 의사소통주체들간의 상호작용， 생산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행위와 최 

종적인 소비행위로서의 의사소통행위， 정신노동， 메시지의 복제， 축적， 하위채 

널 및 전체적인 채널의 용량 등과 같은 개념들이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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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의의 진전에 따라 얼마든지 정교한 모델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소통 투입산출 모텔은， 현재 단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 

술의 발전에 따른 채덜의 양적 확장 및 질적변화 (예를 들어 쌍방향성의 증 

대)， 의사소통주체들의 위상 및 역할 변화， 수용자들의 변화 등과 같은 주요 

현상들이 전사회적 의사소통현상과 관련해 지니는 함의를 종합적이면서도 정 

교하게 분석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호댁， 이 연구에서 시도한 시 

론적 논의를 한층 발전시켜 여러 가지 이론적 가정들을 정교화하고 실증적인 

자료들을 보완하여 대략적인 수준에서나마 현실세계의 의사소통구조를 종합적 

으로 반영하는 의사소통연관표가 추정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행위 

의 구조와 변화를 밝혀내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사이에서 하냐의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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