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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둘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페이스북을 포함해 SNS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의 과잉’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상으로 네트워크 크기와 네트워크 속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네트

워크 크기와 상호작용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화의 관점’에 의거하

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과잉의 관점’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첫째, 

네트워크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할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던바의 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둘째,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

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페이스북 이용

자를 상으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데이터 크롤링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던바의 수”에 따라 네트워크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나아가 ‘오프라인 던바의 수’(138명)와는 구별되는 ‘온라인 던바의 

수’(300명)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K E Y W O R D S  페이스북　•　SNS　•　던바의 수　•　상호작용　•　과잉　•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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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둘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커뮤니케

이션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학적인 문제다. 

일찍이 1990년  초 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Robin Dunbar)

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이 

주도하는 이른바 ‘SNS의 폭발’ 속에서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물론 소셜 컴퓨팅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부각되어 왔다.

던바(Dunbar, 1992)는 우리가 둘 수 있는 친구의 수를 150명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수를 “던바의 수(Dunbar’s number)”라 부른다. 

던바에 따르면, 던바의 수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을 주고받는 유

의미한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의 한계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SNS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추정한 

“던바의 수”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던바의 수”를 기준

으로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의 질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한 체

계적인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던바의 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친구의 

수, 즉 네트워크의 크기가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의 질에 어떤 향을 미

치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도, 던바의 수를 넘어서는 친구 네

트워크에서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듯 SNS상에서 ‘관계의 과잉’ 및 ‘상호작

용의 과잉’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의 연구들은 체로 “던바의 수” 이하의 네트워크를 이상적인 네트워크 

크기로 상정하고 그 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에서

의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그 양상을 적극적으로 설명

하고자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던바의 수”에 주목하면서도 기존의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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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과잉의 관점’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던바의 수를 넘어서는 네

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을 기술하고 설명해 보고

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

의 이용 행태, 즉 네트워킹 및 상호작용 데이터를 크롤링 방법을 통해 수

집한 방 한 자료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이 제기한 문제들에 한 답이 제 로 주어질 경우 이 논문

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 한다. 첫째, SNS라는 새로운 기

술적 환경이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상, 즉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 시켜

주는가에 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제 로 해

명되지 않은 ‘과잉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부정적 

관점에서의 관심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의 과잉, 상

호작용의 과잉’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현  디지털 경

제에서 핵심 주제로 부각하고 있는 ‘디지털 노동’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의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은 단순히 온라인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한 연구를 넘어 현  사회의 교호성(sociality)

을 탐색하는 보다 거시적인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2. 던바의 수: 두 관점

1) 교호 네트워크의 크기: “던바의 수”

일반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둘 수 

있는가? 이 글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에 한 답이 주어지려면, 먼저 ‘친

구’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친구는 몇 명이나 가능한가라는 질문

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 이런 질문들에 한 

답이 주어져야 그런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특성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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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 “던바의 수(Dunbar’s Number)”다. 이것은 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Robin Dunbar)가 진화 심리학에 의거해 유인원과 인간의 두

뇌 크기, 그리고 다양한 교호적 상황에 한 관찰을 바탕으로 1990년  

초반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개념으로(Dunbar, 1992), 인간이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타자의 수, 즉 교호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크기를 의미한다.

“던바의 수”는 이른바 “교호적 지능 가설(social brain hypothesis, 

SBH)”로 설명되는데(Dunbar, 1992, 1998, 2010; Dunbar & Shultz, 

2007; Shultz & Dunbar, 2007 등), 던바와 동료들의 기존 논의(Sutcliffe 

et al., 2012 등)를 종합하면 핵심적인 논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

에서 정리될 수 있다.

1. (비용－편익 계약) 유인원이든 인간이든 사회적 집단의 크기는 비용

과 편익을 고려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의 결과다.

2. (편익) 집단을 유지하여 얻는 편익은 정서적 지원과 (적의 위협에서 

지켜줄) 동맹이다.

3. (비용) 장기적, 단기적 비용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에 기초한다.

4. (진화) 인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뇌 크기(특히 신피질의 용

적)가 진화한다.

5. (제약 조건) 집단 구성원은 인지 능력과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 속에 

있다.

6. (집단의 크기) 비용과 편익, 그리고 제약 조건 속에서 최적의 집단

(즉 공동체) 크기는 략 150이다.

7. (집단의 구조) 집단은 레이어 구조를 지니며, 5명의 지지 집단

(support clique)에서 시작해 략 3배수로 확 되어, 15명의 감정

이입 집단(sympathy group), 50명의 친  집단(affinity group), 그

리고 150명의 활성 집단(active network)에 이른다. (타자가 나의 어

느 집단에 속하는가는 친 도와 상호작용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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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utcliffe et al. (2012), p. 157.

그림 1. 던바 등의 비용과 편익 모델

던바 등은 유인원은 물론 크리스마스카드 명단(Hill & Dunbar, 

2003) 등 다양한 조건 속의 인간 집단에 한 고찰을 통해 “던바의 수”가 

‘항상’ 150명이었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unbar, 2010, pp. 24∼28). 던바 이론의 핵심은 집단적 

유 가 주는 편익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5명, 15명, 150명 

등 그 집단의 크기에 따라 얻게 될 편익과 지불해야 할 비용은 각기 달라

진다는 것이다.

<그림 1>은 던바 연구진이 집단의 수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Sutcliffe et al., 2012, p. 157).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명 정도의 지지 집단의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얻게 될 편

익은 동맹을 넘어 정서적 지지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와 달리 15명의 감

정이입 집단을 유지할 경우, 상 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얻게 될 편

익은 동맹에 국한하게 된다. 그렇다면, 15명 이상 150명 이하 활성 집단

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던바의 논의에 따르면, 이 경우 편익과 비용 측

면에서 ‘손해’를 보기는 하지만 동맹이 주는 일정한 편익이 보장되기 때문

에, 최소한 150명까지는 인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던바의 수”는 앞서 제기한 문제, 즉 ‘친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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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 

셈인가? 던바의 이론에서 보면 150명 이내의 ‘친구’와 그 수를 넘어서는 

타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던바의 수”가 지칭하는 ‘친구’는 

전자의 집단, 즉 감정적 지지를 해 주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타자(alters)

로서 이들과의 공동체적 관계 유지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부하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친구’와의 상호작

용과 그렇지 않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SNS에서의 “던바의 수”, 즉 네트워크의 크기에 한 본격적인 논의

로 넘어가기 전에 던바가 인 관계 또는 집단을 보는 기본 입장을 확인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의 핵심은 “던바의 수”인 150명을 넘어서는 집단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에 있다. 던바는 이런 집단을 ‘부정적’으로 이해한

다. 여기서 ‘부정적’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150명이 넘

는 집단은 그 하위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며, 그 갈등 정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크게 웃돌아 결국 그 집

단은 작은 집단들로 분화된다. 이렇듯 집단의 특성 측면에서 150명 이상

의 집단은 부정적이다. 둘째, 논의의 초점은 150명 이하의 집단, 특히 동

심원의 레이어 구조를 갖는 하위 집단에 집중될 뿐 150명 이상의 집단에

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던바의 2010년 책의 제목, 즉 ‘얼마나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는가’에서 보듯, 던바는 내가 “필요로 하는 친구”에만 

주목할 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아닌 또 다른 타자들’에게는 주목

하지 않는다. 이렇듯 관심의 상 측면에서 150명 이상의 집단은 주목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된 측면에 주목한다. 던

바는 동맹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편익을 주는, 즉 그런 필요에 부응하

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SNS는 물론이고 현  사회의 일상적 관

계에서 ‘동맹이나 정서적 지지를 넘어’ 정보 탐색, 가시성 증  등의 이유

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타자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이런 ‘과잉(excess)’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 던바의 이론에 기초하

면서도 ‘관계 및 상호작용의 과잉’이란 측면에서 SNS 매개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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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SNS와 과잉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상

세히 제시될 것이다.)

2) SNS에서의 “던바의 수”

던바는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친구의 수(던바의 수)를 150명이라고 주

장하는데, 그렇다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그 수가 어떠할까? 이

는 흔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하 는데, 

이제까지 연구에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던바의 수”

에 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별된다. 하나는 SNS가 인지 능력과 시

간이라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교호 네트워크의 크기는 

“던바의 수”보다 크다는 입장이고(Wellman, 2012), 다른 하나는 기본

적으로 인관계는 어떤 매개 상황에서든 마찬가지며 SNS라고 “던바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Dunbar, 2011; Dunbar, 2012a; 

Dunbar, 2012b; Arnaboldi et al., 2013).

먼저, 네트워크의 크기는 “던바의 수”보다 크다는 입장을 변하는 

웰만(Wellman, 2012)은 현  서구 사회를 설명하기에 “던바의 수”는 너

무 적다며 다음과 같이 그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던바가 관찰한 상은 

유인원이거나 저발전 사회의 농촌 거주자들이다. 둘째, 페이스북과 같

은 소셜미디어는 많은 수를 관리할 수 있는 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셋째, 네트워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라 그 크기는 달라질 수 있

는 바, 친구의 이름을 적시하게 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크기를 과소 추정

할 수 있다. 넷째, 친구가 아니더라도 유용한 정보, 새로운 기회, 소속감

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다수 있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할 경우 네트워크 크

기는 “던바의 수”를 크게 상회한다.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던바의 수”를 돌파할 수 있다

는 주장에 한 반박, 즉 “던바의 수”는 온라인에서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로 던바 자신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현  사회의 다양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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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rnaboldi et al. (2013).

(1) 친구 수(평균)＝150명

* 출처: Golder et al. (2007).

(2) 친구 수(평균)＝250명

그림 2. 던바의 수에 대한 실제 검증 결과

을 경험적으로 관찰한 결과, 그 수가 150명 내지 200명 이내다(Dunbar, 

2010). 둘째, 그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향상은 두뇌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

며, 위계적으로 작은 집단들을 위로 묶어 나가며 집단의 크기를 늘려 가

는 방안은 역사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Dunbar, 2012a). 셋째, 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절 적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s)”이다. 즉, 누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는 것보다 관계

를 맺고 있는 개인들에 관한 ‘지식(knowledge)’을 인관계에 활용하느

냐가 중요하다(Dunbar, 2010, p. 31)는 것이다.

이론적인 논란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상으로 한 실제 

검증 결과도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림 2>에서 보듯, “던바의 수”

가 150보다 크다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Golder et al., 

2007; Zhao et al., 2014), 이와 달리 “던바의 수”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연구도 있었다(Arnaboldi et al., 2013; Goncalves et al., 2011; Hill & 

Dunbar, 2003). 특히 던바는 SNS 등 인터넷 이용과 친구 숫자를 서베이

를 통해 비교한 기존 연구나 페이스북 자체에 한 연구에서도 친구의 수

가 늘어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Dunbar, 2012b)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의 상황에서, 던바(Dunbar, 2012b) 자신도 인정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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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네트워크의 크기를 늘려 줄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p. 2197). 그가 상정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지

식 관리 및 메모리 이슈”라 부르는 것으로, SNS가 다른 사람이 행한 활동

이나 의견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면 면 상호작용에 비해 

많은 사람에 한 지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방송

(broadcast) 이슈”로, 전자우편, 문자와 마찬가지로 SNS는 면 면 상호

작용과 달리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던바 자신이 이에 나름 로 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Dunbar, 

2012b), 세 편의 다른 연구 결과에만 의존할 뿐 본격적인 검증 연구는 아

니라는 점에서 그의 답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SNS에서 “던바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이 글을 페이스북을 관찰 상으로 삼아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SNS, 특히 페이스북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타자의 수, 

즉 “던바의 수”는 얼마인가?

이론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험적인 검증 연구의 수도 적고 

또한 연구 결과도 상충하는 상황에서 “던바의 수”를 확인하는 작업은 여

전히 의미가 있다. 그 수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다.

첫째로, 던바(Dunbar, 2010)의 말 로 숫자 자체보다는 관계의 질

이 중요하다면,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의 질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던바의 수”를 확인하는 작업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

둘째로, 던바나 그 추종자들, 그리고 심지어 비판론자들의 경우처

럼 “던바의 수”와 같은 특정한 수치를 경계로 그 수보다 적어야 유의미한 

관찰의 상이 된다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크기에 따

라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 경계를 기점으로 그보다 작거나 큰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탐색해야 할 것이다. 앞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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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의 부정적 관점을 넘어, 150명 이상의 집단을 ‘과잉’의 관점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도 일단 ‘경계’

의 숫자는 확인해야 한다.

3) SNS 매개 상호작용: 두 가지 관점

오프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MC(computer-mediated communi-

cation), 특히 SNS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도 

질(quality)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상호작용의 질은 맥락, 배

경지식, 언어적 코드, 참여 동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글이 주목하는 온라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 즉 네트워

크의 크기 또한 다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

으로 주장하자면, 네트워크의 크기는 다른 요인들에 앞서 상호작용의 질

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즉 ‘최종 심급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던바 자신도 비판론자들과의 논쟁에서 이 점을 

강조한 바 있고(Dunbar, 2010, 2012b), 비판론자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의 질은 어떤 함의를 갖는

가? 상호작용의 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함의도 달라지지만, 우선 

각기 다른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작용의 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표적으로 두 가지 맥락 내지 관점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논의가 체로 견지해 온 ‘ 화의 관점

(conversation perspective)’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새롭게 제안

하고자 하는 ‘과잉의 관점(excess perspective)’이다.

먼저 화의 관점은 전통적인 CMC 연구, 온라인에서의 숙의 민주

주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에 

주목하는 사회 이론(예를 들어, Poster, 1995) 등의 기저에 깔린 관점으

로, 배경이나 세세한 논지는 서로 다르지만 화나 면 면(face-to-face) 

상호작용을 이상적(ideal, 이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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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이란, 사회 이론이나 정치 커뮤니케이

션 연구에서 보듯 상호적 화 양식이거나 CMC 연구에서 보듯 면 면 

화에 근접하는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모습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이른바 “방송 모델(broadcast model)”  “ 화 모

델(conversation model)”로 비되기도 하는데(Poster, 1995), 전통적

인 미디어의 매개 형식과 달리, SNS로 표되는 새로운 매개 커뮤니케

이션은 두 가지 양식 모두를 가능케 해 준다는 점에서 어떤 조건에서 

화와 방송 중 어떤 양식이 지배적이 되는가가 이 글에서와 같이 관찰의 

초점이 된다.

레빈슨(Levinson, 2009)은 “트위터＝ 인 커뮤니케이션＋매스 

커뮤니케이션”(p. 135)으로 트위터를 규정한 바 있는데, 이는 페이스북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에 포스트를 게시할 때 일차적으로는 

친구 전체(나아가 친구의 친구)를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스 커뮤니

케이션이지만, 그것을 매개로 친구와 화할 경우 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글이 화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화와 방송, 

두 가지 양식이 네트워크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

다. 즉, 상식적인 통찰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동기나 성격, 그리고 네

트워크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크기가 클 경우 상 적으

로 ‘ 화’보다는 ‘방송’이 지배적인 상호작용 양식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화의 관점은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화 또는 

면 면 상호작용에 근접하는 경우가 이상적이며, 나아가 숙의와 같은 정

치적 이념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하고 방송과 같은 형식의 상호작용은 비

민주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절하한다. 좀 더 극단적으

로 표현하면, 이 관점은 화를 지향하여 방송 양식과 같은 ‘결핍’을 두려

워한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이 제안하는 과잉의 관점은 화의 관점에서 부

정적으로 또 이상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의 과

잉’을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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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용 대비 편익에 따른 잉여 또는 과잉

에서 이용자들은 왜 “던바의 수” 이상의 친구들을 두고 있는가? 편익  

비용의 관점에서 서술하면, 왜 이용자들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편익

이 더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호작용 비용을 계속 지불하

고 있는가? 

<그림 3>은 앞의 <그림 1>을 잉여/과잉의 관점에서 다시 그린 것

인데, 편익 비 비용을 고려할 때 점 역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잉여

(surplus)를, 빗금 역은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과잉(excess)을 나타

낸다.1) 이제까지의 논의에 의거하면, “던바의 수”가 바로 이 두 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그렇다면 잉여와 과잉은 인간 상호작용 내지 집

1) 바타유(Bataille, 1967/1988)는 엄 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잉여

(surplus)와 과잉(excess)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익  비용의 형량에 따라 구분하

고자 한다. 손창섭의 소설 <잉여인간>(2005)과 백욱인이 엮은 책 <속물과 잉여>(2013)에서 

‘잉여’는 이 글에서의 ‘과잉’에 해당한다. 이 글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보다 편

익이 큰 경우가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설에서의 잉여와 가깝고, ‘과잉’은 ‘잉여’보다 ‘불필요함’

이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29

단(공동체) 유지, 특히 SNS에서의 상호작용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 인간사에서 잉여 또는 과잉이란 무엇인가? 조르쥬 바타유

(Georges Bataille)나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와 같은 인류학자나 

사회이론가는 잉여를 교환(exchange), 즉 선물 경제(gift economy)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바타유(Bataille, 1967/1988)에 의하면, 식물이 태

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생존에 사용하고 남는 것은 성장이나 재생산에 사

용하는데, 동물이나 인간도 남는 것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

지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이 결핍이나 희귀함이 경제적 활동을 추

동한다고 보았다면, 바타유는 잉여(surplus), 즉 ‘불필요한 것(the use-

less)’을 어떻게 처분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인간 

활동의 역사를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잉여를 처분하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growth)이나 팽창(expansion)에 사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 모스(Mauss, 1925/1990)가 선물 경제의 전형으

로 간주하는 북미 원주민의 포트래치를 비롯해 많은 문화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의식들은 바로 이런 잉여를 처분하기 위한 관습이다. 잉여를 처

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포트래치에서 주고받는 선물 관습의 특징은 경

쟁적으로 남보다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며, 선물에 의해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권력관계와 같은 사회적, 인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물 경제는 SNS의 전신에 해당하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에 한 인식에도 그 로 나타난 바 있다. 가상공동체 주창

자의 부라 할 수 있는 라인골드(Rheingold, 1993)는 가상공동체의 핵

심이 바로 상호성에 기반한 선물 경제라고 단언한다(이재현, 2000, 181

쪽). 가상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처럼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정신적, 

정서적 유 를 바탕으로 한 ‘우리 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소속감을 불어넣어 주고, 인적 수준에서는 공공 이익을 추

구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수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고  그리스의 아고라의 장이 마련

될 수 있다는 것이다(Rheingold, 1993,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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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던바가 말하는 동맹과 정서적 지지에 기반하는 공동체적 

유 를 의미한다.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선물 경제가 작동하는 가상

공동체와 같은 네트워크의 크기는 결국 “던바의 수”라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잉여 역(점 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던바를 비롯해 SNS에 한 거의 모든 논의가 이 역에 

국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4)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소통)의 과잉

그렇다면, <그림 3>에서 편익보다 비용이 큰 과잉 역(빗금 역)은 어

떻게 되는 것인가?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점

은 바타유가 남는 것을 처분하는 두 번째 방식, 즉 “성장”에 사용하는 경

우와 관련된다. 이 글은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된 과잉 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SNS에 한 함의를 논하기 전에 먼저 바타유(Bataille, 1967/1988)

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는 “잉여”(이 논문의 용어로는 과잉)를 성장이나 

팽창에 사용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한 사회는 항상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하기 마련이

다; 사회는 잉여를 처분해야 한다. 사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잉

여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다. 잉여는 선동, 구조적 변화, 나아가 사회 전

체 역사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 잉여가 처분되는 방식은 한 가지 이상

인데, 가장 공통되는 것이 성장이다. 그리고 성장 자체도 많은 형식을 

가지는데, 그 각각은 궁극적으로 한계에 다다른다. 인구 성장이 정체되

면서 군사적으로 바뀐다. 사회는 이제 정복에 나서야 한다. 군사적 한

계에 이르면 잉여는 분출구로 종교라는 절제 형식을 취하거나 게임, 스

펙터클 또는 개인적 사치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p. 106)

잉여, 이 글의 용어로는 ‘과잉’을 처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성

장 또는 팽창이라는 바타유의 주장을 따를 경우, SNS를 포함하는 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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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 또는 인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문제

가 제기되는데, 하나는 “던바의 수” 이상의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를 바타유가 말하는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런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의 과잉’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림 3>의 빗금 역이 어떤 점에서 과잉인가 하

는 것인데, 즉각적으로 보면 “던바의 수”와 같은 유의미한 네트워크의 크

기를 초과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편익을 초과하는 비용은 도

체 무엇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앞서 소개한 

던바의 논의나 (던바의 수가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확장론자에게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던바(Dunbar, 2012b)는 

“지식 관리 및 메모리”, 그리고 “방송”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한 바 

있는데, 한편으로 SNS를 포함하는 인터넷 환경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

지고 있는 인지 능력과 시간이라는 제한 요인을 넘어 타자에 한 지식

과 기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다수

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

이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던바의 수”를 초과하는 관계의 과잉과 

상호작용의 과잉을 가능케 해 주는 원천이라고 본다. 즉, 기술결정론적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하면, 과잉을 가능케 하는 비용은 현 적인 기술적 

환경(technical milieu)이 제공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계 네트워크나 상호작용 측면에서 왜 과잉이 발

생하는가 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까

지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기에 세 가지 가설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디지털 더듬이

(digital feeler)’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기체는 끊임없

이 주위 환경을 감시하며 생존과 확장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SNS, 정확히 말하면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친구’)는 나를 신

하는, 즉 나의 “연장(extension)”(McLuhan, 1964)이 되는 더듬이 보철

(prosthesis)인 셈이다.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전통적인 미디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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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를 환경 감시(surveillance) 기능이라 불러 왔는데(Merton, 1949), 

사회의 구조적 불안정이 높으면 불확정성을 감소하기 위해 이런 기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Ball-Rokeach & DeFleur, 1976). 

나아가,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정보처리 능력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

는, 이른바 정보 과부하 상황에서 가치 있고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 내는 

필터링 기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현 인들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유

기적 지식인이나 매스 미디어가 담당했던 이런 기능을 이제 SNS의 네트

워크가 수행해 주기를 기 한다. 뉴스를 접촉하는 채널로 페이스북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의 명백한 증거다.2)

둘째,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SNS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맺기와 상

호작용 행위는 상업주의적인 “비가시성의 위협(threat of invisibility)”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SNS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행위는 환경 감시와 같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는 강

제 또는 유도된 행위다. 부처(Bucher, 2012)에 따르면, 푸코(Foucault)

의 감시 체제가 파놉티콘(Panopticon)으로 상징되는 “가시성의 위협

(threat of visibility)”에 의거하는 것이라면, 페이스북으로 표되는 

SNS에서의 감시 체제의 근간은 “비가시성의 위협”에 의거한다. 즉, 파놉

티콘에서는 잠재적으로 내가 보임의 상이 되기 때문에 두렵고, 이에 

따라 스스로를 훈육하기까지 하는 이중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SNS에

서는 내가 보이지 않게 될 경우가 두렵고, 이에 따라 내가 끊임없이 보이

도록 스스로를 훈육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서 사

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여지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SNS에서 관계를 맺고, 더 중요하게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해야 한

다. 부처(Bucher, 2012)는 이런 주체 위치를 “참여적 주체성(participatory 

2) 문제는 누구를 팔로우하고 누구와 친구를 맺느냐에 따라, 즉 어떤 네트워크 속의 일원이냐

에 따라 내가 보는 실재(reality)는 달라진다는 것이다(이재현, 2012). 이런 “다중적 실재

(multiple realities)”(Schutz, 1945) 속에서 우리 각각은 각기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즉 친구들이 담당하는 더듬이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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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ity)”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참여적 행위는 페이스북과 같은 

특정 서비스가 원하는, 즉 특정한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바람직한” 방향

을 향하게 된다.3) 이런 관점에서 보면, SNS에서의 과잉 행위는 ‘사라짐’

을 두려워하는 현  주체의 ‘강제된 교호(coerced sociality)’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편익 비 비용에 한 고려를 넘어, 존재하기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필수 행동인 셈이다.

셋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SNS에서의 과잉적 행위를 노출증이

라는 병리적 욕망의 개인적, 집단적 표출로 간주할 수도 있다. SNS에서

의 과잉 행위는 “비가시성의 위협”에 따라 행하게 되는 순응적인 ‘참여’

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록 강박이라는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기록 강박에 이용자는 노출증적인 병리 현상을 드러낼 수

도 있다. 기록 강박에 따라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할 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개인은 식사, 메뉴, 여행, 이동 등의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을 SNS에 

포스트하게 되는데, 이는 이재현(2014)이 “미시적 이벤트화(micro- 

eventization)”라고 부른 것이다. 이런 미시적 이벤트들은 다른 이용자

들, 즉 ‘친구’들의 관음 상이 된다. 우리는 SNS에 올라온 친구의 미시

적 일상사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관음자(voyeur)가 된다. 우리는 염려

(care)에 근거한 쌍방향적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적 

욕망에 의거한 일방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편 우리는 자신이 맺은 친

구의 수, 자신이 작성한 포스트에 한 댓글 수 및 ‘좋아요’ 수 등 타자에 

의해 ‘계량화된 나’를 보며 나르키소스처럼 즐거움에 빠진다. 이런 나르

시시즘은 바흐친(Bakhtin)이 말한 “보기의 과잉(excess of seeing)”이 

극단화된 병리적 형태다. 이런 행태가 병리가 되는 이유는 타자의 시선

을 통해 자신에 한 인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자의 시선

으로만 자신을 규정하려 하는 물상화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SNS에서의 

3) 페이스북의 표적인 알고리즘이 엣지랭크(EdgeRank)로, 이는 친구 사이의 관계, 즉 엣지

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에 한 논의는 부

처(Bucher, 2012)와 오세욱·이재현(201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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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행위는 노출증, 관음증, 나르시시즘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병리로 간주될 수 있다. SNS는 이런 병리를 상업

화하고 나아가 촉진하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3. SNS 매개 상호작용의 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인 화의 관점과 달리, 이 

논문이 제안하는 과잉의 관점은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크

기의 네트워크 못지않게 그것보다 큰 크기의 네트워크에 주목을 해야 한

다고 본다. 그렇다면 양자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설정될 수 있다.

연구 문제 2: SNS, 특히 페이스북에서 네트워크의 크기는 상호작용의 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양자의 네트워크 사이에는 관계와 

상호작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후술하겠지만, 페이스북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상호작용의 양

상을 평가하기 위해 흔히 네트워크 도(density), 동종성(homophily), 

교호성(reciprocity)을 고려하여 왔는데, 네트워크 도와 동종성이 관

계의 차원이라면, 교호성은 상호작용의 차원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던

바의 수”를 기준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즉 관계

와 상호작용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를 

통해 관계의 과잉, 소통의 과잉 또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 밀도: 상호 친구

네트워크 과학에서 네트워크 도는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들 사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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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gander et al. (2011).

그림 4. 친구 수와 군집 계수 간의 관계

능한(possible) 연계들 중에서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제(actual) 연계

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Prell, 2012, p. 121). 카두신(Kadushin, 

2012)의 말 로 도는 공동체, 사교적 지지, 가상의 핵심적 지표로 간

주되는 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네트워크 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응집력이 있는 공동체, 사교적 지지의 원천, 효과적인 전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p. 29).

그렇다면 SNS의 네트워크 도는 어떠한가?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

자 1억 4천 명을 상으로 분석을 행한 우간더 등(Ugander et al., 2011)

에 따르면, 로컬 군집 계수(local clustering coefficient)로 본 도는 친

구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의 수가 

늘어날수록 군집 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 논문의 관심인 “던

바의 수”를 중심으로 보면, 친구가 100명인 네트워크의 경우 군집 계수 c

＝0.14이고 200명인 경우는 군집 계수 c＝0.10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14% 또는 10%의 연계가 실제로 친구로 맺어져 있

고, 나머지 86% 또는 90%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에서의 

친구 수, 즉 네트워크의 크기가 유 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작

은 네트워크의 경우는 유 가 긴 한 반면 큰 네트워크의 경우는 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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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다는 점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Arnaboldi et al., 

2013; Granovetter, 1973; Hill & Dunbar, 2003).

그런데 문제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모든 연계를 파악

하지 않고서는 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 한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도를 신할 

지표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처럼 그런 지표로 흔히 활용하는 것이 바

로 ‘상호 친구(mutual friends)’다. 상호 친구는 특정 친구와 내가 함께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Young, 2012)과 같은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상호 친구의 평균값은 해당 네트워크의 

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상호 친구는 

도의 안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크기와 도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상호작용의 

질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또 다른 중요한 점

은 유  강도, 즉 네트워크 도와 상호작용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

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나볼디 등(Arnaboldi et al, 2013, p. 1137)

에서는 유 의 강도와 양방향적 접촉 빈도 사이에 상관관계 r＝0.55라

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본 논문이 주목하는 네트워

크 도가 상호작용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던

바의 수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네트워크의 경우는 큰 네트워크의 경

우와 비교해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상 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함의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의 질 자체를 평가하기 전에 네트

워크 도를 신할 상호 친구라는 지표와 네트워크 크기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상호 친구라는 

지표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경향을 기술하기보다는 특히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양자 네트워크를 비교, 확인함으로써 앞서 제시

한 네트워크에서의 잉여와 과잉이 갖는 의미를 해명코자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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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종성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동종성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 

그리스 어원상 동일한 것을 좋아함이란 의미의 동종성(homophily)는 

“행위자가 자신과 비슷한 다른 행위자와 사교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선

호하는 사교적 성향”(Prell, 2012, p. 129)으로 정의된다.

라자스펠드와 머튼(Lazarsfeld & Merton, 1955), 블라우(Blau, 

1977) 등에서 보듯, 사회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매우 오래된 개

념인 동종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해서는 개인적 속성 또는 성향, 

조직, 시간, 장소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Kadushin, 

2012, pp. 18∼21), 이런 요인들과의 인과성 문제에 해서는 각기 다

른 입장들이 제시되어 왔다.4)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동종성의 결정 요인과 과정을 넘어 이 논문

에서 중요한 점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동종성이 네트워크, 나아가 

사교적 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동

종성과 관련해 카두신(Kadushin, 2012)은 이를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 또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일한 행위의 역치(thresholds)를 갖는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4) 예를 들어, 집단 또는 조직의 특성, 개인적 성향, 그리고 동종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

된 입장이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교회, 스포츠 클럽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의 상황, 집단

의 구성이 동종성을 만들어 낸다는 주장(Coleman et al., 1981; Feld, 1981, 1982)이고, 다른 하

나는 조직의 상황이나 집단의 구성과 상관없이 나이, 교육 등 개별 행위자가 자신과 유사한 행

위자를 찾아 사교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주장(Skvoretz, 1985, 1990)이다. 또한 동종성과 시간

의 관계에 해서도 두 가지 이론이 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교적 향 이론(social 

influence theory)으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향을 끼치고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서로 비슷해진다는 것이고(Friedkin, 1998), 다른 하나는 사교적 선택 이론(social 

selection ideas)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크 상 로 선택

한다는 것이다(Lazarsfeld & Merton, 1955; McPherson & Smith-Lovin, 1987; McPherson et al., 

2001; Robins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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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Baksy et al.(2012)

그림 5.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의 영향력 비교

경우 동종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바, 예를 들어 비슷한 사람

들로부터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폐쇄적인 동종 모임에서 벗어나

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이를 연결시켜 주는 구조적 공

백(structural hole)이나 다리(bridges)의 역할이 중요하다.”(p. 158)

이는 네트워크 연구에서의 고전적 개념인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의 “약한 유 (weak tie)의 힘”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을 상으로 

한 박시 등(Baksy et al., 2012)도 동종성이 낮은 “약한 유 ”가 동종성

이 높은 “강한 유 ”보다 새로운 정보의 전파에 유력하다는 점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림 5>에서 보듯, 이들은 댓글, 메시지, 

사진, 글줄기(포스트에 한 댓글 같이 달기) 등 네 가지 활동 모두에서 

“약한 유 ”의 유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

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Aral et al., 2009; La Fond & Nevil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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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et al., 201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상 적으로 동종성이 낮은 “약한 

유 ”가 동종성이 높은 “강한 유 ”보다 정보 전파에 유력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지만, 반 로 동종성이 높은 “강한 유 ”의 경우는 커뮤니케이

션 또는 상호작용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해서는 명확한 설

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던바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는

데, 동종성이 높은 강한 유 의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 공동체적 유

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종합하면, 만약 동종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 상 적으로 

동종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의 네트워크인 반면, 동종성이 낮

은 네트워크는 정보 전파의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동종

성이 상호작용의 특성을 가르는 네트워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던

바의 수”를 기준으로 동종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3) 상호작용의 질

지금까지 살펴본 도와 동종성이 관계 차원의 네트워크 지표라면, 상호

작용 차원의 지표들은 어떠한가? 이 논문은 관계적 친 도(relational 

intimacy), 상호작용의 반응성(reactions), 상호작용의 상호성(reciprocity) 

등 세 가지 지표가 네트워크 크기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

한다. 

먼저 관계적 친 도와 관련해, 선행 연구들은 관계적 친 도라는 개

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 활동 내지 패턴에 따라 네트워

크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한 바 있다(Andreas, 2009; Marlow, 

2009; Burke et al, 2011). 예를 들어, 안드리스(Andreas, 2009)는 관계

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상호 커뮤니케이션(reciprocal communica-

tion), 발신 커뮤니케이션(outbound communication), 탐색(trac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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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ndreas (2009).

그림 6.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수

따라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수를 파악해 제시하 다.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구분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로(Marlow, 2009)는 안드리스(Andreas, 

2009)를 인용하며 각각에 응하여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일방적 커뮤

니케이션, 관계 유지로 명명한 바 있다. 그리고 벅 등(Burke et al., 

2011) 또한 페이스북의 활동을 분류하며 활동 지표를 수신 커뮤니케이

션 척도(directed communication scale, in), 발신 커뮤니케이션 척도

(directed communication scale, out), 수동적 소비 척도(passive con-

sumption scale), 방송 척도(broadcasting scale) 등 네 가지로 구분하

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할 경우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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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벅 등의 구분은 안드리스(Andreas, 2009)

나 말로(Marlow, 2009)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드리스(Andreas, 2009)에서 보듯,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자 수가 달라진다는 것으로서, 

페이스북에서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수록, 즉 많은 친구를 둘수록 탐색, 

관계 유지, 방송의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행위자 수가 상호적 커뮤니케

이션을 행하는 행위자 수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선행 연

구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구분을 참고하여 관계적 친 도를 “관계 유

지나 탐색보다는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는 정도”로 정의할 

경우, 관계적 친 도와 네트워크 크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의 반응성과 상호성은 어떠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표적인 연구로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등(Bohn et al., 2014)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 자본의 두 가지 유형과 관련해 결속(bonding)의 사회 자본

은 페이스북 활동에서의 반응성으로 구현되는바, 이는 “친구로부터 받

은 댓글과 좋아요의 수”로 정의된다. 그리고 가교(bridging)의 사회 자

본은 페이스북 활동에서의 매개중심성(betweenness)으로 구현되는 

바, 이는 “두 노드 사이의 최단거리(geodesics)상에 특정 노드가 위치하

는 정도”로 정의된다. 한편, 상호작용의 상호성은 “친구와 포스트, 댓글, 

좋아요, 태그에서 수신/발신의 비율”로 정의된다.

본 등(Bohn et al., 2014)의 연구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지표는 

상호작용의 반응성과 상호성으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작

용의 반응성과 교호성은 네트워크 크기와 작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부문은 아랫부분의 그림들에서 보

듯, 특히 네트워크의 크기별 평균값으로 볼 때, 세로 실선으로 나타낸 일

정한 크기의 네트워크까지는 상호작용의 반응성 및 교호성과 네트워크 

크기가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 그 지점을 넘어서면 패턴

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로 실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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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ohn et al. (2014)

그림 7.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의 상호성 사이의 관계

표현된 네트워크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보다는 적다고 

간주되는 이른바 “던바의 수”와 세로 실선으로 표시된 네트워크 크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즉, “던바의 수”와 이 수 사이의 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바로 이런 의문점이 본 논문이 새로운 데이터를 활

용해 도출한 분석 결과를 해석, 논의하며 주목하는 점이다.

4.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논문의 원시 자료는 2013년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에 걸

쳐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수집되었다(Wilson et al., 2012 참



243

구분 이용자 수(명) 비율(%)

성

남성 986 48.1

여성 1062 51.8

미상 2 0.1

연령

10대 미만 1 0.0

10대 243 11.9

20대 487 23.8

30대 209 10.2

40대 161 7.9

50대 63 3.1

60대 30 1.5

70대 이상 15 0.7

미기입 841 41.0

사용기간

1년 미만 169 8.2

1년 이상 3년 미만 1256 61.3

3년 이상 5년 미만 558 27.2

5년 이상 67 3.3

표 1. 분석 대상 이용자의 특성

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 는데, 이것의 배포는 설문조사

나 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메일링 리스

트를 통해 전달된 메일 내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상에

서 포스트 형태로 게시된 앱을 클릭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페이스북의 특성상 특정 이용자의 정보는 친구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롤링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5)

5) 페이스북의 제한적 정책과 더불어 바로 이 점이 트위터 데이터와 달리 페이스북 데이터에 

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에 한 연구와 활용이 상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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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접근을 허용하면 크롤링 봇이 해당 응답자의 페이스북 정

보를 자동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수집한 정보는 크

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 기본 정보, 장소 정보, 연락

처, 직장, 좋아하는 페이지 등의 개인 정보, 2) 친구의 이용자 리스트 및 

수, 팔로어 및 팔로잉하는 사람, 친구 정보 등의 네트워크 정보, 3) 포스

트, 댓글, 좋아요, 태그 등의 상호작용 정보 등 사적인 메시지를 제외하

고 친구의 담벼락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 나아가 인터페이스에

서는 드러나지 않는 정보도 포함된다.6)

최종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는 총 2,303명으로, 항목별로 누

락된 정보가 많은 160명을 제외하고 총 2,143명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극단치가 포함된 일부를 다시 제외하고 총 

2,050명의 정보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분석 상이 된 이용자의 특

성은 <표 1>과 같다. 한편 2,303명의 이용자 모두에게서 수집한 월 포스

트의 총수는 1,184,045개에 달할 정도로 방 하다. 이와 더불어 각 포스

트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 관련 정보도 수집하 는데, 그 개수만을 보면 

댓글은 총 2,323,808개, 좋아요는 1,184,045개 다.

2) 지표의 구성

본 논문은 페이스북에서의 친구 수, 즉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의 질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 논문의 분석 상이 되

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최소 1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로 정의한

다. 그리고 이런 이용자들을 상으로 수집된 페이스북 정보 항목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구성하 다.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는 데이터 정책이 강화되어 이용자 개인의 허가 여부를 떠나 페

이스북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크롤링을 할 수 있다.

6) 페이스북에서 수집 가능한 항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f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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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트워크 크기는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친구 관계를 맺은 

이용자의 수다. 친구의 수에는 팔로잉 관계에 있는 이용자의 수는 포함

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크기는 친구의 수 외에 댓글,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로도 집계해 보았는데, 이는 상호성을 갖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파악하

기 위함이다.(나아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살펴보기 위해 친구의 친구 

수도 집계하 는데, 이는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페이스북 네트워

크가 갖는 ‘방송’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페이스북의 친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도와 동종성을 지표로 구성하 는데, 여기

서 도는 상호 친구의 수(친구당 평균)로, 그리고 동종성은 8개 항목

(성, 연령, 교육, 종교, 정치적 성향, 거주지, 직업, 전공 분야)에 걸친 일

치 정도(0∼1점, 친구 평균)로 산출하 다.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해 첫 번째 지표인 관계적 친 도는 댓글을 

준 친구의 수(포스트당 평균),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포스트당 평균), 

댓글 또는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포스트당 평균)로 살펴보았다. 만약 

친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즉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댓글이나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가 작아진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적 친 도가 낮아

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지표인 상호작용의 반응성은 받은 댓글 및 

좋아요의 수(포스트당 평균), 그리고 받는 댓글 및 좋아요의 수(친구당 

평균)로 산출하 다.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수록 댓글 및 좋아요의 포스

트당/친구당 평균값이 작아진다면 상호작용의 반응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상호작용의 상호성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하나

는 보낸 댓글에 한 받은 댓글의 비율인 교호성이고, 다른 하나는 화 

글줄기의 비율이다. 여기서 화 글줄기의 비율은 하나의 포스트에 달

린 전체 댓글의 모음(글줄기 thread), 즉 이용자가 단 댓글과 다른 이용

자들이 단 댓글 중에서 이용자가 단 댓글의 비율로 정의된다.



246

5. 분석 결과

이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한 답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연구 문

제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와 네트

워크의 도 및 동종성, 네트워크 크기와 관계적 친 도, 네트워크 크기

와 상호작용 반응성, 그리고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 상호성의 순으

로 제시한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 네트워크 크기가 보여주는 패턴을 먼

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네트워크 크기: “던바의 수”

[연구 문제 1]은 “SNS, 특히 페이스북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 타자의 수, 즉 “던바의 수”는 얼마인가?”인데, 페이스북에서의 “던바

의 수”는 몇 가지 지표들로 단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표 2>에 

제시된 기술 통계로 보면, 이용자당 친구의 수 평균은 138.1명, 중앙값

은 94.0명으로, 평균은 이론적인 “던바의 수”인 150보다 작을 뿐만 아니

라 선행 연구들(Arnaboldi et al., 2013; Golder et al., 2007)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다소 작은 수치다. 그러나 중앙값은 우간더(Ugander et al., 

2011)의 99명과 비교해 약간만 작을 뿐이다. 한편, 선행 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평균에 비해 중앙값이 크게 작은 것은, 왜도가 나타내듯 분포가 

왼쪽으로 편포되어 적은 수의 친구를 갖고 있는 이용자의 수가 많은 반

면에 많은 수의 친구를 갖고 있는 이용자의 수는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8>은 친구 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특히 (2) 

로그－로그 그래프인 디그리 분포(degree distribution)에서 보듯, 평

균인 138명 정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평균값이 분포의 특성을 가르는 주요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이와 같은 결과만을 보면,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 

수(평균) 138명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던바(Dunba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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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중앙값 최빈값

네
트
워
크
 크
기

친구의 수 2050 1.0 1134.0 138.1 147.8 2.3 94.0 1.0

댓글의 준 친구 수 2050 0.0 2059.0 85.5 127.2 5.0 41.0 0.0

좋아요를 준 친구 수 2050 0.0 6083.0 145.4 261.3 8.5 63.5 0.0

댓글/좋아요를 준 

친구 수
2050 0.0 6986.0 180.1 311.3 8.1 85.0 0.0

친구의 친구 수 2050 0.0 255250.0 4766.5 11164.1 9.8 1539.5 0.0

네
트
워
크
 

도
와
 동
종
성

상호 친구의 수 

(친구 평균)
2050 0.0 284.2 20.3 21.3 3.4 15.9 0.0

동종성 

(친구 평균)
2050 0.3 1.0 0.7 0.1 －1.1 0.8 0.8

관
계
적
 친

도

댓글을 준 친구 수 

(포스트 평균)
2025 0.0 15.9 0.4 0.9 7.9 0.2 0.0

좋아요를 준 친구 수 

(포스트 평균)
2025 0.0 15.7 0.6 1.1 5.7 0.3 0.0

상
호
작
용
의
 

반
응
성

받은 댓글 수 

(포스트 평균)
2025 0.0 23.0 1.7 2.2 3.5 1.1 0.0

받은 좋아요 수 

(포스트 평균)
2025 0.0 56.0 1.6 2.6 9.3 1.0 0.0

상
호
작
용
의
 

상
호
성

교호성 1824 0.0 85.0 2.4 4.5 10.8 1.6 0.0

대화 글줄기 2025 0.0 1.0 0.15 0.12 0.52 0.14 0.0

* 주) 교호성 ＝ 받은 댓글의 수/보낸 댓글의 수

표 2. 주요 지표의 기술 통계

Dunbar, 2012a; Dunbar, 2012b)가 주장한 150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즉 현  사회에서의 친구 수는 “던바의 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

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이 수치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던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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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의 수: 도수 분포 (2) 친구의 수: 디그리 분포

그림 8. 페이스북 친구의 수 분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그렇지만 친구의 수 평균이나 분포만을 가지고 “던바의 수”를 추정

할 수 있을까? “던바의 수”가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때, 이를 추정할 때에는 이런 관계 또는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할 것이

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두 가지 추가적인 고려를 하고자 하는데, 그 

하나는 댓글이나 좋아요와 같은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의 수를 통한 추정

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문제 2]에서 다룰 상호작용의 질을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추정이다. 후자는 연구 결과의 논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

서는 상호작용하는 친구의 수를 먼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의미한 친구’란 댓글이나 좋

아요라는 반응을 그 이용자에게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전제할 때, 그런 

친구의 수는 단순한 친구 수의 평균과는 다를 수 있다. <표 1>의 기술 통

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댓글을 준 친구의 수는 85.5명, 좋아요를 준 친

구의 수는 145.4명이고 댓글이나 좋아요 어느 것이든 준 친구의 수는 

18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른바 ‘친구’의 개념을 재고케 하는 것으

로서(이재현, 2014; Hamington, 2010; Golder et al., 2007), 우리가 페

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만나는 친구는 당연히 ‘진정한’ 친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는 간단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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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학적, 인간학적 문제이지만, 일단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SNS에서 댓글이나 좋아요와 같은 상호작용을 하는 

상은 “던바의 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페

이스북에서의 “던바의 수”는 친구 수 평균값인 138명으로 단정하기보다

는 상호작용을 하는 180명 정도까지 늘려 잡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이 논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의 질에 한 분석 결과를 제

시하며 계속 이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 친구 및 동종성 사이의 관계

[연구 문제 2]는 “SNS, 특히 페이스북에서 네트워크의 크기는 상호작용

의 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양자의 네트워

크 사이에는 관계와 상호작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두 가지 네트워크 속성, 

즉 상호친구와 동종성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상호 친구의 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호 

친구의 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호 친구는 네트워크 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로서,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수록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상호 친구의 수가 이에 정비례해

서 늘어나지는 않고 상 적으로 그 증가 폭이 둔화된다.

분석 결과,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호 친구의 수(친구당 평균)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인 138명을 기준으로 양 집단 

사이에는 상호 친구의 수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다. 즉,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 친구 수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전체 

집단의 경우 r ＝ .625로 비교적 높으나, 앞서 일차적으로 “던바의 수”라

고 가정한 평균 138명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던바의 수”보다 

작은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 r1 ＝ .679인 반면, 그것보다 큰 집단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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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25, r1 ＝ .679, r2 ＝ .324

(1) 상관관계 분포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주 1) x축: 네트워크 크기의 로그

2) 세로선: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138명)

3) r, r1, r2: 전체 집단, 평균 이하 집단, 평균 이상 집단의 상관관계계수 

그림 9.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상호친구의 수 분포

관계 계수 r2 ＝ .324로 크게 낮아진다(r1과 r2 사이의 차이는 z ＝ 10.66

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7) 

이와 같은 특성은 10명 급간별 평균들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9>

의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크기가 “던바의 수”를 넘어서자 

친구 수의 분포는 일정한 경향에서 벗어나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호친구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 즉 동일한 네트

워크 크기의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상호친구의 수는 상이하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138명으로 규정된 “던바의 수”가 

네트워크 특성을 가르는 유의미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속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동종성은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동종성 또한, 앞의 

7) 상관관계 계수 r1과 r2 사이의 차이는 Fisher 공식에 의거해 변환된 z값들의 차이 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Cohen & Cohen, 1983). 이후의 경우들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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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70, r1 ＝－.089, r2 ＝－.227

(1) 상관관계 분포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주 1) x축: 네트워크 크기의 로그

2) 세로선: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138명)

3) r, r1, r2: 전체 집단, 평균 이하 집단, 평균 이상 집단의 상관관계계수 

그림 10.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동종성 점수의 분포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바,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이

질적인 친구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종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동종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의 네트워크인 반면, 

동종성이 낮은 네트워크는 정보 전파의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동종성(친구당 평균)은 예측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r ＝ －.270으로 높은 편은 아니

나 “던바의 수”라고 가정한 평균 138명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던바의 수”보다 작은 집단의 상관관계 크기는 r1 ＝ －.089로 매우 작은 

반면, 그것보다 큰 집단의 상관관계 크기는 r2 ＝ －.227로 비교적 크다

(r1과 r2 사이의 차이는 z ＝ 3.08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이와 같은 특성은 10명 급간별 평균들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10>

의 (2)에서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크기와 상관없이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동종성 점수는 “던바의 수”를 넘어서자 체로 하

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적지만 일부의 경우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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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또 다른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포의 양

상은 “던바의 수”가 동종성이라는 네트워크 특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 크기와 동종성 사이의 분포에서 주목할 상은 동

종성 점수가 하락을 시작하면서 분기되는, 즉 ‘발산’하기 시작하는 지점

인데, 그곳이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인 138명보다는 다소 큰 지점이라는 

점이다. 체로 추정하면 그 지점의 네트워크 크기는 300명 정도인데, 

138명 지점과 300명 지점 사이의 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른

바 “던바의 수”를 상향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역이 관계 맺

기와 상호작용의 새로운 특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제3의 역인가? 이 점

은 다른 분석 결과들과 더불어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 네트워크 크기와 상호작용의 질 사이의 관계

상호 친구와 동종성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상호작용

의 질은 네트워크 크기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관계적 친 도, 상호작용의 반응성, 그리고 상호

작용의 상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계적 친 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스트 하나에 해 

댓글이나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로 측정하 는데,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친 도가 높은 친구가 댓글이나 좋아요를 더 

준다고 할 수 있기에 네트워크 크기가 친 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

지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댓글이나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는 늘

어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크기가 유의미하게 커지면 친 도도 낮

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댓글이나 좋아요를 주는 친구의 수는 그

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포스트 하나당 댓글을 주는 친구 수는 0.4명, 좋아요를 

주는 친구 수는 0.6명인데,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를 

지표로 하는 관계적 친 도와 네트워크 크기 사이에는 예측과 달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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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013, r1 ＝ .096, r2 ＝－.082

(1) 상관관계 분포 (댓글)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댓글)

r＝ .055, r1 ＝ .100, r2 ＝－.028

(1) 상관관계 분포 (좋아요)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좋아요)

주 1) x축: 네트워크 크기의 로그

2) 세로선: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138명)

3) r, r1, r2: 전체 집단, 평균이하 집단, 평균 이상 집단의 상관관계계수

그림 11.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관계적 친 도의 분포

미한 크기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댓글을 준 친구의 수 r ＝

.013,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 r ＝ .0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던바의 수”로 가정된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 138명을 기준으로 두 집단

으로 나누었을 때, 네트워크 크기가 작은 집단의 경우 관계적 친 도와 

네트워크 크기 사이에는 작지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댓글을 준 

친구의 수 r1 ＝ .096, 좋아요를 준 친구의 수 r2 ＝ .100) 네트워크 크기

가 커질수록 관계적 친 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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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97, r1＝.271, r2 ＝－.034

(1) 상관관계 분포 (댓글)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댓글)

r ＝ .236, r1 ＝ .133, r2 ＝ .178

(1) 상관관계 분포 (좋아요)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좋아요)

주 1) x축: 네트워크 크기의 로그

2) 세로선: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138명)

3) r, r1, r2: 전체 집단, 평균이하 집단, 평균 이상 집단의 상관관계계수

그림 12.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상호작용 반응성의 분포

는 “던바의 수”보다 큰 집단의 경우, <그림 11>의 (2)의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와 관계적 친 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포는 전반

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크게 분산되는 패턴을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으로 간주되는 “던바의 수”가 네트워크 크기와 관계적 친

도 사이의 관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의 반응성과 네트워크 크기 사이의 관계는 어떠

한가? 반응성은 포스트 하나당 받은 댓글이나 좋아요의 수로 측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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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관계적 친 도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만 반응성

도 높아지지만, 네트워크 크기가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반응성은 더 이

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포스트 하나당 받은 댓글의 수는 1.7개, 좋아요의 수는 

1.6개인데,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를 지표로 하는 상

호작용의 반응성과 네트워크 크기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받은 댓글의 수 r ＝ .197, 받은 좋아요의 수 r ＝

.236). 네트워크 크기가 일정한 크기를 벗어났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던바의 수”라고 가정한 평균 138명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받은 댓글 수의 경우는 “던바의 수”보다 작은 집단

의 상관관계 계수 r1 ＝ .271인 반면, 그것보다 큰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 

r2 ＝ －.034로 큰 차이를 보 다(r1과 r2 사이의 차이는 z ＝ 6.76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이는 네트워크 크기가 “던바의 수”를 넘어

설 경우 상호작용의 반응성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반응성의 또 다른 지표인 받은 좋아요의 수와 네트워크 크기 

사이의 관계는 받은 댓글의 수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던바의 수”보

다 작은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 r1＝.133인데, 그것보다 큰 집단의 상관

관계 계수 r2 ＝.178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r1과 r2 사이의 차이는 z ＝ －1.00으로 p 

＞.05). 이는 “던바의 수”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수록 좋아요

라는 반응도 계속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댓글과 달리 낮은 친

도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아요라는 반응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 12>의 (2) 그림들에서 보듯, 네트워크 크기가 

략 300명을 넘어서자 받은 댓글의 수나 받은 좋아요의 수, 양자 모두 크

게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동종성과 네트워크 크기 사

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던 패턴으로,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던

바의 수”라는 기준 이외에 상호작용의 질을 가르는 네트워크 크기상의 

또 다른 기준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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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023, r1 ＝ .050, r2 ＝－.034

(1) 상관관계 분포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주 1) x축: 네트워크 크기의 로그

2) 세로선: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138명)

3) r, r1, r2: 전체 집단, 평균 이하 집단, 평균 이상 집단의 상관관계계수 

그림 13.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교호성의 분포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상호성은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논문에서 상호성의 첫 번째 지표는 교호성으로, 이는 보

낸 댓글  받은 댓글의 비율로, 즉 보낸 댓글 하나당 받은 댓글의 수로 

측정하 다. 상호성 또한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면서 높아지지만, 네트

워크 크기가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보낸 댓글 하나당 받은 댓글의 수는 평균 2.4개로 나타

났는데, <그림 13>에서 보듯 네트워크 크기와 교호성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 r ＝ －.023으로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 138명을 기준

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더라도 예측과 달리 상관관계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상호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를 산출하 는데, 

그것은 바로 화 글줄기의 비율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SNS,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식을 화  방송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화는 상호적인 반면에 방송은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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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290, r1 ＝ .420, r2 ＝－.063

(1) 상관관계 분포 (2) 10명 급간별 평균의 분포

주 1) x축: 네트워크 크기의 로그

2) 세로선: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138명)

3) r, r1, r2: 전체 집단, 평균 이하 집단, 평균 이상 집단의 상관관계계수 

그림 14.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대화 글줄기의 분포

라 할 수 있는데,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하나의 포스트에 달린 전체 댓글

의 모음(글줄기 thread), 즉 이용자가 단 댓글과 다른 이용자들이 단 댓

글 중에서 이용자가 단 댓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이용자가 

단 댓글이 30∼70%일 경우 그 글줄기는 화(conversation)로, 그와 달

리 30% 이하이면 수동적인 청취(listening), 70% 이상이면 글줄기를 개

시한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방송(broadcast)이 된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화를 나타내는 글줄기의 분포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분석 결과,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와 화 

글줄기 사이의 상관관계는 계수 r ＝ .2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던바의 수”로 간주되는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 138명을 기준으로 집단

을 구분할 때, “던바의 수”보다 작은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 r1 ＝ .420인 

반면, 그것보다 큰 집단의 상관관계 계수 r2 ＝ －.063로 큰 차이를 보

다(r1과 r2 사이의 차이는 z ＝ 11.05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함). 즉,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수록 화의 비중은 더 커지지만, 네트워



258

크 크기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즉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더 커지

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게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

은 <그림 14>의 (2)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이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앞서 동종성과 반응성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크기가 략 300명인 지점을 기점으로 

분산 또는 발산의 패턴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화 

글줄기의 분포에서도 “던바의 수”와는 별도의, 상호작용의 질을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난 것이다.

6. 맺음말: 논의와 결론

이 논문은 페이스북을 포함해 SNS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의 과잉’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상으로 네

트워크 크기와 네트워크 속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 크기와 상

호작용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네트워크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할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던바의 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하

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에 한 검토를 포함해 이론적 

논의에서 예측한 바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 문제 

1]과 관련해, “던바의 수”를 추정함에 있어 분석 결과에 제시한 바와 같

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는데, 하나는 던바 등 선행 연구들에서와 마

찬가지로 네트워크 크기, 즉 친구 수의 평균값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그 

값은 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던바의 주장이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네트워크 크기의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댓글이나 좋아요와 같은 상

호작용의 상이 되는 친구의 수를 “던바의 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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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호작용의 상은 가장 작은 크기를 보여주는 댓글을 준 친구의 

수부터 가장 큰 크기를 보여주는 댓글이나 좋아요 둘 중의 하나라도 준 

친구의 수까지 범위를 갖는 바, 이는 86∼180명이었다. 이런 점에서 “던

바의 수”는 평균인 138명을 넘어 180명까지 확 될 수 있다.

“던바의 수”를 최종적으로 단정하기에 앞서 [연구 문제2], 즉 네트

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라, 특히 “던바의 수”(친구의 수 평균 138명)를 기

점으로 네트워크의 속성과 상호작용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

았는데, 먼저 네트워크 속성으로 상정된 상호 친구의 수와 동종성은 네

트워크 크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 다. 즉, 네트워크 크기가 커짐에 따

라 상호 친구의 수가 커지나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그 증가폭은 현저히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성은 “던바의 수”까지는 변화가 없이 유

지되나 그것을 넘어서면 동종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

과는 네트워크 크기가 네트워크 속성을 가늠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질도 체로 예상한 

바와 같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 가지 지표 중 관계적 친

도를 제외할 때 상호작용의 반응성과 상호성 모두 네트워크 크기가 커

짐에 따라 일정하게 커지고 있으나, “던바의 수”를 넘어서면 그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패턴 없이 분산되는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중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던바의 

수”를 넘어서 상호작용의 질이 분산되거나 발산되는 경향이었는데, 그 

지점이 “던바의 수”를 상회하는 크기라는 것이다.

략적으로 요약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점을 제기한다. 이 논문은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 연

구들이 화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네트워크 크기, 즉 “던바의 수”에 주목

함으로써 상 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네트워크의 크기, 그리고 그런 네

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은 상 적으로 간과하는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서, 그와 같은 ‘ 화의 관점’을 지양하고 

“던바의 수” 이상의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과잉의 관점’을 제안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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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과잉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

첫째는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던바의 수”는 도 체 얼마라고 추정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속성이나 상호작용의 질이 유의미

하게 달라지는 네트워크 크기는 평균인 138명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속성으로서의 동종성, 상호작용의 반응성, 화 글줄기에서 보듯 300명

이 되기도 하는데, 이 수치는 기존에 추정된 “던바의 수”를 크게 상회하

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의 검토에서 “던바의 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

쟁에서 핵심은 SNS와 같은 CMC가 던바가 제시한 제약 요인, 즉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시간 제약을 벗어나게 해 주는가 하는 것이었다. 웰만

(Wellmann, 2012) 등의 비판에 해 던바 자신은 자신의 추정을 옹호

하면서도, SNS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지식 관리 

및 메모리”, 그리고 “방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던바의 수”를 확

시켜 줄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Dunbar, 2012b). 이 논문의 분석 결

과는 그런 기술적 환경이 제공해 줄 것으로 기 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는, 이런 결과를 인정할 경우, 기존의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크기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던바의 수”를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잉여’

의 역과 그보다 큰 ‘과잉’의 역 두 가지로 나눈 바 있는데, 새로운 “던

바의 수”를 확인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이원적 역 구

분은 수정되고 제3의 역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3의 역

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역은 지식 관리 및 메모리, 그리고 방송

이라는 기술적 환경이 가능케 해 준 부문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확

장된 관계 및 상호작용의 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던바에 한 

비판론자들의 주장 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 150명 정도인 기존의 던바의 수는 ‘오프라인 기

반의 던바의 수’가 되고, 300명 정도의 새로운 “던바의 수”는 ‘온라인 기

반의 던바의 수’라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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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던바의 수”로 싸인 제3의 역은 ‘순수한’ 온라인의 몫이 되는 셈이

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유의미한 관계 및 상호

작용의 상을 약 2배 정도 늘려 주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를 갖는 것이다.

셋째는, 제3의 역의 등장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만, “던바의 수”

를 넘어서는 ‘과잉’의 역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선행 연

구들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 역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이 논문의 

주요한 관심이었고, 이의 해명은 선행 연구들과 구별되는 이 논문의 의

미이기도 하다. 이 ‘과잉’의 역은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관심 밖에 있는 

미지의 부정적 역이 아니라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역인데, 이 논

문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제3의 역은 한편으로 “던바

의 수” 이하의 네트워크에서처럼 유의미한 관계와 상호작용이 이루지기

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양상이 해체되는 역, 특히 ‘ 화’와 ‘방

송’이 공존하는 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 역

은 마노비치(Manovich, 2008)가 SNS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

한 양식이 드러나는 역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노비치는 유

튜브를 둘러싼 상호작용이 세 가지 화(conversation) 양식을 보여주

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동 상과 같은 미디어가 화의 “토큰”이 

되는 경우, 미디어를 “놓고(around)” 이루어지는 화, 그리고 동 상에 

동 상으로 답하는 경우처럼 미디어를 “가지고(through)” 이루어지는 

화다. 제3의 역에서 화와 방송이 공존한다면 이런 상호작용은 마

노비치가 말하는 이런 새로운 화 양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과잉의 역이 유의미한 관계 및 상호

작용이 약화되는 역이기도 하다는 점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는 이 논

문의 분석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 점은 앞서 과잉의 관

점을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설명, 즉 왜 관계와 상호작용의 과잉이 일어

나는가에 한 안적 설명이 여전히 유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에 있는 SNS 이용자들이 실용주의적으로 SNS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을 ‘디지털 더듬이’로 활용하든, 아니면 SNS가 상업주의적 목적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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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의 위협”을 무기로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을 강제하는 것이든, 아

니면 SNS가 노출증, 관음증, 나르시시즘이라는 집단적 병리 현상의 표

출 공간이 되든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의 상호작용은 과잉의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이 과잉의 관점에서 가설적으로 제안한 이

런 설명은 앞으로 심도 있는 탐색과 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의 관점처럼 

과잉의 역을 관심 ‘밖에’ 두어서는 ‘디지털 노동’의 유력한 원천 중의 

하나인 SN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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