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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디마지오(DiMaggio, 1987)는 문화소비의 대상과 사회연결망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기반하여 리자도(Lizardo, 2006, 2011)는 대중문화는 약한 유대

관계에, 고급문화는 강한 유대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주장에 기반하되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문화소비자들의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리자도 등의

선행연구자들은 문화소비의 콘텐츠나 매체, 즉 대상적 측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차원에서의 효과를

간과하였다. 특정대상에 대한 소비량이 많아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과 작품 한 편을 감상한 후에도 관련된 대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에서의 차이가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측요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문화소비가 교류관계에서 도구적으로 기능한다는 가정이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론 연구의 맥락에서 문화소비는 개인적, 집단적

혜택을 산출하는 관계와 관련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소비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문화소비와 관련교류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탐색하고 이론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을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뿐 아니라 타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취향표현은 자신의

문화소비경험을 온라인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사회연결망을 면대면 관계인 대인연결망 뿐 아니라

온라인 문화연결망으로 확장하였다. 그간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간의

관계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논의되어 왔으므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대인연결망을 정의하는 한편 문화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를 사회연결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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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화소비의 몰입도 및 정보의 차원에서 문화소비방식

개념을 구성하였다. 문화소비 방식은 즉시성, 반복소비, 정보추구로

구성하였다. 즉시성은 신곡이나 영화가 개봉된 후 빠르게 감상하는

유형이며 반복소비는 특정 작품을 반복적으로 감상하는 유형이다.

정보추구는 감상 전이나 후에 미디어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읽는

유형이다. 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비대상이 증가한 상황에서

소비대상의 상징성보다는 몰입 및 정보의 차원의 차이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속보나 심층기사가

흥미를 끄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거나 정보획득량이 높은 소비방식이

대화에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대상과 방식),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

사회연결망(대인연결망과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화소비 방식은 대인연결망 및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정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메시지 교환만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나

취향표현이 높은 집단에서, 정보추구가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갖는 정적

관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N=1019) 자료를 다중회귀분석 및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변수 중

취향표현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있어서 문화소비와 의사소통변수 중

가장 큰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소비 방식의 경우 즉시성은 대인연결망 중 지인의

규모와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연구의 흐름, 즉 문화소비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의 흐름과 의사소통적 관점을 융합시키는 이론적

작업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이러한

논의를 확장, 심화시키는 한편 경험적 연구로서 탐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소비방식과 의사소통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문화소비 경험의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한다. 

주요어 : 문화소비, 사회연결망, 의사소통능력, 취향 표현

학   번 : 2010-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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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소비대상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고 어떤 장르 또는 어떤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가와 사회연결망 패턴이 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사회학과 사회연결망 영역에서는 부르디외(Bourdieu, 1986)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전환가설, 디마지오(DiMaggio, 1987)의 이론에

기반하여 고급-저급 문화나 다양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소비대상과

사회연결망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부르디외(1986)는 고급문화(예술) 소비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간의

폐쇄적 교류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디마지오(1987)는 경험적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장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연결망도 크고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디어학 영역에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보며 TV 시청, 인터넷 등 미디어 콘텐츠와 사회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은미·조성동, 2012; 이준웅·김은미, 문태준, 2005). 

이러한 연구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문화소비는 사람들의

대화의 자원으로써 혹은 만남의 기회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사회연결망과

관계를 가지며 소비대상에 따라 사회연결망의 패턴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소비의 대상의 특징과 사회관계의 패턴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의 대상, 다시 말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뿐 아니라

대화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또는 대화를 얼마나 잘 하는가가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소비자들의 교류 과정에서 미디어와 의사소통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연구들에서 문화소비경험은 대화를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Godlewski & Perse, 2010; Haridakis & 

Hanson,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화소비와 관련된 의사소통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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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하였다. 문화소비와 관련한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가

활발해지고 문화소비자들 간에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면 미디어학, 

문화사회학 및 사회연결망 분야에서 제시해 온 모형 -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로 구성한 모형 –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기존

이론들에서는 소비대상과 사회연결망의 두 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에 따라

관련성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모형에서는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에서의 편차가 없다고 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의사소통 변인이 사회연결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 글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다. 디마지오와

모어(DiMaggio & Mohr, 1985) 역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의사소통능력 변수를 포함하여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문화소비를 대화의 소재로서, 대화의 방식을

의사소통능력으로서 규정하고 두 가지 경로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으로서 제안한 바 있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소비대상이 가족적 배경 등 계층의 영향을 받는

중간기제로서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문화소비 대상, 

의사소통능력, 사회연결망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와 디마지오와 모어(1985)의 주장과의 차이점은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의사소통능력을 가족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의 중간경로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요소로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 날의 문화소비 및 미디어 환경에서는

귀속집단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문화소비와 관련한

의사소통행위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인터넷을 통해 문화소비자들은 기자, 평론가 등의 전문적

매개자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기보다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새로 대두된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한 온라인

대화와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행위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환경은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온라인, 그

중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행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대인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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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그리고 문화적 장르의 위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맥락에서(Wright, 2002) 이러한 차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편차와 함께 문화소비에 있어서 소비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문화소비와 미디어 이용 행위는 결합된

양상을 보이면서 소비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가기 전이나 후에 관련 정보를 읽기도 하며, 영화나 음악을 감상한 후

반복적으로 재감상을 하는 등의 소비방식은 기분전환을 위해 감상을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많다. 특히 이러한 소비방식에

따라 관련된 문화 정보 습득의 속도나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

학문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논의가 미흡하므로 이러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예술, 대중 문화 등

소비대상과 관련해 이론화해 온 문화소비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 방식의 차별적 효과를

탐구하고자 시도한다.

이 글에서는 면대면 대화에서의 소재, 혹은 만남의 기회로서

문화소비를 개념화한 기존연구를 보완하여 소비 방식, 그리고

의사소통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탐구하여 이론적 정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자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생산자/소비자 혹은 관람자/미디어 수용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의사소통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소비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과 취향을 표현하는 행위가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많았지만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언급했던 디마지오와 모어(DiMaggio & Mohr, 1985)에 의해서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지만 구체적 연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이러한 모형을 확장, 심화하고

또한 경험적 연구로서 탐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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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흐름, 즉 문화소비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의사소통적 관점을

융합시키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에 기반하여 이 글은 문화소비를 대상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연결망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을 통한 교류를

중심으로 한 대인연결망과, 문화소비와 관련된 정보 교환에 기반한

관계인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과 행위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소비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사회연결망, 즉

대인연결망과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효과의 과정을 구성하고 각

요인이 차별적으로, 혹으로 유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디어학이나 문화사회학 학문적으로만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도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그간 미디어학에서는 문화소비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이루어져 왔다. 한편

문화사회학에서는 계층집단의 교류와 관련해 문화소비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문화사회학자인 그리스올드(Griswold, 

2012)는 문화소비에 대한 기존의 분석틀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데, 인터넷이 등장한 후 소비자간의 관계와 소비자들의

행위를 개념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은 문화적 생산물을 사용해 의사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학습하고, 설득하며, 영향을 주며, 사회관계를 즐기기

때문이다(Griswold, 2012, p 154).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하는가의 문제

뿐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생산물(cultural objects)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참여가 일어나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학자인 이상길(2014)도 문화소비의 대상보다는 관련된 대화가

교류관계에 있어서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탈근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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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취향은 분화되고 혼종화되어 서열을 가리기

어려워졌으며 경제적인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는 집단형성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비계급적인 취향공동체

또는 부족들이 사회 안에 번성하고 있고 이러한 집단의 형성에 있어

문화소비에 대한 대화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올드와 이상길에 따르면, 그간 문화사회학계에서 문화소비를

고급과 저급으로 구분하여 계층과의 교류와 관련지어 설명해 왔는데

이러한 설명이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문화소비에 수반된 교류는, 특정 소재를 구심점으로 하여 계층집단, 

혹은 국가의 경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발견점들은 문화소비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교류의 과정을 설명하고 가족, 

동창 등 기존의 관계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관계, 혹은

계층, 국가 등 기존의 집단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 작업을 통해 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최근 <문화가 있는 수요일> 등 문화 생산 뿐 아니라 소비에 대한

진흥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등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집행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의 당위성 혹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나 자료가

미흡하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산업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는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경험적 검증을 통해 문화소비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이나 소비의 정책적 영향에 대해 접근하는데 있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인터넷진흥원, 2014)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 중 인터넷을 이용해 여가활동을 수행한다는 비율이

79.7%로 인터넷 이용률(83.6%)를 참작하면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통해, 문화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67% 정도에 달한다. 이는 과거

일부 사람들의 여가활동이었던 문화예술 영역에도 인터넷이 도입되며

소비,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PC, 

스마트폰 등 기기의 성능과 인터넷 대역폭의 향상, 그리고 압축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문화예술 감상을 위한 음원, 동영상, 관련 정보 등을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하고 음원,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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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PC통신 및 2000년대 포털

사이트가 성장하며 동호회, 카페 등 문화소비자들의 온라인 결집 공간이

활성화된 이후로 문화소비자들은 서로 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김은미·권경은, 2015).

미디어 환경과 문화소비 행위의 변화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전시, 공연 관람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소비’ 개념을 벗어나

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과 행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콘텐츠나

관람 빈도 차원의 격차 뿐 아니라 문화소비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문화소비 경험의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끝나지만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활 범위 외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은미·권경은, 2012, 2015).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문화소비,

사회연결망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한편 두 변인간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의사소통변인의 효과를 포함한 가설을 제시한다. 이어 4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명한 후, 5장에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문화소비는 내용적으로는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 장르를 공연 관람이나 미디어를 통해 시청, 청취하는 것을

뜻한다. 예술의 정의 및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합의는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치하는 정의를 찾기 어려우며(Alexander, 

2003; Becker, 1984) 이 연구의 목적이 문화예술의 내용적 차원에

따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사용한다. 

사회연결망은 개인이 맺고 있는 교류관계의 특징을 지칭하며 매개된

공간에서 교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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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문화소비대상과 사회연결망

1.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전환가설

문화소비와 사회적 교류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을 구성하고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대표적 학자는 부르디외(1984, 1986)로 그는

문화취향과 사회관계를 자본으로 비유하여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상호전환(conversion)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부르디외(1986)는

<자본의 형태(The Forms of Capital)>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경제이론의 획일적인 자본 개념을 비판하면서, 계급 구조의 기본이 되는

경제 자본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을 통해서 계급이 다음 세대에 재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자본은 현금이나 자산 같은 것이며 문화자본은 한 개인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는 지식, 소양, 기술, 교육 등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서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안면을 익히면서 공고해진

교류관계로서 개인에게 이익을 창출하고 축적시키는 관계이다.

부르디외(1984)의 문화자본론에 따르면, 고급문화(예술)에 취향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축적이 되며 사회관계에서 표식(signal)으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간의 폐쇄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부르디외(1984)는 자본의 전환 가설을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구별짓기(Distinction)」라는 저서에서 자본의 전환 가설과

관련된 동형성(homology) 가설을 제기하고 설문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① 동형성 가설에 따르면,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은 모두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 문화와 사회집단간의 관계는 일대일 대응관계, 즉

동형적 관계가 있다(Bourdieu, 1984). 수직축을 자본의 양으로

수평축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교육)의 구성비로 설정된 2차원

사회공간을 그린 후 문화취향과 직업군을 배치시킨 결과 지위가 높은

                                           
① 「구별짓기」는 프랑스에서 1979년에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1984년

초판이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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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클래식 음악이나 추상적, 미학적 그림을 좋아하고 낮은 사람들은

대중적, 실용적 음악과 그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르디외는 「구별짓기」나 동형성 가설에서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사회자본에 대해 기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자본의 전환 가설을 연계해 생각해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고급문화에 대한 취향을 가지며 서로

교류한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계층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자본에 대해 논의하였고 상층집단은 문화와 교류 영역의 차원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짓기 – 계층 내 결속의 결속과 타계층에 대한 배타성 –

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직업군을 사회적 지위의

지표이자 교류관계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교류에 한정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이론은 미국에서 관심을 받으며 그의 가설을 미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부르디외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디마지오(DiMagggio, 

1982)의 연구로 디마지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급문화(예술소비)는

상층 계층의 배타적 표식으로 기능하기보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디마지오(1987)는 이러한 내용의 문화이동(cultural 

mobility) 가설을 제기하는 한편 고급문화 뿐 아니라 대중문화를 포함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이 왜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구축을 시도하였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기술한다.

2. 고급문화와 문화이동가설

부르디외(1984, 1986)는 예술장르 등의 고급문화는 계층이라는 귀속

집단의 표식으로 집단 내 폐쇄적 교류에 기여한다고 설명한 반면

디마지오(1982, 1985)는 예술선호나 소비가 미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자원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분석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디마지오와 모어(DiMaggio & Mohr, 1985)는 예술소비가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고급문화를 자원으로 하여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교류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문화이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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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였다. 

디마지오(1982)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고급문화 취향을 가진 경우

학교에서 교사의 눈에 띄게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진 부모를 가진

학생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학업적 성취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술 지식이나 소비

경험이 계급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인 학력과 결혼상대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부르디외(1984, 1986)는 예술 소비가 귀속집단의 표식으로

작용하며 대대로 계승된다고 주장하였다면, 디마지오(1982)는

문화소비가 경제적 자산이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통행증(passkey)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소비의 기능의 차이와 대해, 디마지오와 모어(DiMaggio & Mohr, 

1985)는 맥락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미국에는 귀족

전통이나 고급문화 전통이 부재하고 사회이동의 개방성이나 평등주의에

대한 믿음이 높고, 지리적 이동성도 높기 때문에 문화소비를 통해

사회계층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DiMaggio & Mohr, 1985; 

최샛별, 2006). 

디마지오(1987)는 미국사회에서 문화소비가 계층 이동의 요인으로

역할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화소비가 사회적

교류에서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디마지오(1987)는 문화소비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기능할 수

있는데 개인화되고 이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문화소비가 대인관계에서

대화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연결망의 형성원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고 상호작용 범위가 넓은

맥락에서 문화소비경험이 대화 소재로서 교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소비 경험은 휘발성이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대화를 진전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물질적

형태의 소유물보다 관계 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디마지오(1987)는 사회성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상징적, 문화적

재화에 대한 대화는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s)로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화소비 장르 체계와 사회집단체계가

갖는 관련성에 대해 총체적인 이론 구성을 시도하였다. 

디마지오(1987)는 <문화예술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in Art)>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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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통해 문화소비가 대화 소재로서 갖는 의례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DiMaggio, 1987). 대화란 참여자들이 친밀감의 수준에

맞는 주제를 조율하며 찾아가는 협상적 의례(negotiated ritual)인데

대화에서 문화소비라는 소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관계 형성

및 강도를 조율하는 수단이 된다.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는 바를 찾으며 공통적으로 속할 수 있는 집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서로에게 맞춰 조율해 가며 참여자들은

‘우리’라는 공동의 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조율의

과정에서 문화적 관심사가 흔히 소재로서 사용된다(Caves, 2000; 

DiMaggio, 1987).

이와 함께 문화소비와 사회관계가 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디마지오는 예술의 장르를 분류하는

방식과 사회집단의 분류되는 방식이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집단이

위계적으로 구분된 사회의 경우 장르체계도 수직적 분류가 이루어진다면

수평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장르체계도 그렇다는 것이다. 

부르디외(1984; 1986)가 문화소비를 계급의 표식으로 보았다면

디마지오는 사회구조의 효과로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디마지오는 1987년 논문에 소비의 다양성과 다양한

관계가 상관성을 갖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의 다양성

가설은 이후 사회연결망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된다.

다음 장에는 다양성 가설과 관련해 예술 소비와 대중문화 소비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두 가지 소비를 모두 하는 것이 왜

사회연결망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유리한지에 대한 논의와

리자도(Lizardo, 2006, 2011, 2013)의 경험적 검증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3. 다양성 가설

문화소비 경험이 대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예술 뿐

아니라 대중문화, 그리고 소비의 다양성이 교류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론들로 발전되었다(Bernstein, 1964; Collins, 1988; 

Douglas & Isherwood, 1979; DiMaggio, 1987; Lizardo, 2006; 

Putnam, 2000).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대화의 과정에서



11

대중문화는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는 범용적

자원이라면 예술은 한정된 집단에만 통할 수 있는 통행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소비하는 경우 교류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콜린스(Collins, 1988)는 문화자본을 전환가치에 따라 일반적

문화자본(generalized cultural capital)과 특정문화자본(particularized 

cultur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문화자본이라면 후자는 특정인과의 대화에서만

통용되는 자본이다. 다양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낯선 사람 뿐 아니라 특정인과의 대화 모두가

가능하다.

더글라스와 이셔우드(Douglas & Isherwood, 1979)도 대중적

취향과 희소한 취향이 어떻게 사회관계에서 작동하는가를 설명했다.

문화예술 취향은 중립적이지만 이를 사용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울타리(fences)나 다리(bridges)가 형성되므로 취향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경험은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소공배수와 같이 공통적인

소재가 되므로, 사람들은 함께 텔레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시간을

보내며 친해질 수 있게 하므로 대중문화소비는 다양한 사람들과 손쉽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다리(bridge) 같은 소재이다(Collins, 1979; 

DiMaggio, 1987). 

반면, 오페라, 미니멀 예술, 브레이크 댄스 등의 대중적이지 않고

어려운 장르의 경우 대화참여자들 중 이에 대해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가 오가게 되므로, 대화참여자는 내집단(outsiders)으로, 모르는

사람은 외집단(insiders)으로 인식하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DiMaggio, 1987). 그리고 희소한 관심이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관련 지식을 교환하며 기쁨을 나누는 등 정서적 교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강도 높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Douglas & 

Isherwood, 1979).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옴니보어 가설이 제기되면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Peterson & Kern, 1996). 피터슨과 컨(1996)은 미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문화예술 선호가 부르디외의 상동성

가설과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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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고급

장르(highbrow) 뿐 아니라 대중적 장르의 음악도 좋아하는 폭 넓은

선호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피터슨과

컨(1996)은 상류층 사람들이 고상한 문화만 좋아하는

‘스놉(snob)’에서 문화포식자적 패턴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고 이들을

‘옴니보어’라고 지칭하였다(Peterson & Kern, 1996). 

연구자들은 옴니보어적 취향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계층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며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고급문화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문화선호나 소비가 폭넓은

교류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소비의 다양성은 상층계층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Erickson, 1996; DiMaggio & 

Mohr, 1985; DiMaggio, 1987; Lizardo, 2006; Jeannotte, 2003). 

사회적 지위가 높은 소비자들은 고급문화 소비를 함으로써

배타적(exclusive) 정체성을 표시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과의

결속(bonding)을 강화하는 한편, 저급(lowbrow), 즉 대중문화 소비를

통해서는 다른 사회계층 사람들과 연계함으로(bridge) 자원 및 정보

확산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Putnam, 2000). 

대중문화나 소비다양성이 교류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옴니보어 가설과 같이

부르디외적 관점을 계승하여 계층적 교류의 맥락에서 소비다양성의

역할을 보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수평적 교류의 영역으로 확장해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후자의 예로 리자도(Lizardo, 2006, 2011, 2013)는

사회자본을 사회연결망의 다양성으로 간주하고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소비다양성과의 관계를 일련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이상수

& 이명진, 2014; Erickson, 1996; Lizardo, 2006, 2011, 2013; Roose 

& Vander Stichele, 2010). 

리자도(2006)는 ‘문화적 취향이 어떻게 개인의 연결망을

형성하는가(How cultural tastes shape personal networks)’라는

논문을 통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두 가지 방식으로 - 대중적 문화는

약한 유대 관계로, 예술은 강한 유대 관계로 – 전환된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음악공연 관람자나

영화관람자들에게는 친한 친구로 분류되지 않는, 즉 약한 유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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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클래식 공연이나 미술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는 친한 친구, 

즉 강한 유대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고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예술 장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강한 유대의 친구들이 많고

대중예술 장르 취향과 순수예술을 같이 소비하는 문화소비의 다양성은

연결망 크기나 다양성을 높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리자도(2013)는 약한 유대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연결망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사회자본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가능성을 뜻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폭넓은 문화소비가 약한 유대와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소비가 사회자본과 전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약한 유대로부터 실질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한 유대가 구직에 있어서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의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소비의

다양성(영화, 클래식 공연, 대중음악 공연, 극 장르 공연, 전시, 독서)과

구직방법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양성이 높은 경우 약한 유대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아짐을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리자도(2011)는 이러한 논의를 정교화하기 위해 선호와

소비 강도를 통제하고 다양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폭넓지만 강도가 높지

않은 문화소비를 하는 사람이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이 많다는

것도 검증하였다. 구조적 공백은 관계의 개방성이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회연결망 분야의 개념으로서 이질적인 집단의 가교(bridge) 역할을

하는 연결망에서의 위치를 뜻한다. 구조적 공백은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이다. 

다양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교류 관계의 범위가 넓다는 가설은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에릭슨(Erickson, 1996)은 문화지식의

다양성이 사회연결망의 다양성과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악 영역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의 공연관람과 사회연결망 크기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Roose & Vander Stichele, 2010). 한편

워드와 탬프블롱(2002)은 그간의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르디외적 전통에서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퍼트넘의 사회자본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되어 왔는데 두 가지 전통을 수렴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워드와 탬프블롱(Warde & Tampubolon, 

2002)은 퍼트넘의 사회자본 개념에 기반하여 문화소비와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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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검증하였다. 워드와 탬푸블롱(2002)의 연구

결과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와 다양성은 참여하는 결사체의 수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e & Tampubolon, 2002). 

4. 대중매체와 사회연결망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해 부르디외의 전통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수직적 교류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고

리자도(2006; 2011; 2013)는 문화소비가 수평적인 교류관계에서

기능하는 바를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논의 모두

문화소비를 장르를 기반으로 정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편

미디어학 영역에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중심으로 퍼트넘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

퍼트넘(1995)는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민 참여 및 정치참여가

퇴조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이라는

논문에서 TV시청의 역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트넘(1995)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은 여가 시간을 사적 영역화함으로써 대인관계 및

공동체를 조성하는 활동들을 대체한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면

옥외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볼링은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연결망의 확장과 유지에 기여하지만 TV 시청은 집에서 혼자 하는

활동이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퍼트넘의 가설에서 미디어를 통한

문화소비는 어떤 장소에서 하는 활동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하는 문화소비는 가내 활동이고

관람형 소비는 공적 소비라는 등식은 다른 연구들에서 통용되어

왔다(DiMaggio & Ostrower, 1990; Roose & Stichele, 2010; Siefert, 

1994; Spigel, 1992).

퍼트넘의 사회자본 전통의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거나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소비의

매체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 및 TV 시청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러한 등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매체 이용량보다는 이용 패턴으로 유형을 나누었을

때 정보적 소비는 사회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Norris, 



15

1996)가 이루어지는 한편 시청과 대화행위가 결부되었을 때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예로, 스캐널(Scannell, 1989)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옹호하는

논문을 통해 TV 시청이 사적이라는 등식에 대해 반박한다. 

스캐널(Scannell, 1989)은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불편한 자세로

대화를 할 수 없지만 TV를 보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청한다면

교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V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사가 하나로 모아지고 이에 대한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TV 시청도 공적인 활동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옥외인가

가내인가의 차이가 아니라 소비경험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 공적인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스캐널의 논의에서는 어떤 매체, 어떤

장소인가보다는 대화를 하는가 여부가 시청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인지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디마지오(1987)나 리자도(2006, 2011, 2013)의 주장과 같은

관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V 시청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TV 시청과 관련한 대화는 시청행위와 대화

행위의 연계성 혹은 수용자의 동기의 차원에서 논의하여 왔고(Atkin, 

1972; Friemel, 2012; Lazarsfeld, 1947; Lemish, 1985; Levy & 

Windahl, 1984; Haridakis, 2002; Rubin, 1983; 박소라 & 황용석, 

2001) 최근에는 시청과 연계한 온라인 상호작용(Haridakis & Hanson, 

2009; Jenkins, 2004, 2006; Godlewski & Perse, 2010; 최윤정, 

201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소비자들은 교류에 대한 기대나 동기가 있을 때 시청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앳킨(Atkin, 1972)은 대중매체의 내용이

주변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효용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이야기 소재를 찾기 위해 TV를 본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효용에 대한

기대를 ‘의사소통 효용성(communicatory utility)’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Atkin, 1972). 그리고 하리다키스와 핸슨(Haridakis & 

Hanson, 2009)의 연구에서는 공동 시청 및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유투브 시청을 하면서 공유하는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동기(이혜미, 2014; Atkin, 1972; 

Haridakis, 2002; Rubin, 1983; Levy & Windahl, 1984; Na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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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를 중심으로 대중매체 소비와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 개인의

대화행위가 발생하며 편차가 있음을 지적해준다. 따라서 문화소비자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동기, 능력, 행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문화사회학과 미디어학 분야에서, 문화소비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문화사회학 영역에서는 부르디외(1986)의

주장에 기반하여 고급문화소비와 계층적 교류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한편 디마지오(1987)와 리자도(2006)를 통해 대중문화를

포함한 문화소비의 다양성이 교류의 범위와 갖는 관계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었다. 디마지오와 리자도는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과 관련성을

갖는 것은 대화소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소비

경험에 대한 대화는 서로를 알아보고 ‘우리’라는 인식을 만들기도

하고 집단을 구분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디어학 연구자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퍼트넘의

가설에 기반해 촉발되었고 미디어 소비가 사회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퍼트넘에 따르면

옥외 활동은 교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TV 등의 대중매체 소비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캐널(1989)등의

미디어학자들은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TV를

보는가의 문제보다는 관련된 대화를 하는가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문화사회학과 미디어학 영역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무엇을

소비하는가, 즉 소비대상을 통해 문화소비를 규정한 후 사회연결망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소비대상과 관련된 가설이 제기되는 한편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과정 및 대화 행위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다.

제 2 절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인과관계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과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7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부르디외, 디마지오, 리자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디마지오나 리자도는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지만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원인인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선 부르디외(1984, 1986)의 경우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근본적 요인은 경제자본 혹은 계층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중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자본에서 문화자본, 사회자본이 파생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Bourdieu, 1984). 따라서 문화소비나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다른 변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짜(spurious) 관계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Lizardo, 2006). 반면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고급문화를 통해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문화이동설을 제기하면서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고전적 사회연결망 이론들에서는 사회연결망이 문화취향이나 소비의

원인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문화적 취향과 실천이라는

내용물이 대인연결망이라는 통로(conduit)를 따라 확산된다 (Erickson, 

1996; Warde & Tampubolon, 2002).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리자도 등의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취향이 확산된다는 고전적 연결망 이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리자도(2006)는 고전적 사회연결망 관점에서는

사회연결망을 물질처럼 안정적이고 원래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 구성되므로 원래부터

고정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연결망 구조 자체가 유동적,

역동적으로 변화한다(Puetz, 2015). 푸에츠(Puetz, 2015)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란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전달된다는 맥락에서 존재하게

되며 관심사, 정체성, 취향 등이 변화하면서 사회연결망이 형성, 발전,

해체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사회연결망은 고정적이며 객관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관계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구성체이다(Puetz, 2015). 따라서 문화소비는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리자도(2006)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검증한 결과 취향이 연결망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

연결망이 취향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보다 통계적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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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단적 설계를 통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Edelmann & Vaisey, 2014; Friemel, 2011, 

2012; Lewis et al.,2012; Selfhout et al., 2009; Vaisey & Lizaro, 

2010).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루이스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는 특정 장르의

음악(클래식/재즈, 락음악)이나 영화(음울한 풍자영화)를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두 학생은 친구관계를 형성(선택과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클래식/재즈의 음악의 경우에는 관계망을 통해 취향이

전달되는 과정(확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2012). 

그리고 프리멜(Friemel, 2012) 학교에서 대화 상대를 분석한 결과 특정

TV 장르의 경우에서는 선택 과정이 발생하나 모든 장르에서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화상대로 인해

시청장르가 바뀌지는 않지만 시청 강도는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mel, 2012).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선택과 확산과정은 모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 즉 선택과정은 취향의

유사성이나 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확산과정, 즉 사회연결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또는 누구와

교류하는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귀속집단이나 교류하는 집단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제를 했을 때도 문화소비 경험이나

취향이 사회연결망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이 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한국의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1. 고급문화소비와 계층

한국에서는 1990년대 문화자본론을 소개한 이론서들이 출판되기

시작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이러한 주장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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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 시작하였다(한신갑·박근영, 2007). 2010년 이후부터는

소수이지만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남은영, 2010; 서우석, 2014; 홍상수·이명진, 

2010)(<표 1>).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문화소비는 인맥, 연결망

크기 및 결사체 참여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소비는

연고주의적 집단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차 집단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르디외의 자본의 전환가설, 디마지오와 리자도의

다양성 가설, 퍼트넘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남은영(2010)은

전시, 공연, 영화 관람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맥)과의 교류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문화 소비의 양은 인맥 및 결사체 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수와 이명진(2014)은 소비의 다양성과

사회연결망 크기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서우석의 연구에서도

예술(전시, 공연) 독서는 결사체 참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화관람과 독서는 사회적 지원망과 기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에서 문화소비는 왜 사회연결망과 관계를

갖는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면 계층 등의 귀속적 집단의 효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은

고급문화가 상층계층 집단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데

남은영(2010)의 연구에서는 이를 일면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자본론의 예측과 다른 점도 나타났다. 고급문화 뿐 아니라 대중적

문화소비행위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람도 인맥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수와 이명진(2014)의 연구를 통해 다양성

가설이 지지되었지만 사회연결망을 문화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문화소비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지인이

많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우석(2014)의 연구는 개별장르와

결사체 및 사회적 지원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문화소비가 높은 계층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교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고급문화와 계층적

교류관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문화자본론이나 고급문화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문화이동설을 명백하게 지지하는 증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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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장르와 사회집단의 관련성은

장르 및 사회의 집단 분화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며(DiMaggio, 1987) 문화장르에 대한 인식도 국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Lamont, 1992).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르디외(1984, 1986)는 위계적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문화자본론과

상동설 가설을 통해 문화소비가 상층계층의 결속과 다른 계층과의

구별짓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면 미국의 디마지오(1987)는 보다

평등하고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문화소비가 계층 이동에 기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은 계층구조가 명확한 프랑스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동질적 사회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문화소비를

포함해 소비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도 80년대 이후로 서구에 비해

오래 되지 않았다. 한신갑과 박근영(2007)은 서구와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갖는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자본론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론에 부합하는 긍정적 결과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소

뜻밖이라고 지적한다. ‘계급’이나 ‘고급문화’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화 및 내재화되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데 한국은

식민지화, 급속한 근대화 등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겪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한준·한신갑·신동엽·구자숙, 2007). 문화소비경험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보편화되고, 위계화된 문화장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계급이 분화된 경우 계층의 문화소비방식이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계급적 문화소비의 전통이

뚜렷하지 않고, 문화소비가 널리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김은미·서새롬, 2011). 

한신갑과 박근영(2007)은 문화자본론을 검증한 연구들의 분석틀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간의 연구들은 개인의 계급범주와

문화선호나 소비에 대한 설문항목을 묶은 후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는데 범주들 간의 위계를

사전에 전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석방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음악취향이 차별화되는 방식은

고급(클래식)-저급(대중음악)이 아니라 외국음악-한국음악을 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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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한준·한신갑·신동엽·구자숙, 

2007). 또한 김은미와 서새롬(2011)은 한국 사회는 계급적 문화소비의

전통이 뚜렷하지 않고, 상류취향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도 흐리므로

예술 소비나 옴니보어적 소비를 한다는 것보다 문화소비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 즉 문화소비의 양이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1>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출처 문화참여 사회관계 분석자료

남은영

(2010)

DV: 관람형 소비(지난

해

공연(클래식/오페라, 

연극, 뮤지컬)관람과

전시(미술, 사진, 

서예), 영화 관람

빈도)

인맥 크기(가족이나

친지, 친한 친구, 동창

중에 지위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수)

문화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지평(설문조사)

결사체 수

이상수, 

이명진

(2014)

DV: 관람형 소비와

문학에서의 양적

다양성(지난 해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대중음악), 

전시회(미술, 사진), 

영화, 문학의 9 개

항목 소비 여부) 

사회연결망 크기(공연, 

음악, 영화를 선택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수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포함(각 0-

3 명까지, 3 영역의

평균값)

국민의식조사(한

국사회학회, 

2006)

서우석

(2014)

공연예술(음악, 연극, 

연극/뮤지컬, 무용)
결사체

통계청

사회조사(2013)

전시(박물관, 미술관) 

관람
결사체 저소득층 대상

영화 관람 사회적 지원망

교양서적 독서(전자책

포함)
사회적 지원망, 결사체

권상희, 

홍종배

(2009)

영화보기 대인관계 강화

2007 KGSS

음악듣기 대인관계 강화

문화행사 참가

자기정체성

강화(대인관계 강화는

효과 없음)

운동하기
자기정체성, 대인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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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이용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역할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의 맥락의 차이와 관련해 문화사회학 영역의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문화취향이나 사회연결망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여 왔다. 문화소비와 관련해 개인이

취향을 형성하고 문화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가정, 학교, 결사체, 

미디어 등인데 문화자본론에서는 이 중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

문화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 고급문화전통이나 고급문화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고(양종회, 2009) 지배계급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없다는 점(한신갑·박근영, 2007)에서 가정을 통한

고급문화 교육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통상적으로 문화자본으로

조작화되는 학력의 경우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에 이르므로 이로

인한 편차가 크지 않다(박혜민, 2015).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장미혜(2001)는 가정에서 형성된 것보다

본인의 계발하는 취향과 문화지식이 문화소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장미혜(2001)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본인의 생애

내에서 상승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자본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모의

문화자본 보다 본인의 문화자본이 소비양식에 보다 큰 영향력을 준다고

주장했다. 문화취향을 계발하고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귀속집단보다는

본인의 역할이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맥의 형성에 있어서도 계층 등의 귀속집단보다 개인의

적극성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인맥은 '정계, 

재계, 학계 등에서 형성된 같은 계통 및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유대관계'이다(이재열·남은영, 2008). 이재열과 남은영(2008)은 인맥

형성에 있어서 연고집단 참여보다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재열과 남은영(2008)은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은 개념적으로 상호모순적인 것과 같이

보이는 연고집단과 결사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인맥이 풍부한 사람들은 연고집단과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복합형적인 유형이라고 분석하였다.

본인이 문화취향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날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미디어 이용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 루이스(19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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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적 변동성이 크고 보편적 미디어가 발달한 나라 -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 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확산이 주변인이 어떤 계층인가보다 보다 더

중요한 문화자본의 확산의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Lamont &

Lareau, 1988; Lewis, 1980). 또한 성제환(2012)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향수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동호회에 참여,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한 소비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고급문화를 소비하거나

다양한 소비 -영화 및 고전음악 공연 및 이를 조합해 소비 -할 확률이

소득, 가격 등의 변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제환(2012)의 연구결과에 기반하면, 고급문화를 소비하거나 다양한

소비를 하는 패턴은 본인의 사회적 지위보다 미디어를 능숙하게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전시, 공연을 포함한 문화소비가 대중화되는

동시에 디지털미디어가 보급되면서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문화소비자들은 가족, 학교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문화소비를 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작품 감상의

태도와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이호영·박현주·음수연, 2005; 

서우석·이호영, 2010). 인터넷은 문화자본의 축적이나 사회관계의

확장에 있어 공식적 교육제도나 가정 이외의 경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서우석∙이호영, 2010). 또한 정영찬과 동료들의 연구결과(2014)에

따르면 중, 하위 계층은 예술관람을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추구활동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찬·

이중식·김은미·신동엽, 2014). 이 연구는 문화소비패턴에 있어서

계층이 주는 영향보다는 인터넷 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미디어 이용이

교류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과

박소라(2004)의 연구에 따르면 TV와 인터넷 선호가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텔레비전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내 사회적 관계에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는 교류관계가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집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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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2004)는 TV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나 공통된 관심사는 대화에

주요한 소재가 되고 여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친구들과 관심사가

공유되는 학생의 경우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얻게 된다면

인터넷은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효과적인 위치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 기반하면, 문화소비나 사회연결망간의 관련성을

보는 데 있어서 계층 등의 귀속집단 등의 요인 뿐 아니라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편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에 문화소비자들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하면서

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수월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며 취향을 계발하고 다른 소비자들과

교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간 문화자본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나

성향,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정해지면서 내재화된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서구사회를 기반으로 한 연구관점이 한국사회의 맥락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생긴다. 그간 계층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소비와

사회관계의 관련성을 검증해 온 관점에서 벗어나 이 글에서는 개인의

행위에서의 편차, 그리고 문화소비자들간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소비 방식과 의사소통행위에서의 편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잣대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제 4 절 소결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논의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디마지오의 이론 구축, 리자도의

경험적 검증으로 전개되었다. 부르디외(1986)는 문화자본에 주목하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지배-권력 관계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자본만큼이나 문화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사회자본과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에 기반해 형성되는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오랜 사회화 과정을



25

통해 만들어지므로 쉽게 획득하기 어렵고 경제자본과 달리 전수에

있어서 가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문화자본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계층과는 구별을, 같은 계층간 결속을 강화한다.

디마지오(1987)는 문화소비가 계층 집단간의 연결을 만드는 측면을

부각하면서 문화소비를 통해 계층 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디마지오는 계층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의 형성원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대중예술은

통용범위가 넓어 누구나 대화에 참여하게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예술은 이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라고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고급장르와 대중장르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것은 교류의 폭을 넓히는 대화의 자원이 될 수 있고 깊이 있는

소비는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설은

리자도의 연구(2006, 2011, 2013)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한국에서도 소비대상 관점에 기반하여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선행연구의 관점이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 또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부르디외가 문화자본론을

제기한 프랑스 사회는 사회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희소한 예술 장르에 대한 소비 및 관련 정보 획득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류관계 역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층별로 특징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김은미·권경은, 2015). 

한국사회에서는 문화적 위계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개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맥락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문화소비나 교류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계발이나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미디어 이용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미디어학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도

사회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소비대상보다는 관련된

대화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문화소비, 사회연결망의 개념을 새롭게



26

구성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예측한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우선

의사소통과정에 있어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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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의사소통과정에서 본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과 대화행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DiMaggio, 1987; Lizardo, 2006). 그리고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서

구성한 모형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고급문화선호가 학업적 성취와 결혼상대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그림 1>와

같은 모형을 제안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계층(가족적 배경), 

문화자본, 의사소통능력의 세 가지이다. 문화자본은 말의 내용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적 내용물(content of prestigious status 

cultures’)이며 말의 방식은 비언어적 단서, 엑센트, 말의 속도 등

말하는 방식이다(DiMaggio, & Mohr, 1985). 위 모형을 통해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문화자본과 의사소통능력의 선행요인을 가족적

배경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독자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 모형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자본, 즉 문화소비의 대상과

의사소통능력은 계층 효과의 중간 경로로서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iMaggio & Mohr, 1985)

<그림 1>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전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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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지오는 <그림 1>의 a1, a2, a3 경로를 통해서 계층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지만 b1 경로의 독자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다. 디마지오(1987)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경험과 관련된 대화가 관계 형성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사람들이 속한 사회세계가 동네에서 도시로 그리고

국가로 점점 확장되는 가운데 상호작용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교류관계가 친척이나 이웃 등의 관계를 벗어나고, 

물리적 거리에 제한되지 않게 되면서 상호작용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알아보는데 있어서 소유재산보다는 대화의 소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DiMaggio, 1987; Fiske, 2002). 교류관계에 있어서 배경보다 능력이

중시되면서 상속물이 아니라 대화 내용이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고 대화에서 예술적 경험은, 언어로 재현되면서, 상호작용에

있어 늘 꺼내 쓸 수 있는 강력한 매체로 작용한다(DiMaggio, 1987).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교류관계가 넓어지는 가운데 계층 등 귀속집단이

교류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문화소비 경험은

대화의 소재로서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디마지오는 문화소비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지만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도 교류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진 맥락에서 고급문화소비나

다양한 소비를 한다고 해도 그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교류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마지오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소비대상이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론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의사소통능력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간의 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화하거나

경험적인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 경험적 검증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면대면 맥락에서 대화의 내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지표화하여 양적

연구화하는 작업이 어렵고 선행 연구 또한 드물기 때문인 듯 하다.

디마지오의 이론에 기반한 후속 연구에서도 대화의 과정을 통해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지만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문화소비의 대상과

사회연결망간의 관계를 분석한 리자도(Lizardo, 2006, 2011, 2013)는

문화소비의 대상의 내용적 효과에 대한 검증만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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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이 관련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의사소통의

여부나 정도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 기반해 검증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가 제시한 모형에 기반해 이 연구에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선행 연구에서 취한 연구전략은 문화소비의 대상과

사회연결망의 직접적 관계로 구성된 모형에 기반하며 ‘문화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의사소통에서의 차이로

인한 효과는 간과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들은 문화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경험에 대해 동일한 정도로 표현한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전략 및 모형의 문제는 측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으로 구성된 모형은 선호나 혐오가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과 응답을

요구받아 표현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처리해 왔다. 어떤 사람은 선호를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혐오를 표현하며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는다. 

선호나 혐오를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선호를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혐오를 표현하며, 어떤

사람은 소비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양하거나 깊이 있는 소비를 하지만 집에서 혼자 감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한 후에 늘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분명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디마지오와 모어(1985)가 제시한

모형(문화소비-의사소통능력-사회연결망)은 이론적으로나 현실 적합성

면에서 보다 개선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자들의 능력과 행위에 대해 ‘커뮤니케이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있어 귀속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되면서 관계의 유동성이 높아지며 사회연결망은 더 이상 고정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벡(Beck, 1999)은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고

상호작용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류형태가 집단에서 개인 중심의 교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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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맥락에서 사회연결망은 더 이상 고정적 실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유지되며

해체된다고 주장하였다(Collins, 2004; Lizardo, 2006). 관계는 이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선택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맺는 관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결망(a subjective management of the network)이라고 할

수 있다(Schulze, 1993). 

이러한 주장이 잘 나타나는 교류공간은 온라인이다.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은 면대면 의사소통에 비해 탈맥락화되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선택적으로 노출하거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일대일 소통인 통신 뿐 아니라 일대다의 방송형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서로간의 연결이 쉬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관계망을 벗어나, 자신이 계속적으로

구축하는 사회관계에 들어갈(reinserted) 수 있다(Giddens, 1990).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은 귀속집단보다는 교류하는 관계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Berking, 1996). 

그러므로 디마지오의 모형(<그림 1>)의 b1, b2의 효과경로는

사회연결망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와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가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

매개된 의사소통의 영향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소비 경험에

기반해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를 사회연결망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연결망 중 우선 문화소비와 관련한

대인관계인 대인 연결망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한 후

문화취향이나 소비경험에 기반해 형성된 관계인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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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연결망의 확장

1. 대인연결망

선행연구에서 기술하였듯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연구의 전통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서는 문화소비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사회연결망을 정의해 왔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공식적, 비공식적 대인관계가 개인 및 집단을

지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지지효과의 수혜자를 개인으로 보는가, 집단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그리고 두 가지 사회자본

논의는 모두 문화소비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관계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개인 수준의 이익과 관련해 사회자본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대인관계도 축적 및 활용이 가능하므로 대인관계의 유지와 발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문화소비나 사회관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부르디외(1984, 1986)는

사회자본을 묘사하는데 있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총량

(volu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골프클럽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골프클럽 외에는 사회자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나 측정을 한 적이

없다(Warde & Tampubolon, 2002). 

부르디외가 골프클럽을 사회자본으로 간주한 것은 고급문화를

문화자본으로 본 것과 같은 논리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골프클럽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고급 문화소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결속에 기여한다. 남은영(2010)은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여 전시, 공연, 영화 관람과 인맥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인맥은

직업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교류관계를 의미한다(남은영, 2010).

집단 수준의 이익과 관련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퍼트넘이다. 퍼트넘(2003)은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합창단, 볼링 리그 등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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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인 결사체가 공동체의 신뢰나 통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다(박희봉, 2002; Putnam, 2000). 그 이유는

여가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간의 차이를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이나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보다 양질의 견해를 갖게

되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Mutz, 2002).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문화소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 뿐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교류에서도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우석(2014)은 문화소비가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수직적 차원, 즉 지인의 사회적 지위와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교류범위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소비는 지위가 높은 사람, 인맥과 한정되어 관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전체 지인의 수, 즉 지인의 규모와도 관계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소비는 인맥과 지인의 규모와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첫

번째는 문화소비를 긍정적 혜택을 산출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몰입적 경험이나 소비경험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소비자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등한시되었다.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 날 문화소비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계층인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대화 및 교류에 참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유튜브나 TV 시청을 하면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시청에 대한 감상평을 서로 나누기도 한다(Bugress & Green, 

2013). 

부르디외나 퍼트넘은 문화소비와 관련된 관계나 모임에 주목하기

하지만 사회연결망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화소비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부르디외의

‘골프클럽’은 문화소비와 관련된 관계이긴 하지만 부르디외는 이러한

관계가 계층 기반의 관계를 강화시키므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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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퍼트넘의 ‘볼링리그’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형성, 유지되는 교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퍼트넘은 문화소비경험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합창단이나 볼링리그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을 목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연결망을 논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문화소비가 의사소통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면 문화소비경험 자체를 교류의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예로 워드와 동료들(Warde, Tampubolon, & 

Savage, 2005)은 여가동반자(leisure companionships)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여가동반자는 특정 활동을 같이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여가활동에 기반해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하지만 여가동반자의 경우 친구, 가족 등 귀속집단과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면대면 맥락에서 귀속집단이나 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관계를 대인연결망으로 지칭하여 분석에 포함시키는 한편

온라인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소비 경험과 기반해 온라인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를 ‘온라인

문화연결망’ 개념으로 지칭한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문화소비와

관련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통해 형성된 관계로

정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대해 기술한다. 

2. 온라인 문화연결망

온라인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인관계의 범위와 질이

변화하였다는 주장(권정혜·육설아·우성범·조현, 2013)과 문화소비

행위나 관련된 교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할 때

사회연결망에 온라인 관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공통의 관심과 주제를 통해 사람들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이루어지며(Wood & Smith, 2001) 누구나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간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온라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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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석과 이호영(2010)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문화소비자 집단을

네트워크화된 문화소비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터넷 등장 이전 문화소비자들은 경계가 분명한 집단에 귀속되어 있고

이러한 소속집단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다매체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 능력을 가진 문화소비자들은 자신의 이해와

취향에 따라 연결망을 선택한다. 따라서 네트워크화된 문화소비는

과거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집단에 속해 취향이 계발되고

사회화되던 문화소비자와 다르며 문화소비를 하지 않는 집단과도

구별된다(서우석·이호영, 2010). 

온라인 맥락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 브루커(Brooker, 2002)에

따르면 대중문화 팬덤 집단은 다른 팬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지만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단지 텍스트로만 서로를 인식한다(Brooker, 

2002). 또한 팬 커뮤니티에는 팬 픽션을 쓰거나 서로 조언을 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명성을 얻기도 한다(Baym, 2000). 베임(2000)과

브루커(2002)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문화소비자들의 교류는

계층이나 장소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소비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홀트(Holt, 1995)는 문화소비자를 수동적인

구경꾼들(spectators)으로 개념화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유가

이루어질 때 서로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문화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1)정보를

찾아 문화자본을 형성하고 2)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찾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3)자신의 취향이나 소비와 관련해 이야기할

사람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동시적, 혹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문화소비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사회연결망의 하위 차원으로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구성한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문화소비에 관련해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로서

인터넷 이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연결망이다. 온라인은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문화연결망에서, 문화소비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더 나아가 고급문화나 다양성이라는 소비대상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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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경험의 차이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영향을 주는가도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온라인에서는 고급-저급이라는 문화적 위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문화소비 대상의 상징성 보다는 정보의 속성이

교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인력도 많아졌고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문화의 질에

대해 평가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문화상품의 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는 한편 이들의 성향도 다양해졌다(Wright, 2002; 

Verboord, 2013). 그러므로 획일적 잣대로 소비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과거 대중매체를 통해 기자, 평론가 등 한정된 수의

전문가들이 콘텐츠의 질에 대해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했다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체계가 등장하였다(Napoli, 2011). 

이와 함께 전문적 소비자들이 소비대상을 평가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교류에 있어서 문화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소비대상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소비’ 개념을 문화소비자의 몰입도와

정보 획득에서의 차이를 중심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제 3 절 문화소비방식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원인가의 관점에서 고급문화나 소비의 다양성 등 소비대상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고급문화 소비와 사회연결망간의

관계는 엄밀히 말해 문화소비 경험에 대한 몰입이나 대화에서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구별과 연결이 형성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범주의

집단을 인식하는 기제로서 문화소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상대방의 소속집단을

판단하는 힌트로 작용함으로써 구별과 연결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부르디외의 이론에 따르면 문화소비는 귀속집단인 계층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일종의 종족의 토템처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문화소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연결관계나 구별을 설명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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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리고 디마지오(1987)는 문화소비가 대화적 자원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한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화소비가 일정 부분 연결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역시 계층 관계 내에서 문화소비가

기여하는 바를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계층, 문화자본, 의사소통능력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그림 1>) 문화자본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적 내용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된

교류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소비의 기능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문화소비가 규정되다 보니 선행 논의에서는

개인의 문화소비 경험에 대한 몰입도의 차이, 또 그로 인한 정보획득의

편차가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디마지오(1987)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리자도(2006)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재 뿐

아니라 정보나 지식의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리자도(2011)는

고급문화와 강한 유대, 그리고 대중문화와 약한 유대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자신의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선 사람들이

실제 만나서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 주제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가치를 가지는가, 혹은 널리 통용되는 범위를

가진 주제인지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상적 혹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예술과 대중문화 범주는 통용

범위, 몰입(engagement)의 정도, 지위의 3가지 차원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Lizardo, 2011).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피상적 혹은 깊이 있는

몰입이 가능하며 고급문화의 경우에도 피상적 혹은 깊이 있는 몰입이

가능하므로(Ostrower, 1998) 이러한 깊이가 대화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리자도의 지적에 따르면 소비대상별로 문화소비의 차이를 규정할

수도 있지만 소비대상과 상관없이 몰입이나 깊이의 정도에 따른 차이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후자의 잣대로 구성한 문화소비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차이를 더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리자도(2011)는 문화소비에 대한 메시지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기제를 지위, 통용범위, 지식의 깊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중 지위 및 통용범위가 사회연결망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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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가를 설명하였다. 이에 더해 리자도는 지식의 깊이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고 지식의 깊이가 세 가지 요인 중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소비대상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소비 개념은

지위획득 및 유지를 위한 상향적인 교류나 교류범위의 확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대화에서의 기능하는 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점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 생산 및 소비,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문화소비 대상이 갖는 상징성은 고급-저급의 위계로 설명하기

어렵다(Wright, 2002). 문화산업이 성장하며 공급이 증가하면서 희소한

자원이 된 것은 소비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이기 때문이다(Wright, 

2002).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 등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전시나 공연 관람 행위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소비대상과

상징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소비 개념이 대화에서의 효과를 보는데

있어서 유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용범위의 경우

대중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흥행 상품이 빠르게 바뀐다. 그리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도 흐려지며 예술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혼종적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다. 

문화소비 대상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환경에서

문화소비자들의 정보나 지식의 정도가 대화의 깊이나 메시지의 품질을

좌우함으로써 문화소비자들의 교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화소비는 논쟁성은 낮으나 상대방에 따라 깊이 있는 대화로도

진전시킬 수 있는 소재이다. 날씨와 같은 소재는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진전하기 어렵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깊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관심이나 지식과

수렴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나 종교, 스포츠 등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라면 어떤 책,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가벼운 수다의 소재로서 누구나

대화에 참여하기 쉽게 해주는 한편 서로의 관심과 태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만일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취향이 비슷하다고, 즉

통한다고 여겨지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심리적 위안이 생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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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만일 서로 깊이 있는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보다 깊은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소비경험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쟈네스(Jarness, 2015)는 문화소비의 대상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오늘

날의 문화소비가 어떻게 계층화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비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잣대가 ‘고급문화’ 에서 ‘소비 다양성’로

바뀌긴 하였지만 두 가지 잣대는 모두 계층적 교류를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쟈네스(2015)은 사람들이 문화상품을

어떻게 소비하고 전유하는가의 문제가 무엇을 선호하거나

소비하는가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았다. 동일한 대상도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전유되므로 똑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동일한 취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은미와 권경은(2015)도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은 '소비'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들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다변화된 소비의 양상을 다루기 위해서

소비대상이라는 잣대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문화정책연구보고서인 MTM 런던의 보고서(2010)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관련하여 접근, 학습, 경험, 

공유, 창조라는 방식의 차이에 따른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보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방식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메시지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의 획득 정도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문화소비

방식과 관련해 정보적 가치가 높은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뉴스에서도

속보와 심층보도는 정보적 가치로 인해 영향력이 크듯이 문화소비에

있어서도 메시지의 속도와 심층성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보가치와 관련해 문화소비 방식 중 속도가 빠른 즉시성, 정보획득량이

많은 반복소비와 정보추구의 세 가지 유형에 주목하였다. 

1. 즉시성

즉시성은 개봉 첫 주에 영화를 관람하거나 디지털 음원이 나오자마자

구매하는 등, 새로운 문화상품이 출시되자 마자 경험하는 소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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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초기에 몰리는 관객들은 먼저 소비한 후 입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신상품이 출시되자 마자 소비하는 집단은

전체 소비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한다(WACS Insights 

& Strategy, 2010). 즉시성이 높지 않는 문화소비자들은 특정

문화상품이 대중적으로 흥행한 후에야 소비를 하거나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케팅 문헌에서는 이들을 혁신가 혹은

초기수용자(early adopter)로 지칭하는데 이들이 퍼뜨리는 입소문을

통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소비방향이 결정된다(WACS Insights & 

Strategy, 2010). 

문화소비는 경험재 소비이므로 속도가 빠르면 정보가치가 높다. 

문화소비의 대상인 공연, 영화 등의 경험재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광고

정보나 대중매체의 정보만으로는 구매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상품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은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화상품에 대한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 먼저 경험한 정보는 가치가 높다(Ratneshwar & 

Chaikan, 1991). 새로운 문화상품을 빨리 소비해 본 경험은 새롭다는

점에서 흥미롭고(Berger & Iyenger, 2013) 타인에게 이득이 되므로

실용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영화나 음악 등 새로운 문화상품이

출시되자마자 지체 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대화에서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타인의 유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제품을 일찍 구매하고 사용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기 표현 욕구가 높다(Rogers, 

1995). 혁신성이 높을수록 자기표현 욕구가 높아진다(고준, 신선진, 

김희웅, 2008; 구철모, 정남호, 전유희. 2011). 그리고 혁신성이 강한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내부화하려는

욕구가 강하다(Taylor & Todd, 1994). 이들은 미디어도 빠르게 채택해

사용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테퍼와 하지타이(Tepper & Hargittai, 2009)가 음악 소비패턴과

새로운 음악에 접근할 때 이용하는 정보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옴니보어 집단은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았으나

정기적으로 음악을 추천하는 행위를 하는 집단은 인터넷 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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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브라우징보다는 능동적인 P2P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새로운

음악을 빨리 능동적으로 찾는 음악소비자들은 이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보면 즉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의사소통의 정도도 높고 대인연결망의 크기도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앞에 기술하였듯이 문화소비를 문화산업의 공급의 변화와 연계해

설명하는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산업이 팽창하면서, 

이제 희소한 것은 소비대상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지적한다(Lanham, 

2006; Wright, 2011). 새로운 문화상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소비할 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먼저 소비한 사람들의

정보는 유용성이 높다. 또한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많아지고 SNS 등 다수에게 빠르게 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방송형 채널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빠르게 신상품을

채택해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명성을 얻기도

했다(김은미·권경은, 2012).

홀트(Holt, 1997)는 유행이 빠르게 바뀌고 소비대상의 가치도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특정 소비대상을 즐기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소비대상에 대해 전문적이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Holt 1997, Puetz, 2012). 즉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빠르게 소비대상을 경험하고 파악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사회연결망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소비자들이 교류하는 공간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즉시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빠른 정보가 필요한데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문화정보는 제공 주기나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적 필요로 인해 빠르게 소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빠르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시성은 다음 장에서 기술할 정보추구나 반복소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설리번과 카츠게로(2007)은 소비의 속도를 후기 산업주의

사회의 특징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후기 산업주의 사회에서는 일과

여가가 모두 가속화되면서 소비 수준이 높은 집단은 만족을 모르고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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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 빠르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Sullivan & Katz-Gerro, 2007).

빠르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비대상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지속적이므로 항상 새로운 상품을 기다리며 지체없이 체험하고자

한다(McCracken, 1990). 즉시성은 새로운 소비대상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보추구와 반복소비는 특정한 대상에 몰입해

더 알고자 하는 유형이다. 

2. 반복소비

반복소비는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번 감상하는 행위이다.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번 감상하는 행위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장르에서는 회전문 관람, 

영화 영역에서는 반복 소비(re-viewing), TV 시청에서는

반복노출(repeated exposure)라는 명칭으로 지칭되어 왔다. 영화

반복소비는 문화소비의 창구로 기능하는 뉴미디어가 늘면서 동일한

작품을 되풀이해서 관람 또는 시청하는 유형으로서 주목을

받았고(황유정, 김유정, 심홍진, 2011; Klinger, 2006),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복시청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논의(황유정, 김유정, 심홍진,

2011; Dobrow, 1990; Litman & Kohl, 1992; Tannenbaum, 1985)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반복소비는 특정 문화콘텐츠를 다면적이고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취향을 심화시킨다. 여러 번 감상하는

경우 스토리, 음악, 시각 등 다차원적인 면에서 감상이 가능하다. 

반복소비를 통해 사람들은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미 관람한 영화의 잠재된 텍스트를 새로이 발견하는 등 극장 스크린을

통해 얻은 소비경험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킨다(황유정, 김유정, 심홍진, 

2011). 영화의 반복적 소비는 사적 공간이 관람 장소가 되고 여러

매체를 연동하며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러한 기술은 이용자의 적극적 조작을 요구하므로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클린저(Klinger,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친숙함을 얻고, 재해석하고, 대사 음미를 하기

위해 반복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유정, 김유정, 심홍진, 2011). 

한 번의 감상과 반복소비는 소비대상의 차원, 즉 무엇을 보았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경험의 질이나 정보의 축적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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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험이다. 그리고 획득된 정보의 차이로 인해 대화에서 메시지의

심층성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소비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TV 시청 채널 환경에도 영향을

받으나 수용자의 특성-팬덤이나 능동적 소비-과도 관련해 나타난다.

뮤지컬 영역에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복관람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공연규모와 관계없이 반복관람의 수익 비중이 전체 흥행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박다인, 김대진, 2014). 한국의 뮤지컬

시장에서 반복소비의 비중은 높아 2015년 한 티켓예매 사이트의 뮤지컬

티켓 판매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같은 공연을 2회 이상 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했다(이기원, 2016). 공연과 같은 문화상품은 미리 녹음이나

녹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행해지므로 매일 매일의 연기나

노래가 달라지며, 관객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달라진다(이기원, 2016). 

그리고 반복소비자는 특정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추구하는

소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기술할 정보추구와의 차이는

반복소비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시각, 음악, 스토리 등의 요소에 대한

감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인데 반해 정보추구는 콘텐츠에 대한 텍스트,

즉 2차적 정보를 읽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추구

정보추구는 소비 경험 전이나 후에 미디어를 이용해 후기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 읽는 행위이다. 즉시적 소비자들이 남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체험하는 유형이라면 정보추구 유형은 타인의 후기에 기반해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즉시적 소비자보다 소비의 속도가 늦다고 볼 수

있다. 반복소비와 정보추구는 특정대상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반복소비는 콘텐츠에

대한 노출행위이고 정보추구는 노출 전과 후의 읽기 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반복소비는 체험 경험이라면 정보추구는 글을 통한

학습행위이다. 소비 전 미리 정보를 찾는 것은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갖추고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감상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소비

경험 후에 정보를 읽는 행위를 통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정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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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문화산업이 성장하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고급문화 뿐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내용적으로 어려운

작품들도 나오고 있다. 문화소비의 내용은 언어, 시각, 소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감상이 가능하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른 소비자들의 정보나 해석은 소비경험에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소비에서 심층적인 정보는 생산자나 대중매체보다는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생산자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평론가나 기자 등 전문적 매개자들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관계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Caves, 2000). 그러므로

사람들은 경험재에 대한 정보를 주변의 이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다. 소비경험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를 잘 아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문화소비에서는 영화평이나 소감 등의 구전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취향을 계발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정보추구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은 문화자본론이나 질적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부르디외(1984)나 디마지오(1982)는 문화자본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정보라고 보았다. 부르디외(1984)는 문화자본을 체화, 객체화, 

제도화된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체화는 가정에서 형성된 취향과

지식이라면 제도화된 유형은 교육기관에서 획득한 지식이다. 또한

부르디외는 문화자본보다는 정보자본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Bennet al., 

2009; Bourdieu & Wacquant, 1992). 그리고 루즈와 스티첼(Roose & 

Stichele, 2010)은 문화자본을 무엇이 정당한(legitimate) 문화인지

감지하는 것과 그 장르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문화소비가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은 정보적 축적 혹은 정보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추구는 문화소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누적시켜 줌으로써 대화를 통해 사회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문화소비방식과 사회연결망

문화소비 방식의 세 가지 유형은 사회연결망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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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 방식과 사회연결망 중 대인연결망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즉시성은 대인연결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문화상품에 대한 메시지는 속보처럼 일반적으로 흥미를 끄는

정보이다. 또한 즉시성이 높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혁신성 및 자기

표현 욕구도 크므로 소비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인맥이나 지인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복소비와 정보추구는 메시지의 심층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메시지의 심층성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대인연결망 중 지인의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리자도(2011)는 깊이 있는 지식이 대화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분석하며 깊이 있는 지식은 동류선호적인 교류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리자도(2011)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대상을 강도 높게

소비하는(자주 방문) 사람의 사회연결망은 개방적이고 중간 정도로

소비하는 경우 구조적 공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면 선호강도가 높은 경우 대화에서 ‘우리’라는 내집단과 외집단이

구분되며 우리라고 느끼는 사람들끼리 폐쇄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반복소비는 특정 작품에 대한 선호의 강도와 관련되므로 지인의 규모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추구의 경우 반복소비처럼 심층성이 높은 유형이긴 하지만

정보추구가 높은 경우 사회연결망이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정보추구 성향이나 행동이 높은 사람은 미디어 이용이 적극적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벗어나 정보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재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추구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습관적인 정보추구 행동이 나타난다. 

정보추구가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정보를 추구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해당 정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재신, 2015; Kim et al., 2014). 또한 정보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므로(Kim et al., 2014) 미디어

이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정보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빨리 받아들이고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한다(한상욱, 2008).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정보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고자

노력한다(Kim et al., 2014). 적극적 정보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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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므로 자신의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구한다. 반면 정보추구가 낮은

사람들은 기존의 정보채널에 한정한 정보추구 행위를 한다(이재신, 

2015). 

이재신(2015)은 정보추구 성향과 함께, 주제, 사회연결망이 집단

내와 집단 간 정보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친숙한

주제(디자인)와 친숙하지 않은 주제(기술)로 구분해 정보추구 성향과

사회연결망적 특징이 집단 내와 집단간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보추구 성향이 적극적인 사람은 두 가지 주제 모두에서 집단간

정보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신, 2015). 반면 사회연결망의

강도는 집단 내 정보교류에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정보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미디어 이용이 적극적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벗어나 정보추구를 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확장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문화소비에 있어서도

정보추구가 높다면 대인연결망을 확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는 어떠한가? 앞서 정의하였듯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문화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이자. 

온라인에서 형성된 연결망이다. 이러한 관계는 문화소비 경험에 대한

몰입의 정도 및 정보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다. 우선

소비방식 중 즉시성은 온라인 문화 연결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정보는 애호가들에게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소비에 있어서 즉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들은

온라인 미디어 채택도 빠르고 활용에도 적극적이므로 즉시성은

대인연결망 뿐 아니라 온라인 연결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복소비와 정보 추구는 모두 심층적 정보와 관련되므로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화소비자들 중 몰입이

정도가 높은 애호가들은 결속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심층적 문화소비의 방식은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자도는 선호강도에 기반해

애호가들이 결속한다고 설명하였고 디마지오(1987)도 희소한 관심이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관련 지식을 교환하며 기쁨을 나누는 등

정서적 교감이 형성될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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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Douglas & Isherwood, 1979). 

온라인 공간에서도 몰입도가 높은 애호가들은 소수라는 점에서

결속하려고 하는 한편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교류하려고 한다. 

애호가들이 교류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은 소비대상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뮤지컬 장르의 팬들도 강도 높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는 특징을 보이며 아이돌 스타의

팬들도 열성적인 소비자들의 경우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비하는 대상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러한 애호가적 성향이 적극적 미디어

이용 및 교류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재는 객관적, 표준화한 기술(description)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와 공급자간 그리고 소비자간에도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다(Caves, 2000; Coulangeon & Lemel, 2007). 그러므로 과거의

소비량, 지식, 해독능력은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경험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즐길 수 있으므로 정보의 양에 따라 경험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추가적인 사고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Radbourne et al., 2009). 소비경험에서 얻은

정보량이나 감동의 차이, 즉 더 많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만큼의

차이는 대화 내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경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인지적, 정서적 몰입은 유창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어떤 전시나 영화를 관람한 것보다는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대화의 전개나

깊이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대화가 진전될 때 문화소비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이해시키거나 타인을 더 이해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관계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심층적

정보는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이 연구를 위해 공연관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부록

3>)결과에 따르면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에 기여하지만

반복소비는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애호가들은 특정 장르에

집중된 소비를 하며 정보추구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장르

모두 티켓 가격이 비싸고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소비활동을 함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해 다른

문화소비자들과 교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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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인터넷을 통해 티켓

오프닝 일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공연 직후에는 다른 관객의 실시간

감상 평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얻으므로 대중매체 기사를 읽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정보를 읽는 과정을 통해

다른 특정 관객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감상평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추구 행위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반복소비의 경우 특정 장르에 한정해 나타나는 소비방식이었ㄸ다.

뮤지컬은 공연이 오픈되면 폐막할 때까지 장기 공연이 이루어지므로

반복소비가 나타났지만 클래식의 경우 동일한 레퍼토리를 1번 이상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반복소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뮤지컬

장르의 경우 반복소비를 통해 공연장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면식관계로 전환되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정보추구는 온라인 의사소통을 통해 온라인

문화정보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뮤지컬의 경우

반복소비는 공연장에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대면 관계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온라인 의사소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온라인문화연결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제 4 절 의사소통능력과 행위

디마지오와 모어(1985)의 모형(<그림 1>)에 따르면 문화소비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효과 경로(b2)에 관련해 논의하고자 한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의사소통능력을 말투나 어조 등 말의 방식으로

규정하였지만 통상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의 핵심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의된다(김반야, 2015).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서 타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에 적절히 반응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김반야, 2015; Riggio, 1986).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능숙하므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황유선·김주환, 2009;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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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ee, 2003, p.3). 이러한 정의 및 논의에 기반하면 의사소통능력은

대인연결망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메시지 교환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온라인

맥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디마지오가

문화자본과 의사소통능력을 구분하여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효과를 볼

것을 제안한 것은 문화소비의 내용물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언어적 기술이 사회연결망

형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DiMaggio & Mohr, 1985; 황유선, 김민규, & 김주환, 2009).

이러한 능력과 기술은 면대면 만남 뿐 아니라 매개된 대화에 있어서도

필요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영향을 줄 것이다. 

개인의 대화 능력은 내재된 특성으로서 면대면 의사소통 이용자, 

이동전화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가 별개의 인간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미디어 이용 행위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김반야, 2015; 

배진환, 2003).

그리고 문화소비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정도도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정치나 시사를 읽는 것과

별도로 관련된 대화를 하는 정도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2008). 따라서 문화소비에 대한 발화행위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에 기반해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에 대한 대화 중 인터넷을 이용해 후기를 쓰는

행위를 취향표현이라고 지칭한다. 취향표현은 문화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문화소비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온라인에서는 메시지

교환을 통해 관계가 형성,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소비 경험을

온라인 메시지로 발신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비언어적 메시지나

사회경제적 속성이 영향을 주는 면대면 맥락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메시지의 교환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화소비 경험이 온라인 맥락에서 사회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에서 더 성공적이거나, 

더 적극적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다수의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적

속성으로 정의되지만 특정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대화를 잘하는 것과

일상적인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화를 잘 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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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김반야, 2015; Spitzberg, 1983).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적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을 구분하여 논의한다.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소비경험에 대한 발화행위인 취향표현을 구분하는 이유는 주제에

따라 표현의 양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사소통능력과 온라인 문화연결망

의사소통능력은 주로 대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연구되어 왔으며

온라인 연결망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의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영향을 준다는 점(김반야, 

2015; 김은미, 2002)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능력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소비자들의 교류의 맥락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정의한 경우는

디마지오와 모어(198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들의

정의는 온라인 맥락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는 의사소통능력을 말의 속도, 어조 등 말의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온라인에서는 말이 아니라 글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하기의 양상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샤와 동료들(Shah, McLeod, & Lee, 2009)도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획득은 가족, 학교, 동료들과의 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의사소통능력을 미디어

이용능력을 포함해 규정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자들의 온라인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에 맞춰

의사소통능력을 자신을 잘 제시하는 한편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교환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실 공간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사회적

맥락단서(social cues)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기노출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한다(Tidewell & 

Walther, 2002).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단서가 낮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추구하게 되며 아울러 자신들에 대한 노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것은 자기노출(self-disclosure) 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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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self-presentation)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노출은 자기제시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온라인에서는

자기 노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히 자신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통해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자기제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하는 특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자아 중 어떤 부분을

노출하고 가리고 또는 가짜로 만들어 낼 지의 선택행위가

이루어진다(황유선·김민규·김주환, 2009). 따라서 온라인에서

자기제시 능력은 연결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제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대인관계의 발전과 형성

그리고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상호 신뢰의 수준을 높이며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킨다. 보트리(Bortree, 2005)에 따르면, 자기제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제시는 이동전화,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미니홈피, SNS 등 매개된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ck et al., 2010; Bortree, 2005; Papacharissi, 2002; 

박성복 & 황하성, 2007; 윤해진, 2006; 최세경, 곽규태, & 이봉규, 

2012). 자기노출적 성향은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며(Martin & Anderson, 1995), 감정적 지지에도 영향을

미친다(Weber & Johnson, 2004). 자기노출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며, 친밀감을 높이며 신뢰를 증진시킨다(최광선, 

2006; Papacharissi, 2008).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표현적 글쓰기나 읽기를 통해

동일시(identification) 및 공감 경험이 발생하므로 이는 대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현미, 김은미, 이준웅, 2012).

또한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입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거나 충성도가 높은 특정 소비자 집단이 아니라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청림, 2013). 따라서 문화소비자 중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행위가 높으면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형성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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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교환하는 능력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교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의사소통 성향이다. 

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차원은 주장성(assertiveness)와

반응성(responsiveness)으로 주장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이며 반응성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McCroskey & Richmond, 1996). 두 가지 성향이 모두

높다면 -주장성과 반응성의 정도가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 -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나 타인의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모두

능숙하므로 메시지의 교환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메시지의

교환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맥락에서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핵심적

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장성과 반응성이 모두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계획을 구사할 수 있고 미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김은미, 2002). 두 가지 능력이 모두 높은 집단은 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한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는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미, 2002).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면 정보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쌍방형적인 미디어를 더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의사소통능력은 대인연결망 뿐 아니라

온라인 문화연결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취향표현과 온라인 문화연결망

문화소비에 대한 발화행위의 정도도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연구결과를 참고했을 때

문화소비에 대한 대화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최윤정은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연결망과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효과와 대인간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매개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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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 이용의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콘텐츠에 대한 대화나 토론

행위가 사회연결망에 영향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간 의사소통을

사회이슈에 대한 대화 및 반대의견 나누기로 나누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문이용은 사회이슈에 대한

대화의 빈도를 통해 사회적 지원망(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과 결사체(결사체 수와 참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문을 읽거나 TV 시청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는 온라인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정, 2014). 또한 금희조와 조재호(2015)에 따르면 정치 및 시사

뉴스 이용 뿐 아니라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면대면 및 매개된 대화는

효능감이나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주었다(금희조·조재호, 2015).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면 문화소비에 대한 대화나 표현은

사회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 발화 행위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류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면대면 접촉에서는 사회적 속성이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호혜적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려고 하는 행위가

발생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면(Lazarsfeld & Merton, 1954)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표현 및 노출의 정도를 조절가능하므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보다 적극적 의사소통 행위가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Lewis et al., 2008; Thelwall, 2009; 위지은, 

2013). 온라인에서는 정보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질 수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생산하는가가 접근성 및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준다.

참고로 문화소비에 대한 발화행위인 취향표현의 효과를 일반적

의사소통행위의 양과 구분해 영향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교성이

높으면 의사소통의 양이 많은데 의사소통의 양은 면대면과 온라인 맥락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적 성격의

영향을 검증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소비 경험을 공적으로

드러내는(outspoken) 행위가 교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취향표현과 사교적 성격의 효과를 구분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의 양은 그 자체로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보아즈(Boase, 2008)은 개인의 의사소통 기술 이용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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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습득 및 교환을 하기 위한 다중적

통신 미디어의 이용 행태를 지칭하기 위해 ‘개인 의사소통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는 면대면

접촉 뿐 아니라 대인 미디어 이용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인 의사소통 시스템의 차이를 보기 위해 대인

미디어 이용에 따라 집단을 나눈 결과 미디어 조합의 차이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용이 높은 ‘중의사소통자 (heavy communicators)’와

낮은 ‘경(light) 의사소통자’로 구분되었다. 중의사소통자의 경우

사회연결망의 크고 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연결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적극적 의사소통행위가 관계와 친밀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 2008; Thelwall, 2009; 위지은, 2013). 

루이스와 동료들(Lewis et al,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유사성과 영화, 음악, 책 등에 대한 문화적 선호의 관련성은 낮은 반면

페이스북 친구관계인 경우 유사한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로 사진을 주고 받는 친구관계인 경우 선호도의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Lewis et al, 2008). 위지은(2013)의 페이스북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거주지, 고향, 직장, 학력, 소속집단, 선호하는 웹페이지, 

결혼상태, 공유하는 친구의 수 등에서의 유사성은 친밀감에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의 양은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텔웰(Thelwall, 2009)의 연구에서는

마이스페이스(MySpace)에서 커멘트를 남기는 사람들이(commentor) 

커멘트를 받는 사람에 비해 더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등의 네트워크적 속성(affordance)을 가진

대인미디어는 정보 습득 및 관리, 그리고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용도

모두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이용의 차이에 따라

사회연결망의 규모나 다양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등의

대인미디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보다 크고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 등의 대인미디어를 얼마나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가는 그 자체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해 취향표현이 특히 온라인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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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과의 연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통제

및 비교를 위해 일반적 의사소통의 양을 분석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이상 디마지오와 모어(1985)의 모형 중 의사소통변수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경로와 관련해 의사소통능력의 차원을

재구성화하여 제안하였다. 다음에는 의사소통변수와 문화소비의 효과가

상호작용하여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5 절 문화소비방식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디마지오와 모어(1985)의 모형(<그림 1>)에서는 문화소비와

의사소통능력이 각각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문화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과 행위는

개별적으로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결합된

방식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관심을 얻거나

이해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빠르게 소비를 하거나 심층적인

소비를 하는 등의 소비방식과 이를 얼마나 말로 표현하는가, 혹은 잘

표현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문화소비방식 중 특히 정보 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즉시성이나 반복소비도 문화소비 경험을 통해 정보의 속도나

획득량이 많다는 점에서 교류관계에 있어서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하였듯이 즉시성이나 반복소비는 보다

체험 중심적 소비방식으로 의사소통과정에서 발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언어로 재현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보추구의 경우 2차적 텍스트, 즉 언어로 된 정보를 읽는 행위이므로

발화행위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발화행위의 정도나 능력의

수준에 따라 정보추구의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언어적

메시지의 교환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소비방식 중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갖는 정적인

관계가 의사소통능력이나 취향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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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능력,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

소비방식 중 정보추구는 소비경험에 대한 글을 읽었다는 점에서

바로 대화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언어적 메시지 교환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낮다면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은 문화소비 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갖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를 분석시키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주장을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는 능력이므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메시지 교환에서

호혜성(reciprocity)이 높을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일방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보다 정보에 대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정보추구

과정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면 정보추구에 있어 쌍방형 미디어 선택 및 활용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정보추구에 있어서 대중매체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를 이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문화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온라인 맥락이나 상대방에 적합한 메시지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원활히 형성하고 유지하게 할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의 교환 뿐 아니라 대화의 개시나 유지, 감정 표현, 

그리고 자신이 경험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능숙하다(Yoo et al., 2014).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은, 문화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나 집단적 교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경우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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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2. 취향표현,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

의사소통능력처럼 취향표현도 호혜적인 메시지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노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정보습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행위가 있는

조건에서는 정보추구는 일방적인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정보의 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이나 취향표현은 온라인

맥락에서도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주고받게 하는 한편 자신을 잘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상대방의 불확실성에

대해 잘 대처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문화소비에 대한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긍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며 의사소통능력이나 취향표현의 수준이 높다면 이러한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 6 절 연구가설

1. 개념의 정의

1) 사회연결망

사회연결망은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특징으로서

대인연결망과 온라인 문화연결망으로 구성된다. 대인연결망은 다시

인맥과 지인의 규모의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인의 규모는 얼마나

많은 수의 지인이 있는가이며 인맥은 이 중 직업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수를 뜻한다. 인맥은 국회위원 등 정계, 기업 임원 등 재계,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한정하여

본 지인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문화소비와

관련해 정보를 주고받는 지인으로서 온라인 미디어 이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들을만한 음악을 추천해 주거나 추천받는 관계, 또는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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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때 추천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소셜미디어, 블로그, 카페, 

인스턴트 메신저 등의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형성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2) 문화소비

선행연구에서는 소비대상을 중심으로 문화소비를 정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소비방식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소비대상은

고급문화장르 소비(음악), 대중성(음악, 영화), 다양성(음악, 영화)으로

구성한다. 고급문화장르소비는 클래식 음악 장르를 얼마나 많이

관람하고 청취하는가를 의미한다. 대중성은 음악의 경우 얼마나

대중적인 음악 장르를 얼마나 자주 청취하는가를, 영화의 경우 흥행하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관람하는가를 의미한다. 다양성은 음악과 영화에서

각각 얼마나 많은 하위 장르를 감상하는가를 의미한다. 

소비방식은 소비경험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속도와 심층성에 따라

즉시성, 정보추구, 반복소비로 구성한다. 즉시성은 새로운 문화상품이

나오자마자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음원이나 앨범이 출시되자

마자 구매하거나 신작 영화를 개봉 첫 주에 관람하는지의 여부를 뜻한다. 

정보추구는 인터넷을 이용해 문화소비와 관련한 정보를 즐겨 찾아 읽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 이나 영화 관련 정보나 감상평을

즐겨 읽는가를 측정하였다.   반복소비는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해

감상하는 방식이다. 같은 음반을 반복해 듣거나 같은 영화를 여러 번

관람 혹은 시청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뜻한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나 드러내는지와,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하고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취향표현은 자신의 취향이나 소비경험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한 후기쓰기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취향표현은 대화의 양과 연동될 수 있으므로 통제

및 비교를 위해 일반적 의사소통의 양(면대면, 매개된 대화의 양)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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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소비와 사회관계에 대한 문화사회학과 사회연결망

이론을 검토한 결과 문화소비의 대상은 대화의 소재로서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계층이나 소비대상의 효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 방식의 효과를 볼 것을

제안하였다. 문화소비방식은 메시지의 정보가치가 높은 소비경험으로

즉시성, 정보추구, 반복소비이다.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는

문화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연결망에 온라인에서 문화정보를 교류하며 형성되는 관계인

온라인 문화정보망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소비가 대인연결망 뿐 아니라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갖는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또한 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 온라인 연결망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문화소비와 대인연결망의

관련성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대인연결망의 관계를 소비대상의

차원에서 논의하였고 문화소비가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자원이 된다는

점을 검증해왔다. 선행연구(Bourdieu, 1984; 1986; DiMaggio & Mohr, 

1985)에서 고급문화가 엘리트 집단과의 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고 이재열과 남은영(2008)은 한국에서 결사체 활동을

통해 인맥이 형성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우석(2014)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소비와 사회적 지원망이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문화소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교류에 자원이

된다는 주장과 일반적으로 교류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지인의 규모와 인맥을 구분하여 소비대상과 대인연결망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1, 1-2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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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이다. 가설 1-3은 한국의 맥락을 고려한

논의를 고려하여 설정한 가설이다. 한국에서는 고급-저급의 위계보다는

대중-비대중이라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대중적인 음악이나

영화를 소비할수록 대인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1-1. 고급문화소비는 대인연결망(인맥, 지인의 규모)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문화소비대상의 다양성은 대인연결망(인맥, 지인의 규모)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 문화소비대상의 대중성은 대인연결망(인맥, 지인의 규모)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구성한 개념인 문화소비의 방식과

대인연결망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경험을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의사소통과정에서 메시지의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같은 공연이나 음악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일지라도 얼마나

먼저 특정한 소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정보의 품질 면에서 차이를 만든다고 보았다.

소비방식과 대인연결망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우선,

즉시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소비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정보가치가

높으므로 대인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추구의

경우에는 대인연결망 전반에 긍정적 관계를 가지므로, 반복소비는

지인의 규모와 부정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보의

획득량이 많은 정보추구는 대인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고 특정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소비방식인 반복소비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선호 강도나 소비몰입도가

높은 경우 폐쇄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복소비의 경우

선호강도나 몰입도가 높은 방식이므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관계의 크기에 있어서는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설 2-1. 문화소비방식의 즉시성은 대인연결망(인맥, 지인의 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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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 문화소비방식의 정보추구는 대인연결망(인맥, 지인의

규모)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2-3. 문화소비방식의 반복소비는 지인의 규모와는 부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소비와 대인연결망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소비와 대인연결망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소비에 기반해 사회연결망이 형성,

유지될 수도 있지만 교류하는 지인의 영향으로 문화소비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어떤 문화소비유형이 지인의 영향 중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문화소비와 관계를 갖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인의 지위를 구간별로 통제한 후, 어떤 문화소비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 의사소통이 지인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 문화소비는 지인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4.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 의사소통은 지인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 연구내용은 문화소비, 의사소통이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부르디외(1984, 1986)의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에서는

계층, 인종 등 선행하는 사회적 집단 범주를 전제하고 문화소비의

대상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한다(Bourdieu, 1984; 1986; Bryson, 1996; 

DiMaggio & Mohr, 1985). 이러한 논의에서는 문화소비가 이러한

범주와 관련해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인식시키거나 이러한 집단에 통용할

수 있는 대화의 자원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한

후 매개된 공간에서도 교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매개된 공간에서는

사회적 집단 범주보다 관심사나 정보에 기반한 적극적 의사소통이

교류관계 형성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Lewi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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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소비경험과 인터넷 이용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인 온라인 문화연결망 개념을 구성하였고 문화소비 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인연결망에서 예측했던 것과 같이 정보적 가치가 높은 즉시성과,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5-1. 즉시성은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5-2.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은 메시지의 성공적 교환과 인터넷을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여하므로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행위도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 확률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가설 6-1. 의사소통능력은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6-2. 취향표현은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의사소통능력은 메시지 교환 과정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자 쌍방형 미디어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보추구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추구가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갖는 긍정적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취향표현은 자신을

제시하는 메시지 생산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높은 경우 정보추구의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 7-1.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정적인 관계가 강화할 것이다. 

가설 7-2. 취향표현의 정도가 많을수록 정보추구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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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결망의 정적인 관계가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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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방법과 대상

연구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이다. <엠브레인>이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에 1차 조사를, 12월에 2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업체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 중 대한민국 전국 국민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를 반영하여 1091명을 할당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

% 정도이며 연령의 평균은 40세 정도이다(평균=40.02, 

표준편차=10.95). 학력은 대졸 이상이 82%로 고학력 비율이 매우

높다.②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확률표집된 자료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문화소비와

의사소통, 사회연결망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확률표집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소비에 대한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자료에는 미디어

이용 변수가 세분화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연결망 변수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미디어 패널

                                           
② 문화소비에 대한 조사모듈이 포함되고 확률표집된 사회조사자료인

2007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와

본 자료의 분포와 비교하였다. 성별의 경우 KGSS의 남성비율은 46%로

이 연구자료 대상자의 남성 비율은 51%로 더 높다. 연령은 KGSS에

비해 20대와 40대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은 낮다. 학력은 KGSS의

경우 대졸이상이 48%로 이 연구자료는 고학력이 매우 많다. 직업은

KGSS 항목이 정밀하게 분류되어 있어서 엄밀한 비교가 힘드나 직업

문항 중 1000-2000대의 직업범주를 전문직으로 간주하였을 때 전문직

비율이 KGSS은 12%인데 비해 이 글의 자료의 경우 4%로 낮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위해 2007 KGSS 자료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비방식 중 정보추구가 사회연결망의

다양성(참여하는 결사체의 수)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64

조사> 등의 미디어 이용 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문화소비 관련 변수들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 다이어리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소비 행동을 측정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관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비 주기가 길기 때문에 2-3일 조사를 수행하는 다이어리 방식으로는

잘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Peterson, 1983). 따라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글의 본문의 결과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보완적인

자료로서 클래식 음악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문화소비 연구는 피터슨과 심커스(1996)가 음악

장르가 위계적 구조가 가장 명확하다고 보고 음악 장르와 사회적

지위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옴니보어 가설을 제기한 후 대체로 고전음악

취향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적 전통으로

인해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보완적인 조사로서 클래식 음악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클래식 동호회

사이트 세 곳에 홍보문구 및 배너를 게재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 다른 보완 자료로서 공연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부록 2>). 심층 인터뷰 내용은 문화소비 방식 중 심층적

소비와 관련해 기술하였다. 문화소비자 집단은 소수의 애호가와 일반

소비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특성, 행동은 차이가 크다(Abercrombie & 

Longhurst, 1998). 이들을 함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평균

등의 대표값을 통해서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8월 한달 동안 공연관객 중 애호가 8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최근 1년 동안 대략적으로 1달에 1회 이상

공연을 관람한 사람을 대상으로 문화소비 경험과 미디어 이용을 통해

친구나 지인이 생기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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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인구사회학적 변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57 51.05

여성 534 48.95

연령

20 대 233 21.36

30 대 264 24.2

40 대 309 28.32

50 대 이상 285 26.12

고등학교 192 17.6

대학교 786 72.04

대학원 이상 113 10.36

직업
전문직 이상 47 4.31

기타 1044 95.69

제 2 절 변인의 측정 및 구성

이 연구의 변인 중 문화소비는 음악과 영화 영역에서 소비대상,

소비방식을 측정했다. 의사소통은 의사소통능력, 면대면 대화 뿐 아니라

대인미디어 이용을 포함하였으며 취향표현은 음악과 영화 영역에서의

후기쓰기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1>과 <표 3-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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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문화소비, 의사소통의 기술통계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내적일치도

소비대상

고급문화
클래식관람 0.626 1.297

클래식청취 2.395 1.075

음악대중성 한국대중음악청취 3.841 0.979

영화대중성 흥행한국영화관람 5.14 4.689

소비방식 정보추구
음악 정보추구 2.856 1.044

0.843
영화 정보추구 3.305 1.026

의사소통능력

3.104 0.89

0.789

2.798 0.857

3.301 0.861

3.362 0.793

3.683 0.756

3.396 0.868

대화의 양

면대면 대화 면대면 3.24 1.325

매개된 대화
소셜미디어 2.52 1.131

0.72
인스턴트 메신저 3.11 1.096

취향표현
음악 후기쓰기 2.151 1.015

0.926
영화 후기쓰기 2.246 1.046

주: 내적 일치도 값은 Chronbach's ɑ

<표 3-2> 문화소비 중 명목변수의 기술통계

측정변인 빈도 퍼센트

소비대상

음악다양성

클래식음악청취여부 841 77.09

팝송청취여부 1000 91.66

가요청취여부 1074 98.44

재즈/뉴에이지/소울

청취여부
868 79.56

종교음악 청취여부 439 40.24

트로트 청취여부 688 63.06

월드음악 청취 여부 657 60.22

힙합/랩/락음악

청취여부
932 85.43

영화다양성

애니메이션 시청여부 953 87.35

추리/스릴러 시청여부 1010 92.58

코미디 시청 여부 1059 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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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멜로 시청 여부 1047 95.97

액션 시청 여부 1063 97.43

SF/판타지 시청 여부 1034 94.78

공포/호러 시청 여부 794 72.78

소비방식
즉시성

음악소비속도 292 26.76

영화소비속도 457 41.89

심층성 음악반복청취 915 83.87

1. 문화소비

1) 소비대상

문화소비는 대장르(예: 음악), 소장르(예: 클래식 음악), 작품 등 다양한

수준에서 소비를 조작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Peterson

& Kern, 1996)에 따라 음악장르를 중심으로 문화소비대상을

조작화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요인에 따라 소비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영화장르(전범수·이상길, 2004)를 포함하였다. 

이는 대중성의 효과와 다양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소비대상은

고급문화장르 소비와 대중성,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고급문화장르는 클래식음악 관람과 클래식 청취이다. 클래식

공연관람(평균 0.626, 표준편차 1.297)은 올해 관람한 공연 횟수를

주관식으로 적게 했다. 올해 평균 0.6회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사람들이 관람했다고 볼 수 있다. 클래식 청취(평균 2.395, 

표준편차 1.075)는‘귀하는 클래식 기악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전혀 듣지 않는다, 거의 듣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듣는다, 매우 자주 듣는다)로 물었고 평균은

2.4이다. 

대중성은 한국 대중음악 청취(평균 3.841, 표준편차 0.979)로

측정했다. 귀하는 올해 얼마나 자주 음악을 들으셨습니까? 라디오, 음반, 

인터넷을 통한 청취를 모두 포함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전혀 듣지 않는다, 한 달에 3-4번,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

4번, 매일)로 답하게 했다. 이와 함께 대중음악을 포함한 8개 장르에

대한 청취 빈도를 측정했다. 

청취하는 음악의 하위 장르수를 음악 다양성(평균 5.957,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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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으로 정의했다. 청취하는 음악 장르에 대해 전혀 듣지 않는

경우를 0, 나머지를 1로 이분변수화하여 장르의 수를 합산하였다. 8개

음악 장르(클래식, 팝송, 가요, 재즈. 뉴에이지, 소울, 종교음악, 트로트, 

월드음악(아시아음악, 샹송), 힙합/랩/락음악) 중 몇 개를 듣는가로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대중성과 다양성을 영화에서 조작화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중성은 대중적 영화관람(평균 5.140, 표준편차 4.689)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전통에서는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과의

관련성을 볼 필요가 있지만 음악 장르의 경우 대중음악이나

고급음악이라는 범주는 위계성에 기반한 효과인지 대중적인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음악만큼 클래식 음악을 많이 관람하고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화를 포함해 대중성을 측정하였다. 

대화에서는 언어 기반의 장르가 보다 유용하고 장르보다는 작품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중적 작품 소비를 측정하였다.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30개의 영화 중 몇 편을 보셨습니까? 극장에서

관람하신 영화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의 올해 박스오피스흥행순위에서 국내 영화 각 상위

30편의 목록을 제공하고 본 영화를 선택하게 하였다(<부록 1의 설문지

참조>). 흥행한 국내 영화 목록에서 소비한 편수를 통해 대중적

영화관람을 계산하였다. 흥행한 30개 영화 목록 중 평균 5개 정도의

작품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성은 시청한 영화장르의 수로 정의한다. 음악에서처럼 하위

장르별(애니메이션, 추리/스릴러, 코미디, 로맨스/멜로, 액션, SF/판타지, 

공포/호러, 성인/에로)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9>를 살펴보면

코미디를 가장 많이 시청하며 성인/에로물을 가장 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음악 다양성에서처럼 아래 하위장르를 이항변수화해 소비한

장르 수를 합산해 영화 다양성(평균 6.379, 표준편차 1.028) 변수를

구성하였다. 8개 장르 중 평균 6개 정도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비방식

소비방식은 즉시성과 심층성이다. 즉시성은 영화와 음악으로 측정하였다. 

즉시성은 ‘나는 기대하는 음원이나 앨범은 출시되자 마자 구매하는

편이다’(27.13%) ‘나는 기대하는 영화는 개봉 첫 주에 관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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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41.89%)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게

했다. 괄호 안의 퍼센트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다. 두

항목은 교차 분석 결과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hi=0.330, p <.001). 두 항목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을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해 이항변수인

‘즉시성’(49,77%) 을 구성하였다.  

정보추구는 인터넷을 이용해 읽기를 하는 정도를 음악(평균 2.856, 

표준편차 1.044), 영화(평균 3.305, 표준편차 1.026)에 대해 각각 5점

척도(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물었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관련 정보나

감상평을 즐겨 읽으시는 편이십니까?’’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관련 정보나 감상평을 읽으시는 편이십니까?’ 각 항목을 합산하여

정보추구(평균 12, 표준편차 3.45) 변수를 구성하였다(Chronbach’s 

ɑ=0.843). 이상 위에 기술한 문화소비 대상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

`1>과 <표 3-2>에 나와 있다.

반복소비는 ‘나는 같은 음반을 반복해 듣는 편이다’ (83.87%) 

‘나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관람하거나 시청한 경험이 있다’

(50.32%)라는 항목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두 항목은 교차 분석 결과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Phi=0.296, p < .001) 두 항목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을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해 이항변수인 ‘반복소비’(13.57%) 을 구성하였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구분한 것은

의사소통능력이나 의사소통량이 대체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반야, 

2015). 취향표현은 일반적 대화의 양과 연동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

대화의 양(면대면 대화, 매개된 대화)을 통제하고 비교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포함한다. 기술통계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제시, 주장성, 수용성에 대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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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허경호, 2003). 자기제시 중‘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것을 드러내는 편이다(평균=3.683, 표준편차=0.756)’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평균=3.396, 

표준편차=0.868)’의 항목을 주장성 중 나는 내 권리를 위해

일어선다’ (평균=2.798, 표준편차=0.857) 항목을, 수용성은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말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맞장구를 쳐 준다’

(평균=3.301, 표준편차=0.861)’ ‘나는 대화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표현한다’ (평균=3.362, 표준편차=0.793)의

문항이다.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항목을

합산해 통합변수 의사소통능력(평균=19.643, 표준편차=3.511)을

구성하였다(Chronbach’s ɑ=0.746).

2) 취향표현

취향표현(평균=4.397, 표준편차=1.928)은 문화소비와 관련된

후기쓰기를 측정하였다. 취향 표현은 자신의 취향을 얼마나 공적으로

드러내는지를 의미한다. 음악후기쓰기(평균=2.151, 표준편차=1.015)는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공연/앨범 감상 후 음원 링크나

후기를 올리시는 편입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물었다. 영화(평균=2.246, 

표준편차=1.046)는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감상 후 이미지나

후기를 올리시는 편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두 항목을 합산해 취향표현

변수를 만들었다(Chronbach’s ɑ=0.858). 취향표현은 영화나

음악이라는 장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위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문화소비의

방식 중 정보추구 역시 장르에 구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3) 대화의 양

대화의 양은 면대면 대화(평균=3.24, 표준편차=1.325)와 매개된

대화(평균=5.63, 표준편차=1.968)로 구성한다. 면대면 대화는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5점

척도(전혀 못 만났다,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로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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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된 대화는 소셜미디어 이용빈도와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빈도를

측정해 합산하였다(Chronbach’s ɑ=0.72). 소셜 미디어

이용(평균=2.520, 표준편차=1.131)은 ‘귀하는 평소 얼마나 자주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인스터그램, 블로그 등)를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5점 척도(전혀 안 한다, 보통보다 조금

덜 한다, 보통이다, 보통보다 조금 더 한다, 보통보다 많이 더 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평균=3.110, 

표준편차=1.096)은 ‘귀하는 평소 얼마나 자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5점 척도(전혀 안 한다, 보통보다 조금 덜 한다, 보통이다, 

보통보다 조금 더 한다, 보통보다 많이 더 한다)의 응답 항목 중

선택하게 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항목은 최근 조사된 한국인

평균수치③를 참조해 제시하였다.

3. 사회연결망

사회연결망은 대인연결망과 온라인 문화연결망으로 구성된다.

대인연결망은 지인의 직업을 측정해 인맥과 지인의 규모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4-1>와 같은 직업군을 제시한 후 각 직업군별로

지인의 수를 물었다. 직업 분류는 2012년 KGSS 문항을 참조하였다.

2012 KGSS에서는 1)대학교수, 2)변호사 3)간호사 4)컴퓨터

프로그래머 5)중학교 교사 6)인사담당자 7)농부 8)이·미용사

9)안내원 10)경찰관의 10개 직업을 제시하고 제시된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제시된 10개의 직업은

린과 두민(Lin & Dumin, 1986)이 제시한 직업의 지위와 관련한 22개의

직업 중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별된 직종으로 직업적

위계를 반영한다(오주현·강정한, 2014). 이 연구에서는 KGSS 문항을

참조하되 지인의 직업을 하나씩 묻기보다 직업군으로 구성하여 6개의

구간(<표 4-1>)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별로 지인의 수가

                                           
③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2015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KISDI

의 2016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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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가를 5점 척도(0명,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로

물었다. 인맥(평균 3.886, 표준편차=2.016)은 이 중 A, B 구간에

해당하는 지인이 얼마나 되는가이며 지인의 규모(평균 15.552, 

표준편차=5.418)는 전체응답을 합산한 값이다(<표 4-2>). 인맥과

지인의 규모간의 상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0.398, p

<.001)

<표 4-1> 대인연결망의 측정

구간 직업

A 국회위원, 고위직 공무원(5 급/사무관 이상), 기업 임원 등

B 대학교수, 의사/약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 전문직

C
교사, 간호사, 건축 및 토목 관련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준전문직

D 인사 담당자, 회사원 등 일반 사무직

E
경찰, 이·미용사, 소방·응급 구조, 음식 등 서비스 관련

및 판매직

F
섬유, 석재, 목재 및 농어업 등의 제조업 기능직과 단순

노무 관련직

<표 4-2> 대인연결망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대인연결망

인맥 3.886 2.016 2 10 1.15 3.686

지인의

규모
15.552 5.418 6 30 0.393 2.672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두 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음악청취와

관련해 들을만한 음악을 추천을 해 주거나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그 분들 중에 미디어(블로그, 카페, 인스턴트

메신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분이 계십니까?’라는 추가질문을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영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기술통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있다고 한 경우를 1로, 없다고 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해

온라인 문화연결망 변수를 구성하였다. 음악은 17.78%가 영화는

19.16%가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있다고 대답했다. 음악과 영화 두 장르

중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 대해 1로 코딩하였다. 음악과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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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연결망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Phi=0.706, p

<.001)

<표 5>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기술통계

영화
Total

0 1

음악
0 841 56 897

1 41 153 194

합계 882 209 1091

4.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과 함께 학력, 소득, 직업의 변인을 포함하였다.

디마지오와 모어(1985)의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나 계층은

문화소비의 대상 및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미친다(DiMaggio & Mohr, 1985).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와 계층과

관련된 학력, 소득, 직업을 통제하였다. 학력은 최종학력을 질문해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의

응답항목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 소득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대인연결망 측정에서

제시한 직업군(<표 4-1>) 중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직업을 분류해 전문직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인연결망 중 지인의 규모에 대한 분석의 경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응답자의 지인의 지위를 통제하였다.

디마지오와 모어의 모형에서는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역방향의 관계를 주장하는 논의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응답자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지인의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인 중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지와 얼마나 지인의 지위가 다양한가를

통제하고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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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지위를 상위, 중위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지인의 지위

중 상위는 대인연결망 중 A, B 구간 직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를, 중위는 C, D 구간 직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표 4-1>).

5.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문화소비과 소비방식인 정보추구의 경우 상호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보추구는 음악다양성(r=0.266, p<.001), 클래식

청취(r=0.251, p<.001), 영화대중성(r=0.223, p<.001), 

음악대중성(r=0.223, p<.001), 영화다양성(r=0.194, p<.001), 클래식

공연 관람(r=0.152, p<.001)과 정적 방향의 상관성이 나타나나

관련성의 정도는 크지 않다.  

소비대상 및 방식과 의사소통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소비대상 중 영화대중성(r=0.202, p <.001)이

의사소통능력과 가장 관계가 높고 취향표현과는 음악다양성(r=0.377, p

< .001)의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대상보다

정보추구의 경우 의사소통변수와의 정적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다.

정보추구와 의사소통능력(r=0.416, p < .001), 그리고 정보추구와

취향표현(r=0.447, p < .001)의 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영화나 음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읽으며,

정보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소비 경험에 대한 온라인

글쓰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추구와 취향표현 모두

음악이나 영화 중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음악에 대한

읽기의 정도는 영화에 대한 읽기와 상관성이 높고 음악에 대한 글쓰기는

영화에 대한 글쓰기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표 3-1>).

문화소비와 대인연결망 중 인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악

대중성(r=-0.043, n.s)를 제외하고는 0.1에서 0.2 정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인의 규모와는 클래식 공연(r=0.121, p<.001),

클래식 청취(r=0.11, p<.001), 영화대중성(r=0.118, p<.001),

음악다양성(r=0.1,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사소통변수간의 관계를 보면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r=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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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은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상관성의 정도는 크지 않다. 그리고

<표 6>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능력은 면대면 대화(r=0.299, 

p<.001)보다 매개된 대화(r=0.325, p<.001)와 관련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향표현과 대화량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취향표현은 매개된 대화(r=0.336, p<.001) 뿐 아니라 면대면

대화(r=0.130, p<.001)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보면 취향표현은 문화소비의 대상, 방식,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나

대화의 양과는 구별되는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대화의 양이나 면대면 대화와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높지 않다.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대화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취향표현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교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변수와 대인연결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사소통능력은  

인맥(r=0.195, p<.001)과 지인의 규모(r=0.114,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취향표현 역시 인맥(r=0.166, p<.001)과 지인의

규모(r=0.386,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주요 변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클래식

공연

클래식

청취
음악대중성 영화대중성 음악다양성 영화다양성 정보추구

의사소통

능력
취향표현

클래식

청취
0.354***

음악

대중성
-0.041

-

0.096**

영화

대중성
0.279*** 0.131*** 0.182***

음악

다양성
0.238*** 0.539*** 0.05 0.200***

영화

다양성
0.085** 0.149*** 0.157*** 0.167*** 0.362***

정보

추구
0.165*** 0.251*** 0.223*** 0.241*** 0.266*** 0.194***

의사소통

능력
0.152*** 0.156*** 0.147*** 0.202*** 0.115*** 0.087** 0.416***

취향

표현
0.280*** 0.302** 0.09** 0.275*** 0.377*** 0.204*** 0.447*** 0.280***

인맥 0.222*** 0.280*** -0.043 0.149*** 0.242*** 0.092** 0.17*** 0.195*** 0.166***

지인의

규모
0.121*** 0.11*** -0.05=4 0.118*** 0.1*** 0.008 0.004 0.114*** 0.386***

주: 유의확률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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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의 대상과 방식,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이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연결망을

대인연결망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로도 확장해 문화소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을 대인연결망과

온라인연결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방법은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른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대인연결망의 경우

선형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였고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경우

이항로지스틱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대인연결망은 위계적 선형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인맥과 지인의 규모의 분포의 특성은 <표 4-2>와 같다. 사회연결망은

대체로 정상분포에서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대인연결망은 직접 지인의 수를

적게 하기보다 구간으로 제시하여 측정하였고 인맥과 지인의 규모 모두

왜도가 1 정도 값으로 편포가 심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형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위계적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항형

변수이므로 위계적 이항로지스틱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짓 분석의 경우 계수의 크기는 자연

지수(exponential)를 취한 승수비(odds ratio)로 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한다.

두 모형 모두 기본적으로는 4가지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은 문화소비의 대상, 그리고 소비방식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모델에서는 의사소통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본 모형과 함께 지인의 규모, 그리고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경우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인의 규모의 경우 추가분석에서는 각

모델에 지인의 직업 지위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통제하지 않은 분석 결과와 추가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경우에는 추가분석을 통해 소비방식과

의사소통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추가분석에 있어서 모델 1은 기본분석의 마지막 모델, 즉 인구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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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화소비의 대상과 방식, 의사소통변수를 모두 투입한 것이다.

모델 2는 의사소통능력과 소비방식의 상호작용항을 더한 것이며 모델

3은 취향표현과 소비방식의 상호작용항을 모델 1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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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문화소비와 대인연결망과의 관계

1. 문화소비와 인맥

앞에서 제시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대인연결망

중 인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델의 다중 공선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가장 분산팽창요인(VIF)이

높은 독립변수는 음악다양성(VIF=1.82)으로 모두 2 이하여서 통계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검증과 관련해서는 문화소비 대상과 방식 각각의 개별적

효과에 관한 가설(가설 1-1, 1-2, 1-3, 2-1, 2-2, 2-3)은 [모델

4]의 회귀계수(ß)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델 2][모델 3]의

회귀계수 값의 추이를 참고해 문화소비 대상과 방식, 문화소비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변인 블록은 인맥의 18.9%(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인맥에서 문화소비 변인들로 구성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은 변량의

7% 정도(p < .001)를 설명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변수들을

포함한 마지막 블록은 3%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먼저 연구가설 1-1, 1-2, 1-3과 관련해서 <표 7-1>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클래식 관람(ß=0.074, p < .05), 클래식 청취(ß=0.095, p

< .01)이 인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대중성의

음악과 영화는 인맥에 상반된 방향의 관련성을 보였다. 

영화대중성(ß=0.05, p < .1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

인 반면 음악대중성(ß=-0.047, p < .10)은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다양성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인맥과 관련해서는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고 1-2는 기각되었다. 1-3의 경우 영화와 관련해서는

지지되었고 음악과 관련해서는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2-1, 2-2, 2-3의 검증을 위해 [모델 4]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반복소비가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에서 부적 관련성(ß=-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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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0)을 보였다. [모델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정보추구의

영향력은 최종 모델(ß=0.016, n.s)에서는 사라졌다. 따라서 인맥과

관련해서 연구가설 2-1, 2-2는 기각되었고 2-3은 지지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클래식 공연 관람이나 청취를 많이 할수록 정계나

재계의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인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청취 빈도가 높을수록 인맥의 수가

준다. 그리고 흥행하는 한국영화를 많이 볼수록, 인맥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음악이나 영화를 반복적으로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인의 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맥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별 -0.056* -0.063* -0.073** -0.073** 

연령 0.250*** 0.212*** 0.223*** 0.244*** 

교육 0.246*** 0.218*** 0.215*** 0.204*** 

소득 0.125*** 0.105*** 0.102*** 0.097*** 

직업 0.159*** 0.151*** 0.149*** 0.155*** 

소비대상

클래식관람 0.095*** 0.088** 0.074* 

클래식청취 0.122*** 0.099** 0.095** 

음악대중성 0.008 -0.023 -0.047+ 

영화대중성 0.085** 0.077** 0.050+ 

음악다양성 0.051 0.043 0.04

영화다양성 0.029 0.024 0.028

소비방식

즉시성 0.025 0.037

반복소비 -0.071* -0.052+ 

정보추구 0.091** 0.016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0.054+

면대면 대화량 0.148***

매개된 대화량 0.068*

취향표현 0.025

R² 18.9%*** 25%*** 26.3%*** 29.7%***

∆R² 6.1%*** 1.3%*** 3.4%***

관측치 1091 1091 1091 1091

주 1: 셀 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ß)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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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통계적 유의도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문화소비와 지인의 규모

<표 8-1>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변인 블록은 지인의 규모의 변량의

12.3%(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맥(20.4%)에서보다는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문화소비 변인들로 구성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은 변량의 7% 정도(p < .001)를 설명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변수들을 포함한 마지막 블록은 9%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인맥에서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설명력이 설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먼저 연구가설 1-1, 1-2, 1-3과 관련해서 <표 8-1>의 결과에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클래식 관람(ß=0.059, p < .05), 

영화대중성(ß=0.074, p < .05)이 지인의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다양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고 1-3은 영화에서만 지지되었고 1-

2는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2-1, 2-2, 2-3의 검증을 위해 [모델 4]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즉시성(ß=0.059, p < .05)의 경우 지인의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 반복소비(ß=-0.064, p < .05)는 부적

관련성을 보이며 정보추구는 [모델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의사소통변수를 투입한 후 최종 모델(ß=0.009, n.s)에서는 사라졌다. 

따라서 지인의 규모와 관련해서 연구가설 2-1, 2-3은 지지되었고 2-

2는 기각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클래식 공연 관람을 많이 할수록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중적인 한국영화를 많이

볼수록, 지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방식의 경우

음악신보나 신작 영화가 출시된 첫 주에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특정

음악이나 영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인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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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지인의 규모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별 -0.083** -0.094*** -0.108*** -0.114*** 

연령 0.234*** 0.223*** 0.238*** 0.263*** 

교육 0.202*** 0.181*** 0.178*** 0.160*** 

직업 0.114*** 0.101*** 0.097*** 0.082** 

직업 0.052+ 0.045 0.04 0.047+ 

소비대상

클래식관람 0.083** 0.074* 0.059* 

클래식청취 0.057+ 0.027 0.023

음악대중성 0.061* 0.021 -0.021

영화대중성 0.122*** 0.113*** 0.074* 

음악다양성 0.05 0.04 0.055

영화다양성 0.003 -0.004 0.005

소비방식

즉시성 0.043 0.059* 

반복소비 -0.098*** -0.064* 

정보추구 0.120*** 0.009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0.129***

면대면 대화량 0.218***

매개된 대화량 0.128***

취향표현 -0.038

R² 12.3%*** 17.8%*** 20.1%*** 29.2%***

∆R² 5.5%*** 2.3%*** 9.1%***

관측치 1091 1091 1091 1091

주 1: 셀 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ß)임.

주 2: 통계적 유의도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에는 지인의 지위를 더미 변수로 구성한 블록을 [모델 2]로

추가하여 재분석하였다.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이다.

지인의 지위는 지인의 규모와 문화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지인의 직업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지인의 규모와

문화소비의 관련성이 나타난다면 이는 문화소비가 지인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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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뿐 아니라 각 지위구간별로 지인이 있는가를 통제블록으로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계층 뿐 아니라 주변 지인의 계층의 효과도

통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 8-2>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지인의 지위 블록은 지인규모의 변량의 39.7% (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문화소비 변인들로 구성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은 변량의 1.5% 

정도(p < .001)를 설명해 내, 통제변인 블록에 비해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의사소통 변수들을 포함한 마지막 블록을 투입한 후에는 4.5% 

증가해 통제전보다는 설명력의 정도가 줄었다.  

최종 모델에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영화대중성(ß=0.043, 

p < .10)이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에서 지인규모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시성(ß=0.051, p < .05)도 지인규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화대중성과 즉시성은 교류하는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지인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클래식 관람의 정적 관련성과

반복소비의 부적 관련성은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클래식 관람과 반복소비의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지인의 지위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체적

설명력이 줄긴 하였지만 통제 전 유의미했던 각 변인의 효과는 통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의사소통능력(ß=0.083, p

< .01), 면대면 대화(ß=0.156, p < .001), 매개된 대화(ß=0.101, p

< .001)의 경우 지인의 규모와 통계적으로 강한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지인의 사회적 지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의사소통에서의 능력과 정도가 높다면 지인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효과의 크기는 대체로 문화소비에

비해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나는데 면대면 대화량 뿐 아니라 매개된

대화량의 효과도 크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교류관계는 면대면

만남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대화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소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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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영화 대중성, 소비방식 중에는 즉시성이 지인의 규모와 갖는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이나 영화를 빠르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여부 혹은 지인의 직업 지위가 다양한가와

상관없이, 지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지인 지위 통제 후 지인의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별 -0.098*** -0.105*** -0.109*** -0.115*** 

연령 0.154*** 0.151*** 0.156*** 0.183*** 

교육 0.104*** 0.100*** 0.099*** 0.094*** 

소득 0.054* 0.051* 0.051* 0.045+ 

직업 0.014 0.011 0.009 0.016 

지인 지위

상위 0.395*** 0.367*** 0.359*** 0.329*** 

중위 0.261*** 0.260*** 0.253*** 0.224*** 

소비대상

클래식관람 0.03 0.03 0.024 

클래식청취 0.028 0.017 0.015 

음악대중성 0.028 0.013 -0.016 

영화대중성 0.064* 0.066* 0.043+ 

음악다양성 0.035 0.031 0.044 

영화다양성 -0.023 -0.024 -0.016 

소비방식

즉시성 0.041 0.051* 

반복소비 -0.031 -0.014 

정보추구 0.060* -0.009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0.083**

면대면 대화량 0.156***

매개된 대화량 0.101***

취향표현 -0.040

R² 39.7%*** 40.7%*** 41.2%*** 45.7%***

∆ R² 27%*** 1%*** 0.5%*** 4.6%***

관측치 1091 1091 1091 1091

주 1: 셀 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ß)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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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통계적 유의도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문화소비와 의사소통능력과 행위는

대인연결망과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문화소비의 방식은 인맥과 지인의 규모와 관계가 있으나 즉시성과

반복소비는 다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비대상은 인맥과 정적 관계를 가지나 지인의 규모에서 지인의 지위를

통제하면 영화대중성만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의사소통능력은 지인의 규모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했다.

우선 소비방식이 대인연결망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즉시성과

반복소비는 대인연결망과 다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성은 인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인의 규모와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문화소비에 있어서 소비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일수록 지인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상품을

빨리 소비한 경험은 정보가치가 높으므로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대화소재로서 영향을 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복 소비는 인맥, 그리고 지인의 지위를 통제하기 전의 지인의 규모와

부적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는 지인의 규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추구는 인맥과 지인의 규모에서

의사소통변수를 투입하기 전까지는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나

최종모델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방식과 대인연결망과 갖는 관계를 통해 볼 때, 즉시성, 

반복소비, 정보추구는 다른 차원의 문화소비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즉시성은 지위와 상관없이 교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반복소비는 교류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추구는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정보추구의 효과는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이 같거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보면 나타나지 않는다. 정보추구가 대인연결망과

갖는 정적인 관계는 사실상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대상이 지인의 규모와 갖는 관계에 있어서 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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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면 영화대중성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클래식

관람, 영화 대중성이 지인의 규모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인의 지위를 더미변수로 통제한 후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클래식 관람과 지인의 규모와의 관계는 통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고급문화 소비가 지위 높은 사람들과의

교류에 유용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고급문화소비는 인맥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 지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방식 중 반복소비는 이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연결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소비는 몰입도나

선호강도와 관련해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소비에 있어서 선호나 몰입강도가 높은 사람들간에

‘우리’'라는 인식과 일체감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반복소비를 소비방식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반복소비의

경우에는 선호나 몰입강도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효과를 보면, 대인연결망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은 응답자의 교육, 소득, 학력 수준 및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지인의 규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화량은 면대면과 매개된 대화량 모두 인맥과 지인의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소비방식 중

즉시성, 소비대상 중 영화대중성은 본인이나 지인의 지위의 효과와

독립적으로 지인의 규모와 정적 관계를 갖는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지인의 지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군을 통제한 후에도 문화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과 행위가

대인연결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개인의 문화소비경험의 방식이나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지인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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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화소비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

1. 문화소비방식과 의사소통의 영향

앞에서 제시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소비방식에 대한 가설(가설 5-1, 5-2), 의사소통에

대한 가설(가설 6-1, 6-2, 6-3)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 4]의

승산비(Odds Ratio)와 통계적 유의미성,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승산비값은 1 (=EXP(0))을 기준으로 하여 정(+)과 부(-)의 효과가

나뉘고, 1에서 멀어질수록 효과가 큼을 뜻한다. 지인의 규모에서와 같이

지인의 지위를 통제하지 않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한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통제하지 않은

결과를 <표 9-1>에 제시하였다.④

<표 9-1>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소비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대한 정의와 조작화 부분에서 기술했다시피,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로서 영화나 음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지인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온라인 맥락에서는 대체로

메시지의 교환만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문화소비의 방식과

의사소통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9-1>에서 회귀분석의 R²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Nagelkerke R²를 통해 각 변인군의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지인의 지위로 구성된 통제변인군의 값은

0.7%이다. 문화소비 대상을 투입한 후 19.7%(p < .001)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방식을 투입한 후 5%( p < .001)가 증가해 문화소비 블록이

                                           
④ 지위를 통제하지 않는 결과에서 면대면 대화(OR=0.978, n.s)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지위를 통제한 후에는 면대면 대화는 온라인

문화연결망(OR=0.948, p<.001)과 통계적으로 강한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통제 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통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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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후 총 설명력은 25%(p < .001) 정도 증가한다. 문화소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또한 특정방식으로 할수록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변인군을

투입한 후에는 9%( p < .001) 증가해 의사소통변수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소비와 의사소통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설명하는

정도는 34% 정도이다.

[모델 4]에서 다음은 가설 5-1, 5-2와 관련하여 소비방식의

독립적 효과를 보았다. 즉시성(OR=0.588, p < .01)은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은 기각되었다. 정보추구(OR=1.074, n.s)는 [모델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나 의사소통변수를 투입한

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2 기각). 

다음으로 의사소통과 관련해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능력(OR=0.991, n.s.)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6-1). 반면 취향표현(OR=1.338, 

p < .001)은 통계적으로 강한 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

2는 지지되었다. 취향표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된 확률은 38% 정도 는다. 취향표현은 문화소비나 의사소통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된 대화량(OR=1.310, 

p < .001)도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소비 대상의 효과를 살펴보면 클래식 관람(OR=1.233, 

p<.001)과 음악 다양성(OR=1.235, p < .001)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관람을

1회 더 하는 경우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확률이 23% 정도

증가한다. 음악청취에 있어서 다양성이 증가할 때도 - 한 장르가

추가될 때 –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확률이 23% 정도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의 수준(OR=0.707, p < .05)과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직업(OR=3.291, p < .001)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229% 

정도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소비와 의사소통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설명력의 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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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와 의사소통 변수 중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취향표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온라인 맥락에서는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관계형성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화소비의 경우, 소비방식 중 즉시성은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문화연결망에서

소비대상에서는 클래식 음악관람과 음악다양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9-1>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대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별 0.966 0.950 0.840 0.841

연령 1 0.985* 0.991 1.006

교육 0.983      0.819 0.781 0.725*

소득 1 1.000 1.000 1

직업 1.999* 1.933+ 2.294* 3.283**

소비대상

클래식관람 1.337*** 1.299*** 1.233***

클래식청취 1.248** 1.135 1.085

음악대중성 1.129 1.014 0.959

영화대중성 1.059*** 1.037* 1.021

음악다양성 1.327*** 1.321*** 1.235*

영화다양성 1.077 1.034 1.055

소비방식

즉시성 0.541*** 0.588**

반복소비 0.678 0.675

정보추구 1.245*** 1.074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0.991

면대면 대화량 0.972

매개된 대화량 1.310***

취향표현 1.338***

상수항 0.377 0.029*** 0.027*** 0.006***

Log Likelihood -639.859 -559.788 -536.514 -493.954

Nagelkerke R² 0.007 0.206*** 0.255*** 0.345***

∆ R² 0.197*** 0.049*** 0.09***

관측치 1091 1091 1091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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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셀 안의 숫자는 승산비(Odds Ratio)임.

주 2: 통계적 유의도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의사소통능력이 정보추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소비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갖는 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1은 지지되었다. 반면

취향표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아 가설 7-2는 기각되었다.

[모델 2]에서 소비방식과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항들이 투입된

후 설명력은 0.7%(p < .001)정도 증가하였고 의사소통능력과

정보추구의 상호작용항(OR=1.033,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정보추구나

의사소통능력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나 [모델 2]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에 따라 정보추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정보추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라 정보추구의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라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미성 및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을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

관계(OR=0.92, n.s)이 나타났다. 반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서는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보추구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가능성은

17%(OR=1.172, p < .05) 증가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정보추구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은 발생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정보추구가 높은 경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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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결망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연속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의 값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이에 따라 정보추구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그림 2>). 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에 따라 정보추구와 온라인문화연결망간의 관계의 방향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경우 한계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9-2>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 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성별 0.841 0.853 0.842

연령 1.006 1.007 1.006

교육     0.725* 0.707* 0.727

소득 1 1.000 1

직업 3.283*** 3.291** 3.294**

소비대상

클래식관람 1.233*** 1.236*** 1.233***

클래식청취 1.085 1.079 1.086

음악대중성 0.959 0.951 0.962

영화대중성 1.021 1.022 1.021 

음악다양성 1.235** 1.244*** 1.234**

영화다양성 1.055 1.056 1.049 

소비방식

즉시성 0.588** 0.242 0.440

반복소비 0.675 0.671 0.470

정보추구 1.074 0.552* 1.102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0.991 0.792** 1

면대면 대화량 0.972 0.978 0.970 

매개된 대화량 1.310*** 1.305*** 1.307***

취향표현 1.338*** 1.335*** 1.371

소비방식*의사소통능력

즉시성*의사소통능력 1.046

반복소비*의사소통능력 1.997

정보추구*의사소통능력 1.033**

소비방식*취향표현

즉시성*취향표현 1.061

반복소비*취향표현 1.076

정보추구*취향표현 0.992

상수항 0.006*** 0.511

Log Likelihood -493.954 -494.5 -493.582

Nagelkerke R² 0.345 0.35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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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0.007***

관측치 1091 1091 1091

주 1: 셀 안의 숫자는 승산비(Odds Ratio)임.

주 2: 통계적 유의도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의사소통능력이 정보추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참고로 <표 9-2>의 분석 결과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결과는

즉시성의 효과의 변화이다. 의사소통능력과 소비방식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후, 즉시성이 온라인 문화 연결망과 갖는 부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추구와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즉시성의 효과와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즉시성의 값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정보추구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그림 3>). 즉시적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에 따라 정보추구의 효과는 부적인 방향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적에서

정적 효과로 변화하는 추이는 비슷하지만 즉시적 소비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이 낮은 경우 부적 효과의 정도가

작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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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소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빠르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보추구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즉시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3. 소결

문화소비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에 있어서 취향표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취향표현은 문화소비 변수군이나 다른 의사소통변수의

효과 크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맥락에서 문화소비자들의 교류에

있어서 어떤 주제인가, 혹은 정보의 깊이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소비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관계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메시지 교환만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자기노출의 정도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온라인 맥락에서는

취향을 적극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소비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정보추구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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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결망과 갖는 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것을 검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정보추구가

높을수록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면대면 맥락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도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읽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소비자의 의사소통자로서의 능력의 수준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소비방식 중 즉시성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부정적으로,

소비대상은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고급문화 소비와 음악 다양성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즉시성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는 경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직업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직업은 대인연결망과 온라인

문화연결망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1배 정도 정도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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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우선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이나 행위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의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문화소비를 지위 획득이나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도구로서 접근하면서 문화소비

경험에서의 차이와 그 결과 발생하는 사회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에서의 몰입도 및

정보획득의 편차에 기반하여 문화소비 방식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소비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취향표현 행위가 문화소비와 함께

사회연결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소비방식이 사회연결망 중 대인연결망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면

즉시성은 지인의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음악이나 영화가 나오자마자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교류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소비의 경우에는 인맥과 지인의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는 지인의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반복소비는 지인의 지위와 관계가

높은 소비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보추구는 대인연결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의 경우는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수준을 통제하기 전에는 대인연결망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이를 통제한 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와

대인연결망간의 관계는 사실상 의사소통능력과 대화량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의 또 다른 차원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이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은 문화소비에 대한 몰입이나 정보를 통해 교류관계가

형성되는가를 보기 위해 구성한 개념이다. 문화소비자들 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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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도가 높은 애호가들은 서로 결속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문화소비

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즉시성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추구와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면

즉시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복소비의

경우에도 온라인 문화연결망에서 영향력이 없었다. 정보추구의 경우에도

의사소통능력과 행위를 통제하기 전에는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나 통제

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경우에는 대인연결망 및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본인 및 지인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인 연결망 중 지인의 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보추구와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정보추구를 많이

할수록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진다. 소비방식 중

정보추구와 의사소통능력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온라인문화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향표현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라인에서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후기를 많이 쓸수록 관계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비대상의 경우 클래식 음악은 인맥과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대중성은 지인의 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취향을 계발할 뿐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교류한다. 문화소비나 인터넷이 교류의

매개체로 기능하지만 이러한 일상적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논의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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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교류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현상과 관련해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디마지오와 모어(1985)가 제시한 모형에 기반하여

문화소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문화소비 경험의 방식이 의사소통능력과 행위의

차이와 함께 사회연결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다른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서, 본 연구의 의미와 기여도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는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계층적 결속이나 지역공동체의 교류와 관련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 경험에 기반해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온라인

문화연결망 개념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에 대한

논의들은 소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방식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주였는데 비해, 본 연구는 소비방식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문화소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소비를 지위나 관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비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문화소비를 유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오늘날의 교류환경, 

특히 인터넷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소속집단보다는 관심사나

정보가 교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나 교류를 위해 문화소비를 한다기보다는 문화소비에 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교류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한 소비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의 소비경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소비방식의

차이와 관련한 개념을 구성하고자 시도 하였다. 그리고 인맥과 지인의

규모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문화소비와

의사소통행위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사전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공연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서로간의

교류관계는 정보와 공감의 두 가지 효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긴다는 것으로

이들은 특정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맞춤형 관심사나 주제를 꺼내 쓰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주제가 얼마나 넓게 이해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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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가 중요한

것이기에 관계 형성 초기에는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교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특정 문화소비경험과 관련해 자신과

유사한 감정이나 이해를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공감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계정을 자주 방문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자료를 분석 한 결과 연구 결과 소비방식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의사소통능력을 조건으로 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소비방식의 독립적 효과는 온라인 문화연결망보다는 대인연결망과

관련해 발견할 수 있었다. 즉시성과 반복소비는 대인연결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경우에는 정보추구가

독립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의사소통능력을 조건으로 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취향표현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면,

문화소비경험이 사회연결망에 주는 영향을 보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자로서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소비방식보다는 소비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시성, 정보추구 등 소비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변수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향표현은 소비대상이나 방식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온라인 문화연결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의 속도, 심도높은 소비를 하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이

소비경험을 드러내는가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해

취향표현의 개념을 정교화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 정보추구 행위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성, 

반복소비는 체험에 중점을 둔다면 정보추구는 문화소비에 대한 정보나

후기 등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언어적 학습행위와 관련성이 높다.

즉시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나 반복소비자의 경우는 자신의 체험을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을 거쳐 발화를 해야 하지만 정보추구가 높은

사람의 경우 소비경험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접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추구가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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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정보추구가 높다고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형성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 정보추구는 온라인 문화연결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를 통해 소비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향을 계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의 결과 온라인 문화연결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조건으로 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연결망의 경우 소비방식 중 즉시성은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의 공급이 많아지고 소비의 속도가

빨라진 맥락에서 빠른 정보는 보편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정보적

가치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즉시적 소비

방식과 정보원, 발화 행위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테퍼와 하지타이(Tepper & Hargittai, 2009)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음악을 찾는데 있어서 수동적 브라우징을 덜 하고 P2P 등 능동적

이용을 더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즉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즉시성과 미디어 이용방식, 누구에게

추천하는가와 관련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연구결과에

기반해 추측해 보면 즉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해 소비대상을 찾고 정보의 공유의 정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소비의 경우 선호나 몰입 강도가 높은 소비방식으로 대인연결망

중 지인의 규모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분석 결과도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 반복소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소비는 지인의

지위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반복소비가

소비대상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인터뷰 결과와 관련해

기술하였듯이 반복소비는 뮤지컬이나 미디어 소비에서는 나타나지만

클래식 관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즉시성이나 정보추구 등의 문화소비방식이

온라인 문화연결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는데 역방향의 관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통해 문화소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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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와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졌던 것은 주로 소비대상 중 클래식 관람이나 음악 다양성의

효과이다. 기존연구에서는 클래식 관람은 상류층과의 교류에 유용하며

음악다양성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인의 규모에서는 소비대상의 영향력이

없는 반면 온라인 문화연결망의 경우에는 클래식 관람이나 음악

다양성은 지인의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효과가 유의미했다.

그럼 왜 클래식 음악과 음악다양성은 온라인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클래식 음악은 다른 소비대상에

비해 학문적 지식 및 교육 체계가 명확하나 유행성이나 대중성은 낮다.

그리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는 대중매체에서는

클래식음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또한 문화소비는 지식의

차원에서나 이해능력에 있어서 누적성이 있다. 소비를 오래한 사람들이

지식의 수준이 높고 똑 같은 작품을 감상한 후에 대해서도 얻는 효용이

높다. 이러한 누적성이 교류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중요한 장르가

클래식음악일 가능성이 있다. 클래식음악의 경우 지식이나 이해도의

수준에서 소비자들간의 차이가 존재하고‘고수’들이 정보교환 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온라인 맥락에서 소비자들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장르별로 소비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필요성이 다르며

이는 교류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소비대상별로

교류에 있어서 정보와 지식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심도깊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연구의 한계와 관련해, 선행연구가 많이 전개되지 않은 채

개념을 제시하다 보니 정교화나 조작화 방식의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소비의 대상, 방식, 의사소통 등

광범위한 영역의 변수를 포함하고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문화소비 방식이나 취향표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실험이나 장기적인 추적 분석을 통해 판단하기 보다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소비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있어서 지인의 지위를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지위 외의 교류 관련 변수가 문화소비나 사회연결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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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문화연결망을

제외하고는 일방향적 관계로 분석하기보다는 쌍방향적인 상호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답변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이나 상호관계를 볼 수

있는 연구설계를 통해 인과적 관계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변수 중 언어사용의 차원에서의 효과를 포함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 소비자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회전문 관람’ 등 그들만이 이용하는 언어들이 있다. 이러한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나 사용하는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습득과 이용에서의

효과를 이론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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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A 행사 관람: 전시, 공연, 영화                                                                   

1. 올해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몇 회 관람하셨습니까? 관람 횟수를 적어 주세요. 

관람하신 적 없으시면 0으로 기재해 주세요.                                                  

(    )회

A: 부산행, 검사외전, 인천상륙작전, 곡성, 터널, 덕혜옹주, 아가씨, 귀향, 히말라야, 

굿바이 싱글, 봉이 김선달, 내부자들:디오리지널,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시간이탈자,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시간이탈자, 동주, 오빠생각, 날 보러와요, 고산자, 

대동여지도, 좋아해줘, 국가대표2, 그날의 분위기, 사냥, 널 기다리며, 해어화, 

계춘할망, 로봇, 소리

2. 귀하는 위에 제시된 30개의 영화 중 몇 편을 보셨습니까?                              

(   )편

B: 미디어 소비: 음악, 영화, TV                                                               

올해 미디어를 이용한 감상 경험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장르별 감상 빈도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자주 들으시거나 보시는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1. 귀하는 클래식 기악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2. 귀하는 팝송(영미권 대중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3. 귀하는 가요(한국대중음악)를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4. 귀하는 재즈/뉴에이지/소울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5. 귀하는 종교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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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6. 귀하는 트로트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7. 귀하는 월드음악(아시아 음악, 샹송 등)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8. 귀하는 힙합/랩/락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한 달에 3-4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거의 매일

9. 귀하는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거의 보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본다  ⑤

매우 자주 본다

10. 귀하는 추리/스릴러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거의 보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본다  ⑤

매우 자주 본다

11. 귀하는 코미디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거의 보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본다  ⑤

매우 자주 본다

12. 귀하는 로맨스/멜로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13. 귀하는 액션장르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거의 보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본다  ⑤

매우 자주 본다

14. 귀하는 SF/판타지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거의 보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본다  ⑤

매우 자주 본다

15. 귀하는 공포/호러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거의 보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본다  ⑤

매우 자주 본다

C: 문화소비 방식, 과거 경험                                                                   

귀하의 문화소비 방식, 취미 활동, 과거 문화 경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 귀하는 특정 작품이나 특정인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감상하시는

편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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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아니다

나는 같은 음반을 반복해 듣는 편이다

나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관람하거나 시청한

경험이 있다

2. 귀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문화행사를 가거나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편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나는 기대하는 음원이나 앨범은 출시되자 마자

구매하는 편이다

나는 기대하는 영화는 개봉 첫 주에 관람하는

편이다

D. 사회관계 및 사회에 대한 관심                                                               

A: 국회위원, 고위직 공무원(5급/사무관 이상), 기업 임원 등

B:  대학교수, 의사/약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 전문직

C:  교사, 간호사, 건축 및 토목 관련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준전문직

D: 인사 담당자, 회사원 등 일반 사무직

E: 경찰, 이·미용사, 소방·응급 구조, 음식 등 서비스 관련 및 판매직

F: 섬유, 석재, 목재 및 농어업 등의 제조업 기능직과 단순 노무 관련직

1. 위의 직업군 중 귀하의 직업이 속한 항목을 골라주세요.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⑥ F ⑦ 기타

2. 귀하의 지인 중에 A 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명-6명   ⑤ 7명 이상

3. 귀하의 지인 중에 B 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명-6명      ⑤ 7명 이상

4. 귀하의 지인 중에 C 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명-6명      ⑤ 7명 이상

5. 귀하의 지인 중에 D 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명-6명      ⑤ 7명 이상

6. 귀하의 지인 중에 E 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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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명-6명       ⑤ 7명 이상

7. 귀하의 지인 중에 F 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명-6명      ⑤ 7명 이상

※ 문화소비와 관련해 정보를 주고 받는 분들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8. 음악청취와 관련해 들을만한 음악을 추천을 해 주거나 받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몇 명 정도 되십니까?

①0명        ②1-2명        ③3-4명         ④5명-6명        ⑤7명 이상

9. 그 분들 중에 미디어(블로그, 카페, 인스턴트 메신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분이 계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해당없음 (추천하거나 받는 사람 없음)

10. 영화를 선택할 때 추천을 해 주거나 받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몇 명 정도

되십니까?

①0명       ②1-2명       ③3-4명        ④5명-6명        ⑤7명 이상

11. 그 분들 중에 미디어(블로그, 카페, 인스턴트 메신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분도 계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해당없음 (추천하거나 받는 사람 없음)

E. 의사소통                                                                                     

1.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전혀 못 만났다     ②1시간 미만    ③1-2시간   ④3-4시간   ⑤4시간 이상

2. 귀하는 평소 얼마나 자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사용하십니까? 

①전혀 안 한다   ②보통보다 조금 덜 한다   ③보통이다(하루 30분 정도)   

④보통보다 조금 더 한다   ⑤보통보다 많이 더 한다

3. 귀하는 평소 얼마나 자주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인스터그램, 블로그 등)를 사용하십니까? 

①전혀 안 한다   ②보통보다 조금 덜 한다   ③보통이다(하루 1시간 정도)   

④보통보다 조금 더 한다   ⑤보통보다 많이 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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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문화 정보 이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블로그, 

카페,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신저, 앱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즐겨 하시는 편이신지 평가해 주십시오.

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관련 정보나 감상평을 즐겨 읽으시는

편이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공연/앨범 감상 후 음원링크나 후기를

올리시는 편입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관련 정보나 감상평을 읽으시는 편이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감상 후 이미지나 후기를 올리시는 편입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귀하는 평소 대인관계에서 귀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8.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것을 드러내는 편이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내가 부당하게 취급받아 왔을 경우 나는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과 맞선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1. 나는 내 권리를 위해 일어선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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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대화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표현한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3.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말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맞장구를 쳐 준다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 인적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 (   )   여성 (    )

2. 귀하의 생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숫자로 기재해 주십시오.             

(      )년

3. 귀하의 최종학력을 체크해 주십시오

(각 항목은 졸업 뿐 아니라 재학 중이거나 중퇴를 포함합니다)

①중학교 이하    ②고등학교    ③ 2년제 대학    ④4년제 대학교    ⑤대학원

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

남/기타(국내)/기타(해외))

5.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

및 임대 소득, 이자 등의 금융 소득과 연금, 각종보조금,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한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월별 소득을

알기힘든 경우에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해당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예: 300만원인 경우 -> 300)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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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층인터뷰

인터뷰는 문화소비 경험과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교류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2016년 8월 1달 동안 수행하였다. 첫

인터뷰는 입소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중 애호가 관객을 추천받은 후 실시하며 이후에는 스노우볼링

방식, 즉 다음 인터뷰 대상자를 인터뷰를 한 사람으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뮤지컬 애호가 총 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네이버 대표 클래식 동호회 시삽 1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성별은 남성 2명과 여성 6명이며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이다. 

연구문제는 첫 번째, 애호가들의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두 번째, 

애호가들에게 현실 공간과 온라인 공간은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세 번째, 이들은 왜 다른 애호가들과 교류하는가?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들 모두에게 주요한 정보원은

소셜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뮤지컬 애호가들은 공통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마니아들의 정보원은 배우, 제작사 등 생산자의 트위터 계정, 그리고

다른 마니아 관객의 트위터 계정이었다. 이들은 트위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연 캐스팅 정보 및 티켓 예매와 관련해 좋은 좌석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고 대답했다. 티켓 오프닝 일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공연 후에는 다른 관객의 실시간 감상 평을 트위터를 동해

얻는다. 정보 획득의 방식은 트위터 계정 팔로잉을 통해 정보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중매체 기사를 읽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모두 익명 계정과 실명 계정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클래식 애호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찾고 배포한다고 하였다. 차이가

있고 실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 음반사나 평론가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서로간에 관계가 형성되는가? 정보 추구나

미디어 이용은 어떻게 다른 애호가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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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보를 읽는 과정을 통해 다른 특정 관객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감상평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소셜미디어나 현실 공간은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보완적인 경로로

기능했다. 소셜미디어와 공연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장과 같은 공간

같은 곳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뮤지컬 마니아들은 공연 관람 직후 트위터에 감상평을 쓰거나

읽으면서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글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동일한 점에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느낌을 적은 평을 올린 계정들을 눈여겨 보게 된다고 했다. 한편 뮤지컬

애호가들에게 공연장은 서로 대면하게 되는 장소였다. “한국은

공연장이 한정되어 있고 공연관객 수도 한정되어 있어서 공연을 자주

보는 사람끼리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 “중간에 아는 친구가

생기거나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된다”고 했다. 

뮤지컬은 공연이 오픈되면 폐막할 때까지 장기 공연이 이루어지므로

마니아들에게 반복소비(일명 ‘회전문’) 경험은 서로 공통적인 것이며

이는 마니아를 알아보는 지표로 작용했다. 반면 클래식은 음악 공연은

지방 공연을 포함해도 동일한 레퍼토리를 1번 이상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반복경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감상회 등을 통해 대면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고 오히려 특정 분야(예를 들어 ‘바로크

음악’)에서의 전문적 지식이 마니아로서의 지표로 작용한다고 했다. 

세 번째, 이들이 교류하는 이유는 정보교환과, 공감경험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장르 모두 티켓 가격이 비싸고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아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교류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 

영화는 기껏 만원이니까 친구한테 함께 가자. 내가 보여줄께 할 수

있지만 공연은 비싸서 그럴 수가 없어요.”

애호가들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공연을 보거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보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특정 작품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으며 두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익명적 관계, 혹은 존재만 아는 관계가 서로 아는

실명적 관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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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가들간의 교류는 두 가지 효용이 있다고 했다. 우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얼마나 넓게 먹힐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맞춤형

관심사나 주제를 꺼내 쓰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가 중요한 것이기에 관계 형성 초기에는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교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나이가 몇 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직업은 묻지 않고 나이도 호칭 때문에 묻죠.”

다음은 공감경험이다. 

“두 가지 행복이 있어요.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기쁨과 나랑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기쁨이죠. 트위터에서 공연에 대해 나랑

똑같이 느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행복해요”

공감 경험은 수용된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마니아 집단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는 어떤 사람이나

작품을 싫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져들어서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므로 갑자기 취향이 바뀌어도 존중해 줘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애호가들의 정보원은

소셜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고 뮤지컬 장르 애호가들은 대체로 빠른

속도로 인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셜

미디어와 실제 공간은 애호가들의 교류에 있어서 보완적인 경로로

작용했다. 세 번째, 애호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정보 교환, 공감 및

수용받는 경험으로 인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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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Cultural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A Communication Perspective

Kyung-eun Kay Kwo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arly studies conducted by Bourdieu in 1986 as well as DiMaggio in 

1987 reflected on the way in which personal ties were related with 

the nature and content of consumption. Their argument on 

connection between cultural consumption and social networks has 

been empirically supported by new researches showing that popular 

culture consump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weak-tie network 

density, while highbrow culture consumption selectively increases 

strong-tie density by Lizardo in 2006, 2011 and 2013. 

Although I agree that cultural consumption could serve as social 

resources in terms of contents, I cannot accept his assumption that 

all the cultural consumers speak to the same degree. Lizardo and 

other scholars did not say so directly, they took for granted 

communicative competences and acts. By focusing on the genres of 

cultural consumption, Lizardo overlooked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social networks. As a result, differences in 

abilities and actions in communication were muted and 

communicative characters were homogenized. Yet differ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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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are real and arguably the significant factor in 

shaping and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Adding to it, I would point out that the ends of cultural consumption 

could be intrinsic so that cultural consumption should be treated  

‘for its sake’. To clarify cultural consumption out of intrinsic 

motives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I suggest the concept of 

‘modes of consumption’ consisting of fast consumption, repeated 

exposure, and information seeking.  

The study proposes a synthesized model consisting of three 

variables, cultural consumption(contents and modes),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ion. This study suggest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outspokenness of tastes - internet-based writings 

on cultural consumption- as a predictors of online cultural networks, 

which means the existence of a buddy formed online to exchange 

cultural information.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administered to 1019 Korean 

participants revealed that the outspokenness of taste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online cultural network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significant. 

When communicative competence is high,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nformation seeking and online cultural network 

get stronger. These findings exemplify the potential of taste and 

Internet-based communication for improving network research an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ture analyses.

Keywords : Cultural Consumption, Social Network, Communication 

Competence, Outspokenness of Taste, 

Student Number : 2010-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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