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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으로 인한 방송·통신 융합은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
다. 그 중심에 있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User-Generated Contents Media)
는 웹(Web) 2.0 환경 속에서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
로 변모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ites),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가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하며 발생하는 유해
콘텐츠 범람, 기존 미디어와의 비대칭 규제 등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규
제방안을 연구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레이어 모
델(layers model)을 활용한 미디어의 수평적 이해는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
라는 새로운 미디어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 원칙을 UGC 미디어
에 적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미
디어 이용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에 따라 텔레비전
과 동시 사용되거나 대신 사용되며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미디
어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했다. 유해 콘텐츠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시청자
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량분석에서 미디어 내용규제의 주요 대
상이 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해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콘텐츠가 t-1 시점
에서 방영될 경우 t 시점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i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로 이어지는 미디어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츠 규제의 실효성이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서울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플랫폼
을 1%p 더 신뢰할 경우 사용시간이 얼마나 증가하는지(탄력치)를 계산한 결
과, 기존 미디어에 비해 SNS 플랫폼의 경우 큰 폭의 이용시간 증가가 확인되
었다. 이는 UGC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함께 이의 신뢰도를 증가
시키는 정책이 제안, 집행될 경우 UGC 미디어에 대한 대폭적인 이용 확대와
기존 미디어 대체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UGC에 대한 규제보다는 UGC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요어 : 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 (UGC 미디어), 규제 정책,
방송통신융합, 플랫폼 규제, 수평적 규제
학 번 : 201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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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User-Generated Content
Media, 이하 UGC 미디어) 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s, 이
하 SMPs)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대 SNS인 페이스북의 월별
사용자는 16억5,400만명 1 에 달해 전년 대비 14.7%p 늘어났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22%에 해당한다. 저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UGC 미디어
의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디어 기술혁신의 확산
으로 사회적 부작용도 커지고, 피해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이
용이 급증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 . 그러나 UGC 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상반된 인식3 때문에 정치적 논란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1.1

연구배경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구조 및 이용자 행동 변화는 경제적 및 사회적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
한 사회적 규제는 정책 대상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용 데이터에 근

1
2

3

2016년 4월 기준. www.venturebeat.com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MPs 이용이 대중화되며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언어폭력, 신상 털
기 등 UGC 미디어로 인한 피해 사례와 사회적 병리현상은 언론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조선
일보(2016.5.6).
정치적, 철학적 입장 차이 등으로 SNS 등 UGC 미디어 규제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이라는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허위사실이라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는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와 함께 책임이 공존한다는 주장 모두 UGC 미디어를 콘텐츠 생산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1

거한 수요자 차원의 정책 효과 분석이 없을 경우 잘못된 제도 시행에 따른 부
작용과 과도한 규제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규제가 정책 수요자 측면의 효과 분석 없이 집행되
어 후유증을 가져온 사례로는 게임산업의 셧다운제 4 ,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셧다운제로 인
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율이 3년 사이 4.44%p 감소(6.51%→2.07%)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적으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연간 2,265억원으로 추산
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2014).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다수 청소년의 행위를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
는 일부 청소년의 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5배 정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그 경제적 효과도
더 컸다5. 특히 게임 플랫폼에 대한 간접규제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직접 규제
의 결과 게임 산업 위축과 국내 탈출, 셧다운 인프라 구축비용 증가, 게임 내
수 및 수출 위축 등으로 1조4,080억원(내수 및 수출 포함) 6 의 비용 효과가 각
각 발생하였다(이덕주, 2015). 이 제도로 인하여 매년 성장하던 한국의 게임산
업은 2012년을 계기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게임 회사의 해외 이전 및 신

4

5

6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4.29)으로 2012년 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게임
이용자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
(2012.1.22)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그해 7월부터 만18세 미만의 게임 이
용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희망할 경우 특정 시간에 해당 이용자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게임회사가 의무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이들의 게임 사이트 가입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덕주 (2015), 강제적 셧다운의 경제적 효과는 379억원인데 반해 선택적 셧다운의 경제적 효
과는 1,886억원이었다.
2014년 총 시장 규모의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2년 셧다운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매출액 9조7,525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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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진입 불발로 인한 간접적,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
반면 도입 당시 우려를 낳았던 전자상거래 7 , 특히 오픈 마켓의 경우에는 다
양한 인증마크의 도입 8 , 에스크로 제도 도입, 플랫폼 자체의 피드백 시스템과
판매자 행동 통제 및 신뢰 촉진 장치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신뢰를 높여 거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한정희 & 주재훈, 2010). 이 결과 오픈 마켓의 시
장 판매액은 2009~2014년 사이 연평균 14.7%p의 고속 성장을 보이며 전자상
거래 시장을 주도했다(대한상공회의소, 2015). 사회적 규제는 도입 목적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를 정책 수요자 차원에서 사전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사회적 비효율을 피하고 기술 혁신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최병선, 2010)9.
1997년 식스디그리닷컴(SixDegree.com)이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등장,
2005년 영국 BBC 방송의 UGC팀 창설 등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오른 UGC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동영상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소셜 커머스 등
웹 2.0 기반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급진화 하며 미디어 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소수가 법적, 제도적 관리
하에서 콘텐츠 생산을 독점했던 과거 미디어 산업이 웹 2.0 기반에 들어서는
다수의 아마추어, 자원(volunteer) 제작자에 의한 콘텐츠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

7

8

9

전자상거래 혹은 온라인쇼핑 생태계는 종합몰/전문몰(백화점/대형마트의 온라인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분할 체제를 보이고 있는데, 웹2.0의 등장과 함께 오픈마켓에서 소셜 커머스로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5).
전자상거래 인증마크에는 프라이버시 정책(TRUSTe, BBB Online Privacy), 판매상의 내부 비즈
니스 프로세스 인증(WebTrust, BBB Online Reliability, BizRate), 판매상의 주문과 지불 처리 기
술인증(Verisign, MasterCard Shop Smart, Thawte)이 있다. 국내 인증은 정부 주도의 소비자 보호
(eTrust), 개인정보보호(i-Safe), 시스템 보안 인증(ePRIVACY)이 있다. 업종별협회나 민간협회
가 주는 인증도 있다(한정희 & 주재훈, 2010).
413-44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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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에 웹2.0의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환경은 그 속성상 불법, 음란 콘텐
츠와 유해, 불건전 내용이 범람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각국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다양한 규제방법을 사회적
논의에 부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UGC 미디어에 대한 사회
적 규제를 효율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와 정책 함의를 담았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정부 기구의 신설, 개편, 권한
강화 논의 및 관련 비정부 사회단체와의 협업 관계 수립 등 미디어 정책 전반
의 거버넌스 수립 방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연구 목적과 의의

SNS를 필두로 하는 UGC 미디어에 대한 기존 연구와 대책은 당위론적 차원
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UGC 생산자의 자유
를 주장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자율
의 심의 기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통상적인 당위론적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표현 매체로서 SNS(UGC 미디어)
의 의미와 가치를 주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의 최소화를 주문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0 를 인용한 뒤, 행정 기구에 의한 내용규제의 문제점을 지
적하는 방식이다(황용석, 2012). 인터넷 상 불법 표현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
정하고, 불법성 여부의 판단 주체 및 규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10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

4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게시물 삭제 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며 인터넷 게시물 관련 내용 규제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폐지
내지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용 규제에 대한 당위론적 접근의 결론이다
(이경락 & 백선기, 2010). UGC 미디어 상의 불법 정보나 타인 권익 침해 정보
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 사후 규제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도 UGC
미디어의 사용 주체, 공간, 시기, 내용 및 의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장한다
(지성우 & 최윤정, 2013). UGC 미디어 정책의 대상으로 콘텐츠 생산자를 지목
하는 것은 당위론적 접근 외에 정부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1
인

방송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방송

콘텐츠

생산자인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한 교육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은 UGC 미디어의
문제를 생산자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11 . 그러면서 플랫폼에 대해서는 급
속히 전파되는 SNS의 속성상 행정 규제의 효율성이 없고, 외국 사업자(페이스
북, 트위터, 유튜브 등)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의 효
력이 없다는 지적 외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12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불법정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제, 행정권에 의한 행정적 내용규제, 민간에 의
한 자율규제, 협업규제가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이현희
외, 2013).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
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차

11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5.10).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상당수 국내 연구는 글로벌 플랫폼이기에 규제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여긴다(이향선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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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UGC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돌입해 대조를 보였
다. 대상이 된 UGC 플랫폼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미국을 본거지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다. 협약의 내용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 인력을 고용,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가려내고, 필요
할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하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헤이트 스피치
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발
생한 유럽의 테러 사건 이후 UGC 플랫폼이 테러집단의 미디어가 되지 않도
록 규제해 달라는 국제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사회적 규제의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13.
본 연구는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UGC 미디어 플랫폼이나 사용자 관련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전략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 플
랫폼, 미디어 콘텐츠 소비자의 3단계로 나누었는데,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공급
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 시장적(double-sided market) 특성
을 반영한 모델이다.
연구는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를 받는 방송 등 미디어 산업에 최근 등장한
UGC 미디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들의 등장으로 미디어 소비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UGC 미디어가 유의미한 미디어로 미디어 산업
의 지평을 넓혔다면 규제 전략을 위한 상황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3

2015년11월13일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주요도시에 대 한
연쇄 테러사건에서 UGC 미디어는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테러단체의 선전도구 역할을 했다. 사
회적 규제의 범위 밖에 있었던 UGC 미디어는 이후에도 테러 지시, 무장단체의 선전전, 자생적
테러범의 교육수단 등으로 악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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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듯, UGC 미디어의 특성과 최근 사법 경향을 살펴보면 생산자
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 쪽에 가깝다14. 따라서 UGC 미디어에 효과적인 규제를
디자인한다면 당위론자들이 주장하듯 생산자 규제를 시도하다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플랫폼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미디어 규제 전략도

본 연구를 미디어 가치사슬 차원에서 본다면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로 이
어지는 가치사슬 15 의 각 부분이 미디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존 미디어와 차별되는 UGC 미디어의 새로운 측면들이 소비자에게 최대한

14

15

인터넷, UGC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판례는 2012년 8월23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97년 6월 통신품위법(CDA)에 대해 위헌판결한 바 있다.
방송부문에서 사용하던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를 미디어로 확장해 PND(D
는 Device)로 부른다. 가치사슬의 관점은 CPND가 통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CP 영역의 세분화
와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추적할 수 있게 해 주는 주요 산업행위자 중심 분석이다. EU(2002)
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을 총 8개 과정으로 구분한 뒤, 이를 콘텐츠, 패키징, 배포
의 3단계로 정리하였다. 장용호 외(2004)는 디지털 융합으로 서로 경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
의 단계를 콘텐츠 배급과 플랫폼 영역에 포함시켰다. 삼성경제연구소(2006)는 유통단계를 콘
텐츠 수집, 확보와 배급으로 구분하여 콘텐츠 유통의 형태 변화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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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미디어 이용자들의 행동
에 콘텐츠의 특정한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면 콘텐츠의 해당 특성을 통제함으
로써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용자 행동에 플랫폼의 특성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용자 행동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는
배제하였다. 이는 직접적이며 무차별적인 통제로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는 퇴색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UGC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여 UGC 이용
자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는 콘텐츠 생산자나 플랫폼 운영자에
미디어 오·남용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권
리 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당위론적 연구 접근과 차별성을 가진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서론과 문헌연구 등을 담
은 1, 2장에 이어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소논문이 3, 4, 5장을 구성하고, 6장
에서는 결론을 담았다.
본 연구의 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연구 주제와 목적을 담았다. 2장 문헌
연구와 연구가설에서는 1절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UGC 미디어의 개념과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UGC 미디어 정책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정책이론과 한국의 미디어 정책을 일별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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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정부규제 이론과 미디어 분야에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그 적
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다층 설계(multi-layered)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5년 서울대학교 기
술경영경제정책과정의 미디어 사용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생활
에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의 사용이 어떻게 융합, 선택되는지를 분석하여
기존 미디어와 UGC 미디어의 대체, 보완관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양태로 형
성되는지를 연구한다.
4장에서는 콘텐츠와 미디어 이용자들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TV 및 유료TV 심의결과와
시청률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코리아의 시청률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량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플랫폼과 미디어 이용자들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UGC 미디어 가운데 SNS와 기존 미디어의 신뢰도가 1% 증가하였
을 때 이용시간의 증가 탄력치를 분석하였다. 조사 데이터는 SNS 신뢰도의
경우에는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의 미디어 사용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기존 미디어 신뢰도는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가 2011년 실시한 MCR(Media & Consumer Research)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 4, 5장의 개별적인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로
이어지는 미디어 가치사슬이 미디어 이용자와 맺고 있는 관계를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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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규제정책이 수립, 집행되었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대상을 좁혀낼 수 있었다.
6장에서는 연구 요약, 분석과 시사점,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UGC 미디어
규제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적 함의를 담았다.
이상과 같은 형식을 취한 이유는 UGC 미디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규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연구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UGC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
해를 피하고 미디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그것이다. 규제 주체를
놓고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맞서고, 규제의 대상에서는 콘텐츠 자체인지 플
랫폼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아직 정립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등 인터넷 중심국가에서는 자율규제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사실상 정부규제를
관철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이 ‘규제된 자율규제’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정

부규제를 민간이 나서 행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김일환 등, 2015)16.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행
위를 제약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달
려있다고 정의된다(최병선, 2010; Morrison & Noll, 1980). 규제가 필요한 미디어
활동 가운데 실제 정부 개입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의 내용과 관련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융합현상을 반영해 정부규제의 대상을

16

이향선, 이민영, 김일환, 이해영, 김이진.(2015).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2-17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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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찾아내기 위해 연구 대상을 미디어 가치사슬에 따라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로 3분할 하였으며, 각각의 분야들이 소비자(이용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에 맞는
규제 방안으로 논의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수평적 규제를 중
시하는 최근의 연구흐름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구조 모식도를 토대로 본 논문의 구성을 시각화 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2 레이어 모델로 본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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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와 연구가설

이 장에서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User-Generated Content Media, 이하
UGC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과 규제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
한다. 디지털과 융합은 미디어 분야의 최근 화두인데 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등장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디어 이용 현상을 가져오며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
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UGC 미디어는 콘텐츠로서 UGC와 이를 전송, 배포
하는 플랫폼으로서 미디어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그 하부 범주로 한다. 포털 사이트의
예로는 구글이 대표적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17 는 페이스북,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 커뮤니티 서비스는 디씨인사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확산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SNS의 경우 2015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20억명이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 한국의
경우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무선 인터넷의 보급이 증가하
며 2000년대 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19 . 이 때문에 관
련 연구나 정책은 충분하지 못하고 EU와 미국이 주도하는 변화를 따라잡기에

17

18

19

소셜 미디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2004 The Blog On’ 컨퍼런스에서 ‘소셜 미디어의
비즈니스’를 발표한 크리스 쉬플리(Chris Shipley)였고, 이에 앞서 1997년에는 티나 사르키(Tina
Sharkey)가 커뮤니티 중심의 인터넷 콘텐츠 양식을 소셜 미디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Shirky, 2008; 설진아, 2009).
eMarketer (2015), Worldwide Internet and Mobile Users.
https;//insights.ap.org/uploads/images/eMarketer_Estimates_2015.pdf
1994년 KT는 ‘코넷(Kornet)’이라는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4년 현재 국내 초고
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919만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한국인터넷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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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벅찬 형편이다. 특히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점
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을 맞아 국내 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포기론까지 나오
고 있는 실정이다.

2.1 UGC 미디어 연구
기존에 이루어진 UGC 미디어 연구는 일반 이용자가 과거 전문가나 전문
미디어 기관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 자신이 만든 콘텐
츠를 대중과 공유하고, 대중은 이에 호응하여 확산에 동참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는 미디어보
다는 이용자 제작이라는 콘텐츠 생산 형태에 주목하는 경향이 높았다. 세계적
인 격변의 현장을 신문이나 방송보다 신속히 보도하는 아마추어 기자들의 속
보성과 화제가 되는 동영상 클립을 재치 있는 댓글과 함께 확산시키는 전달력
은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기존 미디어가 시·공간적인 거래비용으로 인해 대중매체라는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상업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반면 거래 비용 20 과 진입장벽을 획기적
으로 낮춘 UGC 미디어의 대안적 성격은 대중매체 본연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대중의 접근성 강화와 이용도 증가는 미디어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이
를 활용한 상업적인 시도나 반 사회적인 콘텐츠의 확산은 개별 국가의 문제를

20

제러미 리프킨. (2014). 한계비용 제로사회. 민음사,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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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별
국가 단위에서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고 21 , 미디
어의 본질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로 인해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1.1 UGC 미디어 개념 및 확산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
는 OECD 보고서가 내린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만
들어진 콘텐츠로 제작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
만, 그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적인 관점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다22.
캐플란(Kaplan) 등은 이를 받아 ‘자신이 만들던 남이 만든 것을 이용하던 웹
사이트나 특정 사람들이 접속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상에서 생성되어야
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담아야 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만
들어져야 한다’고 정의했다(Kaplan & Haenlein, 2010).
이용자가 생산하던 생산하지 않았던 그들에 의해 온라인에 올려진 모든 콘
텐츠로 UGC를 정의한 밸케(Valcke) 등은 “UGC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다. 블로그, 위키피디아, 멀티미디어 공유 서비스, 비디오 공유 서비스, 팟캐스

21

22

국내 규제기관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하고 대신 국내 통신 사업자를 통한 URL 차단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기술적으로 접속차단이 불가능하다. 이향선 등(2015), 248-279페이지.
OECD Report (2007).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http;//webnet.oecd.org/OECDGROUPS/Bodies/ShowBodyView.aspx?BodyID=1837&BodyPID=7425&L
ang=en&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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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같은 이미 잘 알려진 형태부터 SNS, 가상 현실, 소셜 북 랭킹 서비스, 심
지어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 같은 시민과 정부의 소통 플랫폼까지 그
형태를 계속 진화 발전시키고 있어 정확한 개념 규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23.
UCC(User-Created Content)와 혼용되기도 하는 UGC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소수의 플랫폼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특징을 갖는다.
OECD는 UGC확산의 원인을 기술, 사회, 경제, 제도 및 법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컴퓨터 성능 향상, 콘텐츠 제작·편집 장
비 및 기술 발전 같은 관련 기술 혁신이 젊은 세대를 시작으로 전 세대에 걸
쳐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였다고 정리하였다.

<표> 1 UGC 확산 원인24
동인

확산 이유

기술적 동인

브로드밴드의 확산
컴퓨터 저장 용량 및 처리 속도의 증가와 비용 감소
콘텐츠 제작, 배포, 공유 기술의 발전
콘텐츠 제작, 편집, 믹싱(mixing)이 쉬운 소프트웨어 등장
녹음, 촬영이 쉬운 저가의 고품질 장비 등장
다양한 UCC 플랫폼의 등장

사회적 동인

기술 이해, 온라인 참여의사, 정보 공개 의사를 가진 젊은 세대(digital native)의 등장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자신 표현 욕구
커뮤니티 개발 및 협업 프로젝트 등장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전 세대로 확산
UGC가 사회참여나 정치, 교육 등 기능 수행

경제적 동인

UGC 제작과 진입 용이함
UGC 관련 기업들에 벤처캐피털 투자 증가
광대역 인터넷 비용 인하
롱테일(longtail)마케팅 확산
콘텐츠, 광고에 새 비즈니스 모델 등장

제도적 및
법적 동인

창조적 작업을 위한 제도 정비
저작권을 콘텐츠 사용자에게 허가

23
24

Valcke & Lenaerts(2010), 119페이지.
Vickery & Wunsch-Vincen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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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의 형태는 소설이나 시, 각종 글 같은 텍스트, 사진, 이미지, 음악, 오디
오, 비디오, 영화, 저널리즘 등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OECD 보고서의 분류
방식과 함께 레이어(layer) 구조를 활용한 분류 방식이 있다. 레이어 모델에 의
하면 단위 콘텐츠는 미디어 양식에 의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멀티미디어
로 나뉘고, 콘텐츠 생산자에 따라 개인, 집단, 기구, 기업생산 콘텐츠와 미디어
기구 생산 콘텐츠로 나뉠 수 있다 재매개 논리에 의하면 비매개 지향 콘텐츠
와 하이퍼 매개 지향 콘텐츠로 나뉜다(이재현, 2014) 25 . UGC 미디어는 모든 미
디어 양식의 개인, 집단, 기구, 기업이 생산한 하이퍼 매개 지향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표> 2 UGC 분류26
콘텐츠 타입

내용

관련 플랫폼

텍스트, 소설, 시

텍스트, 소설, 시의 원본 혹은 첨삭

Fanfiction.net, Quizilla.com, Writely

사진, 이미지

디지털 사진 창조/변용한 사진, 이미지

Ofoto, Flickr

음악, 오디오

오디오 콘텐츠 디지털 형태로 발간/배포

Podcasting

비디오, 영화

비디오 콘텐츠 녹음/편집

YouTube, Google Video, CurrentTV

시민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 시민이 비디오나 사진 촬영

GlobalVoices, NowPublic, CNN Exchange

교육 콘텐츠

교육적인 목적 학교/대학에서 생산

H20, Wikibooks, MIT's OpenCourseWare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로 문자/사진/비디오 교환

개인이 속보로 뉴스를 전달

가상 콘텐츠

온라인 가상 현실, 이용자 제작 게임

Second Life, Active world

2005년 첫 선을 보인 뒤 UGC 27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 73억9,500명 가운데 2016년 1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는 46%인 34억1,900만명이고 이 가운데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23억명

25
26
27

125페이지.
Vickery & Wunsch-Vincent (2007).
영국 BBC는 2005년 4월 세 명의 직원으로 UGC 탐사 보도팀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본격적인
UGC의 시작으로 일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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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추정된다 28 . UGC 미디어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2010년
9억7,000만명에서 2015년 20억명을 돌파하여 2019년에는 27억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SNS 이용자 전망29
2010
9.7

2011
12.2

2012
14

2013
15.9

2014
18.7

2015
20.4

2016
22.2

2017
23.9

2018
25.5

2019
27.2

(단위; 억명)

SNS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페이스북(Facebook)으
로 나타났고, 이어서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30, 핀터레스트(Pinterest)
순서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링크드인(LinkedIn)의 경우는 단순한 소셜 네
트워킹을 넘어 구직이나 마케팅의 용도로 특화하였고, 텍스트 위주의 특징상
특정 언어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서비스(VK)도 있었다. 사이트마다 신뢰도 제
고 노력에 차이를 보였는데, 페이스북은 2016년 성적 노출 차단과 정치적 성
향 자체 검열로 논란을 빚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
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31 . 반면 텀블러의 경우, 콘텐츠 생산자들이 올린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신뢰도가 낮은 대표적인 SNS로 지목되기도 했다.

28
29
30

31

https;//www.slideshare.net/fullscreen/wearesocialsg/digital-in-2016/7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8414/number-of-worldwide-social-network-users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6월 링크드인을 30조7,000억원(20억8,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발 표
했다. 전자신문(2016.6.14) 등.
페이스북이 2016년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은 가톨릭 교회 예배당 수준보다 엄격하다는
네티즌들의 야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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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6년 4월 기준 방문객 기준 10대 SNS32
사이트

월간 방문객 숫자

특징

Facebook

11억명

하버드대학에서 시작한 서비스. 프로필 작성,
친구 맺기로 메시지/사진/비디오 등을 교환

Twitter

3억1,000만명

140자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서비스

LinkedIn

2억5,500만명

사업화 지향. 구직/마케팅용 소셜 서비스

Pinterest

2억5,000만명

사진 공유 서비스. ‘아이디어의 카탈로그’지향

Google Plus+

1억2,000만명

사진/위치정보. 동시 인스턴트 메시지 가능

Tumblr

1억1,000만명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 다양한 콘텐츠 게재

Instagram

1억명

사진/비디오 게재.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가능

VK

8,000만명

러시아산 유럽 최대 SNS. 러시아권서 강세

Flickr

6,500만명

사진/비디오 호스팅. 커뮤니티 형성 가능

Vine

4,200만명

6초 분량 비디오 클립 공유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YouTube)가 압도적인 이용객 숫자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비메오(Vimeo), 데일리모션(Dailymotion), 트위치(Twitch) 등의 순서였다.
동영상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로드 용량이 클 경우 별도의 요
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업로드 동영상 내용은 유튜브(YouTube)나 비메오(Vimeo)처럼 제한 없는 경
우도 있었으나 게임(Twitch), 정치(Liveleak) 등 특정 분야로 특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UGC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경우 다른 경쟁 서비스를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이트는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유해하거나 불건전
한 콘텐츠에 대해 규제당국과 함께 더욱 엄격한 자체 검열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당국에 대한 협조정도는 서비스 제공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 국가의 규제 노력에 따라 UGC 플랫폼의 대응

32

http;//www.ebizmba.com/articles/social-networking-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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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진다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향선 등, 2015)33.

<표> 5 주요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34
동영상 서비스

월간 이용객

특징

YouTube

8억명

동영상 업로드/시청/평가/공유/댓글

Vimeo

1억3,000만명

자신의 계정에 시청자 유치. 무료/유료 용량 차이

Dailymotion

1억명

프랑스 사이트. 콘텐츠는 2GB/60분 제한

Twitch

1억명

게임 중계 사이트. 유료 서비스도 진행

Liveleak

4,500만명

정치/전쟁/국제 문제 특화 영국 사이트

Veoh

1,500만명

스튜디오 제작물/ UGC 올리고 커뮤니티/사교/랭킹

Break

1,400만명

콘텐츠 60MB 제한. 웹/휴대폰/이메일 업로드

Metacafe

1,250만명

각종 영상 콘텐츠 1,000명 시청에 5달러 지급

한국은 2014년 기준 인터넷 산업의 시장규모가 95조1,024억원으로, 2010년
이후 매년 10%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 산업의 규모는 33조2,80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10조7,307억원 규모였다. 35 그러나 여기서 집계
한 매출액(생산액)은 국내 소재 사업체의 연간 생산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공장도 가격의 총액36 개념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받
아 다시 온라인상에 올리는 재가공 콘텐츠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을 갖
는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 단위에서 UGC 미디어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UGC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가 경제활동의

이향선, 이민영, 김일환, 이해영, 김이진. (2015).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8-260페이지.
34
http;//www.freemake.com/blog/top-7-free-video-sharing-sites/
35 인터넷 활용산업은 유무선접속서비스, 네트워크 접속서비스, 응용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등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한국인터넷백서.
3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4). ICT 실태조사 및 ICT 주요품목 동향조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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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얼마나 높이며, 기업의 매출확대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
적인 영향력 규모도 측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 6 국내인터넷 산업매출액37

구분

2010
(10억원)

2011

2012

2013

2014

기반산업

28,945

42,437

43,632

47,664

47,254

13.0

2013년 대
비 증가율
(%)
▽0.9

지원산업

10,709

11,666

12,769

13,182

14,568

8.0

10.5

활용산업

24,958

27,345

27,973

31,507

22,280

7.5

5.6

합계

64,612

81,448

84,374

92,353

95,102

10.1

2.9

CAGR

국내의 UGC 미디어의 사용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NS의 경우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다수(95%)가 프로필 기반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
리 등)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7 SNS 유형별 이용현황38
유형

프로필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카페, 클럽)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미니홈피

이용률(%)

95.0

31.5

22.3

17.2

11.9

SNS는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룹을 지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네
이버 밴드(1,466만명), 카카오그룹(398만명) 같은 폐쇄형과 사진을 위주로 하는
카카오스토리(1,851만명), 페이스북(1,103만명), 인스타그램(271만명) 같은 버티

37

3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4). ICT 실태조사 및 ICT 주요품목 동향조사, 224페이지. CAGR은
2010~2014년 연평균 증가율. 기반산업은 인터넷 망 관련 산업, 활용산업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포함함.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한국인터넷백서, 9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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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형으로 나눌 수 있다39.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SNS 유형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프로필 기반 서비스 이용률이 95%에 달했고, 인터넷
카페나 클럽 등 커뮤니티 활동(31.5%), 블로그(22.3%),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17.2%), 미니홈피(11.9%, 이상 복수응답)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40.

<표> 8 국내 SNS 이용률 추이41
순위

서비스명

2013(%)

2014(%)

증가율(%p)

1

카카오스토리

55.4

46.4

▽9.0

2

페이스북

23.4

28.4

5.0

3

트위터

13.1

12.4

▽0.7

4

밴드

-

5.4

-

5

싸이월드 미니홈피

5.5

4.0

▽1.5

6

카카오그룹

-

2.1

-

동영상 서비스는 이용자가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신이 제작하거나
다른 곳에서 다운받은 영상물을 올리고 공유하는 형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용자들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가장 많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42 유튜브 이외는 곰TV,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이 UGC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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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SNS의 이용자 동향 변화는 본 논문의 주제와 동떨어져 있으나, 참고로 한다면 2013년
말부터 출시된 ‘폐쇄형’ ‘그룹형’ SNS(네이버 밴드, 카카오 그룹 등)의 이용률이 페이스북, 트
위터 등 ‘개방형’SNS의 이용을 대체하는 대신 같은 폐쇄형 SNS인 카카오 스토리의 점유율
을 잠식하고 있는 실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한국인터넷백서, 93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64페이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SNS 이용 추이 및 이용행태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한국인터넷백서, 94페이지에서 재인용.
스마트기기와 PC를 이용한 콘텐츠 시청경로는 유튜브, MBCTV, 곰TV, 네이버TV, 판도라
TV, 아프리카TV, 고릴라(SBS), 티빙(TVing), 올레TV, EBSTV, 푹(pooq), K player, SK BTV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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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IPTV를 기반으로 하
는 VOD(Video on Demand)나 N스크린 서비스43도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
으나 이들은 앞서 제시한 UGC의 개념과 달리 지상파TV나 종합케이블방송사
업자(MSO)의 콘텐츠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 전문적이고 직업적, 상업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 관련 연구들은 이를 UGC 미디어로 분류하지
않는다.

2.1.2 UGC 미디어 이용행위 연구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들의 특성-나
이, 성별, 직업 등-에 따른 행위분석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최근 등장하면
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신규 미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질
적인 궁금증과 신기술의 확산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관심의 결과로 보인다.
SNS 이용자 특성 조사는 크게 이용자들이 SNS 이용 이후 만들어 내는 네
트워크 구조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과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SNS를 이용
하는 사람들을 직접 분석해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용 동
기, 행위 분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접근으로는 3개 SNS의 위상적 특성을 분산도, 계수 분포, 상관 분포

43

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스마트미디어 이용동향.
TV, PC, 스마트폰, 패블릿,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하나의 동일한 콘텐츠를 이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KBS · MBC · SBS · E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N스크린 서비스 푹(pooq)
을 운영하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으며, 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
전은 2010년 11월부터 티빙(TVing)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호핀(hoppin), KT의 올레TV
Now, LG의 U+HDTV 등도 N스크린 서비스다. 김환표(2015). 트렌드 지식사전. 서울: 인물과사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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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해 각각이 가진 상이한 위상 구조를 통해 이용자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추론해 낸 연구(Ahn, Han, Kwak, Moon & Jeong, 2007)와 4개의 SNS 이용자
행태와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해 메신저를 이용한 상호작용 정도나 사진을 이
용한 상호작용의 차이점 등을 분석한 연구(Benevenuto, Rodrigues, Cha & Almeida,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실제 데이터가 아닌 SNS 사용 이후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패턴을 통해 이용자들의 특성을 추론하는 연구들로 이들
의 특성과 동기를 분석하기 어려워 정태적 연구라는 비판을 받는다(Koo, Lim,
Kim & Cho, 2014).
SNS 이용자들을 직접 분석한 연구로는 2010년부터 4년간 같은 자료를 활용
하여 모바일 메신저 이용과 이동통신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
득수준이 낮을수록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한 연구가 있다. 패널 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모바일 메
신저 이용은 사진과 그림 및 정보검색 콘텐츠의 이용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우철 & 김용규, 2015). 다른 연구에서는 노령자들의 SNS 사용동기,
집단 소속감과 자존감, 성별효과를 분석하였다. SNS 사용에는 동료집단과 소통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집단적 자존감이 높고 강한 그룹은
동료 그룹과 SNS로 소통하려는 동기도 강했다. 여성은 그 대표적인 예다. 반
면 남성은 여성보다 낮았다(Barker, 2009).
대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을 연구한 결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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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접촉, 전화통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대인관계 횟수가 많았지만 긴밀한
상호작용은 대면접촉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화
만큼 인터넷도 자주 사용하였고 양적으로 인터넷 접촉이 많았지만 빈도는 전
화나 대면접촉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Baym, Zhang & Lin, 2004).
대학생들을 상대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는 법칙도 연구했다. 첫 연구는
포커스 그룹 데이터를 활용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36개의
룰을 찾아냈다. 두 번째 연구는 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친한 대학생들 사이
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룰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소통의 통로, 기만, 통제, 관
계유지, 자신을 위한 부정적인 결과, 타인을 위한 부정적인 결과 등 다섯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Bryant & Marmo, 2012).
가치, 선호, 행태 차원에서 Y세대 44 를 다른 세대와 차별화하여 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어떻게 개인
과 회사,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했다. 이 논문은 경영자들을 위한 실
무적인 관점을 제시한다(Bolton et al., 2013).
소셜 미디어가 늦게 확산된 지역에서 수용태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스페
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젊은이 1,487명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 빈도
와 동기 등을 조사했더니, 미국과 마찬가지로 첫번째 사용 동기는 사교적인
목적이었고 두번째는 심리적인 동기였다. 사용 빈도에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동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소년들은 보다 더 감성적인 반면, 소녀들

44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생)의 자녀 세대를 일컫는 용
어로 프루덴셜 생명보험사가 처음 사용했다. 21세기의 주역이 된다는 의미에서 밀레니엄세 대
혹은 에코세대라고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편집부.(2014). 최신시사상식 핵심용어사전. 서울: 박
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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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관계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였고 그러한 동기가 더 많았다. 연
구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 행해진 결과들과 유사했다(Colas-Bravo, GonzalezRamirez & de Pablos-Pons,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판단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은 그
들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기존 주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근을 위해 버틀러(Butler J.)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활용했다.
젊은이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 소셜 미디어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Gabriel, 2014).
이 밖에도 청소년기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함에 따라 생기는 행동변화를 12
세에서 17세까지 스페인 청소년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자금 조달 경로, 사회적 계급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
다(Garcia-Jimenez, Lopez-de-Ayala-Lopez & Garcia, 2013).
실제 SNS 이용자를 분석해 그들의 사용 동기 등을 밝힌 연구에서는 사회적
동기와 흥미를 이용 동기로 찾아내고 이는 지리적 거리나 오프라인 네트워크,
이용자의 주거지 등 맥락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Brocke, Richter &
Riemer, 2009).
SNS 이용자들을 직접 설문 조사해 SNS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분
석하거나(Corrocher, 2011; Hargittai & Litt, 2012), SNS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물
어보는 연구(Subrahmanyam, Reich, Waechter & Espinoza, 2008; Espinoza & Juvonen,
2011)도 있는데, 이 경우는 SNS 서비스의 개별적인 차이가 무시되어 다양한
이용자의 성향과 동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 등이 SNS를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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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다.
SNS를 이용자가 많은 대표적인 개별 서비스로 나눠 분석한 연구(Hargittai,
2007; Ko, Hwang & Ji, 2010; Hughes, Rowe, Batey & Lee, 2012 ;Hong & Oh, 2012)들은
특정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사용동기(직업탐색, 소통, 연계, 콘텐
츠공유, 동질감 형성), 사회경제적 요소45(성, 인종, 부모의 교육수준, 인터넷 이
용경험도), 개인적 특성(personality)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또한 실제
생활에서 SNS 이용자들이 복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개
의 SNS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속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
다(Koo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가입한 SNS서비스 종류, SNS와 인터넷 사용
행동, SNS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바이스(3개까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SNS 앱 이용여부, SNS 사용 목적, 평균 일주일당 접속시간(SNS와 인터넷), 가
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사회경제적 배경(나이, 성별, 월수입) 등을 물
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여러 SNS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사점이 큰 연구다. 그러나 SNS를 좋
아해서 혹은 신뢰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사회생활에서 도태되거나 외톨이가 되
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의 구분이 없이, SNS 이용자는 모두
자발적인 이용자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어 실제 사용행태를 해석하는 데에는
왜곡지점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UGC 특히 SNS 미디어의 혁신이 지속되
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특성과 태도, 특히 SNS에 대한 신뢰와 사용수준

45

Chen, Chiang & Store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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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고려해야 관련 정책의 구성에 있어 기반이 되는 올바른 데이터를 구
축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프라이버시 보
호와 미디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다. 특히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람들
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형태여서 SNS 운영 방침의 신뢰
성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왕(Wang et al., 2016)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SNS 정
량분석 논문 42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신뢰가 인지된 위험보다 이용자들
의 행동과 더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신뢰를 느끼면 위험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사생활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페이스북의 등장
은 사생활과 정보 노출의 성격을 변모 시켰는데 각종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 노출의 비용에 대해 별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최근 연구는 대학 학부생들이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과 통제 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온라
인 서베이에 참가한 343명의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
보를 소셜미디어에 노출하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사생활과 개
인정보 통제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들은 생일이나 이메일 같은 정보와 자신
의 사진(친구들과, 심지어 술 마시는 사진까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어 했
다. 연구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보 노출과 정보 통제는 반비례하지 않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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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귀분석 결과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을 노출하지만, 신뢰와 자존감의 수준
이 정보 통제를 결정했다. 페이스북에서 노출과 정보통제는 기대만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의 다른 특성에 의해 영향 받는 것들이었다
(Christofides, Muise & Desmarais, 2009).
소셜미디어에 자기노출(self-disclosure)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인 모델
도 소개되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전략적 목표를 추
구하며 소셜미디어 수용도에 의해 자신을 얼마나 노출시킬지 결정한다. 자기
를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목적은 미디어 수용도와 노출친화도 사이에서 정
해진다. 자기 노출동기, 페이스북에서 업데이트하는 특성, 개인 메세징 등이
이 모델(Bazarova & Choi, 2014)에 의존한다. SNS 이용자들은 사생활 보호에 관
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지 않았고,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노출시키고 이 과정에서는 이용하는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 등이 사생활 노
출의 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소결론
UGC 미디어는 2005년 첫 선을 보인 이래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
며, 현재도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기술혁신과 함께 UGC 미
디어의 기능이 소통하려는 사람의 본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성장세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UGC 미디어에 대한 확정된 개념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대개 합의한 개념은 ① 이용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이 생산한 콘텐츠 ② 단순 업로드가 아닌 창의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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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함 ③ 전문적이거나 직업적인 작업이 아님 ④ 인터넷 상에서 대중이 자
유롭게 소비 가능함 이었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급속한 성장세와 함께 성장 형태가 이전 웹 1.0 시대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수 많은 공급자와 참여자를 동반하며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UGC 미디
어 관련 산업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몇몇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집결
하고 있는데, 이는 UGC 미디어 생태계의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숫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을 이용하는 효용이 커지는 네트워크
외부성46 효과도 한 몫을 했다.
SNS의 경우 2016년 4월 현재 페이스북(11억명)이 트위터(3.1억명)의 세 배가
넘는 월간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영상 서비스의 강자 유튜브(8억명)는
2위인 비메오(Vimeo, 1.3억명)의 6배 가까운 월간 이용객숫자를 기록했다. 국내
에서도 이런 편중 현상은 비슷했는데 다만 토종 SNS인 카카오스토리가 페이
스북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이용률을 기록했다.
신생 미디어라는 특성 때문에 UGC 미디어에 대해 진행된 기존 연구 가운
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행위 분석 분야
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서로 다른 SNS 사용 결과를 분석해 SNS별로 이용
자들의 특성과 이용으로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다르다는 분석, SNS
이용자들을 직접 분석해 여성, 고학력, 저연령, 저소득층일수록 모바일 메신저
이용이 높아진다는 연구 등이 진행됐다. 프라이버시와 미디어의 신뢰성에 대

46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생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이용자의 숫자에 의존하게 된다.
Economides의 논문이 네트워크 외부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관련 논문이 담긴 웹페이지는
http;//www.stern.nyu.edu/networks/Economides_Public_Policy_In_Network_Industr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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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을 SNS에 노출시키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정보를 노출할 지는 자존감과 플랫폼에 대한 신뢰감 수준이 결정
하였다. SNS 이용자들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SNS 플랫폼
에 대한 신뢰를 기준으로 노출의 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SNS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활
발하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원인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용자 특성 분석은 SNS에 대한 규제정책을 설계하
는데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2

미디어 정책

기술 정책이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들을 선도하기 위
해 기술발전을 최적상태로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다(김태유, 1994). 정책을 목
적과 그것을 달성할 수단을 갖춘 정부의 관여(intervention)로 본다면 산업정책
은 기술 혁신을 기획하고, 재정을 배분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술
정책과 가장 유사하다. 인터넷 보급이나 전기자동차 육성 기반 확대와 같은
진흥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장에서 다룰 미디어 정책, 혹은 커뮤니케이션 정
책은 산업 정책, 기술 정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 정책이라는 이중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나폴리, 2012).

이는 미디어 정책이 진흥과 규제의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정책이 사회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제라는 정책 수단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중
복되는 성격을 갖는다. 또한 규제 주체에 따라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의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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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미디어 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고
2005년 이후 새로 등장한 UGC 미디어에는 미디어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2.2.1 미디어 정책 이론
정부의 권한 집행 방향은 정책으로 표현된다. 행정은 공공 목표 달성을 위
한 국가 자원의 권위적 배분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정책은 이 과정에서 권위
적 배분의 원칙을 의미한다 47 . 즉 정책은 원칙 혹은 기준을 의미한다. 미디어
정책은 사회, 문화, 정치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진흥과 규제로 나뉜다. 진흥과 규제는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로 나뉘고 흔히 혼재되어 집행되는 있는 특징을 갖는다 48 . 경제적 규제는
독점, 정보 비대칭, 외부 효과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이고, 사회적 규제는 도덕, 사회적 규범 등 경제 외적인 관점이 강조되
는 해결책이다. 미국의 경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는 표현의 자유, 공
익, 사상의 시장, 다양성, 경쟁, 지역성을 들 수 있다49. 이는 미디어 정책이 정
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는데,
미디어 정책은 대중의 정치적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정치적 지식과 참여에
영향 미치며, 심지어 범죄 행위와 폭력적 태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광범위

47
48

49

김영국 외. (1986). 정치학개론. 박영사.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Almond & Powell은 정책을 추출(extractive), 분배(distributive), 규제
(regulatory), 상징(symbolic)으로 구분하였다. Almond & Powell. (1966).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Little, Brown.
Napoli (2012),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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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한다(McComb & Shaw, 1972; Graber & Neumann, 1984; Lowery & DeFleur,
1995;). 이 때문에 미디어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의 중심이 되기 쉬우며
이 때문에 정책 본연의 사명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정책은 규제정책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문에 비해 방송,
통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된다. 이는 신문이 독자의
선택에 의한 미디어로 독자의 선택권이 전제된 반면, 방송과 통신은 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무차별적으로 침투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통신시장은 비대칭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통신시장에서 주로 비대칭
규제가 사용되는 이유는 매몰비용의 문제(막대한 설비 투자비), 네트워크 외부
성과 전환비용으로 인한 고착효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가동되는 구
조적 특성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대칭 규제가
없다면 새로운 서비스와 대안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인센티브가
사라져 혁신이나 경쟁은 발붙이기 어렵게 된다(조신 & 최선규, 1996). 비대칭
규제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나 선발 사업
자와 후발 사업자에 대해 규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후발 사업자에 대
한 우대를 의미한다. 이는 경쟁상황 조성을 위해 후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경쟁으로 인한 편익보다 저렴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최선
규, 2002). 시장 지배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규제 시점(사전규제 vs. 사후규제)
과 규제 내용(구조 규제, 행위 규제, 성과 규제 여부에 따라)에 따라 달라진다
(김영주 & 정재민, 2010).
그러나 통신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은 이중 시장적(double-sided market)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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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장 내 사업자들이 다양한 시청자와 광고주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어 시장
획정이나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방
송시장에서 비대칭규제는 사업자 규제가 아니 매체 규제의 형태로 이뤄졌다.
매체 중심적 비대칭 규제의 대표적인 주장이 매체균형발전론이다 50 . 매체균형
발전론은 신구 매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후발 주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을 담
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 다매체, 다채널화라는 추세를 반영하여 방송 공익
성의 근거가 되었던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진 상황에 종래 지상파 방송에 적용
되던 사회적 규제(내용규제)가 존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이
상우 & 김창완, 2006). 그러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다원성 제고, 공정성, 질
적 완성도와 사회적 위험의 제거 같은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 한 방송
통신 융합의 상황에서도 내용규제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윤석민 &
박아현, 2008). 현행 방송법이 담고 있는 비대칭 규제 조항으로는 재허가 기간,
편성규제, 소유제한, 방송평가제, 방송시간 제한, 협찬광고 금지, 중간광고 금
지, 지상파 방송사의 PP(Program Provider) 소유 및 송출 제한, 방송발전기금 징
수 방식 등이 있다 51 .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현상은
방송통신 규제의 방식도 변모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망(network)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수직적인 규제를 적용하던 체제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을 맞아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수평적 규제가 제안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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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위성방송이 도입되며 신규 매체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
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대칭 규제 논리. 1990년대 방송영상 부문의 진흥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등장했다(김동규, 2003; 박창희 & 나낙균, 2005; 김재영 & 강한나, 2007).
김영주 & 정재민(2010),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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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 규제의 대표적인 모델은 레이어 모델(layers model)을 들 수 있다. 정보통
신 분석 시스템에서 시작된 레이어 모델은 통신망의 각 계층의 기능이 다른
것에 착안하여 전송을 맡고 있는 네트워크를 4~6단계로 나눠 분석한다(황준석,
전영만 & 김태유, 2005).

<그림> 3 레이어 모델을 이용한 방통융합 구조 모식도52

52

Wirtz(2001), 500페이지에 나온 모식도를 참고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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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돌프(Randolf et al., 2005)는

물리(physical),

논리(logical),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콘텐츠(content) 계층 등 4개 계층 구조를 제안하였고, 워바하
(Werbach, 2002)도 이와 유사한 규제 계층을 고안했다. EU는 2002년 레이어 모
델을 변형하여 전송(carrige, 네트워크)과 콘텐츠의 수평적 분리 구조를 회원국
들에게 제안하였는데, 전송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전자 커뮤니케이
션 서비스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유·무선, 케이블, 인터넷 등 모든 네트워크가,
후자에는 통신, 케이블TV, 위성TV, 지상파TV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였다53.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는 제공자가 편
집과 구성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 경쟁,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주파수 배분 등 자본주의 시장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가 적용되던 통신 분야와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등 사회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던 방송 분야의 사회, 문화적 규제가 전송분야에 대한 경제적
규제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 재정리되는 추세에 있다(김대호,
2007 등).
레이어 모델과 이를 변형한 EU식 수평적 규제는 법제도의 모듈화가 가능하
고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의 적용이 가능하고 규제의 일반화와 최소
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황준석 등, 2005).
그러나 전송계층에 플랫폼을 포함하느냐 여부와 전송과 콘텐츠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구분해 분리할 것인가 등 레이어 모델을 실제 방송 통신에 구체적으로

53

김원식 외 (2005), 15-16페이지, 50-51 페이지. EU의 18개 회원국 중에서 핀란드, 덴마크, 스웨
덴,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2003.7), 스페인(2003,11),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네
덜란드(2004.12)가 이 지침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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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김남두, 2013).
미디어 규제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에 따라 발행인 모델과 호스팅 모델로 구
분하는 방식도 있다. 발행인 모델(publisher model)은 창작자의 1차 콘텐츠에 편
집이나 구성을 가하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배포된 콘텐츠에 대해 1차 책임
을 저자(author)에게 묻고, 저자를 모르거나 실정법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 저자
가 없을 경우에는 미디어 발간이나 방송의 책임을 진 발행인(publisher)이나 편
집인(editor), 방송 책임자(broadcaster)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판매자까지 이른다 54 . 동일한 발행인(방송 책임자) 모델이 적
용되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책임은 구분되는데, 이는 방송이 이용하는 전파의
희소성, 보편적 침투성, 대중에 대한 직접성이 인쇄매체와 구별되는 사회적 책
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5 . 그러나 이 또한 최근의 방송 통신 융합 과정에
서 그 근거가 모호해지고 있다.
반면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호스팅 모델(hosting
model)은 발행인 모델과 달리 제3자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중계 사
업자에게 묻지 않는다. 대신 호스팅 모델에서는 중단 없는 네트워크의 가동,
망 중립성, 보편적인 통신사의 책임, 이용자 정보보호, 통신비밀 보호 등이 호
스팅 사업자의 주요한 책임이 된다. 호스팅 모델이 적용되는 인터넷 중계 서
비스 사업자는 자신들이 중계하거나 저장 후 제공하는 제3자 제공(제작) 콘텐
츠에 대해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중계하는 콘텐츠에 불

54

55

책임이 저자, 발행인, 편집인, 판매인까지 줄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모델을 위에서 쏟아지
는 물에 비유하여 폭포 모델(cascade model)이라고도 한다.
Valcke & Lenaerts (2010), 1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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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는 신속하게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인의 정보 접근을 차단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성낙인 & 허진성, 2010).
인터넷의 등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 때문에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미디어 규제정책에 일대 혼선을 가져왔다. 초기 인터넷 주창자
들은 사이버 공간을 영토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가의 규제 범위를 넘는
자유 공간으로 여겼고(Barlow, 1996),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에도
한 몫을 했다. 인터넷 규제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 사이버 자유주의자(cyberlibertarian)들은 인터넷 콘텐츠에 기존 신문 미디어에 적용되던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들의 주장은 미국 대법원에 의해 인용
되었다 56 . 1990년대 이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내용 규제는 자유의 침해이
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57.
하지만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터넷의 도전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실패로 돌
아간다. 골드스미스(Goldsmith, 2006)는 LICRA v. YAHOO! Inc.(2000)58 케이스를
예로 들며 국가 권력이 인터넷에 국경을 치기 시작하고 사이버 공간을 각 나

56

57

58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66)은 온라인상의 외설, 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6년 2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 통신 품위법Ⅱ는 통신 품위법을 제안한
공화당 댄 코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 이 법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
에게 음란물 등을 보여 주면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미성
년자의 보호 못지않게 성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1997년 6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
헌 판결을 받았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6). 정보통신용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온라인 시민 자유의 보호를 위해 199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행동주의자인 존 길모어(John Gilmore)는 ‘인터넷은 검열을 손상으로 여겨 돌아간
다(the net interprets censorship as damage and route around it)’며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의미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Philip Elmer-Dewitt. (1993). First Nation in Cyberspace. TIME, 49.
프랑스에서 금지된 나치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야후를 상대로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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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미디어 관련 법률에 복속 시켰다고 했다59 .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인터넷 기업 또한 자동차나 일반 제조업과 마찬가
지로 제품을 판매하는 해당 국가의 법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런 과
정을 거쳐 초기의 인터넷 규제는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인터넷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보호 정책으로 방향 전환한다(Froomkin, 2000). 초기
인터넷 콘텐츠 규제를 연구한 문헌들은 주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의 자유와 콘텐츠 규제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와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둘러싼 논의가 대표적이다(우지숙 등, 2010; 김경호,
2013).

<표> 9 인터넷 콘텐츠 규제60
규제 시점

기술

행위자

문제점

원천(source)

법 적용

법원

비용과 시간/
특정의 문제/
국가 공권력 필요

경고와 제지

누구나

냉각 효과

서버등록취소/
도메인 취소/
평점 시스템

국가/기업

과잉 억제의 위험

기술적 블로킹

국가/기업

책임성/
과잉 억제/
투명성/성과 낮음

부모에 의한
필터링/감시/
사회적 기술

국가/기업/사용자

사전동의 확인 필요

중개자
(intermediary)

목적지(destination)

국가 주도의 검열 논란은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쪽에서 격렬하게 공격받
았다. 중국,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59
60

Goldsmith & Wu. (2006).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borderless world.
Breind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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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뉴스의 유입을 막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성낙인 & 허진성, 2010).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특정 국가가 아닌 일반 규범이 되고
있다(Deibert, Palfrey, Rohozinski, Zittrain & Haraszti, 2010)
인터넷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에도 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과 함께 이용자가 주도하는
민간 자율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2.2.2 한국의 미디어 정책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그 대상 영역에 따라 신문, 방송, 통신 정책으로 구분
되고 정책 수단에 따라 진흥과 규제가 적용된다.
신문 등 인쇄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
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된다.
방송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적용되는데 망(네트
워크)에 따른 규제에 의해TV, 라디오,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대상
이 된다. 인터넷 등 통신망 제공이나 이를 통한 매개는 현재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 사업자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 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있다 61 . 신문에 비해 규제가 까다로운 방송은
소유와 겸영의 문제, 진입 정책, 공정경쟁 정책,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 등 제
도적 정책과 편성, 내용 심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내용 규제적 정책의 대상이
된다(김재철, 2014).

61

방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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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뉜다62 . 기간통신사
업자는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 통신 회선
을 임대하거나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별정통신사
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하거나 통신설비를 설치, 이용하여 구내에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허가 없이 등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국제전화 부문에서 활발하다. 부
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
신사업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PC통신, 인터넷,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부
가통신망서비스와 가상 사설망, 프레임 릴레이 등의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음성전화정보서비스 등이 해당한다63.

<표> 10 2016년 이후 방송통신정책 거버넌스

진흥정책
규제정책
규제집행
내용규제

방송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방송기술 및 시설)
문체부(문화콘텐츠진흥)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진흥)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종편,
보도PP, 광고,편성)

미래창조과학부
(SO, 위성,
IPTV, 일반PP)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책 집행 부서는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는 방송, 통신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광고·편성·방송통신 내용 심의, 방송과 통신의 사후규제)와 미래창조

62
6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이상의 개념 정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6). 정보통신용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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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부(종합유선방송국, IPTV, 위성TV, 일반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 통신·
전파 정책)가 나눠 집행하는 구조다.
방송에 대한 진흥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눠 맡는 반면, 규제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최근 그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부가 분담한다.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가 규정한 문화 콘텐츠 부분인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방송영상 등을 담당하고, 미래부는 ICT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홀로그램, 앱, 콘텐츠 솔루션, 스마트 콘텐츠, 방송 통신 콘텐츠 등 디지털 콘
텐츠 진흥을 맡는다.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과 융합의 와중에서 통합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황준석 등(2005)은 우리나라의 통신과 방송 융합 논의의 시작을 1993년이라
고 봤다(이달곤, 1993; 윤영철 & 황상재, 1993). 이후 수평적 규제의 논의는
2004년 학계에서 제기되기 시작해 이듬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는 IPTV 법제
화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전송계층에 플랫폼을 포함하느냐 여부와
단방향성의 콘텐츠와 양방향성 콘텐츠의 구분 문제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64 . 계층구조
에 따른 수평적 규제의 원리와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규제 기구의 구

64

김남두(2013). 당시 방송위원회는 전송과 플랫폼의 분리를 주장하여 오늘날 볼 수 있는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의 3단계 계층구조를 주장한 반면, 정보통신부는 전송계층에
플랫폼을 포함하여 C-N 2단계 계층구조를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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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규제 권한의 배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편이었다(김원식, 2005).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방송·통신 통합 법제가 추진되어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수평적 규제의 핵심적 사안들은 국회 논
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2005년의 방송·통신 융합 논란이 네트워크와 플랫폼
의 통합 여부를 두고 벌어진 것이라면 2010년의 논란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두고 콘텐츠 집중 우려가 빚은 논란이었다. 즉 2005년에는 케이블TV 사업자
에게 초고속 인터넷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사업을, 통
신사업자에게 IPTV를 허용할 경우 이를 통신으로 봐서 경쟁정책을 펼칠 것인
가, 아니면 방송으로 봐서 규제정책을 펼칠 것인가, 정책을 집행할 경우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를 두고 허가 관청 사이의 영역 다툼의 성격이 짙었다면
2010년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툼은 대형 신문사에 대한 신규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의 성격을 가졌다(김남두,
2013 등).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디지털 컨버전스는 가속도를
붙여 나가기 시작했다. 2005년 세계적으로 첫 선을 보인 UGC 미디어가 우리나
라에도 상륙, 급속히 이용자 숫자를 늘려가며 통신과 방송시장을 잠식해 들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규제 대상이 아닌 미디어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관련된
부작용도 양산되었다.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영리에 주안
점을 두고 콘텐츠의 유해성 검열 등 자정기능을 다하지 않는 사이 초등학생의
선정적 방송 등 콘텐츠 유해성 논란이 반복됐다 65 .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정책

65

기사 ‘19금 뺨치는 초등생 인터넷 방송’. 조선일보.(2016. 2. 17).

42

당국 내부의 미디어 규제기구와 규제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준석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방송 관련 규제법 체계의 특
징을 ①통신과 방송영역으로 이원화된 규제법이 존재하고, ②각각의 영역에
속한 개별 사업들은 수평적 규제체계(계층모델, layers model에 의한 규제)가 아
닌 수직적, 사업별 규제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③신규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
는 경우 기존 사업자 분류상 분류가 쉽지 않고 관련 기관간 이해 갈등의 소지
가 있다고 요약하였다(황준석 등, 2005).
역사가 짧고 전략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미디어 콘텐
츠 영역을 둘러싼 행정기관 사이의 경쟁은 행정학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는데 부처 간의 경쟁이 창의성과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
과 함께 유사 법령·조직·사업의 양산과 그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정책 대상 집단의 혼란과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신규 서비스 지체 등 부정
적인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동욱, 윤건 & 정광호, 2007). 심지어 부정
적 측면의 해결을 위해 조직 재설계를 통해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새로 통합
·창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
2004년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되어 2008년에야 마무리를 지은 IPTV 도
입 과정 같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정책 갈등이 기존 조직 간의 협상이나 제3
자적 조정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는 이를 반영한다(김동욱 & 성욱준, 2010). 미디어 정
책 거버넌스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 정부의 그것과 다른 이유도 이 때
문이다. 정부 조직과 인사운용에 있어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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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처방을 비판한다(김태유,
2009).
현재까지 한국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미디어 융합 현상을 맞이
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삼던 기존의 수직적 규제정책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에서 논의되는 동일한 기능 위주의 수평적 규제 66 로 변형해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단계에는 이
르지 못하고 있다(고민수, 2011).

2.2.3 소결론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정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두고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나폴리, 2012).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와 진흥의 방식이 사용되는데 미디어 규제정책은 특히
민감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초기

인터넷

규제정책은

자유주의적 물결이 지배했지만 개별 국가의 법제를 넘어서는 인터넷의 자유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가 되고 있다.
기술 혁신에 따른 미디어 융합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 특히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1993년 이후 활발한 논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6

아직까지

망(network)

중심의

수직적

규제를

미디어

규제정책의

미디어 융합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지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콘텐츠에
는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일관된 규
제 적용이 가능하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송 수단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
다. 여기서는 산업이 콘텐츠와 네트워크(EU) 또는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미국)으로 나뉜
다. 기획재정부. (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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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삼고 있다. 레이어 모델을 변용한 수평적 규제는 이미 EU나
미국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실제 적용단계에 들어갔다. 기술 혁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은 기술의 발전을 억누르며 또 다른 부작용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해당 부처의 이기주의와 현상유지 성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는 사이 UGC 미디어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해 규제
공백을 틈타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미디어 규제는 근저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의
혼란은 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이는 전적으로
정부 실패라 할 수 있다.

2.3 미디어와 정부규제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 규제는 시장이 실패해서 생기는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신고전주의 경제학)이거나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수단(신제도주의 경제학67)이다. 규제정책은 대중의 보호와 이익
을 위해 시행되며 그 비용은 사회적 목표 달성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규제
정책은 ‘정치’라는 힘에 그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68.
국가에 의한 규제정책은 특정 분야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신규 업체 진입규
제, 정책수단을 통한 대체와 보완관계 변화, 가격통제 등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Stigler, 1971; 김창수, 2005; 정승일, 2008).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론은 가장

67
68

김시윤 (1997). 김진영 (1999). 김선혁 (2004). 참고.
신희권 (1996), 박영주 (2007)의 연구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재벌과 유권자
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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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제도적 규제(경제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규제 주체에 따라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다. 소유, 지배구
조적 측면에서 특정 산업집단이나 이해집단의 소유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는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반면, 내용적 규제는 사
회를 통합하고 안전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최소장치이다69.

2.3.1 정부규제 이론
정부 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70 . 정부
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
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정한 최병선은 규제 연구의 핵심은 규제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정부규제 연구에 있어서
정책과정(policy process)과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dure)에 대한 연구,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전략에 대한 연구, 정치가와 관료의 유인체계
(incentive system)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최병선, 1992).
규제에 대한 경제학 이론은 크게 신고전파 경제학적 입장과 신제도주의 경
제학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경제학자인 스티글러는 경제적 규제이론의 임무는
누가 규제의 이익이나 부담을 질 것인지, 어떤 형태의 규제를 취할 것인지, 자
원의 분배에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Stigler,
1971).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규제의 근거를 제시한 피구(A. C. Pigou)는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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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경 (1996). 이시철 (2005). 참고.
Morrison & Noll (1980),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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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유로 시장의 실패를 들고 있다. ‘시장의 실패’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에 독점의 발생, 공공재의 생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같은
문제가 생겨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시장 거래로 인한 피해로 시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돌아가는 ‘외부성

(externality)’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의 외부효과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신고전
파 경제학 혹은 후생 경제학에서는 이 경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가해자를 처
벌하고, 과세를 통해 외부효과를 피할 인센티브를 만들고, 행정조치를 통해 피
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최병선, 1992, 2006; 이명석, 2002).
그러나 정부 개입의 필수를 주장하던 이론도 최근에는 시장의 실패가 명확
하게 존재하고, 시장실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되며, 정부의 개입이 효
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바뀌고 있다(김태윤, 2007).
반면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단기간에 실패하더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며 장기적,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시장의 실패는 규제의 원인
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부성의 문제도 법원에 의한 계약의 집행으
로 대부분 해결된다며 외부성을 계약과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면 굳이 정부 개
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Glaeser, Johnson & Shleifer, 2001; 지광석 &
김태윤, 2010; Shleifer, 2010). 하지만 사법(법원)제도와 법관의 무흠결성은 실제
사회 현실과는 다르며, 각종 오심과 법관의 타락이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법원
(사법부)의 완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쉴라이퍼(Shleifer, 2010)는 법원 이용이 고
비용, 예측 불허의 판결, 법관의 편견 등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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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규제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비기술적(non-technical)이고 특수
한(idiosyncratic) 상황에서는 법원이 낫지만 자주 발생하는 유사한 문제나 기술
적인 경우에는 규제가 저렴한 수단이 된다.
코우즈(R. Coase)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개념에 착안하여 시장경제
시스템 유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며,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은 이러한 거래
비용을 경제화하기 위해 나타난 선택의 결과라고 했다.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면 시장 실패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의 근거
는 거래비용이 절감에서 찾을 수 있다(Demsetz, 2011a; 2011b).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의 유형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관한 규제로 본원적 활동에는 기업의 설
립, 사업의 개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방
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다시 진입규제, 가격
및 이윤 규제,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 등에 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71 .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의 목적과 생산자 보호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72(조성한, 2006; 정진우, 2006).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규제로 기업 내부에 관한 것이
아닌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
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최병선, 1992). 사회적 규제의 목적으로는 환경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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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1992), 29페이지.
최병선은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부당이득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꼽았고, 생산자 보호의 목적으로는 과당경쟁의
방지, 산업육성, 불공정한 기업간 경쟁의 방지를 들었다. 최병선(1992), 33-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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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73 . 특히 정부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소비자 보호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차별성 74 , 소비자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 등이 원인이
된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부장적인 입장에 서서 개인의 소비 자
유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명령지시적 규제 수단이
라 한다. 물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고, 불공정 거
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소비자 문제가 복잡 다
기하기 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렵다고 지적
한다75 . 이에 소비자 문제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인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하
기 위하여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이 최대한 합리적 소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의 힘으로 조력하는 규제방안이 사용된다. 품질과 성분, 효
능, 성능, 제조일자, 유효기간, 사용방법, 수리보증에 대한 표시규제, 서비스 계
약과 기업공시와 같은 공시규제는 정보공개의 대표적 방법이다 76 . 품질인증제
도와 등급사정, 제품표준화도 시장유인적 수단들이다.
규제와 그 결과에 해당하는 혁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
반적인 연구 결과는 경제적 규제는 시장 혁신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는 점이다(김동현 등, 2002; 김민정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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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e(1981), Weiss & Strickland(1982). 등 참고. 최병선(1992) 재인용. 이 외에도 이용상
(1994). 지광석 & 김태윤(2010). 이영범 & 지현정(2011). 등이 있다.
최병선은 이를 소비자 정보의 내용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탐색상품, 경험상품, 신용상품으로
나누었다. 이는 스웨글러, 그리어 등의 주장과 유사하다.
최병선(1992), 554페이지.
유훈(1989). 정부기업관계론. 서울; 법문사, 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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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가 사회적 혁신을 가져온다는 연구로는 뉴웰(Newell et al., 1999)이
있다. 그는 소비자 가전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혁신에 적절하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룸 에어컨, 중앙공조기, 가
스히터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1987년 국가 가전제품 에너지보호법(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NAECA)이 설정한 성능기준의 영향을 분석했
다. NAECA가 제시한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은 1990년에야 충족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룸 에어콘과 가스히터의 에너지 효율이 매년 2%씩 올랐는데 저
자들은 이 법이 없었다면 생기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봤다. 그러나 사회 보험
제도의 사회적 혁신을 연구한 월시 등(Walshe & Shortell, 2004)은 사회적 규제가
사회적 혁신은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혁신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분석했다.
자그티아니(Jagtiani et al., 1995)는 은행의 자본금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규제 강화의 효과를 회귀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양한 시장 혁신의 도입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워렌(Warren, 2008)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고객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대부법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혁신
을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바거론(Bargeron et al., 2010)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에 대한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Sarbanes-Oxley Act, SOX 77)의
보다 강화되고 경직된 규제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으로 SOX는 시장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조건 -즉, 독립된 이
사가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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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의 엔론, 월드컴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 이후 기업 회계기준과 회계 투명성을 엄
격하게 규정한 법. 상장기업의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 법안을 제출한 폴 사베인스와 마이
클 옥슬리 미국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라 법 이름을 Sarbanes-Oxley Act라고 한다. 박문각 시사
상식 편집부. (2014). 최신시사상식 핵심용어사전. 서울: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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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재무보고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요구이 내부통제 비용과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려는 인센티
브를 줄인다는 그들의 가정에 부합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공공기업의 데이터를 회귀분석해 저자들은 SOX법 이전
과 이후로 나눠 기업 단위의 연구개발 투자를 분석했다(다른 변수는 통제). 그
들은 SOX 시행 이후에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연구개발 지출이 유의미하게 감
소했음을 알았는데, 반면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그들
은 또한 작은 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더 줄였다는 것을 발
견했다. 이는 규모가 커서 내부 통제가 보다 복잡한 기업들이 SOX 규제에 적
응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출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혁신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사회적 규제와 시장 혁신의 관계는 복합적이었
다. 사회적 규제가 시장 혁신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는 포터의
가설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Atkinson & Garner, 1987; Porter & van der Linde, 1995;
Aerni, 2004) 등이 있다. 특히 앳킨슨(Atkinson & Garner, 1987)은 미국 자동차 산
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회적 규제가 시장혁신과 사회적 혁신에 모두 긍
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였다. 1970년 청정공기법 개정안의 집행으로
인해 미국 내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
었고, 이는 그동안 외양 개선 경쟁에만 그쳐온 미국 자동차 산업에 파괴적 규
제를 도입할 빌미를 제공했다. 이 결과 미국 자동차들은 고객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여 보다 가볍고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생산해 이미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던 일본차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파괴적 규제가 배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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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줄이는 사회적 혁신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시장 점
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여주었다고
하였다.
포터는 사회적 규제가 사회적 혁신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혁신을 가
져온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규제-특히 환경규제-는 사회적 혁신뿐만 아니라 생
산의 자원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규제대상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규제 행위자가 가하는 초기 규제는 규제대상 산업
에 선발자의 우위(first mover advantage)를 제공하고 따라서 뒤이어 규제되는 시
장의 경쟁자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오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포터의 연
구(Porter & van der Linde, 1995)는 환경규제가 화학산업에서 시장혁신을 촉발시
킨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었다. 1987년 규제집행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
는 다우 케미컬(The Dow Chemical Company)에 폐수증발조 폐쇄를 명령했다. 이
러한 조치로 인해 회사는 생산과정을 재설계해야 했는데 그 결과 이 회사는
매년 240억달러가 넘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제약회사 시바 가이
기(CIBA-GEIGY) 또한 규제로 미국 뉴저지에 있는 염색공장의 폐수장치를 재
설계해야 했는데, 그 결과 74만달러를 매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얻
어진 것은 사회적 규제가 기업과 산업에 가해지면 기업은 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에 쏟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 혁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비판자들은 많은 경우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장혁신과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규제는 상쇄효과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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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는 환경이
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우선적으로 생산자의 이익을 희생시키기 때문
이다. 규제의 성격과 함께 규제의 양태가 혁신에 가져온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일어났다. 규제의 양태를 나눠보면 정책적 불확실성의 정도, 유연성 여부, 정
보제공 여부, 규제 강도에 따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정책적 불확
실성은 혁신 발생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져왔고, 사회적
규제나 경제적 규제 가리지 않고 기업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연한 규제는 시장 혁신과 사회적 혁신 모두를 성취하
는데 명령과 통제식의 경직된 규제에 비해 시장 혁신이나 사회적 혁신을 불러
일으키기 유리하다고 해석된다(Majumdar & Marcus, 2001 등). 그러나 이러한 분
석들과 달리 명령과 통제 형식의 완고한 규제가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Kahn, 1999)도 있다. 그의 연구에서 일반의 상식과 달리 인센티브 베이스 규제
는 통신회사들의 급진적인 혁신을 감소시켰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적
용되기 이전 과거에 행해진 명령과 통제식의 경직된 규제가 기존 회사들에게
는 독점과 유사한 보호막을 제공하였고, 이 때문에 통신회사들은 독점이익에
근거해 보다 위험한 혁신에 시장의 반발 위협 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칸의
연구로는 인센티브 베이스 규제는 이러한 보호막을 치워버렸다.
규제의 완벽한 정보 제공 여부는 시장 혁신과 사회적 혁신 모두에 도움이
되었다. 카츠(Katz, 2007)와 아이젠버그(Eisenberg, 2007)는 시장에 보다 복잡한
정보를 더해가는 사회적 규제는 규정의 가치를 증가시켜 시장혁신을 촉진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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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도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강도가 높
아지는 것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강
도를 높여가는 ‘움직이는 표적’(moving target)식의 점진적인 접근법은 점진적인
혁신에 유리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반면 규제의 강도가 높
아지면 사회적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제프(Jaffe & Palmer,
1996)는 미국 제조업체를 두고 환경규제의 강도와 혁신의 관계를 회귀분석으
로 연구하였는데, 환경규제 준수비용과 특허숫자는 관계가 없었지만, 규제 준
수비용과 연구개발 지출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픽맨(Pickman, 1998)은 사회적 규제가 혁신의 방향을 시장혁신에서 사회적
혁신으로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 기업들은 사회적 규제를 준수하
기 위해 시장 지향적 혁신에서 사회적 혁신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용한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규제 강도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은 규제가 강해지면 산업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혁신은 말살된다는 주장이다. 브뤼너마이어(Brunnermeier & Cohen, 2003)는
환경규제가 환경 혁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특허 활동으로 측정
된 환경혁신에 소요된 규제 준수비용을 보았더니 100만 달러의 준법 비용이
증가할 때 0.04%의 특허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규제 집행과
혁신 사이의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에 미치
는 경제적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감축하기 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야 한다. 반면 혁신이 요구되는 사회적 규제를 만들 때 규제 집행자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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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추구하는 혁신의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한다. 급진적 혁신을 원하면 규제
집행자들은 ‘필요 없는 발명품(dud inventions)’을 양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
수하더라도 급진적 혁신 방안을 채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규제는 규제
의 목적이 경제적 규제에 비해 분명하고 적용 범위도 좁기 때문에 소기의 성
과를 거둘 가능성이 경제적 규제에 비해 높다. 급진적인 사회적 혁신은 성공
가능성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
을 정확하게 가늠해보는 것이 어렵다. 사회적 규제가 경제적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기존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이다(Stewart, 2010).

2.3.2 미디어의 사회적 규제 필요성과 방안
PGC(Professional-Generated Content)는 제작자가 소수의 전문가 내지 전문 집
단이지만 UGC는 대중이 그 제작과 배포에 참여하는 특성상 제작 유통 생태
계와 사회적 법규와 도덕의 조율이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PGC
가 제작에서 소비의 단방향성을 갖는다면 UGC는 제작과 소비가 서로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2005년 등장78 이후 UGC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진화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UGC 고유의 특성을 가진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방안이 일반화 되어 있는 PGC와 달리 UGC는 신규 미디어로 아직 일
반화된 규제방안이 도출되어 있지 않다. UGC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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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영국 BBC는 세 명의 직원으로 UGC팀을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2005년 7월7일 발
생한 런던 폭탄 테러사건과 분스필드 석유저장소 화재사건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쳐 이듬해
TIME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저널리즘 최초의 UGC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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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 도입의 근거는 콘텐츠
의 불법성, 유해성 논란이다. 이미 각국에서는 UGC의 성장이 가속화되며 불
법, 유해 콘텐츠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79 . 콘텐츠의 생산은 익명의 다수가 하
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단순 중계하는 상황에서 불법,
유해 콘텐츠를 사전, 사후에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요청된다. UGC와 그 플랫폼이 사적인 공간에서 기업이나 사회 차원으
로 진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규제와 정화
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이용자 대다수를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글로 표기된
음란물, 자살 사이트 등 불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정보 차단 요구
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80 . 최근 5년간 음란
물 심의 및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정보에 비해 해외정보의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1 .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앱의 문
제는 더욱 심각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의 창구가 되는 스마트폰 앱의 거의 모
든 부분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82 .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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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포르노그라피, 어린이 포르노, 자살
방조, 거식증, 폭력 조장, 잔인한 영상, 종교 모독 등이 있다(Valcke & Lenaerts, 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제재 상위 10대
사이트 가운데 네이버, 다음, 디씨인사이드, 일간베스트를 제외한 트위터, 구글, 포토슈가 등 6
개가 해외 사이트였으며 이들의 제재 이유는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및 음란, 권리침해 등
이었다. 이향선(2015), 72페이지.
기사 ‘카카오만 문제인가. 음란물 근거지 해외 사이트는 속수무책’. 조선일보. (2015.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제출자료. 이향선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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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문제되는 정보의 처리가 해외에서 이뤄지
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 본사 차원의 협력이 없는 경우 행정조치의 강제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83.
밸케(Valcke 등, 2010)는 UGC 미디어의 법적 책임에 대해 1차 책임은 콘텐츠
저자(author)에 있지만 UGC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규제모델을 달리 적
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UGC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플랫폼 사업자
의 의도가 들어있고,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 책임자와 유사한 창의적인
행동을 가미한다면 UGC 미디어에 신문이나 방송에 적용하는 발행인 모델 규
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그 역할이 단순한 기술 제공에 그치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호스팅 모델을 적용해 불법, 유
해정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Valcke & Lenaerts, 2010).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방송과 통신을 망(네트워크)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수
직적 규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등장한 UGC 미디어에 대해서는
인터넷 정보보호 차원의 내용 규제만 일부 적용하고 있다. 수직적 규제는 소
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라도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따라 서로 다른 규
제정책 하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상파나 케이블TV와 동일한 콘텐츠를
송출하면서도 전파/케이블이 아닌 인터넷 망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
지 않는 VOD서비스, 인터넷방송, N스크린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84 . 이는
방송법과 통신법이 서비스 공급자(방송사나 통신사)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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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살 등 유해정보 우글대는 구글코리아’. 한국일보. (2015.5.25). 등 국내 언론과 국회에 서
는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하고, 이를 공중인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행위를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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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VOD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케이블TV는 방송법상 프로그램 제공자
(PP) 서비스를 하는 반면, IPTV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근거 법제와 규제 제도가 다르다. 디지털 위성방송은 근거규정 없이 자체사업
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푹(pooqTV), 티빙(TVing) 등
OTT(Over The Top)도 현행 법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법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의 다른 한편에
는 독점에 따른 산업 피해나 정부 규제 과잉현상 85 도 나타나고 있다. 포털 서
비스 시장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시장 점유율의 기준이 되는 검색 쿼리(총
검색어

입력횟수)에서

96%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네이버

77.7%,

다음

18.5%) 86 , 이는 다른 나라 포털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포털
서비스의 독점 시장화는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새로운 규제에 저
항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것도 국내 포털에 대한 공정경쟁 및 규제 정책의 실패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기술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지체 현
상은 정부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과 일관성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미디어 정책의 책임자와 거버넌스 87 의 연속성이 실종된 데는 인사제도
의 문제가 크다(이명석, 2002; 김태유, 2009).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 저작권 위반정보 등 중요 유해, 불

85

86
87

미디어 융합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 공연은 문화부(문화 콘텐츠)가, 그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제작 상영, 판매하는 것은 미래부(디지털 콘텐츠)가 맡는 결과가 생겼다.
2015년 1월 첫 주 기준, PC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 http;//www.koreanclick.com/
거버넌스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통치의 강도가 약해지는 대신 통치의 필요성이나 요구는
높아지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58

법 콘텐츠를 구분하여 UGC 상에서 유통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유해 콘텐츠의
유통이 대부분이 해외에 본사를 둔 서비스 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이용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 때문
에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표> 11 현행법상 UGC 유해 콘텐츠
유해정보

처리방법

청소년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유해물 결정제도.
해당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은 음란물/명예훼손/협박물/해킹프로그램/
청소년유해물/사행행위/국가기밀/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범죄교사방조행위
를 불법정보로 규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정보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에 책임 부여. 사업자는 법원판단 이전에도 삭제나
유통 제한 가능. 임시조치제도, 분쟁조정신청제도, 가해자정보 청구 가능88

저작권 침해정보

SNS가 문자에서 영상으로 가며 급속 증가. 저작권법 대부분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2011년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이후
관련 제한 상당수 해제

이러한 정보들이 UGC 플랫폼을 통해 제작, 유포되었을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일군의 연구자들은 규제
의 과잉이나 규제의 헌법적 근거 미약을 주장하고(이경락 & 백선기, 2010; 황
용석, 2012) 다른 한쪽에서는 이용의 주체, 공간, 시기, 내용 및 의도에 따른 내
용규제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전자민주주의와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기도 한다(지성우 & 최윤정, 2013).
규제이론에서는 소비자 문제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부장적인 입

88

방송통신망법 제44조 1, 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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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명령 지시적인 규제방법을 써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89 . 이 때문에 소비자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시켜 시장에서 소비자
의 선택에 의해 불량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한다.

<표> 12 UGC 유해정보 피해구제 수단
피해구제수단

구제 방안

권리침해 분쟁조정 기구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실효성 낮고 합의 비율도 10% 미만
대안적 분쟁조정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거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해당 콘텐츠의 임시 차단/삭제/반박내용 게재 요구9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차단 의무

방통위와 방심위는 사업자에 불법정보 취급거부/ 정지/ 제한 요청 가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용 정지

불법복제물 복제/전송 3회 이상 경고 받으면 사용 정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용 정지

정보통신망법91상 사업자는 불법정보 해당 사이트 정지 가능

개인미디어
상업적 이용 불허

약관으로 개인 미디어 통한 상업적 활동 금지92(황용석 & 이동훈, 2009)

시장 유인적 규제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 수
단인 표시규제(labeling regulation), 품질인증제도(quality certificate), 등급사정
(grade rating)이 있다. 표시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하고 더 나
아가 경쟁 기업간 품질 및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후 관리의

89
90
91

92

최병선(2000), 554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 제44조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의 제1항. 불법정보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
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네이버의 경우 이용약관에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 서비스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블로
그 운영원칙에 ‘전문적, 상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거나 알선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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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남는다. 등급사정은 품질의 우열에 편차가 있을 경우 특정 상품에 품
질등급을 따져 그 판정등급을 부착하는 행위로 제품의 선택을 앞둔 소비자의
탐색 및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다93.
사회적 규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업계 스스로에 의한 자율 규
제(industry self-regulation)가 있다. 자율 규제는 업계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업계 스스로 해당 산업내 산업
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준은 업계에서 정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규제 기관의 감독과 처벌을 받는 방식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정
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감독의 한계를 돌파하고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규
제 순응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규제 기준이 대단히 세부적이어서 업계의
자발적인 순응이 아니고는 성공리에 규제를 집행하기 힘들 때 사용 가능한 대
안이 된다(최병선, 2000). 업계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지 제고와 고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나 정부 규
제를 선점하고 기존 업체 중심의 반경쟁적 전략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자
청하여 자율 규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94.
소셜 미디어와 동영상 서비스 등 UGC 미디어 플랫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고객의 신뢰도
확보,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점적 효과 및 날로 치열해지는 플랫폼 경쟁에서 선
발 업체들의 후발 업체 견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전략

93
94

최병선(1990), 200~204페이지.
황승흠(2008), 이민영(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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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글로벌 업체에 비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
서는 반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페이스북, 유
튜브 등 글로벌 선도업체의 경우 이미 자율규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95.

2.3.3 소결론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가 다른 정
책보다 특히 중요하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중복되기에 시장 효율과
사회적 요청 모두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디어 정책은 신문과
방송, 통신의 구분을 전제로, 독자의 알 권리 충족을 우선시 한 신문 모델과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한 방송 모델로 구분되어 집행되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방송통신이 하나로 융합되고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즐길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과거의 미디어 정책은 실효성을 잃
었다. 2005년 이후 미디어 산업에 중요한 한 축으로 등장한 UGC 미디어에 대
해서는 현재 실효성 있는 규제 조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해 콘텐츠(청소
년 유해, 불법,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
조치만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UGC 미디어를 포함하여 미디
어 정책 전반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도 수직적 규제의 기
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효용을 갖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부

95

2016년 5월31일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는 유럽연합(EC) 집행위원회와 혐오 발언(hate
speech) 차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자율규제의 한 형태로 업체들은 앞으로 전문 인
력을 고용해 헤이트 스피치 등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가려내고, 필요할 경우 24시간 내
에 삭제하고 '대항 담론'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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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수평적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PGC(ProfessionalGenerated Content)인 기존 미디어와 UGC는 콘텐츠 생산자의 숫자와 전문성 측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기존 규제의 단순한 확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문보다는 방송통신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UGC 미
디어를 포함해서 기존의 미디어 정책을 재설계할 경우, 정책수립 대상은 다음
과 같다.

<그림> 4 미디어 정책 대상 개념도

즉, 기존에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경우, 생산자, 플랫폼, 소비자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반면, 비규제 미디어인
UGC의 경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생산자 차원에서 규제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동시 다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UGC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하면 UGC 미디어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은 플랫폼
이나 소비자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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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가설
문헌연구를 통해 UGC 미디어의 확산과 이용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정책이론과 한국의 미디어 정책, 정부규제 이론과 미디
어의 사회적 규제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기존연구 흐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는 UGC 미디어에 대한 정부규제 방안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동 분석을 통해 기존 미디어와 UGC 미디어의 동시사용행동을
조사하였다. 미디어 동시사용행동을 조사하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벌
어지는 미디어의 동시사용은 미디어 융합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실시한 미디
어 사용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를 통해 기존 미디어와 UGC 미디어의 동시사
용행동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분석은 레이어 모델에 근거한 설문 설계를 통
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하나로 보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이
어지는 3단 계층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UGC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동시 사용의 상관
관계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UGC 미디어 가운데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 서비스와 트
위터로 대별되는 SNS가 기존 미디어와 동시사용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 본다. 만약 가설이 기각된다면 이는 미디어 산업의 범위가
전통적인 방송·통신에서 웹(Web) 2.0에 영향 받은 UGC 미디어까지 포함하는

64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4장에서는 유해 콘텐츠와 시청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디어 사용자
행위 규제의 주 대상이 되는 청소년층과 유해 콘텐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TV 및 유료방송 심의 결과와
이들의 시청률 조사 자료(닐슨코리아 제공)를 비교 분석한다. 연령을 변수로
하여 방심위 심의결과로 대리 되는 유해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 방영시점(t-1)
다음 회차(t) 시청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청소
년들의 반응이 기존 미디어나 UGC 미디어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즉 기존 미디어에서 청소년이(방심위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유해 콘텐츠를(시청률로 가정한) 선호할 경우, 이는 UGC 미디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UGC 미디어에
대한 규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규제 방향을 청소년 이용자 행위 규제 및 콘
텐츠 내용 규제에 맞춰야 한다. 반면 청소년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없을 경우
규제의 전략 수립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4장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유해 콘텐츠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청자의 연령과 상관관계가 없
다(독립적이다).

5장에서는 UGC 미디어의 사용시간을 연장해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기 위해
서는 신뢰도 증진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 이 가설에서는 U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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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규제 전략에 있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H3; UGC 미디어에서 신뢰도 향상은 이용시간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다.

<그림> 5 미디어 정책 개요

시청 시간의 증가는 기존 미디어의 이용 시간을 감소시켜 미디어 대체 현상
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MCR(Media & Consumer Research)리포트를, UGC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미디어 사용행동 파악을 위한 조
사에서 살펴본 5개 SNS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의 신뢰도 자료를 이용했다. UGC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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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서비스를 따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 조사에서 알 수 있듯 영상
콘텐츠에 대해 기존 미디어(방송)와 동영상 서비스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
의 행동을 이끌며 유사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어 따로 신뢰도 차이에 따른 사
용시간 증가 여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경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7

3.

UGC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 분석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함께 미디어 소비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기
술의 혁신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 소비하는 것이 가
능해지면서 미디어 소비의 시공간적 제약이 약화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융합 현상을 초래하였다.
본 장에서는 미디어 소비행위 분석에 UCG 미디어인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
시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량 분석 데이터는 2015년7월2일부터 8월12일 사이 전국 20~59세 남녀 550
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실시한 면접 조사를 통해 얻었다.

3.1 서론
미디어는 기술 혁신의 영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야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은 각각 시대를 상징하는 기술혁신의 대표주자가 되
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들어서 진공관의 대중화와 함께 라디오는
상업적 방송을 시작하며 뉴스와 오락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스 미디어가 되었
다. 텔레비전은 기술 진보와 함께 1936년 영국 BBC의 전자식 텔레비전 방송
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1950년대 미국 NBC와 CBS가 컬러 텔레비전 방송
을 시작하면서 라디오에 이어 매스 미디어의 총아가 되었다. 1992년 상용 서비
스가 시작된 인터넷은 거대 세계 정보 기반으로 등극하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을 초월하는 미디어로 등극하였다. 모든 미디어는 등장과 함께 관련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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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켰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다. 가장 최근 시작된 인터넷 혁
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1990년대 시작된 웹 1.0 시대에 이어 2000년대 시작
된 웹 2.0 시대는 인터넷을 단순히 읽고 보고 듣는 도구에서 읽고 쓰며, 보고
표현하고, 듣고 말하는 양방향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웹 2.0의 혁신은 미
디어 분야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규 미디어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영역을 급속도
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에 그들의 생활리듬을 맞추
고, 세계를 보는 창을 기존 미디어에서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로 급속히 교체
하고 있다. 미디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
어의 경쟁을 다루고 있다. 신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경쟁하고 이를 대체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대표주자가 변화하고 이는 미디어 정책의 변화를 가
져왔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는 희소한 자원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매
개로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자연 독점
산업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혁신은 이들 독점 산업이 여러 가지 대안적
인 미디어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반면 대안적인 미디
어들은 완전 자유경쟁 조건에 놓여 있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만 상시 퇴출
이 가능해 기존 미디어와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학자들은 전통
미디어가 누려온 규제적 독점의 방식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96

96

. 그러나 기존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경쟁을 평가해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Napoli (2012), 2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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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미디어 산업의 독특한 측면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이 작업
이 없으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신구 미디어를 하나로 묶을 수 없어 미
디어 정책 수립자는 정책 수립 이전에 미디어 사이의 경계에 대한 합의된 정
의에 도달해야 하고, 어떤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대체재인지를 판단해야 한
다97.
본 연구는 소비자 행위를 중심으로 UGC 미디어 사용이 기존 미디어 사용
을 어떻게 대체 또는 보완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사용자 행동의 변화가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로
UGC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는 서로 동시 사용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고 주장한다. 이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새로 등장한 UGC 미디어와 기존 미
디어는 동시 사용되면서 미디어 시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
다. 이러한 연구가설의 검증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문헌연구 및 연구가설
미디어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경쟁하는 미디어 간의 지리적 범위, 제품의
경쟁 범위, 콘텐츠 판매시장, 수용자 판매시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
디어 시장의 특성 때문에 다른 시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란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론이다. 따라서 기존 시장획정 방식들은 다른
보조적인 방식-미디어 사용 시간을 변인으로 사용하거나 ‘이용과 충족’ 관점

97

김영석 외. (2015). 스마트 미디어. 서울; 나남,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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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 가능성 분석에 통합하는 것-을 사용하여 연구의 완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98.

<표> 13 시장 획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99
고려사항

내용

지리적 범위

전파 도달구역이 지리적 시장 분할 TV, 라디오, 케이블이 지역적 수준서 경쟁

제품 경쟁 범위

특정 제품/서비스와 대체재 사이의 교차 탄력성 분석

콘텐츠 판매시장

상류(upstream, 프로그램 제작자와 도매 배급자)와 하류(downstream, 소매배급자와
수용자) 시장으로 구분. 콘텐츠 간의 대체 가능도에 좌우됨. 명확한 결론 없음

수용자 판매시장

미디어 수용자 간의 대체 가능성 분석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사이의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위 분석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UGC 미디어의 위상과 경
쟁 상황을 이해하고 기존 미디어와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관
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00.
미디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정량분석, 미디어 이용조사, 적소분석, 이용과
충족이론, 시간 재할당이론, 가격 탄력성조사 등을 통해 내린 주요한 결론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미디어는 과거 미디어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라디오를 TV가 대체했고(Mendelsohn, 1964) 지상파TV와 케이블TV(Sparkes,
1983), 그리고 인터넷 뉴스와 전통 인쇄뉴스의 관계가 그러했다(Deleersnyder,
Geyskens, Gielens & Dekimpe, 2002; Athey, Calvano & Gans, 2013).

Napoli (2012), 260페이지. 나폴리는 “콘텐츠 판매시장과 수용자 판매시장 측면에서 미디어 산
업의 독특한 경쟁 환경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소비와 프로그램 노출, 기술
사용의 측면에서 수용자의 행위적 패턴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99 Napoli(2012), 224-261페이지.
100 Berresford(1996). 버레스포드는 미디어 시장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비
자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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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새로 등장한 미디어가 기존에 사용하
던 미디어와 유사하다고 인지하거나 미디어 소비에 사용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면 수요에 있어서 대체성을 보여주었다(Deleersnyder et al., 2002).
뉴미디어의 사회적 확산과 채택현상을 설명해 주는 이론과 모델101가운데 적
소이론(niche theory)102과 이용과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을 이용한
디믹(Dimmick)은 전통 뉴스와 비교해 온라인 뉴스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했는
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도심지역 전화번호 211개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서 인터넷 뉴스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대체물이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 인터넷과 전통미디어는 만족도와 기회 측면에서 상당
히 높은 적소 중복을 보였고,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보다 이용자들의 많은 요
구를 만족시켰다(Dimmick, Chen & Li, 2004).
1935~1980년 사이의 미디어 산업을 연구한 결과, 한정된 광고를 두고 라디
오와 텔레비전의 경쟁을 확인했다(Dimmick & Rothenbuhler, 1984). 콘텐츠를 가
지고 시도한 적소분석으로는 미국 비디오시장에서 대형영화사와 소형영화사
사이의 프로그램 배분 경쟁을 다룬 연구(Hellman & Soramäki, 1994)가 있다.
한국의 사례를 적소분석에 적용한 경우는 SBS의 시장진입을 기점으로 지상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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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혁신저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TAM3), 뉴미디어 채택에 관한
통합모델(integrative adoption model of new media), 미디어 레퍼토리(media repertoire), 이용과 충
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적소이론(niche theory), 미디어 디바이드(media divides), 미
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등이 있다(박종구, 2013).
적소이론(niche theory)은 생태학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이다. 적소 폭(niche breadth)은 자원의 개
념인데 적소 폭이 넓다는 것은 자원이 많은 보편 매체, 반대는 특수 매체라는 의미다. TV 출
현 이전 영화는 특수 매체였으나, TV는 보편 매체였다. 적소중복(niche overlap)은 미디어가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를 의미한다. 적소 폭과 적소중복은 자원의 양과 경쟁자의 숫자
에 영향을 받는다(Dimmick & Rothenbuhl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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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TV 프로그램 편성표를 분석하여 적소 폭과 적소중복을 측정하여 보완과 대
체관계를 연구한 연구(남궁협, 1995), 소셜미디어 연구에 적용해 SNS가 기존
매스 미디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적소 폭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관계, 정
보추구, 정보공유, 자기표현, 자유로운 인맥 형성 등에서 기존 미디어를 대체
한다는 연구(허윤 & 이상우, 2012), 스마트폰의 적소 가운데 인터넷, 라디오,
신문, 게임기능이 커질수록 기존 미디어를 대체한다는 연구(김형지, 김정환 &
정세훈, 2013)가 있다.
적소분석과 이용자의 효용 분석을 통해 신구 미디어 간의 대체와 보완 관계
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만족도가 비슷하다면 기존 미디어를 새로운 미디어
가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용이 주는 주관적 측면 때문에 측정된 결과
치의 실제화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웹과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정서적, 인지적 차원에서 인터넷 웹이 좀 더 넓은 적
소 폭을 드러냈는데, 이 경우 소비자의 심리적 선택이 보다 큰 만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Randle, 2003). 특정 미디
어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만족도를 얻기 위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 심리적인 과정을 통한 주관적 평가라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며 미디어 소비에 사용하는 소비자의 제한된
자원(시간과 돈)이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연구도 있다. 시간이 없
는 이용자는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성향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된다(Deleersnyd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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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대체 가설과 이를 보완, 발전시킨 시간 재할당 가설 103 은 새로운 미
디어의 사용시간에 기존 미디어 외에도 다른 생활영역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보여준다. 시간 재할당 가설 연구는 기존 미디어 대체 가설 대신 시간 재
할당 가설을 사용해 미디어 간의 사용관계를 검증하고 대체·보완관계를 파악
해 미디어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재현, 2005).
미디어간 대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탄력성을 이용하는 연구도 널리 행
해진다. 슬로바키아의 6,446 가구를 대상으로 믹스트 로짓 모델(mix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인터넷 접속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브로드밴드
기술(DSL,

케이블

모뎀,

유리섬유, WiFi,

무선통신)

가운데

DSL(Digital

Subscriber Line)만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유선망 기술과
무선망 기술은 비슷한 가격탄력성을 보여 시장획정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
다. 슬로바키아에서 인터넷 접속 수요는 가격에 매우 민감했으며, 도심과 농촌
의 경우가 달랐다. 각 기술 별로 가격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쟁적 시장에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Grzybowski, Nitsche, Verboven & Wiethaus, 2014). 이러한 발견은 경쟁정책과 가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2000~2001년 미국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결과는 교차가격탄력성
을 통해 한 가정에 들어가는 두 번째 유선 통신망과 무선서비스는 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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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앞에서 미디어 소비자는 시
간 한도 내에서 새로운 미디어 조합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자료 분석
결과 인터넷의 이용은 기존 미디어의 사용 시간 감축 외에 다른 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사이의 대체 보완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 재할당 가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재현(2005)의 연구가 대표적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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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체관계의 확인은 유선네트워크를
분할하고, 유무선 통신망의 수직적 분할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미국 통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
던 지방 유선망 서비스업자의 영향력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선 통신 서비스
업자가 제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odini, Ward & Woroch, 2003).
무선 통신서비스는 당초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 고급사양 때문에 유선 통
신의 대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가격이 저렴해지
는 등 대중화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대체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다(Ahn & Lee, 1999;
Hausman, 1999a; Hausman, 1999b; Eisner & Waldon, 2001).
반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사이의 보완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Forman, Ghose & Goldfarb, 2009). 하나의 미디어 이용이 다른 미디어 이용
을 위한 샘플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보완 관계의 대표적 사례가 된
다.

모바일 앱을 통해 뉴스의 대강을 파악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 본

격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거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이용이 간편한 미
디어를 통해 먼저 파악한 뒤,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정식 구입하는 ‘샘플링
효과’(Liebowitz, 1985)가 그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보완 관계다(Avery, Steenburgh,
Deighton & Caravella, 2012).
기술이나 미디어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보완관계가 형성되는데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한 유사 패널분석(pseudo-panel analysis)
을 통해 모바일 뉴스 앱이 모바일 뉴스 웹사이트와 보완관계를 형성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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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있다(Xu, Forman, Kim & Van Ittersum, 2014). 전국을 커버하는 주요 미디어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뉴스 앱이 모바일 뉴스 웹사이트를 대체하지 않고 오
히려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은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웹 사이트를 통한 본격적인 소비에 앞서 샘플링 효과를 주었다는 앞선
가설을 입증한 것이다. 광고주나 미디어 경영자 그리고 정책 당국자에게는 광
고 배분이나 정책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미디어 믹스 전략수립에 참고가 된다.
이 밖에도 1999년 2월 미국 성인 428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매체
소비행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신문을 많이 읽고, 텔
레비전의 시청 빈도는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의 보급이
기존 매체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인터넷과 신문의 보완적 관계를 시사했다(강미은, 2000). 인터넷 이용 시간의
증가는 TV 시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단방향성인 TV의 단
점을 보완해 준다는 연구결과로 이어졌다(이광훈, 2009).
이후 미디어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의 혁신과
UGC 미디어 등 각종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된
다. 단순 인터넷이 아니라 SNS, 동영상 서비스, N스크린까지 등장해 미디어 시
장의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장 초기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가 연구
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케이블TV가 등장하면서 104 지상파TV와 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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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1994년, 케이블TV 서비스가 1995년 시작되어 미국과 역전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주제 선정도 반대 순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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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인터넷 사이의 경쟁과 대체가 이용자의 효용을 어떻게 충족시키는
지 분석한 연구도 나왔다. 2005년 7월 13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629명을 대상
으로 미디어 이용 동기를 정보습득, 오락/휴식, 충족/기회의 세 차원으로 나누
어 물어보고, 답변을 대상으로 적소 폭과 적소 중복, 경쟁우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터넷이 전 분야에서 이용자들을 가장 많이 만족시키고 있으며 케이블
TV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지상파TV는 정보습득에서만 인터넷
과 유사했다. 또한 중복 정도를 보면 지상파TV와 케이블TV가 치열하게 경쟁
하고, 인터넷은 경쟁 중복 정도가 낮았다. 적소 중복 차원에서 보면 시공간적
접근성과 선택성이라는 편의성에 있어서 세 매체가 중복돼, 인터넷에 의해 기
존 미디어가 대체된다면 그것은 정보습득이나 오락/휴식보다는 얼마나 편리하
게 얻을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재민, 이화진 & 김영주,
2005).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N스크린의 사용이 홈TV시청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1월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인 티빙 이
용자 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N스크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홈TV의
시청량이 36.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N스크린이 홈TV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윤 & 이상우, 2012).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프로빗(probit model) 모델로 추정한 결과, 홈TV 이용 시간과 TV보유
여부, 유료방송가입 여부는 N스크린 방송서비스의 이용 확률과 부(-)의 관계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N스크린 방송서비스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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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TV 또는 유료방송서비스와 대체 관계를, 노트북 PC나 스마트폰과 보완관계
를 보여주어 홈TV의 대안으로 TV이외의 디바이스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이광훈, 2014).
2007년 이후 스마트폰의 확산은 디바이스 사용 변화에 대한 연구를 불러왔
다. 미디어 대체 가설을 이용한 연구 105 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라디오,
신문, 게임의 기능 이용이 증가하면 해당 미디어의 이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지 등, 2013). 또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서베이 결과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 있어 스마트폰은 가정TV를 대체하고 있으
며, 스마트폰의 UGC 콘텐츠 서비스와 VOD서비스 역시 TV를 통한 실시간 방
송프로그램 시청을 감소시키고 있어 대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년 SNS와 기존 미디어 사이의 보완, 대체 관계를 2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증 분석한 결과, 기존 미디어에 비해 소셜 미디어는 사
회적 관계, 정보 추구, 정보 공유, 자기표현, 새로운 인맥 형성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에 비해 적소 폭이 높았으며, 휴식/재미나 시간 보내기, 정보 추구 항목
에서 기존 미디어의 경쟁적 매체로 분석되었다(허윤 & 이상우, 2012; 최민재,
2013).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SNS와 함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다.
2010~2014년 사이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106 결과를 바탕으로 로짓모델(logit
model)로 분석한 결과,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자 특성은 여성, 저연령, 고학력,

만 19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2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0년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국내 가구와 가구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미디어 기기 보유, 서비스 이용 실태, 이용 시간, 이용 행태를 알아보는 종단면조사.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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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일수록 모바일 메신저 사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
과 모바일 메신저가 음성통화 및 문자서비스 사용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왔다(신우철 & 김용규, 2015).
지상파 등 TV 플랫폼의 주된 기능이 오락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NS
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와 오락이 기존 매체의 그것을 대체한다는 주장
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이용자) 중심인 UGC 미디어
의 개별 속성을 감안하면 기존 미디어의 오락 기능은 동영상 서비스가 대체하
고, 이용자들이 사회적 기능에 크게 의존하는 SNS는 사회적 관계와 정보 공
유, 자기 표현, 인맥 형성 등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
가운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이 대체관계라는 연구가 있다(이승
엽 & 이상우, 2013). 동영상 서비스에는 간단한 비디오 클립이나 이용자 제작
영상, 기존 매체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등이 혼재하며 이용자들은 자발적
으로 이들 내용을 업로드하고 서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기
존 연구처럼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 방송의 다양한 콘텐츠와 경쟁하는 대체 관
계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즐겨 업로드하거
나 시청하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따라 미디어를 달
리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 때문에 뉴스 프로그램
은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처럼 전문적 과정을 거쳐 제작된 콘텐츠를 선호할 것
으로 생각된다. 유료 VOD와도 동영상 서비스는 보완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동영상 서비스가 다중이 업로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는
있으나, 저작권법 등에 의해 영화 등은 전편을 올릴 수 없는 한계를 지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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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개방성이 강한 지상파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용량
확대와 함께 동영상 서비스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콘
텐츠를 가진 지상파TV에 비해 동영상 서비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TV 그
이상을 시청하는 메리트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가설은
귀무가설로 구성하였다.

H1; UGC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동시 사용의 상관
관계가 없다).
<표> 14 미디어 사용행태 기존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정재민, 이화진, 김영주
(2005)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사이의
경쟁과 대체관계

이광훈 (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012)
한윤, 이상우
(2012)
허윤, 이상우
(2012)
이승엽, 이상우
(2013)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관계

연구결론
VCR 과 케이블 TV 는 대체재, VCR 과
지상파 TV 는 보완재
케이블 TV 요금과 지상파 TV 숫자는
부(-)의 상관관계. 지상파 TV 가 5 개
넘으면 요금인하 효과 없음
부(-)의 교차탄력성, 보완재 관계
인쇄, 방송미디어를 대체재로 인식 광고
구매자의 지식수준에 비례
시골은 요금 인하효과 발생
시장지배력이 약한 도시는 영향 미미
극장 등 오락시설이 대체재
인터넷이 텔레비전 사용 감소시킴.
신문 이용은 증가
만족도는 인터넷 가장 높고 케이블
가장 낮음. 지상파와 케이블 적소중복이
높음
상호 보완관계

Levy & Pitsch (1985)

지상파 TV, VCR, 케이블 TV 관계

Owen & Wildman
(1992)

지상파 TV 와 케이블 TV 의 관계

Seldon & Jung (1993)

방송과 인쇄매체의 관계

Smith (1995)

광고주의 미디어 대체의식

N 스크린이 홈 TV 사용에 미친 영향

상호 대체적 관계

N 스크린이 홈 TV 사용에 미친 영향

상호 보완적 역할

SNS 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

경쟁적 관계

Crandall (1997)
강미은 (2000)

프랜차이즈 지역내 두번째
케이블 SO 가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등장 초기 인터넷이 신문,
방송을 대체하는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의 관계
스마트폰 확산이 기존 미디어에
미친 영향

대체관계

최민재 (2013)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행태

이광훈 (2014)

N 스크린 서비스와 지상파,
유료방송, 스마트폰의 관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라디오, 신문,
게임을 이용. 기존 디바이스 사용 감소
스마트폰이 TV 대체
UGC 및 VOD 서비스는 TV 대체.
N 스크린은 지상파나 유료방송과
대체관계, 스마트폰과는 보완관계

신우철, 김용규
(2015)

모바일 메신저와 기존 전화의 관계

음성통화 및 문자서비스 사용 대체

김형지 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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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및 방법론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
양한 플랫폼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멀티 플랫포밍(multi-platforming)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제약 때문에 방송, 통신, 신문이라는 한정
된 가치사슬에 머물러 있던 사업자들이 각자의 영역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경
쟁하는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종이와 브라운관으로 대별되
던 디바이스의 통합이 자리를 잡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방송, 통신, 신문
이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림> 6 미디어 가치사슬 구성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연구팀은 2015년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
을 기존 연구를 참고해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미디어 다이어리 형태와 멀티 레
이어드(layered) 방식을 적용한 설문 설계를 통해 미디어 산업 환경변화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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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사용행동 조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설문 설계에서는 실제 미
디어 사용에 대해 자기 스스로 기록해 면접원에게 제공하는 미디어 다이어리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자신의 인식과 달리 일상의 순간들을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미디어 사용하는 순간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설문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107.
본 연구는 2015년 8월 서울, 경기 신도시와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국민(만 20세 ~ 59세) 5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은 각 도시의 인
구통계 비례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갤럽 코리아에 의뢰해 1대1 직접 면접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표본(525개)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응답자수(%)

남성

259 (49%)

여성

266 (51%)

20대 이하

128 (24%)

30대

141 (27%)

40대

143 (27%)

50대 이상

113 (22%)

서울

225 (43%)

부산

78 (15%)

인천

63 (12%)

대구

56 (11%)

대전

37 (7%)

광주

23 (4%)

경기도

43 (8%)

200만원 미만

11 (2%)

200~299만원

52 (10%)

300~399만원

138 (26%)

Mitchell, Macklin & Paxman (2007).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미디어 사용이 개인 일상에서 즉흥
적이고 동시에 발생하며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기억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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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99만원

159 (30%)

500~699만원

139 (26%)

700만원 이상

26 (5%)

합계

525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디바이스(Device)의 세 가지 레이어
별로 매체 이용행태를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 및 방송서비스 사용 현황과 방
송 서비스에 사용하는 금액을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에서는 미디어 사용 장소와 시간, 응답해 준 시간에 사용한 미디
어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이용자들이 보여주는 미디어 사용행
동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생활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고 하루
24시간을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이용행태를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응답
자들이 20~59세 사이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중과 주말로 사용 환경을 나누어 질문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장소는 집안, 직장/학교, 공공장소, 이동중, 그 외 장소(실내), 그 외 장소(실외)
등 6가지였다. 응답자들은 각 장소에서 미디어 디바이스의 사용 여부와 사용
비중을 답하였다. 이 때의 미디어 디바이스는 종이, TV, 라디오, 스마트 디바이
스, 데스크탑과 노트북이었다. 미디어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다.

종이; 인쇄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TV; DMB 등을 제외한 설치형TV
라디오; 차량용, 휴대용, 탁상용 등의 설치용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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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스마트패드;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
스마트패드는 스마트폰보다 대화면 기기
데스크탑PC/노트북;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혹은 휴대가능 컴퓨터

TV의 경우 응답자가 이동 중이거나 그 외 장소 (실외)에 있다고 답한 경우
에는 응답지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좋아하는 영상 콘텐

츠 장르를 물었고, 영상 콘텐츠 시청경로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실제 지불액을
설문 문항에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질문지에 주요 시청 채널을 포함시켜 응답
자들이 시청한 채널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에서는 어떤 매체를 얼
마나 사용하는지를 물어 응답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를 추론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6 미디어 콘텐츠의 분류
세부내용

설명

텍스트

뉴스/기사, 소설 등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형태의 글

영상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 동영상 강의 등 모든 형태의 영상물

게임

모바일 게임(애니팡, 모두의 마블 등), PC 게임(스타크래프트 등) 등 모든 형태의
게임

음성 및 음향

음악, 어학학습, 라디오 방송 등 각종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및 자료

온라인금융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은행 및 증권업무

온라인쇼핑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
포털 서비스(네이버, 구글, 다음 등), 온라인 백과사전(위키피디아)등 온라인을
통해 위치, 교통, 생활, 상품, 지식 등 정보를 검색

정보검색

정보검색은 다른 행동(영상보기, 음악감상, 상품구매 등)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한
행동. 정보 검색 후 구매한 경우는 온라인 쇼핑행동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커뮤니티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카페(다음, 네이버 등) 등 온라인으로
정보 공유/소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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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미디어 사용 장소 분류
장소

정의

집 안(실내)

평상시 거주하는 장소(기숙사, 사택 등 포함)

직장/학교 등(실내)

주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하여, 일과를 보내는 장소(노인정, 문화센터 포함)

공공장소(실내)

버스터미널, 공항, 역, 병원 대기실과 같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일정
시간동안 대기하는 장소

이동 중(실외)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 등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상황

그 외 장소(실내)

음식점, 카페(커피전문점), 영화관, 백화점, 쇼핑몰 등 취미생활이나 휴식을
취하는 실내 장소

그 외 장소(실외)

공원, 야구장 등 취미생활이나 휴식을 취하는 실외 장소

<표> 18 미디어 매체(플랫폼)의 분류
세부내용

설명

뉴스(온라인/오프라인)

전문 보도 매체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틀
(종이신문, 시사 주간지, 시사 월간지, 신문사 홈페이지 등. 신문사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기사를 읽는 행동만 해당되며,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접속한 경우는 제외)

잡지, 책 등 인쇄물

출판사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틀

TV 방영 채널

방송국에서 편성되어 TV를 틀었을 때 나오는 모든 실시간 방송 채널

N스크린 서비스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 기기에 관계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pooq,TVing, 크롬캐스트 등)

방송사업자 제공
VOD(다시 보기)

셋톱박스 기반 또는 방송사 웹사이트를 통한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IPTV, 위성방송 VOD, 방송사 웹사이트의 다시 보기 서비스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
(유튜브,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포털 사이트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곳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의 사회적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싸이월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상에서 각종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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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MVP 분석 독립변수 설명
설명변수

변수에 대한 설명

대안상수

대안상수

성별

남자 1, 여자 0

나이

응답자 연령

거주지

수도권 1, 기타 0

IPTV 구독

유료가입 1, 케이블TV 0

채널선호도
(보도/다큐/경제/드라마/예능)
주시청채널
(공중파/종편/보도채널)

각 채널선호도 5점 척도
각 채널이 주시청 채널 1, 아니면 0

가족수

가족수

노인가구(60세)

노인가족 1, 없으면 0

직업(자영업, 노동자, 사무직, 전문직, 주부)

각 직업 1, 아니면 0

소득

소득

신문구독

종이신문 구독 1, 미 구독 0

이번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등 이용자
들의 다중 선택이 가져올 확률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다변량 프로빗
(Multivariate Probit, MVP) 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108. 응답자는 어떤 플랫폼을 통
해 방송을 볼 것인지,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것인지 등 각 범주에서 독립적으로 선호하는 대안을 다중 선택할 수 있고 이
는 응답자가 별도로 대답한 응답자의 개인 정보(성별, 나이, IPTV 가입 여부,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와 비교 분석된다. 다변량 프로빗 분석모형은 소비자의

108

다변량 프로빗 분석모형의 전개는 고대영, 이종수 & 김태유(2006), 김태유, 최재영 & 이종수
(2007), 김창섭, 신정우, 이미숙 & 이종수(2009), 장진용(2009) 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Koop(2003), Edwards & Allenby(2003)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MVP 모형은 로짓(logit)모형이
갖는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의 제약에서 벗어나 선택 대안 간의 풍부한 보완
및 대체관계를 나타내 주는 장점이 있다(장진용, 2009, 25-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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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선호를 통해 각 대안의 효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각 대안의 효용
(utility)을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안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ASC)
와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교란항(stochastic

term)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을 가정한다(이종수, 2009).
각 대안들의 교란항은 프로빗의 기본가정에 따라 대안 간의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특성을 완화한다. 분석 결과는 상관관계 행렬(covariance
matrix)로 표시되는데 이의 해석은 범주 내에 놓여진 각 대안들이 소비자에 의
해 동시 선택될 가능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장진용, 2009).
소비자 i 가 재화 j 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을 확정적인 부분
(deterministic part)과 확률적인 부분(random part)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𝑦ⅈ𝑗

′

= 𝛼𝑗 + ∑𝑘 𝛽𝑗𝑘 𝑋𝑗𝑘 + 𝜀ⅈ𝑗

(1)

1, 𝑖𝑓 𝑈ⅈ𝑗 > 0
0, 𝑖𝑓 𝑈ⅈ𝑗 ≤ 0

(2)

yij = {

𝛼𝑗 는 대안상수(ASC)로서 대안이 제공하는 평균 효용이다.
𝜀ⅈ 는 교란항으로 효용의 확률적인 부분이다. 교 란 항 은 평 균 이 0이고,
상관관계 행렬(covariance matrix)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𝜀ⅈ ~𝑀𝑁𝑉[0,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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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항 𝜀ⅈ (𝜀ⅈ = {𝜀ⅈ1 , 𝜀ⅈ2 , ⋯ , 𝜀ⅈ𝐽 })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ϕ(𝜀ⅈ ) =

1 ′

1
(2𝜋)𝐽⁄2 ⌊Σ⌋

1/2

𝑒 −2𝜀𝑖

−1

Σ

𝜀𝑖

(3)

MVP 모형은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가정하고, 소비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계산하는데, 관측 가능한 값은 효용이 0보다 클 경우
선택할 때 𝑦ⅈ𝑗 = 1 이고, 선택하지 않을 때 𝑦ⅈ𝑗 = 0 이다.
선택 확률은 지시함수(I(∙), indicator function)의 적분형태로 나타난다.

𝑃𝑛ⅈ = Pr(𝑈𝑛ⅈ > 0) = ∫ 𝐼 (𝑉𝑛ⅈ + 𝜀𝑛ⅈ > 0)𝜙(𝜀𝑛 )𝑑𝜀𝑛

(4)

우도함수는 다중적분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𝑦ⅈ |𝛽, Σ) = ∫𝑆 ⋯ ∫𝑆 𝜙𝐽 (𝜀1 , ⋯ , 𝜀𝐽 |0, Σ) 𝑑𝜀1 , ⋯ , 𝑑𝜀𝐽 ,
𝐽

1

where 𝑦ⅈ = {𝑦ⅈ1 , 𝑦ⅈ2 , ⋯ , 𝑦ⅈ𝐽 }

(5)

하지만 이런 우도함수는 다중적분을 하는데 대안이 3개를 넘어가면 계산이
복잡해 실용성이 없어지므로 이를 추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에 대한 가정과 우도함수에 대한 사후분포를 활용한 베이지안
방법(bayesian method)을 이용하였다(Edwards & Allenby, 2003).
베이지안 방법(bayesian method)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사전적(prior)

88

분포를 임의로 가정하고, 해당 모수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구현될 확률인 우도
함수를 사전적 분포와 곱하여 사후적 분포(posterior)를 만드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𝜃|𝑦) ∝ 𝑃(𝑦|𝜃) 𝑃(𝜃)
Posterior ∝ Likelihood × Prior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가 데이터 y를 통해 다시 만들어져 모수가 새로 생성되
기에 이를 베이지안 업데이트(bayesian update) 라고 한다(Koop, 2003).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 N명이 있고 여기에 J개의 대안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
의 기본적인 효용모형은 다음과 같다(McCulloch & Rossi, 1994).

𝑦ⅈ∗ = 𝑋ⅈ 𝛽 + 𝜀ⅈ , 𝜀ⅈ ~𝑁(0𝐽 , Σ),

where i = 1, ⋯ , N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는 β, Σ인데, 이 두 모수의 결합을 통
해 𝑦ⅈ∗ 를 얻을 수 있다

∗
∗
∗
∗
𝑦ⅈ∗ = {𝑦ⅈ1
, 𝑦ⅈ2
, 𝑦ⅈ3
·········· 𝑦ⅈ𝑗
}

실제 관측되는 값 𝑦ⅈ 는 응답자의 선택에 의한 바이너리 값(0 또는 1)을 가지
고, 𝑦ⅈ∗ 는 특정 대안에 대한 잠재효용(latent utility) 으로서 실제 관측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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𝑦ⅈ = {𝑦ⅈ1 , 𝑦ⅈ2 , 𝑦ⅈ3 ············ 𝑦ⅈ𝑗 }
베이지안 방법에 따른 사전분포, 우도함수, 사후분포는 다음과 같다.

−1

−1

사전분포; P (β, Σ ) = 𝑃(𝛽)𝑃(Σ )
우도함수; L(β, Σ) = 𝑃(𝑦|𝛽, Σ)
−1

사후분포; P (𝛽, Σ |𝑦)

이 때의 β, Σ는 각각 정규분포와 위샤트(wishart) 분포로 가정한다.

β ~ N(𝛽, 𝑉)
Σ

−1

~ Wishart (ν, H)

이에 따라 N 명에 대해 적용한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L(β, Σ) =

𝑚𝑁
2

= (2𝜋)−

|Σ|
𝑁
2

−

|Σ|

1
2

−

𝑚

−
∏𝑁
ⅈ=1(2𝜋) 2

−1

1

exp [− 2 (𝑦ⅈ∗ − 𝑋𝛽)′ Σ
1

−1

∗
′ Σ
exp [− 2 ∑𝑁
ⅈ=1(𝑦ⅈ − 𝑋𝛽)

(𝑦ⅈ∗ − 𝑋𝛽)]

(𝑦ⅈ∗ − 𝑋𝛽)]

사후분포는 베이즈 법칙(Bayes’ rule)에 따라 두 항의 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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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P (𝛽, Σ |𝑦) ∝ P (𝛽, Σ ) 𝐿(𝛽, Σ) = 𝑃(𝛽)𝑃 (Σ

) 𝐿(𝛽, Σ)

위 식은 다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1

P (𝛽, Σ |𝑦) ∝ P (𝛽, Σ

) 𝐿(𝛽, Σ)

1
1
−
2 exp [− (𝛽

1

= (2𝜋)−2 |𝑉|

2

− 𝛽)′ 𝑉 −1 (𝛽 − 𝛽)]
: β ~ N (𝛽, 𝑉) (사전분포 1)

𝑣−𝑚−1
2

−1 −

× |Σ |
× 2𝜋

𝑚𝑁
−
2

|Σ|

−

1

−1

𝑒𝑡𝑟 [− 2 Σ
𝑁
2

𝐻]

−1

:Σ ~ Wishart
−1

1

∗
′ Σ
exp [− 2 ∑𝑁
ⅈ=1(𝑦ⅈ − 𝑋𝛽)

(ν, H) ∶ (사전분포 2)

(𝑦ⅈ∗ − 𝑋𝛽)] :(우도함수)

위의 식이 복잡하여 수식으로 직접 풀기 어렵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MCMC는 모수를 반복 추출하는 기법으로, 조건부 분포인 연쇄사슬에서 결
합분포를 구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을 이용
하였다109.

3.4 결과
설문 조사 결과 플랫폼별 사용 콘텐츠 유형을 살펴보면 영상 콘텐츠는 주로
기존 미디어(TV 방영채널)와 이를 재생, 공급하는 N스크린서비스, VOD, 그리

109

깁스 샘플링에 대한 설명은 장진용(2009), 37-39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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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UGC 미디어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이용되었다. 포털이나 SNS, 커뮤니티 사
이트 같은 UGC 미디어에서는 30%대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핑이
나 금융, 커뮤니티, 정보검색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영역에서는 UGC 미디어
가 예상대로 독보적인 활용도를 나타냈다. 이용자들의 동시 사용행태를 살펴
본 결과, UGC 미디어 이용자들은 영상 콘텐츠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빈도가 보도나 다큐멘터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들은 예능 프로그램과 동시 선택 경향을 보였고,
포털 서비스 이용자들은 예능 프로그램은 동시에 이용했지만, 경제 프로그램
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SNS 이용자들도 다른 UGC 이
용자들처럼 예능 프로그램과 함께 드라마를 함께 이용했다. 반면 기존 미디어
인 지상파TV 실시간 방영채널 이용자들은 드라마와 함께 동시 사용하는 행동
을 유의미하게 보였다. 이는 나이가 적은 응답자들이 SNS, 포털 서비스, 동영
상 서비스, VOD를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에 비춰볼 때 젊은이들이 UGC 미디
어 플랫폼을 통해 예능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 반면, 나이가 있는 이용자들
은 지상파TV를 통해 드라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분석에서도 공중파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지상파TV 실시간 방영채널을 동시
선택한 반면, SNS나 VOD는 함께 선택하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을 선택한 이
용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함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편성채널을 주
로 시청하고 예능 프로그램 등 추가 필요한 지상파TV의 주요 프로그램은 동
영상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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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플랫폼 별 사용 콘텐츠 유형 비율(명)
텍스트
뉴스
(448)
인쇄물
(227)
TV
방영채널
(535)
N
스크린
(22)
VOD
(208)
동영상
서비스
(244)
포털
(493)
SNS
(347)
커뮤니티
(60)

270
(60%)
221
(97%)

2
(9%)

192
(39%)
145
(42%)
27
(45%)

영상

음성

게임

정보검색

커뮤니티

온라인
금융

온라인
쇼핑

275
(61%)
14
(6%)

112
(25%)
4
(2%)

530
(99%)

242
(45%)

19
(91%)

4
(18%)

200
(97%)

89
(43%)

8
(4%)

240(98%)

77
(32%)

4
(2%)

169
(34%)
122
(35%)
22
(37%)

62
(13%)
38
(11%)
3
(5%)

24
(5%)
1
(5%)

49
(10%)
22
(6%)
6
(10%)

1
(5%)

355
(72%)
112
(32%)
23
(38%)

3
(14%)

65
(13%)
178
(51%)
32
(53%)

26
(5%)
3
(1%)

65
(13%)
14
(4%)
8
(13%)

미디어 기기로 종이를 응답한 사람들은 보도 전문매체가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 방송국에서 편성되어 TV수상기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채널,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
완관계, 즉 함께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TV수상기를 미디어 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나 SNS 플랫폼을 함께 선
택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동영상 서비스나 SNS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서비스된다는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 MVP 분석결과
플랫폼
뉴스매체
대안상수
성별(남)
나이

0.393
0.375**
0.001

TV방영채널
0.037
0.08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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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0.059
0.047
-0.016*

동영상
서비스
-0.270
0.060
-0.037**

포탈

SNS

0.186
0.124
-0.060**

0.542
-0.080
-0.097**

보도
다큐
경제
드라마

-0.491
-0.304
0.210*
-0.078
0.146*
0.079

-0.147
0.344
0.099
0.008
-0.017
0.093**

예능

-0.066

0.041

-0.491
-0.032
-0.562
0.199

0.450**
-0.079
-0.012
0.196

수도권거주
IPTV 구독

프로그램선호

공중파
종편
보도채널
신문구독

-0.091
1.769**
-0.097
-0.041
0.029
0.087

1.097**
-0.434
-0.176
-0.360
0.043
0.045

1.181**
0.694*
0.082
0.123
-0.109*
0.024

0.071

0.344**

0.258**

-0.562*
-0.177
-0.489*
0.299*

0.123
0.542*
0.204
0.148

-0.344
0.156
-0.072
0.094

0.071
0.444
-0.045
0.020
0.032
0.076*
0.211**
-0.510*
0.022
-0.295
0.187

(유의도 * p<0.05, ** p<0.01)

라디오 기기를 선택한 이용자들은 뉴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고, TV 실시
간 방송프로그램(지상파TV 채널)이나 동영상 서비스, SNS는 함께 선택하지 않
는 경향이 높아 대체관계를 보여줬다. 라디오는 아직까지 뉴스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고, 올드미디어인 지상파TV와 뉴미디어인 동영상 서비스, SNS 양
쪽에서 공략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는 VOD, 동영상 서비스, 포털 서비스, SNS와 함께
선택되는 경향이 많아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이들 플랫폼의 소비에 스마트폰
이나 스마트패드가 사용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는
콘텐츠에 소비자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미디어기기로 동영상 서비스의 유포
나 포털 서비스의 댓글기능, 각종 SNS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는 미디어 기기로서 TV수상기나 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대체관계를
보였으며, 동영상, 포털 서비스, SNS 같이 플랫폼 이용자가 단순 검색이나 시
청 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프로슈머(prosumer)
역할을 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C는 뉴스, 인쇄물, 종이, 라디오처럼 콘텐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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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단으로 함께 선택되는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의미하는 VOD 서비스는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으로 조사결과 미디어 기기 가운데는 라디오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플랫폼은 동영상 서비스, 포털 서비스, SNS 플랫폼과 함께 선택
되는 경향이 많았고, 미디어 기기 가운데는 스마트폰과 함께 선택되는 경향이
많아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VOD는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다
시보기인 관계로 PC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포털 서비스는 라디오와 함께 선택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대체관
계), 플랫폼 가운데는 VOD, 동영상 서비스, SNS와, 디바이스 가운데는 스마트
폰 및 PC와 함께 선택되는 경향이 높아 보완관계를 보였다.

<표> 22 MVP 분석 공분산 행렬
플랫폼
뉴스매체

기기

동영상
서비스

포털
서비스

TV
채널

VOD

(0.603**)

0.000

0.156*

0.000

0.000

1.000

0.000

(0.633**)

0.000

1.000

0.411**

1.000

SNS

스마트폰

TV

PC

0.234*

0.243**

0.299**

0.000

0.289*

0.403*

0.407**

0.000

0.000

0.000

0.260*

0.236**

0.000

0.228**

0.220*

0.316**

0.000

1.000

0.000

0.280**

0.528**

0.000

1.000

0.264**

0.186*

0.000

1.000

0.000

0.757**

1.000

0.678**

뉴스
매체
TV 채널

플
랫

VOD

폼

동영상
서비스

1.000

포털
서비스
SNS
스마트폰

기
기

TV

1.000

PC

(유의도 ***p< 0.01, ** p< 0.05, *p< 0.1, 괄호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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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TV수상기와 함께 선택되지 않아 대체관계를, 인쇄물, VOD, 동영상,
포털 서비스 같은 플랫폼 및 종이, 스마트기기 및 PC 같은 디바이스와 보완관
계를 나타냈다.
분석은 총 12개의 대안에 대해 실시하였고, 설명변수로는 대안특성상수(ASC)
만을 이용하였다.

3.5 소결론
미디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결과, UGC 미디어 가운데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TV 프로그램과 대체 관계를 형성하며 TV가 가진 휴식과 오락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오락과 휴식
기능을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보완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영상 미디어 가운데 뉴
스프로그램과 보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소비자들이 동영상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지만 신뢰성이 필요한 뉴스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용자들
이 제작한 콘텐츠(UCC)보다는 훈련되고 전문적인 기자들이 제작한 전문가 제
작 콘텐츠(PGC)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대로 동영상 서비
스는 지상파TV 프로그램의 속성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관계를
형성하였다. 동영상은 동시에 유료 시청만 허용하는 VOD서비스와는 보완 관
계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유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보
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이 플랫폼 간의 대체 및 보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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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과 디바이스보다는 콘텐츠의 특성
이 이용자들에게 더 큰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영상 서비스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기존 방송을 대체했고,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
는 보도 프로그램이나 저작권이 작동하고 있는 VOD 방영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젊은 UGC 미디어 이용자들은 100%
가까이 영상 콘텐츠만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나 정보검색, 네트워킹,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이용하는 SNS,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저작권이 필요 없
어진 지상파TV 제공의 예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반복 시청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동일 콘텐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플랫
폼이나 디바이스를 상관하지 않고 편리할 대로 대체하고, 콘텐츠의 특성이 다
를 경우에는 플랫폼간 혹은 디바이스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연구가설 H1은 기각되었다(이승엽 & 이상우, 2013). 이는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혁신에 의해 기존 미디어의 그것보다 편의성이 강화된 UGC 미디
어의 강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 획정을 위해 개별적인 미디어의 이용을 묻는 대신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내에서 이용자의 선택
을 조사했다. 따라서 전체 미디어가 포함되지 않고, 플랫폼 중심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행태의 세부 묘사에는 한계를 가진다. 일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SNS, 동영상 서비스 이외의 커뮤니티, 댓글 등 UGC
미디어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했고,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게 분석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응답자의 24시간 정보 가운데 미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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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간만 있어 이것 만으로 미디어 대체성을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만약
다른 활동 시간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면 기타 활동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
의 증감을 비교해 미디어 대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체 신뢰도 조사가 SNS에만 이뤄져 다른 UGC 미디어, 특히 최근 선정적이
고 유해한 콘텐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1인 방송(동영상 서
비스)에 대한 신뢰도 조사나 기존 미디어에 대한 것도 누락되어 아쉽다. 정보
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미디어 다이어리)와 같은 시계열 분석
이 이뤄지기 어려운 근원적인 한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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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와 시청률 상관관계 분석
앞 장에서는 미디어 산업에서 UGC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구체
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는 미디어 규제에서 내용 규제의 핵심이 되
는 유해 콘텐츠가 TV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미 UGC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유해 콘텐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 TV 시청자들이 유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면 UGC 생산자들은 시청자들의 요청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유해 콘텐츠 양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규제의 대상도 시청자들의 이용
행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0 . 반면 유해한 콘텐츠가 이용
자(시청자)들의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추가적
인 연구는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정책 구상에 반
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이후 논의할 UGC 미디어 정책에 있어 규제 변수와 규제 방
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기반이 될 것이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규
제 가운데 사용자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중인데 기존
미디어에 적용하였던 규제의 틀 가운데 UGC 미디어에도 적용해야 할 부분을
가려내 그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이 장의 목적이다.

110

세계 최대의 UGC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지난 4월 모바일 개인방송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트위터, IBM(유스트림), 아프리카TV, 네이버 등과 경쟁을 시작했다. 유튜브도 스트리밍TV 서
비스와 개인방송을 추진하는 등 UGC 미디어는 텍스트에서 영상, 사진에 이어 개인방송으로
그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eMarketer는 2014년 세계 동영상 광고시장 규모를 58억달
러(약 6조6,000억원, 전년 대비 52% 성장)로, 2018년에는 128억달러(14조6,000억원)로 전망했
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이다스(20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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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론
미디어 정책에는 소유와 겸영의 문제, 신규 진입 허가, 공정경쟁, 이용자 권
익보호 같은 제도적 측면과 프로그램 편성, 내용 심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내
용 규제 측면이 있다 111 . 특히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방송 미디어의 경우 제도
적, 내용 규제적 측면 양측에서 정책의 집중 대상이다. 특히 내용 규제는 미디
어 제작자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전 규제에 해당하는 프로그
램 편성 규제와 달리 내용 심의는 사후 규제로 프로그램이 소비자(시청자)에
게 도달한 후 심의 기준 위반여부를 심사해 부과하는 제재로 규제 강도가 방
송중지, 징계 등에서 주의촉구까지 다양하다. 반면 프로그램 제작자의 입장에
서는 실수나 돌발적인 상황 등 의도하지 않은 심의 기준 위반과 함께 시청률
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심의 기준 위반도 있을 수 있어 정책을 집행
하는 입장에서는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
가 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는 현실적으로
알아내기 어렵지만, 심의 기준 위반이 결과적으로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는
지 여부는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기준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서 청소년이나 성인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TV 프로그램 제작자
외에 UGC 제작자에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숫자에 사
활적인 이해가 달린 UGC 미디어에서는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비율
을 높이려는 시도가 빈번해 질 것이고 이는 향후 UGC 미디어 규제 방향의

111

김재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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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시청률 조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외에도 영화, 음악, 인터넷 콘텐츠 등
미디어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야에
서 특히 활발하다. TV 산업에서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매출, 특히 광고 시간의
판매 가격에 있어 주요한 결정 요인인데, 광고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청률
을 보다 정확히 예측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다(Danaher, Dagger &
Smith, 2011).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
구에서 출발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출현과 그 가운데서 UGC 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은 UGC 미디어에 대
한 정책 수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지상파
TV와 케이블TV가 방영한 프로그램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
를 벌인 47개 지상파 및 유료 방송 채널 가운데 제재를 받은 281개 프로그램
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32개 채널(지방 방송 제외) 176개프로그램
과 시청률의 상관관계를 정량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다.

4.2 문헌연구 및 연구가설
미디어 산업에서 지상파TV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매체 시대를 맞아도 여전
하다. 지상파TV의 경제성과 영향력은 시청률과 직결되며, 시청률은 광고시간
판매 조건을 결정한다. 반면 시청률과 그 원인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산업
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었다.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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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경제통계학적 요인과 홍보 프로그램의 역할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경제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해 온 시청률 추정 기법은 신뢰나 검증이 어려운
수준이었고 분석 대상에 있어서도 산업의 수요나 다채널 환경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Danaher et al., 2011).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찾아내고 이를 통한 예측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자들
(Danaher et al., 2011)은 2004~2008년 70개 채널 5,000여개 프로그램의 시청률 데
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8가지 시청률 예측 모형을 적용해 그 결과
를 가지고 예측 모델의 유효성(validity)을 측정하였다. 시청률 예측은 그 자체
가 많은 변수들이 필요해 경제통계학적 모델의 단순 적용이 어렵고, 분석 대
상 프로그램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많아 시계열 분석도 시도하기 힘들다.
예측 모형을 가동할 때는 휴일 여부, 계절, 요일, 하루 중 시간대, 연중 흐름
같은 외인성 공변량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로그램 장르와 앞서 방영된
프로그램(lead-in)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하며, 총 시청자와 채널 점유율을 분리
해서 추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연구결과(Nikolopoulos, Goodwin, Patelis
& Assimakopoulos, 2007)의 주장처럼 MAD(Mean Absolute Deviation)를 예측 정확
도 측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선형회귀모형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
다. BMA(Bayesian Model Averaging with Random Effect)는 시청률 예측에 있어 선
형회귀모형 다음으로 정확했다. 분석 대상인 기존연구들은 시청률(ratings)이나
TV 이용자× 채널 점유율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예측 기간도 1~6개월로, 예
측 방식도 역사적 방식 등 8가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변수로는 계절 요인
과 함께 요일별, 시간대, 월별 요인과 채널 점유율, 프로그램 타입(장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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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사 대상 프로그램의 앞에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향(lead-in)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디어 정책이 주목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변수로 사
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시청률이 계절성을 가지며 시간대별(오후 8시가 최다 시청)이나 요일별로
프라임 타임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연구(Gensch & Shaman, 1980), 시청률 대신
총TV시청자× 채널 점유율을 대안으로 사용하면 채널점유율이 총TV시청자보
다 중요하다는 연구(Henry & Rinne, 1984), 앞선 프로그램(lead-in)이 시청률에 미
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Goodhart, Ehrenberg & Collins, 1975; Henry & Rinne, 1984;
Ehrenberg & Wakshlag, 1987; Napoli, 2012), 드라마, 코미디 등 프로그램 타입(장르)
의 영향을 다룬 연구(Henry & Rinne, 1984; Rust & Alpert, 1984) 가 기존 연구로
있다. 이 외에도 시청률을 찾아내는 단계별 접근 112 , 과거 데이터 이용 여부 113 ,
전문가 의견 114 , 시청률 전망 기간 115 , 정규 프로그램만 연구 대상으로 삼느냐
여부 116 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선형 회귀분석이 유용하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었고,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선행 프로

112

113

114

115

116

Webster & Wakshlag (1983)는 프로그램 선택이 TV를 켜고, 채널은 선택하는 두 단계로 이뤄
져 있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이는 시청률 예상을 총 시청자 곱하기 채널 점유율로 하는 기
반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시청률을 직접 예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장르와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다
(Cattin, Festa & Le Diberder, 1994; Van Meurs, 1994).
미국 광고회사 전문가 10명, 한국 회사 전문가 6명에게 물어본 전망을 토대로 한 연구
(Yoo & Kim, 2002). 그러나 유효성(validation) 검증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전 연구에서 시청률 예측 범위의 기간은 길어야 12주 정도였고, 대부분 연구가 몇 주
나 몇 일에 불과했으나 간혹 6개월을 예측한 것도 있었다(Katz, 2014).
특별한 휴일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한 기간, 올림픽이나 오스카상 시상식 같은 행사기간을
제외하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한정해 시청률을 예측하였다(Gensch & Shaman, 1980; Henry &
Rinne, 1984; Yoo & Ki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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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시청률 분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홍보 영상(Promotional Advertisement, Promo)
의 역할도 분석대상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프로그램 성공의 50%는 홍보물에
달렸다’는 미국TV 업계의 속설을 반영하듯 미국 방송사들은 프라임 타임 1시
간당 4.5분을 홍보영상(promo)에 쓴다(Eastman, 2000). 연구자들은 시청률과 홍
보영상의 빈도는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Eastman &
Newton, 1999)117 . 홍보영상 분석에서는 폭력물이나 성적 표현물의 포함 여부와
표현 강도가 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섹스는 판매에 기여한다’는 미디어 산
업의 속설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강했기 때문이다(Reichert, 2003). 이런 믿음을
반영해 홍보영상에는 폭력물과 성적 표현물이 넘쳐 난다는 연구도 있다
(Walker, 2000). 그는 프라임 타임에 방송된 홍보영상 21.5%에서 성적 표현물을
관찰했고, 이는 전년보다 늘어난 것이었다. 홍보 영상의 23.4%가 성적 언어를
담고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Sapolsky, Tabarlet & Kaye, 1996). 홍보영상 내용에서
성적 표현물과 폭력물의 빈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많았던 것은 홍보영상의 성
과 폭력이 시청률을 높이는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 TV산업이 믿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윌리암스(Williams, 1989)로 그는 TV 프로그램의 홍보영상 에
나온 성적 표현물과 폭력물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섹스
어필이 시청률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성적 표현물의 양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118 .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는 소수에 그치고 대다수의 연구는 상

117

118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은 Walker (1993) 등의 연구로 이들은 홍보영상 빈도와 시청률의 상
관관계를 분석, 성공한 시리즈의 후속편이 아닌 이상 방송 횟수와 시청률은 상관관계가 없
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청률 상승의 원인이 폭력 때문인지, 성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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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들러 등(Shidler & Lowry, 1995)은 CBS가 동계올림픽 중계를 하던 1992년 2
월, ABC, NBC, Fox 등 다른 방송국들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올림픽 기간 19
일 동안 프라임 타임 56시간의 프로그램 68개와 홍보영상 423개의 내용을 분
석했다. ABC, NBC, Fox는 이 기간 동안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 1시간당 12.1회
의 성적 표현물을 방영했는데 이는 대형 행사가 없었던 1991년 가을(11.99)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또한 홍보영상에서의 성적 표현물은 5.04회
로 비교 대상 시기의 5.53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방송 프로그램
에서의 성적 표현물과 시청률 사이에는 중요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발생했으며, 방송국들은 속설과 달리 경쟁 방송국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대형 행사를 독점 중계하는 시기에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성적 표현물의 방
송을 늘리거나(예를 들어 Fox), 줄이는 등(예를 들어 NBC) 영향을 받지 않았
다고 밝혔다. 성적 표현물이나 폭력적 표현물이 시청률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연구로 인골드(Ingold, 1997)의 조사 결과 58%의 응답자가
성적 묘사가 프로그램을 보거나, 계속 보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답했고, 오히려 20%의 응답자는 성적 표현물의 시청이 불편함을 준다, 21%는
선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Ye & Zhou, 2007) 등의 연구도 텔레비전 쇼의 홍보 영상에 나온 성적 표현
물에 대한 대학생 147명의 반응 분석 결과, 시청 결정이나 프로그램을 남에게

물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때문이지 불분명하다. 둘째, 성과 폭력을 강조한 34개 프
로 그램의 두 번째 시청률 측정에서는 22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하락했다. Davies (2011),
379~3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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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데 성적 표현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홍보영상에 있어서 선
정성 효과를 분석하면서 선정성이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가설은 지
지하지만, 심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만이 홍보영상에 대한 인식이나 오락 가치
등 시청자의 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데이비스(Davies, 2011)는 2003년 2월 대형 행사가 있었을 때 ABC 등 6개 주
요 방송국의 프라임 타임 홍보영상 675개를 내용 분석해서 성적인 콘텐츠와
시청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음을 밝혔다. 정확하게는 보여지는 성적 표
현물은 시청률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
었다. 성적 표현물은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시청률을 예측하는 데에
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고 산업에서 성적 표현물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는 더더욱 불분명하다. 잡
지 표지에 선정적인 모델이 등장하면 구매자의 흥미는 끌지만 이것이 반드시
구매로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다(Reichert & Walker, 2006). 2007년 연구에서도 성
적 저작물이 관심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합적이라고 했다. 많은 연구들은 광고 효과 측면에서 성적 표현물, 심지어
누드 표현도 주변적인 역할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LaTour, Pitts & Snook-Luther,
1990; Severn, Belch & Belch, 1990; Grazer & Keesling, 1995; Simpson, Horton & Brown,
1996). 오히려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성적 메시지가 적당하게 섞
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Reichert, Heckler & Jackson, 2001). 상품에 따라 광
고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도 있었다 119 . 다른 연구들도 성적 콘텐츠는 특정 조

119

메시지의 내용이나 상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섹스 어필이 중요했다(Sherman &
Quester, 2006).

106

건 하에서만 구매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120.
이상의 연구들은 시청률 분석에 있어서 선형 회귀분석이 다른 모델에 비해
유효성(validity)이 높으며, 분석 대상 프로그램과 연속되어 있는 프로그램(leadin)은 시청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홍보영상처럼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의 빈도나 내용, 특히 성적 표현물이나 폭력물의 포함 여부는 시청률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방송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성적 표
현물이나 폭력물이 우리나라의 지상파TV와 케이블TV 콘텐츠의 시청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청
률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t-1회에서 폭력물이나 성적 표현 등 유해한 장면을
시청한 청소년과 성인이 그 영향으로 t회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정량
적으로 분석한다. t-1회차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선행 프로그램(leadin)과는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방송 문화가
다르고, 방송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일부 한국 드라마의 경우 전편의 극
단적인 상황설정이나 자극적인 소재는 사실상 시청자들에게 홍보영상과 동일
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편성이 월화, 수목, 토일 편성처럼 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선행 프로그램(lead-in)의 속성도 일부 갖고 있어 미국의
시청률 예측 연구와 우리의 시청률 예측 연구는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유해 콘텐츠와 시청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디어 사용자
행위 규제의 주 대상이 되는 청소년층과 유해 콘텐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120

Davi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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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변수로 하여 방심위 심의결과로 대리 되는 유해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
방영시점(t-1) 다음 회차(t)의 시청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H2; 유해 콘텐츠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청자의 연령과 상관관계 없다
(독립적이다).

4.3 데이터 및 방법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상파TV 및 유료채
널 121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
판 방송, 그 외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
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 어린이·청소년 보호, 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언어 등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공정성(9조), 객관성(14조), 사생활보호(19조),
명예훼손금지(20조), 윤리성(25조), 품위유지(27조), 성 표현(35조), 폭력 묘사(36
조), 수용 수준(44조)122, 광고효과의 제한(46조), 방송언어(51조) 등의 심의를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를 거쳐 내리는 방송 제재 조치의 내용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 책임자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이다. 그러나 심

121

122

수신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 상품(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 신중을 기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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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
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123.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7개 채널을
대상으로 총 281회의 심의 재제를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구
속력 있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사법
부를 제외할 경우, 행정기관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들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과 그 광고물을 대상
으로 주제(정서 및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
비속어), 공포, 약물(약물의 표현정도),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를 고려해 윤리
성과 공공성,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인격형성, 인
류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 등급을 결정
한다 124 . 이와 유사하게 방송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
복 지속적인 유해성 판단과 실효적인 조치,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해당 분야
에서 존재감과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125 .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방심위에
대한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유해성이라는 주관적이고 측정 난해한 개념
을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이용하였다.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참조. www.doopedia.co.kr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mrb.or.kr/guide/purpose.do
1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예산으로 삼아 내용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산운용은 국회의 감사를 받고, 위원 구성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순수
한 민간기구는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으로서
정부 공무원이 아닌 학자, 법률가, 시민운동가 등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독립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항).
1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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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보도 교양의 경우 KBC의 건강관리 캠페인이 12회의 징계로 단일 프
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고, 지상파 연예오락에서는 드라마의 징
계 건수가 단연 많았는데 MBC의 ‘압구정 백야’와 ‘내 딸, 금사월’이 각 22회,
17회의 징계를 받았다 126 . 이 밖에도 SBS의 ‘사랑만 할래’(12회), MBC ‘폭풍의
여자’, SBS ‘돌아온 황금복’(각 10회) 순이었다. 방송사 별로는 보도 교양 분야
에서는 KBC(14회) 127 , MBC(9회), JTV(8회) 순서로 징계를 받았다. 연예오락 분
야에서는 MBC가 97회로 제일 많았고, SBS(40회), KBS2(27회) 순서였다.
유료방송의 경우 보도 교양이 57개 프로그램에 218회의 징계를, 연예 오락
이 73개 프로그램이 251회의 징계를 받았다. 보도 교양의 경우 TV조선의 ‘장
성민의 시사 탱크’가 31회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어 MBN ‘천기누설’(13회), TV
조선 ‘이슈 해결 박대장’(7회), 채널A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7회), 채널 A
‘박정훈의 뉴스 TOP 10’(7회) 순서였다. 연예 오락의 경우 유료 방송의 특성상
동일한 콘텐츠로 서로 다른 방송국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SNL코리아’
로 스토리온과 tvN이 각 11회, 코미디TV가 2회의 징계를 받았고, ‘코미디 빅리
그’로 tvN이 11회, 스토리TV가 4회, 코미디TV가 3회 징계를 받았다. 유료 방
송사별 징계는 보도 교양의 경우 TV조선(75회), 채널A(47회), MBN(34회),
JTBC(12회) 순서였다. 연예 오락의 경우 tvN(79회), 스토리온(45회), XTM,
JTBC(각 23회), Mnet(17회), OCN(13회) 순서로 징계를 받았다.
시청률과 콘텐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방송분 가운데 지방

126
127

징계 횟수는 본방송과 재방송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다.
47개 방송사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제외된 지방 방송사는 JTV, KNN, KBC, OBS, JIBS, CJB, EBS
English, 리빙TV, 생활체육TV, 이벤트TV, 토마토TV, 푸른방송, 한방건강TV, 현대 HCN 등이
다. 스토리온은 OtvN으로 채널명이 변경되었다. 이들 15개를 제외한 32개 채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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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제외한 32개 채널, 211회의 징계를 분석, 윤리성(65회), 방송언어(27회),
객관성(22회), 폭력묘사(25회), 광고효과(28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의료행위 위반, 품위유지, 범죄묘사, 공정성, 정보전달, 자살
묘사, 지나친 성 표현, 양성평등 위반, 문화의 다양성 존중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각 2~10회 수준이어서 전체징계로 묶어 함께
살펴보았다. 개별 징계로는 수용수준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이는 다른
징계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다중 공선성(multi linearity)의 우려 때문에
배제했다.
분석에 사용한 시청률 데이터는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가 2015년 수
도권 가구 1,350세대(모집단 8,260,162가구)와 개인 4,337명(모집단 22,549,733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닐슨코리아는 주파수 피플미터
방식을 사용해 TV시청률128을 산출하고 있다.
닐슨코리아는 TNS 미디어 코리아와 함께 국내에서 공인된 시청률을 조사하
는 양대 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 두 회사는 각각 이용하는 조사 방식과 모집단
등이 달라 시청률 결과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모집단 크기와 조사
대상 지역은 닐슨코리아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청률 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t시점의 시청률을 조사하되, 이전 t-1 시점
에서 징계가 있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저속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시청

128

시청률(ratings)은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 혹은 개인의 비율이다. 시청률 산출 공식은 특정
채널 시청 가구수를 총 TV 보유 가구수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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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관심을 끌어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결
과에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징계 받았다 하더라도 재방송 프로그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3 시청률 조사 대상 인구 특성129
조사대상

모집단(N)

샘플(N)

가구

8,260,162

1,350

개인

22,549,733

10 세미만

1,397,057

236

10 대

3,169,905

626 (14%)

20 대

3,462,722

515 (12%)

30 대

4,146,682

494 (11%)

40 대

4,122,429

806 (19%)

50 대

3,109,336

772 (18%)

60 세이상

3,141,602

888 (20%)

4,337
(5%)

<표> 24 기술통계학적 특성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시청률 차이

변수

5,468

0.01

0.98

-7.45

8.18

청소년시청률차이

5,468

0.01

1.25

-10.09

10.70

성인 시청률 차이

5,468

0.01

0.52

-3.48

4.09

가구 시청률

5,468

4.98

5.08

0.14

35.12

청소년 시청률

5,468

1.44

2.94

0.00

33.00

성인 시청률

5,468

2.35

2.48

0.09

19.63

토요시청률

5,468

0.06

0.24

0.00

1.00

일요시청률

5,468

0.05

0.23

0.00

1.00

전체징계

5,468

0.04

0.19

0.00

1.00

방송언어

5,468

0.01

0.07

0.00

1.00

객관성

5,468

0.00

0.06

0.00

1.00

윤리성

5,468

0.01

0.11

0.00

1.00

폭력묘사

5,468

0.01

0.07

0.00

1.00

광고효과

5,468

0.01

0.07

0.00

1.00

방송 심의 결과와 시청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식 (1)과 같이 단일

129

닐슨코리아. http;//www.niel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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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Y𝑡 는 t 시점의 시청률을 의미한다.

Y𝑡 − Y𝑡−1 = 𝛽0 + 𝛽1 𝑥징계여부,𝑡−1 + 𝑟1 𝑥토요일,𝑡−1 + 𝑟2 𝑥일요일,𝑡−1 + 𝜀

(1)

심의 제재를 받은 불건전 콘텐츠가 시청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래
그 변수(lag variables)를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성적 표현물이나 폭력적 내
용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홍보영상(시청률 측정에 앞서 성
적 표현물이나 폭력물 전달)과 본 프로그램의 시청률(부적절 콘텐츠가 영향을
미친 시청률)을 조사한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불건전 콘텐츠의 개별적인 내용과 시청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x 변수
를 세분화하여 식 (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내용
가운데 수용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중 빈도수가 높은 방송언어, 객관
성, 윤리성, 폭력묘사, 광고효과가 변수가 되었으며, 주말의 시청률 변화와 주
중의 시청률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주말 변수를 넣었다.

Y𝑡 − Y𝑡−1 = 𝛽0 + 𝛽1 𝑥방송언어,𝑡−1 + 𝛽2 𝑥객관성,𝑡−1 + 𝛽3 𝑥윤리성,𝑡−1 +
𝛽4 𝑥폭력묘사,𝑡−1 + 𝛽5 𝑥광고효과,𝑡−1 + 𝑟1 𝑥토요일,𝑡−1 + 𝑟2 𝑥일요일,𝑡−1 + 𝜀

(2)

각 x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들 사이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은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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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상관관계 메트릭스
방송언어
방송언어

객관성

윤리성

폭력묘사

광고효과

1.00

객관성

-0.01

1.00

윤리성

-0.01

-0.01

1.00

폭력묘사

0.15

0.00

0.07

1.00

광고효과

-0.01

0.04

0.09

-0.01

1.00

4.4 결과
앞서 언급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식 (1) 전체징계를 가지고 분석한 것과 식
(2) 개별 징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시청률 회귀분석 결과

상수항
토요일
일요일
방송언어
객관성
윤리성
폭력묘사
광고효과
𝐑𝟐

청소년 시청률
-0.026***
0.439***
0.133***
-0.249**
0.004
-0.027
-0.158
0.055
0.034

성인시청률
-0.018**
0.044
0.398***
-0.071
0.017
0.106*
-0.020
0.119
0.030

(유의도 ***p< 0.01, ** p< 0.05, *p< 0.1 )

분석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 징계를 할 경우(t-1), 다음 프로그
램의 가구 시청률(t)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
의 시청률(t)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H2는 기각
되었다(Ingold, 1997; Ye & Zhou, 2007; Davies, 2011). 이는 시청자의 기대 및 특성
차이로 해석되는데, 미국의 연구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청소년 시청자의 경우 지상파나 유료TV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인터넷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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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Davies, 2011).
세부적으로 10대 청소년의 경우, 방송 언어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방송
된 다음에는 예상과 달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졌
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 언어 조항은 바른말 사용, 비속어 및 은
어, 조어, 반말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130 . 저속한 랩 음악이나 코미디 프
로그램의 욕설 묘사 개그 등이 그 사례다.
10대 청소년들은 이 외의 윤리성, 폭력묘사, 수용 수준, 객관성, 광고효과를
사유로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시청률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중 매체 콘텐츠가 담고 있는 유해성에 대한 10대들의 거부반응은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대목이다. 가구나 성인과 다른 청소년들의 윤리
적 엄격함이 확인되는 대목으로 이는 대중매체의 선정, 폭력성 등 윤리적 문
제가 청소년의 폭력성이나 성적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와는
구분되는 결과다(Liebert, Neale & Davidson, 1973; 윤진 & 곽금주, 1991; 최이정,
2004; 이경자, 2009; 이경숙 & 홍영근, 2011). 심미선(2007)은 지상파TV의 선정
성과 폭력성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선정성이나 폭력
성보다는 지상파TV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 131 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해롭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선정적인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음원

130

13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 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제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는 불륜이나 왜곡된 성 역할, 인격무시, 인신공격, 언어폭력, 외모 지상주의, 사행심 등이
라고 지적했다(심미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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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정성이 담긴 콘텐츠가 단
기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매출상승에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
다(장규수 & 김태룡, 2015). 이는 대중매체 콘텐츠가 소비자의 행동에 직접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윤리성 문제로 제재를 받은 경우(t-1), 다음 프로그램에 대
한 시청률(t)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승했다. 이는 가구 차원에서 윤리성 132 징
계가 시청률 상승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것과 동일했다. 방송사들이 드라
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위 ‘막장 콘텐츠’를 줄기차게 내보내는 이유의
일부가 설명되는 대목이다.
본 연구결과, 윤리적 문제가 있는 표현물이나 폭력적 내용 등 방송 심의 규
정이 정한 유해 콘텐츠와 시청률 간의 정(+)의 상관관계는 성인과 가구 대상
에 그쳤다. 유해 콘텐츠는 청소년 시청자의 선호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 정책의 주 대상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러한 결과는 콘텐츠가 미디어 이용자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과도한 성적 표현물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징계 케이스가 2건
에 불과해 본 연구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우리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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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위반의 사례로는 IMF 당시 부동산 투기를 통해 큰돈을 번 사례를 소개, 돈 많은
사람이 IMF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고 언급해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윤리를
저해하거나(2008년 경고 사례), 아침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2년간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이고 먹이다 들통이 나자 이를 둘째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고,
집안의 대를 잇고자 둘째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2014년 주의 사례)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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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내지 유료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해,
방송심의위원회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성적 표현물이 시청자들에게 전
달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상파TV
나 유료TV의 경쟁 상황과 성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때문으로 해
석된다. 내용규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과 UGC 미디어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국내 UGC 미디어의 경우, 시청률을 위해 과도한 성적 표현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133.

4.5 소결론
2015년 지상파TV와 유료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 가운데 281개가 방송
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편성 책임자나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경고 및 권고, 의견 제시의 제재를 받았다. 본 연구는 이들 프로그램 가
운데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211회의 제재(t-1) 이후 시청률의 변화(t)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의 경우 부적절한
콘텐츠가 방송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공정성, 객관성, 사생활보호, 명예훼손금지, 윤리성, 품위유지, 성 표현, 폭력묘
사, 언어폭력, 수용수준, 광고효과 제한 등이다.
청소년들은 세부적으로 특히 부적절한 방송 언어가 담긴 프로그램이 방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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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적절 방송으로 시정 조치한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은 총
73건인데 이중 70건이 아프리카TV였다. 유형별로는 도박(44), 성매매나 음란정보(12), 욕설이
나 장애인 비하(17) 등이었다. 디지털타임즈. (2016.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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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문제가 된 프로그램 다음 번의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방송언어는 방송 내용에 특정 지역이나 직업을 비하하
며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욕설, 은어를 남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강한 성적 표현물과 폭력적 내용 등이 담긴 홍보 영상이
방영된 이후 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았거나 떨어졌다는 인골드
(Ingold, 1997), 예(Ye & Zhou, 2007), 데이비스(Davies, 2011)의 기존 연구들과 궤
를 같이하는 결과다.
성인의 경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콘텐츠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유의미하게 관측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윤리적으로 자극적인 소재
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
장에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폭력적인 내용이나 비속어 남발, 높은 수위의
성적 표현보다 비윤리적인 내용을 가미함으로써 보다 더 용이하게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 여러가지 요인 가운데 콘텐츠의 부적절함
외에 계절적 요인이나 선행 프로그램(lead-in) 등 기타 시청률 관련 선행연구가
분석에 사용했던 변수들의 역할을 통제하지 못해 실제 프로그램의 징계 여부
가 시청률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의 범위도 문제가 된 프로그램 다음 회의 시청률에만 집중하여 프
로그램 시청률 전반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미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분석 상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콘텐츠 이외에 시청률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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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다른 유효 변수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뷰징 134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알아내 효과적으로 배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
로 윤리성이나 폭력성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응답자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수준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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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 남용, 폐해’를 뜻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
릭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 검색어로 올리기
위해 클릭 수를 조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TV의 경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
등을 통해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 반복 방영해 시청자의
말초적 흥미를 끄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2016).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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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GC 미디어와 신뢰도 관계 분석
앞 장에서는 방송 콘텐츠와 시청률의 상관관계를 분석, 10대 청소년들이 언
어폭력 등 유해한 콘텐츠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UGC 미디어 규제 설계에서 콘텐츠나 소비자 행동 규제보다 UGC 미디어(플랫
폼) 규제가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UGC
미디어의 사용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디어 사용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한 신뢰(credibility 혹은 trust)의 개념을 이용해 UGC 미디어 플랫폼 사용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UGC 미디어 규제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

5.1 서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신뢰도(credibility)는 초기부터 주요한 연구 주제이자
지금도 진행중인 연구다(Kiousis, 2001). 정보의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유용한 정보 일부만을 남겨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이 신뢰성 혹은 믿음성(believability)이다(Wathen & Burkell,
2002).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필터로 정보를 걸러내고, 정보 생산
자는 메시지에 신뢰성을 반드시 담아야 의미 있는 전달이 가능하다. 커뮤니케
이션 연구 초기에는 정보원(source)의 신뢰성이 주된 주제였으나(Hovland &
Weiss, 1951),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있어서 인식되는 신뢰성에
연구의 관심을 두고 있다(Rimmer & Weaver, 1987).
기존 미디어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뤄지는 신뢰성(credibility)은 UGC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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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연구에서는 신뢰(trust)로 그 개념이 바뀐다. 흔히 혼용되는 신뢰성과 신
뢰는 엄밀히 서로 다른 개념이며, 특히 심리학이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
구에서는 그 의미를 구별하여 동의어로 여기지 않는다. 신뢰(trust)는 사람이나
과정, 대상물에 의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반면, 신뢰성(credibility)은
정보에 대한 신뢰(ttrust), 조언의 수용(acceptance), 그 결과를 믿는 것(belief)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신뢰(trust)는 의존(dependability), 신뢰성(credibility)
은 믿음(believability)으로 해석된다(Fogg & Tseng, 1999). 이런 의미 차이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가 소수의 직업적 전문가인 기존 미디어의 경우에는 신뢰성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마추어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UGC 미디어에서는 근본적인 신뢰성(credibility)을 논하는 것이 논리
적으로 불가능하고,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에 대한 수용자의 의존도를
의미하는 신뢰(trust)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2006~2014년 사이에 발표된 UGC 미디어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신
뢰(trust)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는 왕(Wang, Min & Han, 2016)의 연구
는 UGC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짧은 역사에, 많은 생산자를 가지고 있어 이용
자의 신뢰를 얻기 힘들며,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생활 및 개인 권리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UGC 미
디어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UGC 미디어의 세부 분야에서 신뢰
가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과 신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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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는 UGC 미디어에 대한 규제의 방향, 정책
소비자의 요구, 정책 효과를 알게 해줘 정책적인 함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
록 해준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2011년 소비자행태조사(Media &
Consumer Research)와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2015년 실시한 미
디어 사용 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5.2 문헌연구 및 연구가설
1950년대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신뢰성(credibility) 연구가 시작된
것은 신뢰성이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취사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Wathen
& Burkell, 2002). 신뢰성(credibility)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원
(information source)이 신뢰를 받으려면 믿을 수 있어야 하고(trustworthiness) 전
문성(expertis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Fogg & Tseng, 1999). 전자는 선의와 편견
없음을 의미하며, 후자는 넓은 지식, 경험과 능력을 의미한다(Self, 1996).
정보원의 신뢰성을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했다(Tseng & Fogg, 1999).

1) 추정한 신뢰성(presumed credibility); 선입견처럼 수용자가 스스로 사람
이나 대상을 신뢰하는 것
2) 들은 신뢰성(reputed credibility); 제3자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수용자가
사람이나 사물을 믿는 것. 제3자가 수여한 상이나 타이틀(박사)에 보내
는 무조건적인 신뢰
3) 표면 신뢰성(surface credibility); 단순한 검사 만으로 신뢰하는 것. 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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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보고 책 내용을 신뢰하는 경우
4) 경험된 신뢰성(experienced credibility);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가 직접
경험한 데서 나오는 신뢰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의존할 만함

초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직접 개인들에게 정보 또는 정보원
의 신뢰성을 물어보거나 대리 변수(proxy)를 사용하여 정보로 인한 지식의 변
화나 태도나 행태 변화를 물어보았다(Petty, Cacioppo, Sedikides & Strathman, 1988;
Self, 1996).
신뢰성을 정보원 신뢰성과 미디어 신뢰성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정보원의
신뢰성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그룹, 조직의 특성이 메시지의 가공 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살펴보며, 미디어의 신뢰성은 전달자보다는 콘텐츠가 전달되
는 채널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외에 콘텐츠나 메시지의 영향력이 정보
원의 신뢰성에 주는 영향도 연구주제가 되었다(Kiousis, 2001). 초기 연구자인
호브랜드(Hovland et al., 1953)도 메시지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보원과
함께 정보가 전달되는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원의 신뢰성이 설
득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실험으로 밝혔는데, 정보수용자는 처음에는
신뢰성 없는 정보원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원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만 4개
월이 지나 다시 조사해보니 정보를 계속 믿는 것과 정보원의 신뢰성은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반대관계도 나타났다(Hovland & Weiss, 1951; Self, 1996).
이후 연구들은 호브랜드(Hovland)의 연구를 비판하며 미디어 신뢰성에 영향
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강조하였는데 안정성, 질적 기준, 역동성 3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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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Berlo, Lemert & Mertz, 1969)과 여기에 능력과 객관
성을 덧붙여 5개 차원으로 신뢰성을 구성하자는 연구 주장이 그것이다
(Whitehead Jr, 1968).
최근에도 신문이나 방송 연구에서는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뢰성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윌슨 등(Wilson & Sherrell, 1993)은 경험적 연구들
의 메타 분석을 통해 세가지 요인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정
보원의 특징(전문성, 매력도, 이용자와의 유사점), 메시지(소통되는 내용), 매개
체나 채널이 그것이었다. 메타 분석 결과 전반적인 정보원의 영향력은 정보
수용자의 지식, 태도, 행태 변화나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력을 미쳤으나, 정보원의 전문성은 영향력이 있었다. 정보원과 정보 수용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만들어 낸 정보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 수용자들의 참여도와 태도 수준 같은
수용자 관련 요인들과 상호작용했다(Petty & Cacioppo, 1990).
슬래터 등(Slater & Rouner, 1996)은 신뢰성이 정보원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신
용도에 대한 태도(추정된 또는 알려진 신뢰도), 메시지의 질(설명 방식, 타당성,
데이터나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메시지의
질에 대한 학계의 연구 부족을 지적하며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수용자에
게 정보원 인식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다. 잘 설명된 메시지는 정보원의 신뢰
성을 높이고, 잘못 설명된 메시지는 그 반대가 된다. 정보원이 처음부터 전문
적이고 신뢰감 있게 보이더라도 중계 효과는 강하지 않다. 다만 메시지와 정
보원의 미흡한 설명은 신뢰도 손상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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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에 있어서 신뢰성은 정보원의 특성(전문가, 믿음
성), 메시지의 특성(타당성, 내적 일관성, 수준과 품질), 수용자의 특성(문화적
배경과 과거의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화된다135.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은 신뢰성 평가에서 새로운 요인을 요구했다. 정보 생
산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
식이나 걸러지지 않은 낮은 수준의 광대한 정보 속에서 고품질의 정보를 찾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사회와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Shon &
Musen, 1999; Eysenbach, 2000).
하지만 인터넷은 메시지의 원천과 수신자 사이에 상호 소통을 허용함으로써,
기계적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광범위한 도달 능력과 개인간 소통의 채널이
라는 특성을 섞어 기존 미디어에 없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
어 소비자들은 다른 매스 미디어보다 인터넷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
넷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섭취한다(Michael & Cheuvront, 1998).
미국 텍사스의 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신문,
인터넷 뉴스, 방송뉴스 순서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인터넷 사용자 내부에서 이뤄지던 기존 방식을 깨고 전
도시의 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의적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해 미디어간
신뢰성의 비교를 일관되게 수행한 장점이 있다(Kiousis, 2001).
정보원의 신뢰성을 추정된 신뢰성, 들은 신뢰성, 표면 신뢰성, 경험된 신뢰
성으로 구분한 기존 연구의 방식은 인터넷 미디어에 있어서도 계속 유효하다.

135

Self (1996), 4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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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Rieh & Belkin)은 두 개의 질적 분석에서 인터넷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
에 대한 연구자들의 품질 평가와 인지적 권위도를 조사했다. 인터넷 웹에서
필터링 메커니즘은 효율적으로 가공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 중요하다. 연구
대상이 된 연구자들은 웹 환경 하에서는 인쇄물에 대해 실시했던 품질 체크를
하기 어려웠다. 인터넷 웹은 기존 방식과 다른 매개체이고 정보원의 속성이
이전보다 더욱 불분명해서 정보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가 더욱 힘
들었다. 연구 대상이 된 연구자들은 기존 미디어처럼 정보원에 대해 스스로
부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웹 정보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인쇄물에

사용하던

신뢰도

표식을

URL

주소로

대체하고

있었다.

즉 .edu .org .gov 같은 URL들에 대해 .com과 같은 상업적인 URL보다 더 큰 신
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웹 정보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7개의 범주로
정보원, 내용, 형식, 설명 방식, 현재 기류, 정확도, 로딩 속도를 꼽았다(Rieh &
Belkin, 1998; 2000).
포그(Fogg) 등은 미국과 핀란드에 사는 인터넷 웹 이용자 1,410명에 대한 온
라인 여론조사에서 웹 사이트 신뢰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요소로 진
짜 같은 느낌, 사용편의성, 전문성, 신용, 메시지 가공 여부를 꼽았다. 이들은
신뢰도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상업적 이용과 아마추어
리즘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전통 미디어와 마
찬가지로 온라인 정보 측정에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결론지었다(Fogg &
Tseng, 1999).
인터넷 상의 정보는 다수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유통되는 속성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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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일일이 검증되지 않고 추정된 신뢰성의 이익을 누린다. 만약 누군가가
웹 사이트상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재정적인 지출을 감행한다
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정보의 정확성이 인정된다(Feightner,
Marshall, Sangster, Wathen & Quintana, 2001). 게다가 표면적인 신뢰도도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 측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멋있게 디자인 된 겉모습과 매력적
인 그래픽이 조화된 정보는 다른 단서가 없을 경우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신
뢰도 판단을 내리게 한다(Critchfield, 1998). 반면 내용과 무관한 실수 같은 표
면적 특성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쳉 등(Tseng & Fogg, 1999)은 컴
퓨터에 의한 작은 에러도 신뢰도 인식에 실제 크기 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했다. 물론 직접 사용한 경험도 신뢰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Reih & Belkin,
2000). 경험적 신뢰도는 웹 기반 정보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용자는 자신이 접한 정보를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Tseng & Fogg, 1999).

<표> 27 신뢰성의 평가에 따른 태도 차이
이용자가 신뢰한다고 인식

이용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인식

콘텐츠나 플랫폼이
신뢰성 있음

적절한 수용

불신하는 실수
(전문가의 실수)

콘텐츠나 플랫폼이
신뢰성 없음

과신하는 실수
(무경험, 무식자의 실수)

적절한 거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들의 행동은 콘텐츠나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평가에 따라 나눠진다. 과신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127

인증제도와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정보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불신의 실수와 과신의 실수를 함께 줄여 나가는 것이 인터넷 미디
어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결과다.
이렇듯 미디어에 대한 신뢰성은 기존 미디어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
는 전자 미디어 시대에도 주요한 변수였지만, 콘텐츠 제작자가 대중으로 확대
된 웹 2.0 상황에서 등장한 UGC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UGC 미디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행동은 믿음(trust)과 관련된
신뢰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Sun, Youn, Wu &

Kuntaraporn, 2006; Goh, Heng & Lin, 2013).
기존 연구들은 신뢰, 위험(risk), 사회적 연대(social tie), 사회적 규범(social
norm), 문화(culture), 성(gender),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사용 용이
함(ease of use) 같은 요소들을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삼았다(Chai, Das & Rao, 2011; Hu, Poston & Kettinger, 2011; Hsiao &
Chiou, 2012).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신뢰(trust)와 위험(risk)이 SMPs(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개인의 행동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증명되
었다(Porter & Donthu, 2008; Bélanger & Crossler, 2011; Ou, Pavlou & Davison, 2014).
UGC 미디어에서 신뢰는 개별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집단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Gefen, Karahanna & Straub, 2003)136. 신뢰의 대상은

136

이는 UGC 미디어가 다중이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기에 가능한 개념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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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 미디어를 구성하는 다른 이용자(구성원, 커뮤니티 멤버)나 플랫폼으로 정
의된다 137 . 앞선 연구들은 신뢰를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해석했다. 진실성, 능
력, 관용이 그것이다. 진실성과 능력은 인지(cognition)기반의 신뢰인 반면, 관
용은 감정(affection) 기반의 신뢰다(McKnight, Choudhury & Kacmar, 2002; Kim,
Ferrin & Rao, 2008; Hwang & Lee, 2012).
또 다른 분석(Nahapiet & Ghoshal, 1998)에서도 신뢰도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
것은 SMP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리스크를 줄여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블로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멤버들이
나 블로그 플랫폼에 대해 느끼는 신뢰의 부족은 블로그 이용자로 하여금 위험
에 노출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개인 정보의 노출 같은 문제가 그것이다
(Chai et al., 2011). 반면 이용자 개개인이 SMPs가 정직하며 그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준다고 느끼면 그들은 플랫폼을 쉽게 받아들이고, 구매행위 등 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한다(Lewis, Kaufman & Christakis, 2008; Chandra, Srivastava &
Theng, 2012; Hsiao & Chiou, 2012; Kim, Lee & Kang, 2012; Kim & Park, 2013). 소셜
미디어가 어질게(benevolent)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한다(Porter & Donthu, 2008; Ou et al.,
2014). SMPs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반 여건(정보
관리 정비)들을 갖춰 준다면 타인들과 SMPs 상에서 소통하려는 의도가 커진

137

UGC 미디어 또는 SMPs(Social Media Platforms)는 기술적 관점에서 다른 기능들의 조합인데
정체성(자기표현), 대화(타인과의 소통), 공유(지식 교환), 존재감(다른 사람의 실체 인식),
관계성(다른 사람과 관련됨), 평판(사회적 지위), 집단(커뮤니티 형성) 등의 기능을 갖는다
(Kietzmann et al., 2011). 각 플랫폼은 서로 다른 기능에 집중하며 다른 개인적 행동을 이끌어
낸다. SNS는 정체성과 관계성, 가상 공간(virtual community)은 나눔, 평판, 그룹 행동이
그것이다(Mangold & Faulds, 2009; Kaplan & Haenle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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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u & Sukoco, 2010; Hau & Kim, 2011).
위험에 관련해서는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을 가
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Sitkin & Pablo, 1992)는 연구와 주관적으로 예상되는 가
능한 손실의 종류(Featherman & Pavlou, 2003)라는 연구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Hu et al., 2011; Zhao, Lu & Gupta, 2012)와 이 위험이 UGC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De Souza & Dick, 2009)에 대한 연구, 이 때문에 자기 정보 공개와 이용 빈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Chen & Sharma, 2013).
하지만 인터넷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같은 인지된 위험이 개인의 UGC 미디
어 사용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함께, 주요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Chai et al., 2011; Xu, Ryan, Prybutok & Wen, 2012; Chen, 2013).
특히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커뮤니티 멤버에 대한 신뢰보다 이용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 이용자들 사이의
약한 유대는 다른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알려주는데 실패했고, 이 때문에 플랫
폼에 대한 신뢰가 유일하게 이용 시간을 늘려주고 플랫폼 추천 원인으로 나타
났다(Kevin Lewis, Gonzalez & Kaufman, 2012).
신뢰와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SMPs(UGC 미디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종
류(SNS, 가상 공간)에 따라 다른 결과도 나왔는데, 가상 공간에서 신뢰가 이용
시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상거래(e-Commerce)분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덜 이뤄졌다(Pavlou, 2003; Kim et al., 2008).
왕 등(Wang et al., 2016)의 연구는 UGC 미디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으로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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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식스디그리닷컴(SixDegree.com)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처음 등장
하고 2005년 영국 BBC 방송이 UGC 관련 전담팀을 설치한 이래 학술적으로
UGC 미디어에 대한 본격 연구의 시작은 2006년 138 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왕 등(Wang et al., 2016)의 연구자들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연구 논문들
을 메타 분석하기 위해 109개의 저널과 논문 데이터 베이스를 뒤져 43개의
SMPs(소셜 미디어 플랫폼) 139 을 다룬 연구들을 분석했다 140 . 본 논문은 세계적
인 학술DB인 프로 퀘스트(ProQuest)를 통해 2014~2015년 발표된 학술저널에
실린 관련 논문 18편을 추가해 선행연구(정량분석에 한정하여) 목록을 완성했
다.
왕 등(Wang et al., 2016)에 따르면 신뢰와 인지된 위험이 미디어 소비자의
UGC 미디어 이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UGC 미
디어에 대한 43개 기존 연구들이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연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하위 요소 가운데 관용
(benevolence)과 능력(ability)은 UGC 이용자 관련 신뢰도와 플랫폼에 대한 신뢰
도 측정에 주요하게 이용되었다. 개인 정보 보호는 UGC 미디어 관련 위험을
측정하는데 쓰였다.
신뢰(trust)는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보다 이용자들의 행동과 더 강한 관

138
139
140

왕(Wang)은 Universal McCann의 International Social Media Research Wave1을 시작으로 보았다.
여기서의 SMPs는 UGC 미디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연구자들은 AIS(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14)가 제공한 MIS Journal Ranking에서
109개 저널과 회의 토론문, 학술 DB인 ProQuest에 individual, behavior, social media, trust, risk의
검색어를 넣어 43개의 분석대상을 찾았는데, 기준은 ①신뢰와 이용자 행동, 위험과 이용자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②효과크기(effect size)의 형태가 no partial coefficient(pearson
correlations)이며 ③SMPs(SNS, 가상현실, 블로그)를 다룬 것이었다. 그 결과 학술지 발표 논
문 36편, 회의 발표자료 5편, 박사논문 2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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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신뢰를 더 느끼면 UGC 미디어에
대한 위험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정보채택, 구매, 정보 공유라
는 이용자들의 행위에 비슷한 크기의 효과(0.43~0.48)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SMPs 종류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다. 인지된 위험도 개인의 채택행동(-0.21)이
나 공유행동(-0.25)에서 비슷한 효과크기를 가졌다.
연구자들은 플랫폼의 역할이 구매나 정보 공유에서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정책 집행자들은 플랫폼에 신뢰 기제나 신뢰대상을 만드는데 신경
을 더욱 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2006년부터 발표된 논문을 일별한 연구자들의 정책 제언은 SMPs의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보장규정 확정, 인증제도를 통과할 경우 인증
마크 부여, 전자 암호, 전자 서명제도 도입(안정성 제고), 플랫폼 상의 개인 행
동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5장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3; UGC 미디어에서 신뢰도 향상은 이용시간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다.

<표> 28 2006~2015 UGC 정량분석 연구 목록141
저자
(발간연도)

지역

Hsu et al.
(2007)

대만

Porter & Donthu
(2008)

미국

141

분석 행동

정보교환

자기소개

신뢰
위험
형태

신뢰
대상

플랫폼
형태

표본
숫자

진실성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274

자비
진실성
판단력

공동체

가상 공동체

103

Wang et al. (2016) 43개와 저자가 추가한 18개의 목록을 합쳐 총 61개의 연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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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et al.
(2009)

대만

정보교환

진실성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350

Sledgianowski &
Kulviwat
(2009)

미국

수용

진실성
자비

SNS

SNS

289

스페인

자기소개
정보교환

정직
자비
능력
애정

회원

가상 공동체

451

Chai & Kim
(2010)

미국

지식
진실성

진실성
능력

블로거
인터넷
블로그
경제

블로그

485

Lu et al.
(2010)

중국

구매

능력
진실성
자비

회원
웹사이트
제공자

가상 공동체

376

Wu & Sukoco
(2010)

태국

정보교환

능력
진실성

정보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200

Benlian & Hess
(2011)

미국
독일

자기소개
정보교환

진실성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364

블로거
정보
블로그
제공자

블로그

446

Casalo, Flavian &
Guinalíu
(2010)

Chai et al.
(2011)

미국

정보교환

사생활보호
진실성
능력
자비

Han & Windsor
(2011)

미국

구매

능력
진실성

SNS
회원

SNS

193

Hau & Kim
(2011)

한국

정보교환

자비
진실성

회원

가상 공동체

1244

수용

사생활보호

SNS

126

Hu et al.
(2011)
Kang
(2011)

미국

정보교환

능력
진실성
자비

회원

SNS

195

Yoon & Wang
(2011)

한국

정보교환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424

Chandra et al.
(2012)

싱가포르

수용

능력

3D 가상세계

가상 공동체

197

Hsiao & Chiou
(2012)

대만

지속성
수용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347

Kim et al.
(2012)

한국

지속성
수용

진실성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SNS

111
103

Liang et al.
(2012)

대만

지속성
수용
구매

자비

SNS

SNS

411

Xiao, Li & Cao
(2012)

중국

정보교환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248

Zhao et al.
(2012)

중국

자기소개

능력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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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et al.
(2012)

중국

자기소개

사생활보호

Braun
(2013)

미국

수용

진실성

Chen
(2013)

미국

자기소개

Chen & Sharma
(2013)

미국

Chen and Sharma
(2013)

미국

SNS

368

SNS

124

불확실성

SNS

222

수용

불확실성
사생활보호

SNS

222

자기소개

진실성
자비

회원

SNS

222

회원

SNS

415

전자상거래회사

전자상거래

371

SNS

122

SNS

Hammer
(2013)

미국

정보교환

능력
진실성
자비
사생활보호

Kim & Park
(2013)

한국

경험 교환
구매

능력
진실성
자비

Ku et al.
(2013)

미국
대만

지속성
수용

사생활보호

Pentina et al.
(2013)

미국
우크라이나

구매
지속성
수용

진실성

마이크로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184
225

Ng
(2013)

동아시아
라틴아메리
카

구매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176
108

Salehan, Kashipaz
&Xu
(2013)

미국

정보교환

능력
사생활보호

SNS

SNS

180

Shih, Lai & Cheng
(2013)

대만

경험 교환
구매

능력
자비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300

Shin & Hall
(2013)

미국

수용

능력
자비

SNS

SNS

291

Chow & Shi
(2014)

중국

경험 교환

능력
진실성
자비

마이크로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375

Lu & Fan
(2014)

중국

구매

능력
진실성
자비

판매자
SNS

SNS

546

Ou et al.
(2014)

중국

재구매

능력
자비
진실성

공동체

가상 공동체

333

Shen, Lee &
Cheung
(2014)

중국

정보교환

진실성
능력
자비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202

Sun et al
(2014)

중국

지속성
수용

능력

SNS

SNS

320

Taneja, Vitrano,
&Gengo
(2014)

미국

수용

사생활보호

SNS

SNS

249

134

미국

수용
자기소개

진실성
자비
사생활보호

SNS

SNS

244

중국

지속성

능력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144

중국

구매

능력
진실성

가상 공동체

가상 공동체

405

Kim,
Shin,Chai(2015)

한국

자기소개

정직

SNS

SNS

171

Park,Jun,Lee(2015)

한국

정보교환

자비

회원

SNS

977

Daellenbach,Kusel,
Rod (2015)

미국

관계

자비

SNS

SNS

352

Wang,Lee(2015)

미국

자기소개

신뢰 자비
능력

SNS

SNS

221

Shen(2015)

대만

자기소개

능력
유용성

SNS

SNS

407

Lin,Lin,Lee(2015)

대만

수용

기술

SNS

SNS

478

Maduku(2015)

남아프리카

수용

능력

전자책

전자책

439

Wu ,Chen(2015)

대만

수용

SNS 영향력,
정보교환

SNS

SNS

221

Vatamanescu,
Constantin
(2015)

루마니아

자기소개

회의론

SNS 검색

SNS

19

Ho,Lin,Patrick
(2015)

대만

수용

자비

온라인공동체

온라인공동체

40

Jung,Park,Wu &
Park(2015)

미국

참여

상호성
이전성
대중성

공공서비스
플랫폼

SNS

311

Suit et al.,(2015)

미국

수용

능력

소통기술

SNS

132

Kim,Lee &
Alias(2015)

미국

정보교환

자기옹호,
기쁨공유

SNS

SNS

308

Zemmels,Khey
(2015)

미국

디지털 이미지
공유

신뢰,
사생활보호

회원

SNS

108

Huang, Shiau
(2015)

대만

친분유지

상호성

회원

마이크로블로그

220

Cao,Guo,Lin &
Gu(2015)

중국

지식 통합

신뢰,
공통된
언어

회원

SNS

262

Bock Ahuja
et al.(2015)

한국

정보교환

자비

회원

가상 공동체

164

Luarn, Chiu(2015)

대만

자기소개

연대, 능력

회원

SNS

6477

Wilson, Proudfoot
&Valacich
(2014)
Zhang, Fang, Wei
& Chen
(2014)
Zhang, Lu, Gao,
& Chen
(2014)

135

5.3 데이터 및 방법론
매체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실시하는

MCR(Media & Consumer Research) 데이터142 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2011년 5월26일부터 6월30일, 10월5일부터 11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41개 도시에 사는 만 13~64세 남녀 6,000명을 조사한 것이다. 광고
선호도 등 광고 마케팅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미디어 이용에 대한 행태조사도
함께 곁들여 1999년부터 시작된 패널조사로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표본은 인구 센서스에 기초한 비례확률 포집방식으로 추출해 사용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 수준이다.

<표> 29 MCR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성별

남

3045

여

2942

연령

10대

772

20대

1164

30대

1356

40대

1573

월평균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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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50대 이상

1122

99만원이하

127

100~199만원

402

200~299만원

951

300~399만원

1495

400~499만원

1138

500~599만원

1084

600~699만원

281

700~799만원

281

1999년 시작된 KOBACO의 마케팅 조사. 소비자 6,000명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 매체 이
용행태, 제품 구매 행태를 조사한다. 본 연구가 활용한 매체 이용 행태는 지상파TV, 신문,
라디오, 잡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지상파 DMB, IPTV, 모바일 인터넷 등 10대 매체
를 분석, 매체 별 접촉률 및 이용시간, 시간대별 매체 이용률 및 집중도, 광고 주목도, 매체
및 광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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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800~899만원

72

900~999만원

62

1000만원이상

94

관리/전문/사무

1085

판매/서비스

1109

기능/노무

1294

전업주부

1035

학생

1198

무직/기타

279

합계

5987

MCR 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지상파, CATV, 라디오, 종이매체(신문, 잡지),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CATV 시청시간
에는 케이블TV, 위성TV(Skylife), IPTV, DMB 시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종이
매체 이용시간에는 신문과 잡지가 합산되었다. 또한 인터넷에는 PC와 모바일
이용이 합산되었다. 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평균과 매체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0 기술통계학적 특성143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5,987

0.51

0.50

0.00

1.00

나이

5,987

37.26

13.58

13.00

64.00

소득

5,987

4.76

1.89

1.00

11.00

지상파 신뢰도

5,987

0.63

0.48

0.00

1.00

CATV 신뢰도

5,987

0.15

0.35

0.00

1.00

라디오 신뢰도

5,987

0.10

0.29

0.00

1.00

종이매체 신뢰도

5,987

0.30

0.46

0.00

1.00

인터넷 신뢰도

5,987

0.22

0.42

0.00

1.00

KOBACO의 MCR 데이터로 신뢰도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이용시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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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성별(남자 1, 여자 0), 소득(100을 곱하고 단위는 만원), 나이(세)가 각각 해석된다.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각 응답자가 주는 점수를 100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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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신뢰도가 UGC 미디어 가운데 하나인 SNS 이용 시
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실
시한 미디어 사용 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미디어 사용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8월 서울,
경기 신도시와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국민(만 20세 ~ 59세) 552명
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다.
표본은 각 도시의 인구통계에 비례한 응답자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갤럽 코리아에 의뢰해 1대1 직접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미디어 융합현상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동시 사용한 미디어는 레이어드(layered)방식으로 설계한 설문을 활용해 질문
하였다.
본 연구 표본(525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 미디어 사용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거주지

월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수(%)

남성

259 (49%)

여성

266 (51%)

20대 이하

128 (24%)

30대

141 (27%)

40대

143 (27%)

50대 이상

113 (22%)

서울

225 (43%)

부산

78 (15%)

인천

63 (12%)

대구

56 (11%)

대전

37 (7%)

광주

23 (4%)

경기도

43 (8%)

200만원 미만

11 ( 2%)

200~299만원

5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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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99만원

138 (26%)

400~499만원

159 (30%)

500~699만원

139 (26%)

700만원 이상

26 ( 5%)

합계

525

조사는 응답자들의 SNS 사용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
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의 가입여부를 물어보고, SNS별 사용 수준과
신뢰 수준을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했다.
또한 일주일 평균 SNS 접속 횟수와 접속 시 평균 사용시간, 등록된 친구
숫자를 조사했다. 신뢰수준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것은 신규 미디어에 대한 인
지도나 이해도가 기존 미디어에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만이 신뢰도 조사에 응하는 현상이 발생했
다.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평균 및 SNS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2 기술통계학적 특성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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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550

0.49

0.50

0.00

1.00

나이

550

39.27

10.97

20.00

59.00

소득

550

6.79

1.30

2.00

10.00

페이스북 신뢰도

550

1.43

1.79

0.00

5.00

트위터 신뢰도

550

0.63

1.33

0.00

4.00

카카오스토리 신뢰도

550

2.10

1.81

0.00

5.00

인스타그램 신뢰도

550

0.38

1.07

0.00

5.00

네이버밴드 신뢰도

550

1.09

1.65

0.00

5.00

변수는 성별(남자 1, 여자 0), 소득(100을 곱하고 단위는 만원), 나이(세)가 각각 해석된다. 신뢰
도는 5점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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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매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 모형(tobit
model)을 사용하였는데, 각 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성별, 연령별, 수입별 신뢰
도가 매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y = β0 + 𝛽𝑡 𝑡𝑟𝑢𝑠𝑡 + 𝛽𝑠𝑡 𝑠𝑒𝑥 ∙ 𝑡𝑟𝑢𝑠𝑡 + 𝛽𝑎𝑡 𝑎𝑔𝑒 ∙ 𝑡𝑟𝑢𝑠𝑡 + 𝛽ⅈ𝑡 𝑖𝑛𝑐𝑜𝑚𝑒 ∙ 𝑡𝑟𝑢𝑠𝑡 + 𝜀

종속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는 매체별 신뢰도와 인구통계변수
(성별, 소득, 나이)와 신뢰도의 교차항이 사용되었다.
신뢰도가 매체이용시간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증가에
따른 매체이용시간의 단위 증가분을 구하기 위해 탄력성 지수를 만들어 사용
하였다.

탄력치 = 𝑡𝑟𝑢𝑠𝑡/𝑦 (𝛽𝑡 + 𝛽𝑠𝑡 ∙ 𝑠𝑒𝑥 + 𝛽𝑎𝑡 ∙ 𝑎𝑔𝑒 + 𝛽ⅈ𝑡 ∙ 𝑖𝑛𝑐𝑜𝑚𝑒)

KOBACO 데이터는 신뢰도를 0(불신), 1(신뢰)로 구분하였고, 서울대 조사는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자의 경우 신뢰도가 1%p 높아진 것은 신뢰
하지 않았던 이용자 가운데 1%p 새로 신뢰하는 이용자가 생겼다는 의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뢰하고 있던 이용자가 1%p 더 신뢰한다는 의미로
신뢰도 개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상파TV 등 기존 매체는 이용자들에게
매체 특성과 이용법, 접근 방법 등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 있는 반면, SNS는
새로운 미디어로 존재 자체나 이용법, 접근 방법을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 신
뢰의 부여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미디어가 등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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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상 이러한 비대칭성은 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신규
미디어를 상대로 신뢰와 불신을 0과 1로 조사한다면 인지도가 조사결과에 반
영되어 오히려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조사에 있어서
신뢰도 증가에 따른 미디어 사용시간 변화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만, 방향성과 변화량의 차이 등 트렌드를 확인하는 연구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언급한 UGC 미디어의 개념은 서울대가 지난 2015년 실
시한 미디어 사용행동 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사용한 ‘동영상 서비스, SNS, 커
뮤니티, 포털사이트’이다. 그러나 5장 실증분석에서는 UGC 미디어 가운데
SNS만 신뢰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기존 미디어와 비교하였다. 이는
5.2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UGC 미
디어(SMPs, Social Media Platforms) 관련 사용행동 실증분석 61건 가운데 SNS
대상이 32건, 가상공간(virtual community)이 22건, 블로그 5건, 전자상거래와 전
자책 각 1건으로 SNS를 대상으로 하는 UGC 미디어 사용행동 분석 가장 많았
고,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미디어 가운데 방송 서비스와 그 사용행태가 유사
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미디어의 신뢰도 시뮬레이션과 별 차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울대 조사도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였다
.

5.4 결과
KOBACO의 데이터를 이용해 일반 매체 이용 시간과 신뢰도 사이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신뢰한다는 경우 1, 신뢰하지 않을 경우 0을 부여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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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사 대상 5개 매체(지상파TV, CATV, 라디오, 종이 매체, 인터넷) 모두
신뢰도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 가운데 신뢰한다는 답변은 지상파TV
62.7%, CATV 14.6%, 라디오 9.6%, 종이 매체 30%, 인터넷 22.2% 였다. 신뢰수
준 1% 증가에 따른 매체 이용시간의 탄력치는 지상파TV 0.03%, CATV는
0.08%, 라디오 0.65%, 종이 매체 0.32%, 인터넷 0.02%로 나타났다145.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조사에서도 SNS 이용 시간과 신뢰도 사
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 조사는 5점 척도로 신뢰도의 정도를 묻
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신뢰 여부를 묻는 KOBACO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신뢰도(5점 척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1.427, 트위터는 0.635, 카카오 스토
리는 2.101, 인스타그램은 0.376, 네이버밴드는 1.091 이었다 146 .

신뢰도가 1%

높아졌을 때 SNS 매체별 이용시간 증가 탄력치를 보면 페이스북은 3.45%, 트
위터는 7.16%, 카카오스토리는 2.18%, 인스타그램은 27.26%, 네이버밴드는
4.04%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7 . 기존 매체와 SNS의 이용시간
증가 탄력치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신뢰도가 증가할 경우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의 이용증가 탄력치가 월

145

매체별 일평균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시간)
지상파
4.97

146

147

케이블
1.84

라디오
0.44

종이매체
0.22

인터넷
2.75

KOBACO가 조사한 매체 신뢰도는 신뢰하는 경우 1, 신뢰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조사대상자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의 비중을 측정한 것이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조사한
SNS신뢰도는 신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신뢰 강도조사로 이미 신뢰하고 있
는 사람이 기존보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SNS별 일 평균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시간)
페이스북
0.15

트위터
0.02

카카오스토리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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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0.04

네이버밴드
0.10

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TV와 인터넷 등 기존 매체들은 신뢰도 증
가가 이용시간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체의
특성상 신뢰도 증가가 필요한 매체일수록 이용시간 증가 탄력치가 높게 나타
나고 반면, 충분한 신뢰도가 있는 경우나 매체에 대한 이용이나 이해가 포화
상태인 경우 신뢰도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이용시간 확대가 힘들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이로써 연구가설 H3은 기각되었다(Wang et al., 2016). 이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더 이상 고급 정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의 확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신뢰도의 증가가
기존 미디어 이용시간 확대보다 UGC 미디어에 대한 이용시간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도 지적하듯 매체 이용시간은 무한
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잘게 나누어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
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뢰도의 증가에 따른 각 SNS의 탄력성이 기존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기존매체에 비해 SNS 이용을 늘릴 여지가 높다는
점을 의미하며 미디어로서 SNS의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보
여준다. 또한 이용자들이 SNS를 기존 미디어와 그 기능 면에서는 대등한 역
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기존
미디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것은 아직도
신뢰 측면에서는 SNS가 기존 미디어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신뢰도 상승에 따른 SNS 이용시간 증가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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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증가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연령 하위 50%(39세 이하)는
SNS 신뢰도가 증가할 경우 네이버 밴드를 제외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이
용을 40세 이상에 비해 늘리겠다고 답했고, 트위터와 카카오 스토리 이용도
더 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 가운데 젊은 세대의 SNS 신뢰도 상승에 대한 사용시간 증가 탄
력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조사대상 하위 50%)가 SNS 사용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SNS 신뢰도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을 의미한다. 같은 조사에서 고연령자들은 신뢰도가 증가할 경우 네이버 밴드
의 이용시간을 늘리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동문회, 향우회 등 네이버 밴드만의
커뮤니티 기능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계층(하위 50%)은 트위터, 고소득 계층
(상위 50%)은 인스타그램의 사용시간을 늘리겠다고 답했으나 연령으로 살펴본
결과에 비해서는 탄력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구분한 탄력치를 교차하여 8가지 조합(남녀, 노소,
빈부)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신뢰도
가 높아질 경우 인스타그램의 이용시간을 늘리겠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남성은 네이버 밴드에 대한 이용시간을 늘리겠다
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별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젊은
응답자들이 신뢰성이 높아질 경우 SNS 이용시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늘리겠다
고 답해, 젊은 미디어인 SNS의 과제가 신뢰성 증진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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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뢰도 증가에 따른 이용시간 증가 탄력도

<표> 33 기존 미디어 추정결과표
지상파
Coef.

Std. Err.

t

P>|t|

신뢰도

(1.31)***

0.32

4.05

0.00

성별×신뢰도

(1.45)***

0.15

9.96

0.00

나이×신뢰도

(0.11)***

0.01

19.49

0.00

소득×신뢰도

(0.12)***

0.04

3.19

0.00

상수항

(3.77)***

0.10

39.35

0.00

145

케이블
Coef.

Std. Err.

t

P>|t|

신뢰도

0.87*

0.50

1.75

0.08

성별×신뢰도

0.08

0.23

0.34

0.74

나이×신뢰도

0.02**

0.01

2.57

0.01

소득×신뢰도

0.05

0.06

0.74

0.46

상수항

0.77***

0.05

14.96

0.00

라디오
Coef.

Std. Err.

t

P>|t|

신뢰도

1.37***

0.77

(2.18)

0.03

성별×신뢰도

0.32

0.33

0.97

0.30

나이×신뢰도

0.11***

0.01

7.75

0.00

소득×신뢰도

0.05

0.08

0.61

0.54

상수항

(3.14)***

0.11

(29.20)

0.00

종이
Coef.

Std. Err.

t

P>|t|

신뢰도

(0.31)***

0.11

(2.74)

0.01

성별×신뢰도

0.30***

0.05

5.90

0.00

나이×신뢰도

0.02***

0.00

8.83

0.00

소득×신뢰도

0.04***

0.01

3.24

0.00

상수항

(0.73)***

0.03

(26.50)

0.00

인터넷
Coef.

Std. Err.

t

P>|t|

신뢰도

1.37***

0.32

4.22

0.00

성별×신뢰도

0.57***

0.16

3.50

0.00

나이×신뢰도

(0.03)***

0.01

(4.43)

0.00

소득×신뢰도

0.02***

0.04

0.34

0.73

상수항

2.34***

0.04

53.71

0.00

(유의도 ***p<0.01, ** p<0.05, *p<0.1, 괄호안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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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신뢰수준에 대한 사용시간 증가 탄력치(%)
Coef.

Std. Err.

p-value

지상파

0.03

0.00

0.00

케이블

0.08

0.01

0.00

라디오

0.65

0.04

0.00

종이매체

0.32

0.02

0.00

인터넷

0.02

0.00

0.00

<표> 35 SNS 추정 결과표
페이스북
Coef.

Std. Err.

t

P>|t|

신뢰도

273.36***

43.35

6.31

0.00

성별×신뢰도

1.42

11.95

0.12

0.91

나이×신뢰도

(1.69)**

0.73

(2.32)

0.02

소득×신뢰도

0.94

4.62

0.20

0.84

상수항

(690.34)***

63.90

(10.80)

0.00

트위터
Coef.
신뢰도

89.35***

성별×신뢰도

Std. Err.

t

P>|t|

17.50

5.10

0.00

0.74

4.71

0.16

0.86

나이×신뢰도

(0.25)

0.31

(0.81)

0.42

소득×신뢰도

(1.59)

1.79

(0.89)

0.38

상수항

(200.95)***

23.24

(8.65)

0.00

카카오스토리
Coef.
신뢰도

193.18***

성별×신뢰도

Std. Err.

t

P>|t|

28.77

6.72

0.00

(6.41)

8.40

(0.76)

0.45

나이×신뢰도

(0.43)

0.39

(1.12)

0.26

소득×신뢰도

(1.20)

3.18

(0.38)

0.71

상수항

(486.44)***

44.27

(11.0)

0.00

147

인스타그램
Coef.

Std. Err.

t

P>|t|

신뢰도

652.21***

203.97

3.20

0.00

성별×신뢰도

(108.07)**

52.10

(2.07)

0.04

나이×신뢰도

(3.74)

4.01

(0.93)

0.35

소득×신뢰도

8.23

19.94

(0.41)

0.68

상수항

(1749.81)***

253.43

(6.90)

0.00

네이버밴드
Coef.
신뢰도

141.39***

성별×신뢰도

Std. Err.

t

P>|t|

29.14

4.85

0.00

4.90

9.10

0.54

0.59

나이×신뢰도

0.55

0.43

1.30

0.20

소득×신뢰도

(0.59)

3.24

(0.18)

0.86

상수항

(454.37)***

42.76

(10.63)

0.00

(유의도 ***p<0.01, ** p<0.05, *p<0.1 괄호안은 마이너스)

<표> 36 신뢰수준에 대한 사용시간 증가 탄력치(%)
Coef.

Std. Err.

p-value

페이스북

3.45

0.32

0.00

트위터

7.16

0.79

0.00

카카오스토리

2.18

0.17

0.00

인스타그램

27.26

4.83

0.00

네이버밴드

4.04

0.32

0.00

5.5 소결론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UGC 미디어는 전 세계 분쟁의 현장에서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가 종군기자의 저널리즘을, 유튜브(YouTube)가 CNN의 속보성을
대신하며 미디어 산업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다. 지상파TV 보다 많은 콘텐
츠를 보유한 트위터와 유튜브는 제각각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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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하고 있고,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과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로서 UGC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에 의한 창조라는
UGC 미디어의 속성은 UGC의 양적 확산과 함께 질적 성장의 문제를 제기하
고 있다. 미디어 사용행동 분석에서 신뢰성(trust, credibility)은 과거부터 중요한
분석 기준이었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신뢰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
택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자도 전달하는 메세지나 전달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한 노력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반면 대중이 창조하는 UGC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만 UGC 창조를 맡겨 놓은 상태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가해지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미디
어 신뢰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디어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SNS 미디어의
이용시간 증가폭이 급속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SNS 미디어
가 전달하는 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 SNS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
이 충족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SNS에 쏟겠다고 답했다. 미디
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미디어 동시 사
용도 무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SNS의 사용시간이 증가하면 기존 미디어의
사용시간은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어 미디어 세대교체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조사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39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신뢰도가 높아
지면 SNS 사용 시간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답하고 있어, 만약 UGC 미디
어 정책이 신뢰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가 가시화된다면 기
존 미디어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주역이 젊은 세대이며 그들의 선택이 SN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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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KOBACO와 서울대학교가 각각 2011년과
2015년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존매체와 SNS에 대한 탄력치를 구
해 그 값을 비교하여 조사대상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비록 2011년도 KOBACO 조사 자료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여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이용 또한 포화상태에 다다른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5년 사이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NS 신뢰도 조사와 같은 표본과 질문으로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은 점은 차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SNS와 같은 신규 미디어에 대한 조사는 항
상 신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물어보아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낮은 인지도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신뢰
도에 인지도가 포함되어 정확한 신뢰도 규모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신뢰 여부를 물어본 반
면, SNS에 대해서는 신뢰강도를 물어 봄으로써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
르다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과거 인터넷 사용 초기 대부분의 조사들처럼
기존 이용자들은 신뢰 여부를, 신규 이용자들은 신뢰 강도를 묻는 조사는 가
급적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신뢰도 증가에 따른 이용시간 탄력치의 구체
적 숫자를 활용하지 않고 대체적인 비교를 통해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
시하는데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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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미디어 소비자들의 행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미디어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UGC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특성(유해 콘텐츠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플랫폼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 보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UGC 미디어, 특히 개인 인터
넷 방송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법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규제정책 설계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이 변수가 UGC 미디어 정책에
채택되었을 때 이용시간 등 UGC 미디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
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살펴보았다.

6.1 요약 및 정책적 함의
UGC 미디어는 2005년 등장해 2007년부터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가 시작된
신규 분야이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다. 아직도
UGC 미디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일반에게는 생소
한데, 이는 신생 매체라는 점과 UGC 미디어의 형태가 현재도 진화, 발전하고
있어 항구적으로 이용할 개념을 정립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UGC 미디어에 대해 ①이용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이 생산한 콘텐츠를 가지고 ②단순 업로드가 아닌 창의적인 노력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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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③전문적이거나 직업적인 작업이 아닌 이용자가 ④인터넷 상에서 대중이
자유롭게 소비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는 UGC 미디어가 기존
대세이던 PGC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요소다.
본 연구는 2장의 문헌연구와 연구가설에 이어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을 분
석하기 위해 레이어 모델(layers model)로 구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3장의 연구가설은 UGC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으로 이는 동시사용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동영상
서비스는TV 방영프로그램과 한쪽이 사용되면 다른 쪽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대체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뉴스 보도물이나 VOD와는 동시 사용되는 보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UGC 미디어 가운데 일부가 이미 기존 미디어 플랫
폼과 보완 및 대체관계를 통해서 미디어 영역 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실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망을 중심
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 모델 대신 계층 모델(layers model)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해외사례로는 미국과 EU
의 미디어 수평적 규제 도입 논의와 도입 사례를 들 수 있다. 2002년 EU 집행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EU의 18개 회원국 중에서 2003년 7월까지 핀란드, 덴
마크,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2003년 11월에는 스페
인이, 2004년 12월에는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수평적 규제를 수
용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관련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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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PTV 법제화를 계기로 한 차례, 201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또
한 차례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러는
사이 UGC 미디어의 확산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1993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이뤄져 관련 규제가 기술 혁신의 진전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수평적 규제를 통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
을 확인하고 4장에서는 콘텐츠와 시청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디어 사
용자 행위 규제의 주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유해 콘텐츠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유해 콘텐츠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청자의 연령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가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대리되는 콘텐츠 유해성
과 닐슨코리아의 시청률 조사로 대리되는 선호도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기각
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방심위의 징계를 받은 지상파TV 및 유료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회차 시청을 줄이면서 거부감을 보여주었다. 반면 가구
시청자들은 방심위 징계 콘텐츠를 선호하였고, 성인 시청자들은 윤리성 부족
으로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시청률이 유의미하게 상승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유해 콘텐츠와 시청률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
었다. 4장의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계층 모델(layers model)을 활용한 미디
어 수평적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콘텐츠 분야는 청소년의 경우, 유해 콘텐츠
에 대한 선호가 발견되지 않아 규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인 시
청자의 유해 콘텐츠 선호에 대해서는 규제정책이 사용될 경우 정책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비용 대비 성과의 문제나 사안의 시급성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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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6년 연방 통신법 가운데 외설, 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성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화된 사례가 있다.
4장의 분석결과는 이용자 행위 규제나 콘텐츠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
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5장에서는 레이어 모델이 제안하는 플랫폼 계층에서 이용자의 행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인 신뢰도의 증가가 기존 미디어 플랫폼과 UGC 미디어 플랫폼
사이에서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가설은 UGC 미디
어에서 신뢰도 향상은 이용시간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정하였다. 한국
방송광고공사와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각각 실시한 미디어 이
용자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또한 가설이 기각되었다. 신뢰도가 1%
증가할 경우 기존 미디어의 이용시간 증가는 소폭 확인되었지만, UGC 미디어
의 이용시간 증가폭은 기존 미디어의 그것에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 되었다.
비록 데이터가 서로 다르고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수
치 비교는 어려웠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신뢰도를 높여주는 정책을 시행
하더라도 시장 포화 상태에 근접한 기존 미디어의 이용시간 증가폭은 거의 0
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반면, 아직까지 도입 초창기에 처해 있는 UGC 미디어
의 경우 이용시간 증가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관련 시장이 아직
도 성장세에 있으며, 조만간 기존 미디어 사용시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레이어 모델에 의한 수평적 규제정책을 구상할 때 플랫폼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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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사용한다면 UGC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사용시간을 증가시
키고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지난 5월 31일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
튜브,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의를 거쳐 유럽 지역에서 온라인 상으로 불법적인
혐오 발언(hate speech)이 확산되는 것을 공동으로 막자는 취지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체결한 바 있다. UGC 미디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글로
벌 UGC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인력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혐오발언)
를 감시하고,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공동보조
를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자체 인력을 통해 혐오발언에 대한 대항 담론을 개
발하고 온라인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의 내용 규제에 저항하였던 글로벌 UGC 플랫폼들이 자율 규제의 형식이
나마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통신에서 기인한 UGC 미디어가 방송 등 기존 미디어
와 구분 없이 사용되며 실질적인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단말기 차원에서 본
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의 계층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수
평적 규제 방안의 도입 및 적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콘텐츠와 플랫폼
으로 구분해 본다면 콘텐츠 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정책 효과 측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GC 미디어가 갖는 본질적인 속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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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미디어와는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대해 경제적 규제와 별개
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용가능한 사회적 규제
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명칭과 달리 사회적 규제를 UGC
미디어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로 연
구대상이 되고 있다 148 . 이를 우리 경우에 적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
근 5년간 가장 많이 제재한 상위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상파 및 유료방송
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규제를 적용하고,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독일식의 ‘규제된 자율규제기구’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플랫폼 업체와 해외에서는 구글, 트위터, 텀블러, 라쿠텐 등 불
법 유해 콘텐츠로 제재 횟수가 많은 플랫폼이 대상이 된다.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사의 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서약 내용
을 강제한다. 회원사들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자체 시정조치 및 벌금,
제명 등의 징계를 받는다. 재차 동일한 조치를 받을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되
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가 국내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149 . 자율규제기
구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미디어 사업자는 자율규제 조항보
다 엄격한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자율규제기구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구성과 적용에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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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선 등. (2015). 제5장 독일의 사례를 참고.
영업제한 방안은 WTO 조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데 최근 유럽 각국이
구글에 적용하고 있는 구글세 등이 한 예가 된다. 현재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다자간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이며 한국도 이에 가입해 2018
년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뉴시스.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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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경우, 정책의 적용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시장 유인적 규제수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 유인적 규제는 정보공개제, 품질 등급제, 등급사정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검색 비용 등 정보 비용을 절감시켜주며 합리적 행동을 유도
하는 내용이다 150 . 이에는 사회적 규제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
고 있으나 모든 규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측면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최병선,
1992). 특히 UGC 미디어에 대한 정부규제는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 등 근본
적인 법적 문제와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공조 등 대형 이
슈들의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인 정보의 비대칭 내지 불완전 정보를 해소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유훈, 1989; 최병선, 1992).
시장 유인적 규제를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자의 신원을 UGC 미디어 플랫
폼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실명제 151 의 자율적 도입 △정부, 학계, 이용자 단체,
플랫폼 사업자 단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평가 및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 등급
제 실시 △UGC 미디어 정보 보호를 위한 가상 신분제 등 정보보호 제도 강
화 △UGC 모니터링을 위한 사회적 기구 152 와 옴부즈맨 제도 설치 △선정, 불

150

151

152

관련 규제 연구로는 장우영(2005), 황승흠(2008), 황용석, 이동훈 & 김준교 (2009), 황창근
(2009), 강진숙(2010), 이민영(2010) 등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도 시행 5년 만에 효력이
상실되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우려로 인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UGC 미
디어의 경우, 인터넷과 달리 미디어라는 측면이 강해 기존 미디어 실명제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그 외 방송과 유사한 것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후 내용 심의를 UGC로 확대, 정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
는 제도의 창설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인공지능 이용 심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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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해 UGC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153 가 연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업계 중심
의 자율 규제154 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UGC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광범위한 이용자 정보를 일일이 살펴보고 통제하는데
기술적, 행정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8 UGC 미디어 정책 옵션

153
154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 방식을 차용한 제도다.
페이스북은 2015년 3월 누드 콘텐츠 허용기준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고, 위험 단체의
금지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등 그 동안 포괄적이었던 금지조항을 2,500자 내외의 구체적 조
항으로 변경했다. 조항들은 직접적인 위협, 자해, 위험단체, 따돌림, 공인 비난부터 나체 이
미지, 편파발언 등 다양하다. 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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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 추가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UGC 미디어를 미디어 산업의 한 부
분으로 포함시켜 정책 대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웹 2.0 시
대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UGC 현상을 바라 보면서도 개별 플랫폼(SNS, video
sharing, social commerce, community)별로 별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개별 플랫폼을 넘어서 미디어 산업의 일환으로 UGC
플랫폼을 해석한 것은 본 연구의 독특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인
UGC 미디어의 진화 양상 가운데는 공적 미디어(방송의 기능)와 사적 미디어
(통신의 기능)의 성격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영역을 잠식하며
현장 속보에서 기존 미디어를 앞지르는 페이스북의 일부 기능이 있다 하더라
도 친구들끼리 생일을 축하하는 트위터 메시지와 동일한 정책적 규제의 기준
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명예훼손의 기준이 되는 공연성
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UGC 미디어의 발전 단계가 초기에 불과한 현재, 섣부른 규제 도입
논의는 혁신을 억압하고 이용자의 열의를 막아 산업 성숙을 막는 부작용만 가
져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현재 미디어 산업의 지평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일부 UGC 미디어가 TV 기능의 일부분을 대체했다고
해서 초기 단계에 불과한 UGC 미디어에 시장 성숙 단계를 지난 방송통신에
쓰던 규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자 지나친 일반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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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움직이는 표적’의 딜레마155 에 해당하
는 것들이다. 윤리성, 폭력성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심의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과연 이 기준이 청소년들에게도 동일
하게 수용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이나 규제 결정이 시청자의 속성
을 100%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져 볼 수 있다. 20세 이하
청소년이 언어 폭력에 대해 예상 외로 거부감을 보인 것이 통계 처리상의 오
류 내지는 샘플의 오류라는 지적도 할 수 있다. 폭력물 선호 청소년들은 지상
파나 유료TV 대신 인터넷을 주 사용 미디어로 변경했기에 온건한 특성을 지
닌 지상파나 유료TV 시청 청소년의 경우 언어 폭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4장에서 시행한 실증 분석에서 시청률
에 유해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시청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타 요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시청률 변화의 원인이 오직 유해 콘텐츠에
만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부모나 교사의 지도에 의한 시
청률 하락 가능성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이 밖에도 3장, 4장, 5장의 연구들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점(서울대학교 미디어 소비자 조사,
닐슨코리아의 시청률 조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MCR(Media & Consumer Data)
조사), 5장의 미디어 신뢰도에 의한 이용시간 증가 탄력성 비교가 분절된 데이
터와 분절된 신뢰도 기준을 사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세
가지 연구가설의 입증을 위해 총 4가지의 데이터 베이스가 활용되었는데, 이

155

다루려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나 개념을 일컫는 용어.
www.macmillandiction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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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 설계 과정에서 미디어 융합과 규제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설
문 작성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 주제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서 벌어진 일이다. 윤리성과 폭력성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기준 제시가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 내용 규제에 있어
최일선에 해당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선별된 응답자를 대상으
로 TV나 UGC 시청 과정에서 나오는 뇌파 반응 등을 분석해 시청자나 이용자
가 인지하는 폭력성과 비윤리성을 조사하는 식으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으
면 좋겠다. 폭력물 선호 청소년은 TV 대신 인터넷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
에 이번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폭력물이나
비윤리적 콘텐츠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 외에 성인도 폭력물이나 언어폭력에
대해 유의미한 선호의 표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가 보여주듯, 계절적, 요일적, 시간적 요
인들과 선행 프로그램의 영향(lead-in), 대형 행사 개최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드라마 시청률의 경우 매주 이틀 같은 시점에, 동일
한 편성표 하에서 방송되고 대부분의 드라마가 계절적 요인을 겪지 않고 종영
되기 때문에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연 통제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단편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률 변화를 다음 회차 프로그램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에 의한 시청률 왜곡 가능성은 유의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
단된다. 일관되지 않고 분절적인 데이터는 신규 미디어 연구에서 계속 지적되
는 사항 가운데 하나다. 금번 연구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데이터의 일
관성과 심층 질문을 통한 깊이 있는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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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onsumer Behavior in UGC Media for Regulation Policy

HeeCheon CHO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aused by technology innovation has
brought massive changes into the structure of media industry. User-generated contents
media, the central part of this trends, has now actively penetrated into the original media
areas while changing one-sided communication to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the Web
2.0 environment. This research studies regulation method to ease side effects such as
harmful contents overflowing, asymmetric regulation compared to those of original media
which could be produced when multi-media service from the SNS service including the
Facebook or twitter and community service take the roles of the traditional media.
Meanwhil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d been subjected to the separate media
regulation in each nation. However,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raised the need of the horizontal regulation which integrates each
separate regulation method into the uniformed regulation for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The horizontal understanding of media which utilizes the Layers
Model has suggested the new principle in the regulation of media ; “The same regulation
applied to the same service”.
This study analyzed users' behavior of engaging media in a quantitative way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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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argets subject to the regulation and its method to apply this principle to the UCG
media. After conducting interview on the media users, it found that new regulation
equivalent to the former regulation applied to the traditional media shall be offered because
online video service takes the role of media ; it was used with the television at the same
time or it served the role of media instead of the televis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Whether the impact of the harmful contents on the audience
rating could vary with the age of viewers' described that in case of the adolescents, the main
target for the media regulation, the audience ratings dropped from the t-point in a
statistically meaningful way when the contents full of harmful language were aired.
It means that the regulation on the contents in the value chain structure leading to the
contents-platform-device was ineffective than expectations.
After calculating how much time would increased (elasticity) when audiences trusted
platform by 1%p more based on the questionnaire conducted jointly by the SNU and the
KOBACO, it has also confirmed that the time used for the SNS platform was increased
sharply compared to those of the traditional media.
It shows that when a series of policies on the UCG media which could increase not only
trust but also distrust over the UCG media are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use of UGC
media would increase substantially while replacing role of the original media. It final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regulation on the UCG platform would be more necessary rather
than ineffective regulation on the UCG at this time.

Keywords : UGC Media, Regulation Policy,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Platform Regulation, Horizo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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