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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국내외에 소개된 다중 미디어 이용 관련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여, 융합환경 하에서 다중 미디어 이용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

기하려고 한다. 국내에 소개된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는 미디어 레퍼토리에

서 출발한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미디어 레퍼토리가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

어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국내 미디

어 레퍼토리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를 고루 이용하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존재

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구마다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준을 달리 적

용하고 있어 개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특성에서는 차

이를 보 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에 초점을 두어 미디어 이

용행위 연구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의 이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아

울러 미디어 레퍼토리 측정과 관련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 E Y W O R D S 　융합 미디어　•　다중 미디어 이용자　•　미디어 레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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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미디어의 진화와 발전은 인간의 상상력을 능가한다. 웹 2.0의 시작은 미

디어가 어디까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최근 스마트폰

의 등장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그대로 

증명해 준다. 스마트폰은 동화에서나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한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기기이지만 스마트폰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화를 볼 수도 있으

며,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각각 별개의 

단말기로 존재해 있던 텔레비전,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인터넷, 휴대

폰을 하나로 통합한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의 진화는 스마트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유럽에서도 선

보이고 있는 구글TV는 스마트TV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암시한다. 스마

트TV는 집안의 모든 기기를 스마트TV 하나로 통합해 버린다. 물론 기술

적으로 현재 IPTV도 텔레비전이라는 하나의 단말기 내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TV는 IPTV의 기능을 훨씬 

앞서간다. 현재 국내의 IPTV는 VOD 서비스를 주 기능으로 한다. 지상

파 프로그램을 시간에 구애됨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IPTV의 주된 시

청 이유이다. 그러나 스마트TV는 VOD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

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해 프로그

램을 선택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스마트TV는 복잡한 리모콘을 작

동할 필요가 없는 편리성까지 지니고 있어 또 한 번 매체의 지형을 바꿔 

버릴 것 같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1995년 케이블TV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1997년 IMF로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독과점은 약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케이블TV 가입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

었다. 2003년 위성방송이 등장하고, 2005년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라

고 할 수 있는 DMB가 도입되었다. 또 2008년부터 IPTV가 서비스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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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2009년 아이폰이 미디어 시장에 돌풍을 가져왔다. 2012∼2013

년경에는 스마트TV가 서비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과 10여 년 만에 

지상파 중심의 독과점 매체환경에서 본격적인 융합 미디어 시대가 펼쳐

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미디어 이용연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지상파 중심의 소매체 시대에 

미디어 이용연구는 주로 단일 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당시에도 

단일 미디어 이용, 복합 미디어 이용이라는 개념이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되기는 했지만(예; Bryce, 1987)1 미디어 이용연구는 복합 미

디어 이용보다는 단일 미디어 이용에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일 매체 중심으로 미디어

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매체가 늘어난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

서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동시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비동시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저녁 시간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

다. 이렇게 2개 이상의 매체를 동시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대

별로 다양한 매체를 필요에 따라 각각 이용하기도 한다. 분명한 사실은 

매체 이용에서 동시성을 띠던 아니면 비동시성을 띠던 간에 사람들은 점

점 다중 미디어 이용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

시한 개념이 바로 미디어 레퍼토리이다. 원래 미디어 레퍼토리는 케이블

이 도입된 이후 미디어 이용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채널 레퍼토리

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개념은 케이블TV의 등장으로 시청 가능한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들은 무작위로 채널을 선택하기보다는 규

1 브리이스(Bryce, 1987)는 홀(Hall)의 단일시간과 복합시간의 개념을 텔레비전 시청에 적용

해 단일시간적 시청과 복합시간적 시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단일시간적 시청이란 텔레

비전을 계획적으로 시청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시청행위를 말한

다. 이에 반해 복합시간적 시청이란 다른 행동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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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이용하는 채널묶음, 즉 채널 레퍼토리를 통해 케이블TV를 이

용한다는 것(Heeter & Greenberg, 1988)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 관련 연구들은 

미디어 레퍼토리에 의존해 미디어 이용행위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미디어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미디어 레

퍼토리 유형화에 접근하는 방식 및 측정방식 그리고 결과에서 모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디어 레퍼토리 관련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합의하는 바는 바로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를 고찰함에 있어 미디

어 레퍼토리에 의한 유형화가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유용하

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이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유용성이 크다면, 미디어 레퍼토리 개

념이 이제까지의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론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미디

어 레퍼토리 유형화 방식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만약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가 미디어 레퍼

토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 발전

을 위해서라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해 보인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및 방법론적인 문제를 비판적으

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기존의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둘째, 미디어 레퍼토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결과는 연구마다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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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의 의미

최근 국내에서 행해진 미디어 이용행위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미디어 레퍼

토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 중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을 사용한 연구는 10여 편에 

이른다(<표 1> 참조). 미디어 이용행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대부분 미

디어 레퍼토리 개념에 근거해 미디어 이용행위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렇

게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하

는 이유는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

이 갖는 설명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은 기존의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레퍼토

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바로 텔레

비전 프로그램 선택행위 연구이다. 미디어 경제 또는 마케팅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들(Steiner, 1952; Owen, Beebe, & Manning, 1974; Rust, 

Kamakura, & Alpert, 1992)은 주로 ‘시청자의 흐름’이나 ‘프로그램 선호’ 

개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선택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프로그램 선호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특정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선호와 선택 패턴과의 관

계를 추적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텔레비전 이용행위를 설명(Bowman & 

Farley, 1972; Lehmann, 1971; Webster & Wakshlag, 1983)하고자 하

고, 시청자의 흐름에 관심을 주목한 연구(Eastman, Head, & Klein, 

1987)들은 텔레비전 시청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청 가능

성에 주목하면서 편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소매체 시대의 미디어 이용은 개인 선호

에 기반하기보다는 시청 가능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사실이다. 텔레비전 시청에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 사람들의 기본 

입장(Cooper, 1996; Goodhardt, et al., 1987; Webster, 1985; Webster 

& Lichty, 1991; Webster & Newton, 1988; Webster & Wang, 199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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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시청은 여가행위로써 프로그램 요인보다는 노동시간, 가사 등

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선호하지 않는 프로

그램이 방 되더라도 수용자는 자신의 시청 가능성이나 편성상의 여건

에 의해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시청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방 되더라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

으면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텔

레비전 시청의 2단계 과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볼 것인

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Comstock, Chaffee, Katzman, McCombs, & 

Roberts, 1978). 첫 번째 단계가 시청 가능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시청 여부가 결정된다면(Gensch & Schaman, 1980; Henry & Rinne, 

1984; Horen, 1980), 무엇을 시청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내용선

호 요인(Darmon, 1976; Lehmann, 1971; Zufryden, 1973)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므로 

프로그램 선택을 결정짓는 데도 내용 선호 요인에 앞서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기술의 발달로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택행위 연구에서 시청 가능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대신 개인 선호 요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

다(Cooper, 1996; Neuman, 1991). 특히 특정 내용으로 전문화되어 있

는 다채널 상황에서 시청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특정 장르만을 찾아다

니며 집중적인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선호는 프로그램 선

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Webster & Wakshlag, 1983; 

Webster, 1986; Tavakoli & Cave, 1996). 

이렇게 미디어 이용행위는 시청 가능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프

로그램에 대한 선호라는 개인요인이 결합하여 프로그램 선택행위가 나

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다만 소매체 시대에는 개인 선호 요

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했다

면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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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요인이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다. 결국 미디어 이용행위는 구조적인 요인과 개인 선호 요인이 결합되

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그러면 다중 미디어 융합환경 하에서의 미디어 이용은 구조적인 요

인의 향 없이 개인 선호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가? 김은미(2002)는 다

채널 환경이 공급 차원에서 선호 프로그램의 시청 가능성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확대가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

다고 보았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청하는 정도는 다채널

화라는 환경변화뿐 아니라 개개인 수용자의 성향 차이, 즉 방송시청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후 다채널화와 선호 프로그램 시청 간에 관련성을 살펴본 실증 연구

(김은미·윤석민, 2003; 배진아, 2004)에서도 다채널화가 선호 프로그

램의 시청증가를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나 다채널 상황과 선호에 

의한 미디어 이용과는 관련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 선호 

요인 이외에 미디어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 측면에서 다중 미디어 환경이 과거 소매체 환경과 차

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미디어 이용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

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매체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극복

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 나갔고, 이제 이용자는 언제 어디

서든 자신이 원하는 미디어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미디어 이용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상당 부분 사라진 융합환경 

하에서는 과거 미디어 이용에서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시청 가능

성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융합환경 하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미디어 이용을 생활패턴에 맞게 재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미

선(2007a)은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시청 가능성 대신 비용 요인이 

새로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령 기존의 올드 미

디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지만,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

할 경우에는 단말기 구입에서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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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 요인이 개인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레퍼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

널 레퍼토리나 장르 레퍼토리와 달리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면서 미디어 

이용에 있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이용에서 구조적인 요인은 개인의 의지나 선호

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적인 요인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바

뀔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 요

인은 개인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개인 요인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령 소득이 낮아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드

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비용은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용은 더 이상 구조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용의 문제

는 소득 대비 새로운 미디어 이용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미디어 

도입 초기 비용은 언제나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기존의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에서 소득이 새로운 미디어 수용에 직접적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Atkin, Jeffres & Neuendorf, 1998; Lin & Jeffres, 

1998; Leung & Wei, 1999; Wei, 2001; Chan-Olmsted, Li, & Jung, 2005)

와도 일관된다. 물론 새로운 미디어 수용에 소득만이 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개인의 정향성과 같

은 다른 요인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수요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도입 초기 비용은 개인에 따라서는 미디어 이용에 있어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미디어 레퍼토리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수

반하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미디어 레퍼토리가 전적으로 비용에 의존한다

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 미디어 레퍼토

리를 구성함에 있어 비용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비용 요인과 함께 개인의 

매체 선호도도 레퍼토리 구성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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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jck, 2003; Jeffres, Atkin, Nevendorf, & Lin, 2004; Reagan, 996). 레퍼

토리라는 개념 자체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목록이라는 의

미를 갖는데, 즐겨 이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디어 레퍼토리는 비용이라는 구조적인 요인과 개인 차원의 

선호가 결합된 개념으로 융합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유용성

이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 미디어 시대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한 리스와 아이직(Rees & Eijck, 2003)도 미디어 이용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 이용의 규칙성이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수 그리고 특정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어

떻게 미디어를 조합해 이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존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제

시되었다. 그중에서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

는 미디어 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1) 미디어 레퍼토리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미디어 레퍼토리와 미디어 대체와 보완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미디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중

에서도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매체 간 경쟁과 그에 따른 흥망성쇠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주어졌고 학자들 간에도 이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경향들은 대체로 기존 미

디어와 뉴미디어 사이의 상호 대체 혹은 상호 보완관계를 탐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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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었으며,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하나는 뉴미디어 이용량이 증가하면 기존의 미디어 이용

은 감소해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Becker, 

Dunwoody, & Rafaeli, 1983; Harvey, & Michael, 1983; Weimann, 

1996)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미디어 

이용량도 같이 증가(강미은, 2000; Robinson, Barth, & Kohut, 1997)하

는 보완적인 관계, 마지막으로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경쟁/보완관계가 발

견되지 않는 경우(Agostino, 1980; Sparkes, 1983)이다.

문제는 연구자마다 매체 간 보완 및 대체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 초반까지의 

연구(강미은, 2000, 195쪽; 유세경, 2004, 481∼482쪽)를 보면 방송과 인

터넷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신문과 인터넷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 방송을 능가하는 보편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으면

서 방송과 인터넷은 보완관계를 보이는 반면 신문과 인터넷은 대체관계

를 보이면서 매체 간 상호 보완 및 대체 관계가 바뀌었다(이준웅·심미

선·김은미, 2007, 138쪽). 이렇듯 미디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서

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하나는 매체 소비 행위의 변화를 기능 대체나 기능 보완이라는 

어느 하나의 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브라운, 크래몬드

와 와일드(Brown, Cramond, & Wild)는 매체들이 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매체가 다른 매체를 전적으로 대체하기는 불가능

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매체가 담당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기존의 매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 간에 기능의 재분배와 재조직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심미

선 외, 2009, 재인용). 두 번째 설명은 미디어 기능의 변화는 미디어 보급

률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령 보급률이 높아지면 미디어의 기능에도 변화

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도입 초기 인터넷은 오락 매체로 

인식되었으나2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인터넷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이 확장되면서 정보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매체의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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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강화는 곧바로 신문 이용에 향을 미쳤고, 신문과 인터넷이 대체관

계로 바뀐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재현(2006)은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6; 2006)의 ‘재매개(remediation)’ 혹은 피들러(Fidler, 1997)의 미디

어 변형(mediamorphosis) 개념을 통해 신규 매체와 기존 매체 간의 대

체 혹은 보완의 관계를 맥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일체를 이루던 소매체 시대와 달리 다중 미디

어 환경 하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분리되어 미디어 소비자가 여러 미

디어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동시적 혹은 비동시

적 소비하기 때문이다. 가령 하나의 미디어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새로운 

미디어를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미디어를 버리고 새로운 미

디어로 대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둘 간의 효용성 및 가치를 고려한 후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은 그만큼 이용하는 미디어 수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 레퍼

토리와 미디어 간 보완 및 대체관계를 분석한 심미선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로 매체 간 보완 및 대체관계가 달리 나

타나 사람마다 매체 이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디어의 대체와 보완관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미디어 대

체와 보완이 달리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

해 주었다. 따라서 융합환경 하에서 미디어 이용의 보완 및 대체관계는 

미디어 레퍼토리의 분석틀 속에서 논의될 때 현실적 설명력이 더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레퍼토리는 특정 미디어를 주

로 소비하는 미디어 이용패턴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개념으로 매체 기능

2 인터넷 도입 초기 인터넷이 오락 매체로 기능하 다는 주장은 오양 비디오 사건이 인터넷 확

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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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목적 및 이용자의 특성, 매체소비비용 등을 포괄

적으로 반 한다. 따라서 멀티 플랫폼 환경 하에서는 미디어 이용의 대

체와 보완에 관한 논의를 넘어 미디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어떻

게 조합하여 사용하는지 하는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가 더 중요하다(강남

준 외, 2008)고 하겠다.

(2) 미디어 레퍼토리와 생활패턴: 상대적 불변 가설과 시간재할당 가설을 중

심으로

미디어 이용패턴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다. 미디어 이용을 일

상생활과 관련 지어 설명한 이론으로는 상대적 불변 가설과 시간재할당 

가설이 있다. 두 이론 모두 미디어 이용에 있어 시간 자원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상대적 불변 가설(Principle of relative constancy)의 요지(McCombs, 

1972; McCombs & Nolan, 1992)는 미디어 활동에 투자되는 비용은 개인

이 가지는 전체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며, 미디어 이용시간 또

한 하루 24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과 

관련해서 개인은 24시간이라는 고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해도 쉽게 투자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 불

변 가설은 새로운 매체 이용시간이 늘어나면 기존 매체의 이용시간은 감

소될 수밖에 없어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은 항상 일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대적 불변 가설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가설이 바로 이재현

(2005)의 시간재할당 가설이다. 이재현의 시간재할당 가설은 시간은 제

로섬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은 전통적인 미디어 이

용, 생활 필수행동, 노동활동 및 여가활동에까지 향을 미쳐 생활패턴 

전반에 걸쳐 재조정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 환경의 변

화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 등과 같은 변화 요인이 발생하여 특정 

행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다른 행동에 투입되었던 

시간은 감소하거나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시간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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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이용이 늘

어나면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인 미디어 시간에만 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식사와 같은 생활 필수행동, 일－가사, 노동활

동, 교제,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재현, 

2005, 163쪽). 이렇게 상대적 불변 가설이 시간 자원의 유한성을 미디어 

간의 관계에만 적용했다면, 시간재할당 가설은 미디어 이용을 생활패턴

과 관련 지어 설명하려고 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로젠그린과 

윈달(Rosengren & Windahl, 1989) 그리고 히터(Heeter, 2000)는 이용 

가능한 미디어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원하는 미디어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미디어 소비량도 늘어나고,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도 다

양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다중 미디어 이용자는 절대적으로 미

디어 소비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시간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새

로운 미디어가 등장해도 새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상대적 불변 가설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소매체 시대에 특

정 미디어 이용은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매체의 이

용을 감소시켰지만,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중복 이용과 같은 복합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총 미디어 이용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심미선(2007a)의 연구에 의하면,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지상파 중심 미디어 이용자보다 무려 

30%나 많았다. 또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중복 미디어 이용지수를 측

정한 이준웅 외(2007, 130∼131쪽)의 연구에서도 아침 7∼8시대와 저

녁 6시 이후 시간대에 미디어 중복 이용률이 높게 나왔다. 낮 시간에는 

미디어 중복 이용지수가 1.1 이하로 나와 단일 매체 중심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전 시간대에 걸쳐 미디어가 이용되고 

있어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미디어 이용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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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미디어 이용

은 줄어들면서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에는 변화가 없다는 상대적 불변 가

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융합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기술적인 혜택으로 인해 미디어 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보편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가 여가행위의 하나로만 이

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놀이와 결합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미

디어 이용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놀이의 역에만 작용했던 미디어가 일의 역으로 침투한 것으로, 한마

디로 말하면 융합현상이 미디어 이용자의 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역에서 시작된 미디어 융합은 미

디어 이용에서도 생활양식의 경계를 허무면서 융합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밍고와 하이노넨(Domingo & Heinonen, 2008)은 미디어는 기

술적 진화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이해해야 하며, 

융합의 의미도 문화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고 하 다.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면 미디어 

이용을 생활패턴과 연관 지어 설명해야 한다는 이재현의 시간재할당 가

설은 다중 미디어 이용을 설명함에 있어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미디어 레퍼토리 측정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존의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 측정범위와 관련된 개념적 

혼돈이고 다른 하나는 레퍼토리 유형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디어 개념의 혼동

미디어 레퍼토리는 한마디로 미디어 이용자가 즐겨 이용하는 매체들의 

조합이다. 원래 레퍼토리 개념은 다중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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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모두 이용하지는 않으며, 자신들이 가

지는 경제적,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밖

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윤석민, 1996; Jeffres, 1978; Neuendorf, 

et al., 2000; McDonald, 1990; Neuendorf, Atkin, & Jeffres, 2001). 그리

고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량

을 측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 다. 다시 말하면 송신자의 입장에서 플랫폼으로 미

디어를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

하고 이용하는 미디어로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국내에서 최초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을 제시하고,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한 심미선(2007a)의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① 지상파, 

② 케이블, ③ 위성, ④ 인터넷, ⑤ 신문, ⑥ 라디오, ⑦ DMB 7개로 구분

하여 미디어 레퍼토리 측정에 사용하 다. 그러나 지상파와 케이블, 위

성은 텔레비전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송되고 있고 이용자 입장에

서도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 지상파와 케이

블, 위성을 각각의 미디어로 구분하여 미디어 레퍼토리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3 이런 주장은 후속연구에서 지상파와 케이

블, 위성을 별개의 미디어로 구분하지 않고 텔레비전 이용이라는 하나의 

미디어로 통합해 분석한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4

2006년 이후 국내 언론학회와 방송학회를 통해 발표된 미디어 레퍼

토리 관련 논문은 약 10여 편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위

3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어디에도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을 별개의 미디어로 구분한 것

의 문제점을 지적한 곳은 없다. 다만 필자가 미디어 개념의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그동안 미디

어 레퍼토리 연구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이 지면을 통해 

공론화하고 싶은 의도에서 시작하 다. 

4 이재현(2006), 강남준 외(2008), 조성동·강남준(2009), 이미 ·김담비·김성태(2010)에

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을 한데 묶어 텔레비전 이용으로 측정하 고, 심미선(2007a, 

2007b), 이찬구 외(2009), 김은실 외(2009), 윤해진·문성철(2010)의 연구에서는 지상파와 케

이블, 위성을 별개의 미디어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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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별개의 미디어로 구분하여 미디어 레퍼토리를 측정한 연구는 총 6

개(심미선, 2007a, 2007b; 이찬구 외, 2009; 김은실 외, 2009; 윤해진·문

성철, 2010)이고, 나머지 4개(이재현, 2006; 강남준 외, 2008; 조성동·

강남준, 2009, 이미 ·김담비·김성태, 2010)는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을 텔레비전 이용으로 통합하여 미디어 레퍼토리를 측정하고 있다. 지상

파와 케이블, 위성을 별개의 미디어로 보고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를 처

음 시작한 심미선(2007a)은 미디어 레퍼토리가 채널 레퍼토리나 웹 레

퍼토리, 장르 레퍼토리와 다른 점을 비용의 문제로 설명한다. 즉 새로운 

미디어를 추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

가 어떤 미디어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비용의 문제

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은 텔레비전이라

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전송되지만 케이블과 위성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디어는 플랫폼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와 케

이블 위성을 별개의 미디어로 구분하는 것은 미디어 개념을 혼동하는 것

이라는 주장도 있다.5 우선 케이블이 별도의 가입비용을 내야 하는 유료

매체이기는 하나 2009년 현재 케이블 보급률이 90%를 넘어섰다(출처: 

한국케이블협회)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측면에서 케이블 이용이 지상파 

이용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위성방송 보급률

은 2009년에도 15% 내외로 낮고(방송통신위원회, 2010) 위성방송 가입

비용은 케이블에 비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케이블과 위성은 상호 대체

성이 강해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함께 이용하기보다는 케이블과 위성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위성방송을 별도로 고려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균 케이블 이용시간이 늘

5 연구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적

은 없다. 그러나 융합환경 하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있어 왔고, 여기서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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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서 미디어 이용에 있어 지상파와 케이블 시청을 구분하기도 용이

하지 않다. 결국 초기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미디어 개념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없이 미디어 레퍼토리 구성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을 구분하여 미디어 레퍼토리를 측정했

으나 이후에는 플랫폼의 차이로 미디어를 구분했고, 이러한 구분은 바람

직해 보인다.

한편 미디어와 미디어 서비스 개념 간의 혼동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이미 ·김담비·김성태(2010)의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

서는 인터넷과 메신저, 미니홈피/블로그를 별개의 미디어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엄 하게 말하면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인터넷 서비스의 

한 형태이고, 메신저는 휴대폰 서비스의 하나인데, 청소년의 미디어 레

퍼토리를 유형화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별개로 미디어로 간주하여 분

석한다. 또 이 연구에서는 MP3를 음악감상 도구로 보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강남준 외(2008)의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는 MP3를 

미디어에 포함시켜 레퍼토리를 유형화하 다.

이렇게 미디어 개념에 대한 혼동은 국외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

다. 특히 국외에서 행해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국내에서처럼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기보다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이용을 연결 지어 

미디어 이용목적에 따른 미디어－콘텐츠 레퍼토리를 유형화하는 데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리스와 아이직(Rees & Eijck, 2003)의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라디오, 잡지 등의 미디어를 

콘텐츠 내용 차원으로 다시 세분화한 19개 미디어 아이템에 대해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8개의 레퍼토리 집단을 분류해 냈다. 이 연구에서 리스와 

아이직은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유형에 따라 콘텐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해스브링크와 폽(Hasebrink & 

Popp, 2006)도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3개 미디어를 경성뉴스 아이템에 

따라 분류한 후 군집분석을 통해 미디어 레퍼토리 집단을 추출해 냈다. 

여기서도 미디어와 경성뉴스 아이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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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Watson-Manheim & 

Belanger, 2007)는 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레퍼토리에 초

점을 두어 커뮤니케이션 레퍼토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

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루어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말 그대로 미디

어 조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미디

어와 콘텐츠 또는 미디어 서비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관심

을 기울임으로써 미디어 개념에 대한 엄 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도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의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 연

구에서는 연구자가 미디어의 공급자, 이용자 아니면 서비스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구분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미디

어를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지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급자

의 입장에서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공급자의 관점과 미디어 이용

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래 미디어는 전송수단의 의미

가 강하지만, 미디어가 갖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이용자의 관점

에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융합 미

디어 환경을 고려한다면 플랫폼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이유는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는 무엇을 시청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

떻게 시청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미디어 이용행위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매체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매체

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신문 또는 텔레비전을 이용했는지의 여부와 함

께 이들 매체에서 무엇을 이용했는지가 미디어 이용행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선택할 수 있

는 매체가 다양하며, 어떤 매체는 시간적인 제약 없이 또 어떤 매체는 공

간적인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매체를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행

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어떤 매체를 이용했는지와 함께 어떻게 이용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가령 소매체 시대에는 저녁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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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사 대상 매체 측정 방법

이재현
(2006)

모바일(휴대전화)

PC(인터넷이용)

TV(지상파, 케이블, 
위성)

모바일과 PC는 이용 여부

TV는 경/중시청(120분 기준)으로 
나눠 매트릭스 구성

단일: 모바일 중심, PC 중심, TV 
중심

다중: 모바일-PC, 모바일-TV, 
TV-PC, 모바일-PC-TV

중심적 미디어 플랫폼 없음

심미선
(2007)

지상파, 케이블, 위성,
라디오, 신문, DMB, 
인터넷(총 7개 매체)

개인의 총 미디어 이용시간 중 특정 
매체 이용시간 점유율 35%를 기준
으로 유형화

지상파 중심, 인터넷 중심, 케이블-
위성 중심, 지상파-인터넷 중심, 다
중매체 이용자

강남준 외
(2008)

TV, 라디오, 신문, 잡
지/서적, 인터넷, 휴대
전화, MP3

K 평균 군집분석

미디어 레퍼토리 군집별로 개별 
미디어 이용량의 차이를 비교하
여 %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군
집이름 명명

휴대전화-MP3, 신문-TV중심, 다매
체 이용, 매체 저이용, TV 중심, 라디
오-신문 중심, 휴대전화 중심

심미선
(2008)

지상파, 케이블/위성, 
인터넷, 신문, DMB, 
휴대폰, 라디오, 총 7
개 

개인의 총 미디어 이용시간 중 특정 
매체 이용시간 점유율 35%를 
기준으로 유형화

지상파 중심, 인터넷 중심, 케이블-
위성 중심, 지상파-인터넷 중심, 다
중매체 이용자

조성동·
강남준
(2009)

TV, 라디오, 인쇄매체
(신문, 잡지, 만화), 컴
퓨터/인터넷, 비디오
/DVD, 극장, 음악매체
(CD, MP3 등) 총 7개

7개 미디어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매체 이용시간을 비율로 환
산. 7개 매체 이용비율 중 10% 이
상인 매체를 주 이용매체로 정함 

단일 매체 이용자

이종매체 이용자(2개 이상 매체이
용비율 10% 이상

다중매체 이용자(7개 매체 이용비
율 10% 미만임)

이찬구 외
(2009)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TV, 신문, 잡지, 
DMB, 인터넷 
(총 7개) 

K-평균 군집분석

미디어 레퍼토리 군집별로 개별 
미디어 이용량의 차이를 비교하
여 %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명
명함

균형적 매체이용군, 인터넷 중심군, 
TV 중심군, 라디오 중심군, 전통적 
매체이용군

김은실 외
(2009)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TV, 신문, 잡지, 
DMB, 인터넷(총 7개) 

K-평균 군집분석

미디어 레퍼토리 군집별로 개별 
미디어 이용량의 차이를 비교하
여 %가 높은 매체 중심으로 군집
이름 명명

케이블-지상파, 라디오-신문, 지상
파(1), 인터넷-DMB, 케이블, 지상
파(2), 매체 저이용, 인터넷

윤해진·
문성철
(2010) 

지상파, 케이블-위성, 
신문, 인터넷, 모바일
(DMB, PMP, iPOD) 
오디오(MP3, CD), 라
디오 

상대적 미디어 이용지수에 대한 K-
평균 군집분석

신문-TV, TV-인터넷, 오디오-인터
넷-케이블, 라디오-신문-지상파, 모
바일 중심 균형이용

이미영·
김담비·
김성태
(2010)

올드미디어(텔레비
전, 라디오, 신문, 잡
지), 뉴미디어(인터넷, 
휴대폰, 메신저, 미니
홈피/블로그)

각 개인의 총 미디어 이용시간을 산
출한 후 이 중에서 특정 매체 이용시
간 점유율이 35%를 넘으면 그 매체 
중심으로 유형화

휴대폰 중심형, 다매체 중심형, 인
터넷 중심형, 텔레비전 중심형, 텔
레비전과 인터넷 중심형, 라디오 중
심형, 텔레비전과 휴대폰 중심형

표 1.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조사 대상 매체 및 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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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청한 사람과 동시간대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이 미디어 이용에서 차

이를 보 다면, 융합환경 하에서는 자신의 생활시간 내에서 미디어 이용

을 재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가령 텔레비전 중심으로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과 

스마트폰에서는 뉴스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드라마를 시청하

는 사람은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두 사

람의 미디어 레퍼토리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텔레비전 중심의 미

디어 이용자라면 후자는 휴대폰과 인터넷 중심 미디어 이용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은 향후 서비스 이용패턴에서부터 새로운 미디어 

수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미디어 이용패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융합환경 하에서 미디어 레퍼토리가 미디어 이용행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미디

어는 플랫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미디어 이용행위의 차이를 파악하

는 데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 관련 논의

기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상의 논점 중의 하나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 방

식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미디어 이용량을 기준으

로 자의적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는 방식과 군집분석과 같은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유형화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우선 국내외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군집분석 방법이다. 국외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모두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

형화하 고, 국내 10여 편의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중 4편은 군집분석 방

법을 이용했고, 나머지 6편은 미디어 이용량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미

디어 레퍼토리 유형화를 시도하 다. 각각의 유형화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준 외(2008)는 두 가지 유형화방식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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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미디어 레퍼토

리를 유형화할 경우 이미 검증된 이론적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기 용이하고 비슷한 기준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 비

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합의된 기준이 없거나 기준의 준

거타당성(criterion validity)이 약한 경우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반면, 군집분석과 같이 일정한 연산규칙에 

따라 각 케이스들을 묶는 방법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준을 설정하기는 용이하지만,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따

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만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

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내외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를 통해 두 가지 미디어 레퍼

토리 유형화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한 연구로는 심미선(2007), 이미 ·

김담비·김성태(2010), 조성동·강남준(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미디어 레퍼토리의 유형화를 시도한 심미선(2007)

은 시청행위가 시청자에게 있어 주된 활동인지 아니면 부차적인 활동

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Rosengren, 1974; Barwise & 

Ehrenberg, 1988)에 의거해 어떤 매체를 중심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어떤 매체는 부차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 근거하여 총 미디어 이용량에서 특정 

매체 이용량을 중심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했는데, 유형화의 

기준점을 특정 매체이용 35%로 하 다. 이후 이미 ·김담비·김성태

(2010)도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 중에서 특정 매체 이용시간 35%를 기준

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했고, 조성동·강남준(2009)은 10%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연구마다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분 

짓는 기준점을 달리하면서 기준설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연구에서 드러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 방식의 문제는 동일한 미

디어 레퍼토리로 묶인 사람 간에도 미디어 이용량의 편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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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상파 중심 집단의 경우 어떤 사람은 지상파 텔레

비전을 실제로 평균 이상 많이 시청해서 지상파 중심 집단으로 유형화된 

경우도 있지만 지상파 텔레비전을 평균 이하로 시청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미디어 이용자여서 지상파 중심 집단으로 묶인 경우도 있어 같은 ‘지

상파 중심’ 집단으로 묶 다 하더라도 실제 지상파방송 이용량에서는 차

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인식한 이준웅 외(2008)의 연구

에서는 모든 미디어 이용량의 평균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중 미디어 이용

자를 분류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외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 방

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군집분석 방법이다. 국외 미디

어 레퍼토리 연구(Rees & Eijck, 2003; Watson-Manheim & Belanger, 

2007)에서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방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국내 미디어 레

퍼토리 연구에서는 대부분 상대적 미디어 이용지수에 대한 K-평균 군집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강남준·이종 ·이혜미, 2008; 이찬구·이종

·성지연, 2009; 윤해진·문성철, 2010). 상대적 미디어 이용지수는 

개별 응답자의 매체별 이용시간을 전체 표본의 매체별 일일 평균 이용시

간으로 나눈 값으로 동일한 이용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체에 따라 이용시

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반 하기 위함이다. 가령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된 10분과 신문열독에 소비되는 10분, 인터넷 검색에 이용된 10분

은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의 인

터넷 이용시간의 하루 평균이 150분, TV는 90분, 신문은 20분이고, 응답

자 A의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30분, TV는 20분, 신문은 30분이

라고 할 때 응답자 A의 미디어별 일평균 이용지수는 인터넷이 0.86, TV

는 0.22, 신문은 1.5이다. 결국 응답자 A는 미디어의 절대적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인터넷 중심’ 집단으로 분류되나 상대적 미디어 이용지

수를 사용하면 ‘신문 중심’ 집단으로 분류된다(이찬구 외, 2009). 이렇게 

상대적 미디어 이용지수는 현재 지상파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미디어 이

용현황으로 인해 군집분류가 지상파 중심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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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점을 보완(윤해진·문성철, 2010)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군집분석 방법은 자체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

면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군집으로 묶인 사람들의 평균 미디어 이용량은 분석할 때

마다 변하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는 극복하기 어

려워 보인다. 따라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

법은 이론적 기준에 근거하여 미디어 러퍼토리를 유형화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시계열적 분석을 고려하여 미디어 이용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하면 얼

마나 이용해야 하는지, 융합환경 하에서 특정 매체 중심이라고 하면 총 

미디어 이용시간 중에서 몇 %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향

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디어 레퍼토리가 융합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

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정 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

는 미디어 이용비율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

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 토대 위에서 미디

어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한다면 이론적 정당

성도 확보하는 것이 된다.

4.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내에서 행해진 미디어 레퍼토리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이론적 및 방법

론적 접근방식을 사용하 고,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는 못했다. 채널 레퍼토리 연구의 경우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방식이 

유사하여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채널 레퍼토리 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6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미디어를 어디까지로 개념 정의할 

것인가에서부터 미디어 레퍼토리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하는 방법

론적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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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는 차이를 보 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연구마다 측정 대상 미디어의 종류도 

다양하고, 측정 결과도 용어사용에서부터 미디어 조합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국내에서 행해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 제시한 미디어 레퍼

토리 유형은 5개에서 8개사이지만, 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 미디어 레퍼토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청

소년의 미디어 레퍼토리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이미 ·김담

비·김성태(2010)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미디어에 포함시켜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하 고 국외에서 행해진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대부분 미디어와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이용

할 때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는지에 주목하여 미디어 레퍼토리를 유형화

하 다(Rees & Eijck, 2003). 또 최근에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를 한 왓슨

－만하임과 벨란지의 연구(Watson-Manheim & Belanger, 2007)에서도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레퍼토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레퍼토리 유형이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결과를 국외 연구 결과와 맞비교하기

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대부분 미디어 이용조합에 초점

을 맞추었고,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도출함에 있어 단일 미디어 중심

의 미디어 이용패턴과 다중 미디어 중심의 이용패턴을 구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화의 중심매체가 텔레비

전과 인터넷이라는 것도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의 공통점이다. 물론 

6 채널 레퍼토리의 경우 연구자마다 일관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히터

(Heeter, 1985)의 연구에서는 34개 채널 중에서 평균 채널 레퍼토리 수는 10개 내외로 나왔다. 

또 한국의 채널 레퍼토리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채널 레퍼토리의 수를 윤석민

(1996)은 12.1개, 최양수·장성아(1998)는 12.4개, 이상식·김관규(2001)는 14.8개로 제시하

고 있어 채널 레퍼토리 수에서는 연구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채널이 늘어날수록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채널 레퍼토리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차이는 연구 

방법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송환경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64

김은실외(2009)와 윤해진·문성철(2010)의 연구에서는 다중 미디어 이

용자로 명명할 수 있는 집단이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지만, 그외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에서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재현

(2006)의 연구에서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를 모바일-PC 중심형, 모바일

-TV 중심형, TV-PC 중심형, 모바일-PC-TV중심형으로 세분화하 고, 심

미선(2007, 2008)과 이미 ·김담비·김성태(2010)의 연구에서는 특정 

매체의 미디어 이용비율이 35% 미만인 집단을 ‘다중매체 이용자’, ‘다매

체 중심형’으로 이름 붙 다. 또 강남준 외(2008)의 연구에서는 군집분

석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골고루 이용하는 ‘다매체 이용자’를 분류해 냈

으며, 한국방송(KBS)이 1995년과 2000년, 2005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시

간대 조사자료를 2차 분석한 조성동·강남준(2009)의 연구에서는 ‘단일 

매체 이용자>, ‘이종매체 이용자>와 함께 ‘다중매체 이용자’를 도출해 냈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7개 매체의 이용비율이 10% 미만인 집

단을 ‘다중매체 이용자’로 명명했다. 이찬구 외(2009)의 연구에서는 다

양한 매체를 골고루 이용하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

을 ‘균형적 매체이용군’으로 이름 붙 다.

이렇게 국내에서 행해진 다중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정의 및 특징

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이

용해야 다중 미디어 이용자로 이름 붙일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적어도 

다중 미디어 이용자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평균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라는 기준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 대부분의 연구가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존재를 보여주고, 이들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미디어 이용량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둘뿐 이들

의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활동은 어떤지, 다른 집단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단조로움에

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다중 미

디어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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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면서

미디어 연구는 오랫동안 단일 매체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패턴을 분석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도 미디어 이용연구는 단

일 매체 중심으로 프로그램 선택행위나 이용동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가 미디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다중 미디

어 이용으로 관심을 돌려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4∼5년 전부터의 일

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일찍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미디어 이용

연구를 시작했지만, 다중 미디어 이용연구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으로도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또 국내에서처럼 다중 미디어 이

용자의 존재를 확인하기보다는 미디어와 콘텐츠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 다. 다중 미디어 이용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

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각 매체별로 이용

하는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이용보다는 미디어와 콘텐츠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국내 다중 미디어 이용연구는 미디어 레퍼토리에서 출발한

다.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국내외 이렇다 할 연구 기반이 형성되지 않

은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4∼5년의 기간 동안 10

여 편의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론적,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더

욱 정교해지고 있다. 국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의 공통점은 모든 연구

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고루 이용하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존재를 확인

했고, 다중 미디어 이용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정 미디어를 중심

으로 이용하되, 다른 미디어를 부차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다. 소매체 시대에는 중심 미디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용

할 수 있는 미디어가 몇 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

에 특정 시간대 및 특정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다중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

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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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 소매

체 시대에 텔레비전은 오락 매체이고, 신문은 정보매체 으나 융합 미디

어 환경 하에서는 사람마다 오락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매체와 정보적

인 매체로 이용되는 매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연구 경향도 초기에는 미디어 레퍼토리의 유형을 찾는 데 초점

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과 장르이용 간의 관계로 관

심을 넓혀가고 있다.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과 장르이용 간의 관계를 분

석한 심미선(2007b)과 이찬구 외(2009)의 연구에서는 오락추구 장르와 

정보추구 장르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심미선(2007b)의 

연구에서는 오락추구 장르에서는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가 없었지만, 정보추구 장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구·이종 ·성지연(2009)의 연구에서도 드라마나 연예

/오락/쇼와 같은 오락 콘텐츠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선호되는 콘텐츠로 나타나 심미선(2007b)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미디어 레퍼토리의 다양화

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되는 콘텐츠는 특정 장르에 집중됨에 주목하여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는 콘텐츠 이용수단의 다양화만을 의미하는 것

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렇게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 미디어 

이용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그렇다

면 일명 구글TV 또는 스마트TV가 도입되고, 기존의 텔레비전이 스마트

TV로 재편될 경우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우선 스마트TV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미디어로 가능했던 서비스가 

스마트TV 하나로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디어 레퍼토리를 구

성했던 다양한 미디어가 스마트TV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마트TV가 주도하는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

도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스마트TV 중심의 미디어 이용자에게 즐겨 이

용하는 미디어 목록은 의미가 없다. 대신 스마트TV 내에서 즐겨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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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디어 서비스 목록이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의 문제도 더 이상 구

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미디어 이용은 순전히 개인의 선호를 바

탕으로 한다. 그래서 미디어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면 스마트TV로 

모든 미디어 활동을 통합해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마트TV가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 및 미디어 레퍼토리에 미칠 

향을 예상해 보면, 우선 스마트TV가 보편화되는 환경 하에서도 미디어 

레퍼토리는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까

지 새로운 미디어가 도입될 때마다 그랬듯이 아무리 효율적인 미디어가 

등장해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채택하지는 않는데, 이는 미디

어 이용자에게는 기술적 효율성보다는 습관으로 인해 느끼는 편안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마트TV가 도입되고, 수용되면 새로운 미디어

의 조기 채택자들은 스마트TV 중심으로 자신의 미디어 이용을 재편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TV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고수하는 전통 미디어 중심 이용자 집단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 텔레비전을 스마트TV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미디

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스마트TV와 전통 미디어 동반 이용자 집단도 있

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미디어 이용행위의 차이는 여전히 미디어 레

퍼토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이 습관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정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번 고착된 미디어 

이용은 다른 미디어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미디어 레퍼토리의 설

명력을 높혀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중 미디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다중 미디어 이용자로 살아갈 것

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일 미디어 중심 이용자와 다중 미디어 이용

자의 차이가 미디어 이용행위에서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면 향후 융합 미

디어 이용이 보편화되는 환경 하에서는 다중 미디어 이용자 간의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를 고찰함에 있어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유용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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