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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가 용이해지면서 뉴스의 양과 생산 및 전파 

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언론이 탄생했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뉴스의 영역과 확산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생태계(ecosystem)에서 다양한 주체들은 상호작용하며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complex system)의 특성을 갖는 미디어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화론적 관점을 도입하였고, 특히 

도킨스(Dawkins, 1976)가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밈(meme)’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렇듯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현상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라고 

하는데(Dawkins, 1983), 보편적 다윈주의의 기본 원리는 

복제(replication),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이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진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 온라인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과 뉴스 확산(news diffusion)이 어떻게 진화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과 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어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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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경우 온라인이라는 미디어 환경과 포털 및 화제성 중심의 뉴스 

소비 방식이라는 국내 뉴스 환경의 특수성이 만나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또한 뉴스 확산(news 

diffusion)의 경우 전통적인 뉴스 확산 연구는 확산의 과정에서 뉴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뉴스의 불변성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역동적인 뉴스 확산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열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용자의 주목(attention)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주체로 뉴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진화론과 보편적 다윈주의, 그리고 이를 적용한 도킨스의 

밈(Dawkins, 1976)의 개념을 설명한 뒤, 이를 적용하여 온라인 뉴스를 

어떻게 개념적 그리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 

후 이렇게 재정의 된 개념이 어떻게 어뷰징과 뉴스 확산이라는 실제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밝힌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가설의 설립과 검증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온라인 미디어 현상을 바라보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온라인 뉴스(online news), 진화 매커니즘(evolutionary 

mechanism), 밈(meme), 진화(evolution), 복제(replication), 

변이(variation), 어뷰징(abusing), 뉴스 확산(news diffusion) 

학   번: 2014-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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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온라인 생태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14년 9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에 성공한 중국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1 는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비전, 철학, 그리고 성장전략을 서술한 

투자설명서에서 반복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생태계(Ecosystem)’다 2 . 

많은 언론들은 알리바바가 가져온 상거래의 ‘온라인’화 혹은 중국 

‘인터넷’  기업의 성장에 주목했지만 알리바바의 위력은 기술이나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상거래, 지역 경제,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관리,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얽혀 공존하는 새로운 커머스 생태계(commerce 

ecosystem)을 구축한 것이며, 온라인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다.  

생태계라는 단어는 1930년대 영국의 생태학자인 탠슬리(Arthur 

Tansley)가 유기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와 이를 구성하는 환경을 

                                                
1 http://www.forbes.com/sites/ryanmac/2014/09/22/alibaba-claims-

title-for-largest-global-ipo-ever-with-extra-share-sales/#7414ffb27c26 

2 
http://alibabagroup.com/assets2/pdf/Alibaba_Group_Corporate_Overview_

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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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 위해 만들었다 3 . 이 생태계에서 유기체들은 서로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개체들은 경쟁하면서 협동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창조하고, 함께 진화한다. 그러나 유기체들이 서식하는 

환경은 일관되지 않다. 변화하는 외적 교란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응한다.  

그러나 이제 생태계는 생물학적 구성요소(biotic components)와 

비생물학적 구성요소(abiotic components)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공동체(biological community)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네트워크(complex network)나 상호연결된 시스템 

(interconnected system)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4. 유기체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개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며 생태계라는 

시스템을 형성 하는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 및 온라인 뉴스 환경도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이다. ‘뉴스 생태계’는 디지털 

시대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복잡해진 뉴스의 생산-배포-

소비체계를 대변한다(임영호·김은미·양정애, 2010).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TV가 대표적인 미디어였다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언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5 , 블로그나 

                                                
3
 https://www.wikiwand.com/en/Ecosystem 

4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ecosystem 

5 디지털 환경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미디어로는 

버즈피드(BuzzFeed)가 대표적이다. 원래 바이럴 콘텐츠 회사였던 버즈피드는 

뉴스 분야로 새롭게 진입하며 그들 자신을 “소셜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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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 생태계에서 뉴스는 하나의 고정된 맥락 

안에 갇힌 채 자기완결적이며 원자적인 의미구성체로 존재하면서 

생존하다 소멸하는 닫힌 지식체계가 아닌 사회적 확산경로를 이어갈 

때마다 의미가 재생성되고 뉴스가 또 다른 뉴스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지식체계가 된다(김경모, 2012).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iel, 1999)은 뉴스 생태계 

변화의 중심을 뉴스의 양과 속도의 증가로 보았다. 뉴스의 양이 

급등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온라인이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Bird, 2009). 오마이 뉴스나 프레시안 등의 인터넷 신문의 

시민기자의 등장과 더불어 블로그나 SNS와 같은 1인 미디어의 등장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뉴스 생산 방식의 변화로 뉴스의 양과 속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온라인 뉴스의 

속성으로 언제든 뉴스의 생산과 수정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뉴스 

제작 관행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뉴스의 장르, 형식, 양식이 

                                                
회사(social news and entertainment company)”로 규정한다. 버즈피드의 

목표는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 가장 많이 공유가 될 만한(the most 

shareable) 뉴스 속보와 리포팅, 엔터테인먼트, 비디오를 공급하는 것이다. 

버즈피드 외에 젊은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바이스 미디어(Vice Media),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맞춤형 

뉴스를 제작하는 Mic, 선거 분석 및 예측으로 유명한 데이터 저널리즘 

조직인 FiveThirtyEight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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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뉴스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Ward, 2002).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콘텐츠 복제 용이성 또한 

뉴스의 대량 생산에 기여했다.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면서 복제가 

용이해졌고, 콘텐츠의 재확산을 유도하는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된다.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공유의 방법 외에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 만으로도 담벼락(wall)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복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뉴스의 양이 급증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는 확산을 거치며 그 내용과 의미가 끊임없이 재구성 

된다(Im, et al, 2011). 다양한 주체들이 뉴스 생산-배포-소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뉴스는 복제됨과 동시에 새롭게 변화하는 

자기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1.2.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다양한 미디어 주체와 채널의 등장으로 복잡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디어와 미디어 생태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뉴스 확산(news diffusion) 이론의 경우 

전통적인 뉴스 확산 연구는 확산의 과정에서 뉴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뉴스의 불변성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온라인에서 

뉴스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끊임없이 진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뉴스 확산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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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념적 틀의 재발명이 필요한 것이다(임영호·김은미·양정애, 2010). 

또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라는 

한국의 독특한 온라인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가 대표적이다(김병희 & 심재철, 2016).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미디어 행태들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뉴스 확산 이론의 

경우 전통적인 뉴스 확산 이론의 가정을 벗어나 ‘뉴스는 확산의 

과정에서 변화한다’는 새로운 가정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어뷰징 

현상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와 미디어 사용자의 관심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complex system) 요소가 발현되는 미디어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진화론적 커뮤니케이션(evolutionary 

communication)이라는 미디어 관련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한다. 브록만(Brockman, 1996)은 복잡계를 ‘단순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고도의 복잡한 질서를 나타는 계’라고 

정의한다. 복잡계는 요소(components)나 에이전트(agents)로 불리는 

수많은 개체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발생하는데 이를  ‘창발(emergent)’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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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rigogine & Stengers, 1997).  다양한 사회 현상들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상호작용의 결과 음의 

되먹임(negative feedback)이 발생하기도 하고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 back)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창발하는 

것이다(Johnson, 2009). 복잡계이론은 1990년 대 이후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과거 뉴턴 식 결정주의(determinism)의 보편법칙 

혹은 연역적 인과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Johnson, 2009). 증권 시장, 카오스 시스템, 

네트워크 등이 복잡계에 속하는데 6 ,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환경 또한 복잡계에 포함된다. 복잡계 이론은 네트워크 사회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현상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이명진 외, 2008).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인들이 참여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나 네티즌들의 필리버스터 응원 행진,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미디어 창구(outlet) 등장으로 인한 뉴스 생태계의 

변화, 일명 ‘우라까이’(베껴쓰기) 행태가 만연해진 국내 언론 상황 등이 

그 사례이다.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의 원리를 자연의 

                                                
6 https://www.wikiwand.com/en/Complex_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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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에서 찾는데 고온 물질의 분자가 식어가면서 안정화되는 

담금질을 묘사한 시뮬레이티드 어니일링(simulated annealing),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신경망(neural networkd) 등은 사건들을 

통해 작동원리를 파악하고자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한다(Benyus, 1997).  

복잡계 현상과 관련된 주요 주제로는 창발(emergence),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집단 행동(collective behavior), 패턴 

형성(pattern formation),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등이 존재하는데 

진화와 적응(evolution & adaptation) 또한 복잡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다 7 . 진화는 복잡한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Prigogine & Stengers, 1997)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coevolution)’는 복잡계가 갖는 대표적 

특성이며 (Bak & Sneppen, 1993), 이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8 . 복잡계에서 구성요소들은 능동적으로 주변환경에 

                                                
7 https://www.wikiwand.com/en/Complex_systems 

8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2000)은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집중하여 ‘재매개(remedi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그들은 

재매개를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표상 양식, 사회적 

인식을 차용하고 나아가 개선하는 미디어논리’,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를 인정하거나, 경쟁 혹은 개조하면서 스스로의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 ‘한 미디어를 다른 미디어에서 표상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는데 이처럼 미디어들은 관계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하고 변화한다. 

피들러(Fidler, 1997) 또한 기존 미디어와 새롭게 탄생한 뉴 미디어가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진화와 공존(Coevolution & Coexistence)을 통해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피들러의 미디어 변형(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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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성질은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끊임없이 

적응하며 진화를 거듭하는 양상으로 발견된다. 이처럼 변화하는 

구성요소들을 갖는 복잡계인 복잡 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는 

사회현상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며, 따라서 복잡적응계를 

이해하는 틀로 진화론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Holland, 1992). 

복잡 적응계적 성격을 갖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뉴스 기사로 

대변되는 정보라는 구성요소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모방과 변이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에 기반한 

진화 메커니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보편적 다윈주의는 

진화론을 생물학 외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지칭한다(Dawkins, 1983).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개념이 뉴스 

생태계를 설명하는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며, 뉴스 

기사라는 정보를 미디어 생산자가 생산 및 배포하고 미디어 소비자가 

소비하는 객체(客體)가 아닌 복제와 변이를 통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주체(主體)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화론과 보편적 다윈주의, 그리고 이를 적용한 도킨스의 

밈(Dawkins, 1976)의 개념을 설명한 뒤, 이를 적용하여 온라인 뉴스를 

                                                
Morphosis) 개념에 의하면 미디어의 발전은 기능적으로 다른 미디어를 보완, 

공존, 진화하는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새로운 미디어는 자연발생적, 

독립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로부터 점진적인 변형을 

일으켜 발생하며, 기존의 미디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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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념적 그리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 후 이렇게 재정의 된 개념이 어떻게 어뷰징과 뉴스 확산이라는 

실제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밝힌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가설의 설립과 

검증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온라인 미디어 현상을 바라보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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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화론, 보편적 다윈주의와 밈 

2.1.   진화론 

도킨스(Dawkins, 1976)의 ‘밈’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앞서 밈 이론의 

근원이 되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틴어 

‘ēvolūtiō’에서 기원한 용어 진화(evolution)는 본래 무언가를 펼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다윈 이전에는 곤충들의 변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9 . 현재 진화론의 시조는 다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윈은 젊어서 세계 일 주를 하면서 갈라파고스 섬을 방문하였고, 

갈라파고스 섬의 동물들을 관찰하면 서 각 섬의 동물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각 종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Zimmer, 2011). 이를 

계기로 생물의 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생 연구하게 되었고, 

1859년 ‘종의 기원’을 발간함으로서 진화론의 시조가 된다. 그러나 

진화론이 다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든데, 첫 

번째로 다윈의 진화론과 아담스미스의 경제학과의 유사성 

때문이다(Nelson & Winter, 2009).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로 

대표되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경제구조와 같은 사회질서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9 https://www.wikiwand.com/en/Evolution_(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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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것이다(Smith & Nicholson, 1887). 다윈의 진화론은 경제 

질서가 자생적으로 그리고 무계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사회 질서 형성 원리를 그대로 생물학에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Bowler, 1992).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종의 질서는 각 

생물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디는데 이런 다윈의 진화론 

내에는 경제학, 특히 시장 경제의 개념과 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윈(Darwin, 1872)이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의 핵심이 

되는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도 다윈이 아니다. 

윌리스는 1855년 생물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 

종에서 각 종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종이 변화한다는 자연선택설의 개념을 제시한다(Wallace, 1855). 

월리 스는 1858년 이러한 개념을 처음 발견하고 테르나테 논문을 

써서 다윈에게 송 부한다. 다윈은 월리스의 논문을 보고 자신도 그와 

동일한 생각을 했다고 주장 했고, 라이엘, 후커 등의 도움을 받아 르네 

학회에서 먼저 월리스의 논문을 발 표하고 그 다음 다윈의 논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해인 1859년 ‘종의 기원’이 출판된다(Darwin, 1872).  

2.2.   진화와 변화 

윌리스의 테르나테 논문(Wallace, 1855)과 다윈의 ‘종의 

기원’(Darwin, 1872)이 진화론의 시작으로 인정 받는 이유는 이 두 

논문이 생물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지적하기 

때문이다(최성락 & 박경래, 2008). 윌리스와 다윈의 자연 선택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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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변화하는 원인은 자연환경이다.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변이를 거치는데 이 변이된 종들 중 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다(Darwin, 1872). 자연 환경에 적합한 종은 살아남고, 적합하지 

않은 종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누적적인 생물의 

변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Darwin, 1872). 즉 

월리스와 다윈의 진화론에서 변화의 주된 원인은 생물 종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된 

외부 환경 하에서 각 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진화론은 생물 체의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적인 힘인 환경이 주된 

변화의 힘이다(예종영, 2004). 이 외적인 환경 요소는 통제 불가능하며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생물의 종이 살아남고 어떤 종이 

죽는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물의 생존을 

선택하 는 것은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선택이다. 이렇듯 진화란 개념은 

변화를 내포한다. 그렇다면 진화는 발전을 의미하는 진보의 개념을 

내포하는가? 자연선택에 대해서 먼저 논문을 쓰고 발표한 사람은 

월리스이 다. 하지만 현재 진화론의 시조로는 다윈이 언급되며 

월리스는 거의 잊혀졌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진화와 진보간의 관계에 

대한 이들 두 사람 사이의 견해 차이라 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진화와 진보-발전간 

의 관계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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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 은 절대 진보-발전은 아니라고 본다(Gould, 2002). 즉 

종의 변화는 이전과 다름의 의미를 내포하지, 여기에 이전보다 

발전했다 혹은 퇴보했다의 방향성은 내포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생물은 그 자체로 완전한다. 다만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상태로의 

생존이 어려울 경우 종의 진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종은 현재 환경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이것이 종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적자생존은 우월한 

종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하는 것이다. 진화의 방향성을 이야기한 뒤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진화의 속도이다. 진화는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급진적 진화도 존재하는가. 다윈 은 모든 진화는 점진적이며 급진적 

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화는 각 종의 자기 누적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런 조그만 

변화가 누적이 되어서 결국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윈의 기본 명제이다(Darwin, 1872). 즉 조금씩의 

변이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큰 변이가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종의 변화가 발생한다. 

2.3.   보편적 다윈주의 

도킨스(Dawkins, 1983)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보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는 자연계를 비롯한 모든 체계에서 

진행되는 진화적 과정에는 공통된 존재론적(ontological)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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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그러한 진화적 과정은 모두 변이 (variation)와 

선택(selection) 및 복제(replication)라는 다윈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진영이다. 서로 완벽하게 같지 않고 변이가 나타나는 

복제자들이 존재하고, 복제자들 중 일부만 생존(선택)한다면 진화는 

반드시 발생한다(Dawkins, 1983). 도킨스는 보편적 다윈주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밈(meme)’이란 개념을 통해 

문화적 복제와 선택의 단위를 제안했는데 이 역시 다윈의 진화를 

문화의 진화에 적용한 것이다(Dawkins, 1976). 진화 매커니즘인 

변이와 선별 및 복제라는 원리가 적절하게 정의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원리들은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Hodgson, 2004). 또한 블랙무어는 진화 원칙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원리는 다양성(variation), 선택(selection), 

상속(heredity)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진화가 

발생하거나 혼란에서 설계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10 . 만약 

다양성(variation) 속에서 선택(selection)을 통해 복제(heredity)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설계(design)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보편적 다윈주의는 적용되는 각각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고유의 

진화 매커니즘은 인정하지만 추상적 수준에서는 모든 진화체계에 

                                                
10 

https://www.ted.com/talks/susan_blackmore_on_memes_and_temes?languag

e=ko#t-1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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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와 선별 및 복제라는 공통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다윈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이와 선택 및 복제라는 다윈주의 원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즉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변이, 선택, 복제라는 인과적 루프를 어떻게 

경유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생물학에서 다윈의 진화는 

마찬가지로 변이, 선택, 유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경유하는데 어떤 

어떤 개별 유기체의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고 이것 이 그 유기체의 

재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유전자의 속성 이 선별되어 

이후 세대로 유전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에서 변이는 자연선택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이다(조필규, 2010).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한 군집 내의 모든 유기체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들 간에 재생산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자연선택은 발생할 수 없다. 조필규(2010)는 기업이론에 진화론적 

관점을 도입하면서 생물학에서 변이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의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2.4.   밈 

다윈의 진화라는 개념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한 

변화임을 앞 장을 통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자연선택의 

대상은 유기체(orgamism)이다. 하지만 도킨스는 유기체가 아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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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진화론을 펼치는데, 진화론에 기반한 도킨스의 주장은 

이타적인 행동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행동들이 진화로 설명된다는 

것이다(Dawkins, 1976). 그리고 ‘밈(meme)’은 본래 도킨스가 인간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그는 밈을 모방(“that 

which is imitated”)이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 “mimeme”의 ‘m’과 

유전자의 ‘gene’에서 따론 ‘eme’을 합성하여 ‘meme’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대물림가능한 정보의 기본 단위’ 혹은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였는데 ‘선율, 아이디어, 캐치프레이즈, 

패션, 주전자 만드는 방법’ 등이 밈의 사례이다(Dawkins, 1976). 또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모방과 같은 비 유전적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고 여겨지는 문화의 요소(An element of a culture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passed on by non-generic means, esp. imitation)’로 

등재되어있다. 현대사회에서 밈의 의미는 인터넷 밈(Internet 

meme)으로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인터넷 밈은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활동, 컨셉,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나 이미지 등의 

미디어를 지칭한다 11 . 2010년 자신이 키우는 시바 이누를 블로그에 

올린 것을 계기로 2013년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패러디 되며 

확산된 [그림 1]의 ‘Doge’가 대표적인 사례다12.  

                                                
11 https://www.wikiwand.com/en/Internet_meme 

12 출처 knowyourmeme(http://knowyourmeme.com/memes/doge)은 

온라인에서 확산된 다양한 인터넷 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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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 밈 ‘doge’ 사례 

 

이러한 인터넷 밈의 정의에 대해 데닛은 원래 밈의 개념으로부터 

왜곡되고 단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3 , 전달될 수 있는 발상이라면 

무엇이든 밈으로, 밈을 운반하는 물리적 오브제를 운반자로 

정의한다(Dennett, 1993).  하지만 이러한 밈에 대한 정의의 변화는 밈 

자체가 갖는 의미가 변화하였기 보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밈이 재구성화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13 

https://www.ted.com/talks/dan_dennett_on_dangerous_memes?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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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밈이라는 개념은 밈을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밈의 복제와 변이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도킨스가 취하고 있는 보편적 다윈주의는 체계에서 진행되는 진화 

과정에는 공통된 존재론적(ontological) 기반이 존재하며, 진화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선택(selection), 복제(replication), 

변이(variation)이다(Hodgson and Knudsen, 2010; Aldrich et al, 

2008).여기에서는 밈을 통한 뉴스 확산 설명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존재론적 관점에서 진화 매커니즘이 뉴스 확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뉴스 생태계는 기존의 

이론들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성을 갖고 있다. 온라인 뉴스를 

진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뉴스 확산 과정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담을 수 있는 개념적 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임영호·김은미·양정애, 2010) 적합한 것이 보편적 다윈주의를 

적용한 ‘밈’이란 개념이다. 밈은 온라인 상에서 전달되며 확산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며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뉴스 확산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밈의 기본 원리들을 온라인 뉴스 확산에 적용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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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다윈주의는 각 영역의 고유한 진화 메커니즘을 인정하되, 

추상적 수준에서는 모든 진화체계에 선택(selection), 복제(replication), 

변이(variation)라는 공통된 원리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Blackmore, 1999). 따라서 뉴스 확산에 있어서 보편적 

다윈주의 관점에서의 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 

복제, 변이의 원리가 뉴스 확산에 있어서도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선택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다윈주의적 입장을 적용하면 뉴스들은 

생존경쟁을 펼치며 환경에 적합한 높은 적합도(fitness)를 지닌 뉴스가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높은 적합도를 지닌 

뉴스는 어떤 특성을 지닌 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까? 미디어의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올드 미디어 환경에서도 미디어의 생존과 

성공은 수용자의 ‘주목(attention)’을 얼마나 받는지에 의존했으나 

수용자의 주목도가 갖는 한정성 때문에 매체 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다(임영호·김은미·양정애, 2010). 뉴스 미디어가 다양화되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주목의 희소성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사이먼(Simon, 1971)은 ‘정보의 과잉이 주목의 결핍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희소자원으로서의 관심의 가치를 예견하였으며, 

랜햄(Langham, 2006)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의 중심이 실물 경제에서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의 

기능적 속성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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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러한 원리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선택 받는 뉴스 혹은 언론사가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 선택 받은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온라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게 

사용자의 관심이란 기사에 대한 조회수이다. 조회수가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의 주목을 받기 위해, 즉 높은 적합도를 얻기 위해 내용을 

약간씩 바꾼 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어뷰징(abusing)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뉴스 생산의 

현실은 더 주목 받음으로서 선택 받아 생존하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잘 대변한다.  

높은 적합도를 가졌다고 판단된 밈들은 선택된 후 복제되는데 

복제는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제는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본래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의 속성을 잘 대변한다. 블로거, 시민 기자 등 

새로운 유형의 뉴스 생산자가 온라인 저널리즘에 포함되면서 저널리즘 

생태계가 확장되고 세분화 되었다. 이런 뉴스 생산자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뉴스 공급량의 증대를 가져왔는데 이는 동시에 더 많은 

양의 뉴스가 복제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복제 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뉴스 

양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가 대표적이다(김경모, 2012).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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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형 기사의 전통적인 뉴스 양식이 해체되고 다양한 글쓰기 

방식과 새로운 양식의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인식체계의 뉴스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서로 다른 

견해들이 공존하는 온라인 뉴스 공간을 말해준다. 2005년 프랑스 폭동 

사건에 대한 뉴스를 추적한 연구(Russell, 2007)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는 비전문 시민들의 참여로 확장될 수 있었다. 시민들의 휴대폰 

리포팅, 해킹, 블로깅, 실시간 영상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뉴스는 

다양하게 변화했으며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결국 밈으로서의 온라인 

뉴스 확산의 속성을 요약하자면 온라인 공간에서 복제를 통해 

전파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를 거치며 결국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내용의 뉴스가 선택되어 살아남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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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3.1.   개념적 정의 

3.1.1.   온라인 뉴스 밈의 정의 

기존 진화론의 핵심인 ‘선택’, ‘복제’, ‘변이’의 요소들을 적용하면 

온라인 뉴스 밈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잘 적응하여 경쟁에서 선택된, 

많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복제와 변이를 거쳐 진화의 과정에서 

확산하는, 온라인 뉴스의 핵심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진화론의 이론적인 전제는 뉴스 생태계에도 선택, 복제, 변이라는 

특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도킨스에 의하면 문화 전달의 단위, 혹은 모방의 단위인 밈은 

‘모방’이라는 비 유전적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Dawkins, 1976). 

그렇다면 온라인 뉴스 혹은 온라인 콘텐츠의 밈도 모방을 통해 확산 

하는가? 특정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 이슈에 대한 핵심내용은 

중심으로 빠르게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다 14 . 이슈에 대한 핵심내용이 

‘밈’이며 이 밈은 뉴스, 블로그, 트위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들인 

                                                
14 네이버가 제공하는 핫토픽 키워드 서비스는 ‘뉴스,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생산된 문서를 기반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를 집계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보를 보여준다(출처: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nhn?serviceNo=606&categ

oryNo=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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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자들을 통해 복제되고 전파된다. 이 핵심내용은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확률 모델(probabilistic 

model)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들은 단어의 집합(term mixure)을 

기준으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였으며(Havre, et al, 2000; Allan, 2002; 

Kleinberg, 2003; Blei & Lafferty, 2006), 블로그를 통해 정보 확산을 

추적하는 연구들에서는 하이퍼링크 및 개인의 독특한 엔티티(Adar, et 

al, 2004; Kumar, et al, 2004; Leskover, et al, 2007; McGlohon, et al, 

2007)를 활용했다. 뉴스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용구(Leskovec, 

Backstrom & Kleinberg, 2009; Simmons, Adamic & Adar, 2011)나 뉴스 

영상 속 이미지(Xie, et al, 2011)를 통해 확산을 관찰했다. 트위터를 

통한 확산 관련 연구에서는 급등하는 키워드 및 해쉬태그(hashtag), 

트위터 사용자, 멘션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산을 

추적했다(Cataldi, Di Caro & Schifanella, 2010; Mathioudakis & 

Koudas, 2010; Marcus, et al, 2011; Ferrara, et al, 2013). 이처럼 밈의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일은 밈의 유전형(genotype)과 

표현형(phenotype)의 구분과 연관된다. 생물학에서 유전형은 보이는 

그대로의 유전적 정보를 뜻하고, 표현형은 유전형과 관계되어 

관찰되는 형질(properties)를 의미한다 15 . 도킨스(Dawkins, 1999)는 

이러한 표현형의 개념을 확장하여 형질 외에도 행동이나 반응, 인간의 

                                                
15 https://www.wikiwand.com/en/Genotype-phenotype_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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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까지 표현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장된 

표현형(the extended phenotype)으로 정의했다. 온라인 뉴스 혹은 

콘텐츠의 밈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면 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유전형이 되고, 이에 대응되는 밈의 특성이 표현형이 되는 것이다. 

가령 키워드나 인용구 등이 밈의 유전형을 구성하면 콘텐츠의 주제 

혹은 내용이 표현형이 되는 것이고, 하이퍼링크나 멘션 등이 

유전형으로 정의되면 정보의 네트워크가 표현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에 따라 표현형이 정의가 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형이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3.1.2.   복제자와 운반자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어떤 것”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만드는 존재자”가  복제자(replicator)이며 밈을 실어 

나르는 것이 운반자(vehicle)이다(Dawkins, 1976). 복제자와 운반자의 

개념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을 하면 자기 복제를 하는 온라인 뉴스의 

밈은 복제자인 것이고, 이런 밈을 운반하는 뉴스 기사 그 자체는 

운반자인 것이다. 복제자와 운반자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복제자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뉴스 기사 

A를 복제한 것이 A’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A와 A’ 사이의 

유사도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어야 하며, A’가 A를 복제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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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서로 다른 자기복제자라고 규정하기 위해 두 기사의 유사도 

및 이질도 기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문제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 공간이 넓으면 A와 A’ 사이의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둘을 같은 자기복제자로 볼 수 있는 반면, 문제 

공간이 작으면 더 엄격한 유사도의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3.1.3.   온라인 뉴스의 진화 구조 

보편적 다윈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변이(mutation), 

선택(selection), 복제(replication)이 온라인 뉴스에서도 

작동한다(Hodgson, 2004). 진화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경쟁이 선택 

메커니즘으로, 혁신이 변이 메커니즘으로, 기업의 모방이 복제 

메커니즘으로 가능하다고 간주된다(Nelson & Winter, 2009).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온라인 뉴스의 진화 메커니즘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유전자와 밈은 모두 복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유전자는 

유전을 통해 그리고 밈은 모방을 통해 복제되며 이는 완벽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난다(Dawkins, 1976). 이런 완벽하지 않은 복제로 인해 

변이가 발생하며 이런 변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 생존하거나 도태된다. 이것이 진화가 발생하는 

과정이다(Dawkins, 1976).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자식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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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뉴스의 속성을 물려받을 때 복제가, 부모뉴스에 없는 속성이 

자식뉴스에 새롭게 등장할 때 변이가 일어났다고 정의할 수 있다. 

생물 개체 내의 유전자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스스로가 복제되어 

다음 세대로 잘 전달 되는 것이며, 결코 개체의 생존이나, 개체군의 

생존, 종의 생존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러한 

유전자의 성격을 “이기적(selfish)”이라고 표현했는데(Dawkins, 1976), 

이 용어는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전자가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외에 또 다른 이기적 복제자가 바로 밈인 것이다.  

그렇다면 복제, 변이, 선택 메커니즘이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먼저 복제의 경우 

뉴스가 확산의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뉴스 확산 이론의 

가정은 뉴스의 복제성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절에 서술되어있다. 또한 뉴스 확산 이론의 시초가 되는 

혁신확산이론은 시간에 따른 혁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초기시점에 

제품을 수용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혁신자로, 이를 모방하여 

구매하는 그룹을 모방자로 설명한다(Bass, 1969). 혁신자는 초기에는 

높은 수요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모방자 

수요는 초기 시점에는 적은 수요가 발생하였다가 점차적인 상승을 

보인 뒤 최고점에 도달한 뒤에 감소는 뒤집힌 U 자형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확산이론 자체가 어떻게 모방을 통해 대상이 확산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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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화한 것이다. 뉴스 확산 현상 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국내 어뷰징(abusing) 관행은   온라인 포털에서 중복 혹은 반복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클릭 수를 조작하는 국내 언론의 실태를 

나타내는 말 16 로 정의 자체가 복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표절과 

베껴쓰기를 일삼는 국내 언론 관행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절에 서술하였다.   

이러한 이론이나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확산 복제 양상에 대해 

많은 연구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으며(Gruhl et al, 2004; 

Leskover, Backstrom, & Kleinberg, 2009; Suen, et al, 2013)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제양을 측정함으로써 뉴스의 등장, 성장, 쇠퇴의 

과정을 거치는 뉴스 사이클(news cycle)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것이다. 또한 국내 언론 표절 행위로부터 기인하여 컴퓨터 이용 

내용분석 기법(computer aided content analysis)을 활용한 기사 표절 

여부 판별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 되었다(강은미 외, 2003; 

강남준·이종영·오지연, 2008; 김정민 외, 2009).  

또한 온라인에서 정보가 변이되며 진화한다는 사실 또한 다수 

연구들을 통해 증명 되었다. 다만 정보의 진화라는 연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이 각각 다른 주제로 명명되었기 

                                                
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9324&cid=50305&categoryId=

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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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Berendt 와 Subasic(Berendt &  Subasic, 2009)은 시간에 

따른 뉴스 내러티브의 변화를 ‘뉴스 추적(news tracking)’으로, 

Nallapati 등(Nallapati et al, 2004)은 ‘이벤트 맥락(event 

threading)’으로, Hall 과 Manning(Hall & Manning, 2008)은 

‘역사(history)’라는 말로 정보 진화 과정에서의 변이를 표현했다. 단, 

Mei 와 Zhai(Mei & Zhei, 2005)은 ‘진화적 주제 패턴(evolutionary 

theme pattern)’이란 연구 제목과 방법론에 있어서도 ‘진화적 

전환(evolutionay transition)’이란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주제가 진화를 

거친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어떤 뉴스가 선택되며, 그 

선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스펜서(Spencer, 1864)가 

인간의 사회적 생존 원리는 함축하는 뜻으로 사용한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은 자연선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진화론(Darwin, 1859)의 영향을 받았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적합도란 

번식 성공도(reproductive success)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Survival of 

the fittest’란 다음 세대에 자신의 후손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존재의 생존으로 해석 가능하다 17 . 이런 개념을 스펜서가 차용한 

것인데, 다윈은 자연선택을 ‘Survival of the fittest’로 대체하라는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의 제안에 따라 1869년 발간한 <종의 

                                                
17 https://www.wikiwand.com/en/Survival_of_the_fi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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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The Origin of the Species)> 5판에서 ‘환경에 더 맞게 

만들어졌다는(better designed for an immediate, local environment)’ 

의미에서 ‘Survival of the fittest’를 사용한다(Darwin, 1869)18 .  흔히 

약육강식으로 번역되는 ‘Survival of the fittest’는 강자의 약자에 관한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윈의 관점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강자(the 

strong)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the 

fittest)가 살아남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적합도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을 뿐 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의미는 없다. 이러한   진화론적 

입장을 적용하면 뉴스들은 생존경쟁을 펼치며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한 높은 적합도(fitness)를 지닌 뉴스가 살아남는데, 이것이 해당 

뉴스의 질적 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뉴스의 생산-소비-배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따라 적합도의 기준은 달라진다.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유한 뉴스는 

                                                
18 다윈이 사용한 ‘Survival of the fittest’는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생물학 이론에 불과하던 다윈의 이론을 스펜서가 인간과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탄생한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 때문이다. 

사회다윈주의는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회다윈주의는 우생한(Eugenics), 

인종주의(Racism), 제국주의(Imperialism) 등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Gasman, 1971). 하지만 스펜서는 다윈의 진화론처럼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생태로 진화한다고 보았지만 복잡한 

생물체가 진화하여 단순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또한 

다윈이 적자생존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자연스럽게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Survival of the fittest’의 문구에서 ‘the fittest’는 

최상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큰데 이러한 점들이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생존경쟁을 사회적 현상에 적용하여 생각하는 경향을 

심화시켰다(Gasman, 1971; Roger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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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자의 높은 주목(attention)을 받는 뉴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에서 강화되는 주목의 희소성 때문에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임영호·김은미·양정애, 2010). 그리고 

사용자의 관심은 조회수 혹은 클릭수와 직결된다. 더 많은 사용자가 

읽고 관심을 보인 높은 인기도의 기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확산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3.2.   조작적 정의 

기존 진화론의 핵심은 ‘적응’, ‘선택’, ‘복제’, ‘변이’, ‘진화’의 

요소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의 확산과 관련된 

조작적 정의와 조작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며 이후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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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밈 관련 개념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온라인 뉴스 밈 

(online news 

meme) 

조작적 정의 키워드의 집합으로 구성된 기사의 핵심 

내용 

조작화 키워드들을 일차원적으로 나열한 스트링 

배열 

운반자 
조작적 정의 밈을 운반하는 기사 자체 

조작화 관찰 대상이 되는 뉴스 기사  

부모뉴스 

(parent news) 

조작적 정의 확산 혹은 재확산을 이끌어 낸 뉴스 

조작화 사용자의 관심 획득에 성공해 높은 클릭수 

및 조회수를 기록한 뉴스로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가 그 일례가 될 수 있음 

자식뉴스 

(offspring news) 

조작적 정의 부모뉴스를 모방하여 복제한 뉴스 

조작화 부모뉴스와 같은 내용적 속성을 공유하는 

뉴스로 부모뉴스와 자식뉴스의 밈은 높은 

유사성을 보임  

복제 

(replication) 

조작적 정의 자식뉴스가 부모뉴스의 속성을 상속함 

조작화 부모뉴스의 밈에 속한 키워드가 자식 

뉴스도 나타나면 복제되어 부무뉴스의 

속성을 상속하였다고 정의함 

변이 

(mutation) 

조작적 정의 부모뉴스 밈에 없는 속성이 자식 뉴스 

밈에서 새롭게 등장함 

조작화 부모뉴스 밈에 없는 키워드가 자식뉴스 

밈에서 등장하면 변이가 발생했다고 정의함 

 

3.2.1.   온라인 뉴스 밈의 표현 

도킨스가 제안한 ‘밈(meme)’은 생물학에서 염색체(chromosome)에 

해당한다. 개체들의 교차(crossover)와 변이(mutation)를 통해 새로운 

염색체를 가진 새로운 개체가 탄생한다. 이렇게 생성되는 개체들은 

환경 적합도에 따라 선택된다. 즉 환경에 적응도가 높은 개체는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적응도가 낮은 개체는 자연도태 되는 것이다. 온라인 

뉴스 ‘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적용한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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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하나의 독립적 개체이며 이 독립적 개체는 밈으로 대변되는 

특수한 형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밈의 집단을 

해집단(population)으로 정의한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유전자(gene)이다. 그리고 유전자의 정보는 4 종류의 염기의 

구성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라인 뉴스의 밈에서는 유전자에 해당 

하는 ‘키워드’를 개체의 최소단위로 정의한다.  

모든 뉴스 개체의 밈은 염색체로 표현되며 온라인 뉴스의 밈(online 

news meme)은 키워드의 집합으로 구성된 핵심 내용으로 n 개의 

키워드들이 나열된 스트링 배열로 표현한다. 생물학, 유전 알고리즘, 

온라인 뉴스에서 개체의 표현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생물학, 유전 알고리즘, 온라인 뉴스에서의 개체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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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표현 방법은 밈의 속성들을 스트링으로 나열한 일차원적 

표현이지만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차원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 가령 

[그림 3]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이차원 그래프로 표현되는 문제를 

일차원으로 재배열하면 그래프의 인접관계에 관한 정보가 

손실된다(문병로, 2001).  

 

 

그림 3. 2차원 그래프를 일차원으로 표현했을 때의 정보 손실(문병로, 2001) 

 

네트워크 분포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문제인 경우 

일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차원 그래프의 형태를 해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2차원 그래프가 구성요소들의 인접성(adjacency) 

정보를 더 잘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표현 방법 외에도 순환형 

배열, 삼차원 배열, 일차원 실수 공간, 이차원 실수 공간, 완전 그래프 

등으로 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문병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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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모뉴스와 자식뉴스  

부모뉴스(parent news)는 확산 혹은 재확산을 이끌어 낸 뉴스로 

사용자의 관심 획득에 성공해 높은 클릭수 및 조회수를 기록한 뉴스로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가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자식뉴스(offspring)는 부모뉴스를 모방하여 복제한 뉴스이다. 

자식뉴스가 보유한 속성의 경우 복제를 통해 부모뉴스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변이를 통해 부모뉴스에 없는 

속성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뉴스의 밈이 얼마나 

유사할 때, 해당 뉴스들들 부모와 자식뉴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자식 뉴스가 부모 뉴스를 복제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뉴스와 자식뉴스 자체는 운반자(vehicle)이며 각각의 밈들이 

복제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뉴스 그 자체는 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블랙무어(Blackmore, 1999)는 이러한 자기복제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운반자를 밈 기계(meme machine)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인 연구 문제에 적용하였을 때 연구대상이 되는 기사 

자체는 운반자이고 해당 기사에 담겨있는 의미가 밈 혹은 자기 

복제자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운반자를 연구할지라도 연구자에 따라 

운반자가 담고 있는 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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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온라인 뉴스의 진화 구조 

보편적 다윈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변이(mutation), 

선택(selection), 복제(replication)이 온라인 뉴스에서도 

작동한다(Hodgson, 2004). 복제는 자식뉴스가 부모뉴스의 속성을 

상속하는 것으로 부모뉴스의 밈에 속한 키워드가 자식 뉴스도 

나타나면 부모뉴스의 일부 속성을 복제했다고 정의한다. 이와 달리 

부모뉴스 밈에 없는 속성이 자식 뉴스 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변이인데, 부모뉴스 밈에 없는 키워드가 자식뉴스 밈에서 등장하면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4]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복제와 변이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자식뉴스의 경우 

‘이세돌’, ‘알파고’, ‘인공지능’, ‘대국’, ‘프로기사’, ‘바둑’의 키워드는 

부모뉴스로부터 복제함으로써 부모뉴스의 형질이 유지된 반면, 변이를 

통해 ‘패배’와 ‘충격’이라는 부모뉴스에 없던 형질이 새롭게 

발생하였다. 

 

 

그림 4. 복제와 변이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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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통해서는 부모뉴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변이를 통해 부모뉴스에 없는 속성이 자식뉴스에 

등장함으로써 뉴스 생태계의 역동성에 기여하며, 이러한 과정이 

진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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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 환경 적용 (1): 어뷰징 

4.1.   배경 

사전적 의미로 오용, 남용, 폐해, 학대를 의미하는 abuse에서 

파생된 용어 어뷰징(abusing)은 인터넷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중복·반복기사를 전송하거나 

내용과 다른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19 . 이는 뉴스 생산자가 포털에서 기사의 노출 확률을 

높이고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김병희 & 심재철, 

2016). 실제로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하루에 공통적으로 

30~40개의 어뷰징 기사를 작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20 . 어뷰징은 국내 

언론에서 관찰되는 특성 중 하나로 포털 사이트 중심의 뉴스 소비 및  

유통이라는 독특한 미디어 특성에서 기인한다(조영신·유수정·한영주, 

2015). 특히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고 해당 기사가 웹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 21 . 어뷰징은 언론사가 인터넷 환경을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81&cid=43667&categoryId=

43667 

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94 

21 “포털사이트 화면에 오르내리는 실시간 검색어를 소재로 기사를 만든다. 

주로 타 언론의 기사를 베낀다. 기사는 제목이 중요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뜨는 단어를 활용해야 한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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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어뷰징 기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업계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어뷰징 주체 및 

원인 등에 대한 규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조영신·유수정·한영주, 2015). 

학술 영역에서는 어뷰징을 “언론사가 포털의 검색엔진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사의 기사 홈페이지로 이용자 유입을 증대하기 위한 기사 

작성과 전송 행위 일체”(이현재, 2015)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뉴스 

생산자가 인터넷 뉴스 공간 의 즉시성과 기사 제목 위주의 공간 배열 

상의 특성을 남용하여 거의 동일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기사 

제목만 바꿔 두 차례 이상 게재하는 현상”(최수진& 김정섭, 2014)으로 

인터넷 뉴스 속성을 반영하여 정의한다. 이런 정의에 기반하여 

최수진과 김정섭(2014)은 어뷰징의 유형을 <표 2>와 같이 유형화 

했다. 

 

 

 

                                                
<기레기와의 대화 “하루 30여건 기사 작성, 어뷰징 자괴감 심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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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뷰징 유형22 

 정독 그룹 

기사 보도 

• 동일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영상), 동일 

채널 

 

• 다른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영상), 동일 

채널 

 

• 동일 제목, 동일 내용(동일 또는 다른 사진/동영상), 다른 

채널 

검색 연관성 • 실시간 검색어를 다루는 내용의 기사 

 • 실시간 검색어를 관련 없는 기사에 집어넣는 경우 

 

어뷰징이 실시간 검색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조영신, 2015)은 

어뷰징 현상을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이는 뉴스 공급 측면 뿐 아니라 

뉴스 소비 및 미디어 이용 패턴도 어뷰징을 작동시키는 기제로써 

기능함을 말해준다(김위근 외, 2014).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사 

뿐 아니라 타인의 관심사도 고려하여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며, 뉴스 

공급자인 언론은 이러한 국내 이용자의 독특한 뉴스 소비 습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검색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하는 국내 미디어 

사용자의 특성 23 을 이용하여, 온라인 언론사들은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검색 화면의 최상단에 자사의 기사가 배치될 수 

                                                
22 출처: 최수진ㆍ김정섭 (2014).〈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 흥재단, 79쪽에서 일부 발췌하여 이를 

보완하였음.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23 한국언론진흥재단의〈2013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방법을 묻는 질문에 “실시간 검색 순위 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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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동일 기사를 반복 전송한다(이아람, 2007). 상단에 배치될수록 

사람들이 그 기사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트래픽 증가를 통한 

광고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조영신·유수정·한영주, 2015).  

4.2.   관련 연구 

어뷰징의 개념은 산업에서 시작해서 학술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관련 연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뷰징을 상정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조영신·유수정·한영주, 2015). 이외에도 

어뷰징 발생 원인 규명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계는 포털을 지목하고 포털은 온라인 언론사를 지적하지만 

(조영신·유수정·한영주, 2015)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다. 

오히려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포털, 온라인 언론사 그리고 미디어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며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과연 원인 

규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국내 미디어 

사용자가 주요 뉴스 소비 창구로 포털과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의존하고, 포털은 아웃링크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언론사의 수익원이 CPC(Click Per Click)인 상황에서 어뷰징의 원인이 

아웃링크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인지, 이에 맞춰 

어뷰징 기사를 양산하는 온라인 언론사인지, 실시간 검색어와 어뷰징 

기사에 관심을 갖는 미디어 사용자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조영신 

등(2015)은 포털 뉴스에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어뷰징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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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분석 대상이 된 어뷰징 

기사의 92.1%가 계약 매체의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어뷰징 기사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어뷰징 실태가 확연히 

드러나는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9~21시 사이에 

발생하는24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입력하였을 때 24시간 동안 발생된25 

기사로 조작화했다. 

4.3.   현상 적용의 타당성 검증 

국내 언론의 어뷰징 관행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택, 복제, 변이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실제로 

진화론의 원리를 알고리즘에 적용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문서로부터 추출한 

키워드의 서열을 비교해 문장간 유사성을 판단한다(강은미 외, 2003; 

김정민 외, 2009). 구체적으로 뉴스 기사의 각 문장의 실질 형태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중복 정도를 판단하여 특정 문장 사이의 일치 여부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각 문장에 대한 일치여부가 결정되면, 전체 기사 

문장 중 일치도를 넘은 문장의 비율을 측정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24 시간대 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직후로 이동 중에 포털 사이트에서의 

뉴스 이용이 많고 인터넷 신문 역시 이 시간대에 뉴스 편집이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였다(방영덕ㆍ박재영, 2009). 

25 서너 시간 안에 어뷰징 기사 가 집중되는 등 1～2일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최수진ㆍ김정섭, 2014)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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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김정민 외, 2009). 이러한 표절 판정 ‘방법’인 알고리즘에서 

나아가 국내 어뷰징 관행이라는 ‘현상’ 자체에 진화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서술한다.  

첫째는 어뷰징 현상에서 작동하는 선택 메커니즘(selection 

mechanism)이다. 생물학적 진화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선택된 

개체는 생존하는 반면 실패한 개체는 소멸한다(Darwin, 1872). 

마찬가지로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선택의 기준은 미디어 

사용자의 관심이며, 이는 클릭수라는 객관적 수치로 확인된다. 그리고 

클릭을 통한 트랙으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언론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다 26 . 온라인 언론들은 치열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복제 메커니즘(replication mechanism)이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유기체는 유기체의 유전적 성질을 다음 세대로 

복제함으로써 재생산한다(Darwin, 1872). 어뷰징 기사가 다른 기사의 

모방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복제하는 것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된 

                                                
26 2016년 6월 순방문자 기준 뉴스/미디어 분야의 웹사이트 순위는 1위 

조선일보(www.chosun.com, 5,930천 명), 2위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5,270천 명), 3위 매일경제(www.mk.com, 

5,220천 명), 4위 동아일보(www.donga.com, 5,164천 명), 5위 

아시아경제(www.asiae.co.kr, 4,513천 명)으로 (출처: 코리안클릭) 뉴스 

공급방식에 있어 모두 네이버과 계약을 맺은 언론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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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김위근 외, 2014; 조영신·유수정·한영주, 2015). 기자 사회의 

은어 ‘우라까이’는 이런 복제 메커니즘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며, 한 온라인 언론은 이런 행태를 “이슈가 터지면 기자들은 

어뷰징에 동원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27 . 또한 한 언론사는 어뷰징 

기사 작성 원칙으로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눈길 끄는 

사진+간단명료한 내용의 기사를 제목과 내용을 조금씩 바꿔 자주, 

많이 내고”, “방송사 기사(MBN, 한경 등)나 스포츠연예매체, 동아, 

중앙, 매경 검색기사를 참고할 것” 등의 규정을 제시하며, 사실상 다른 

기사의 베껴쓰기를 지시한다 28 . 어뷰징 기사에 포함되는 단어로는 

실시간 검색어 외에 ‘네티즌 반응’과 같은 단어가 정확도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사용된다29.  

 마지막 작동 메커니즘은 변이 메커니즘(variation mechanism)이다. 

복제 메커니즘은 현상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지만 복제만으로 진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변이는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다. 뉴스 

기사에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같은 소재에 대한 뉴스라도 

표현방식이나 서술하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이루어진 이세돌 대 알파고 대국 관련 이슈의 경우, 

                                                
2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6178 

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94 

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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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소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다. 그러나 기사에 따라 

승부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집중하는 등 

그 초점이 다르다. 이렇게 기사들은 변이를 통해 다른 속성을 

만들어내는데, 변이된 속성이 이용자의 관심 획득에 성공하면 그 

뉴스는 선택되어 번식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4.4.   방법론적 제안 

4.4.1.   개요 

앞서 진화론적 관점이 어뷰징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가능한가? 진화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도식화 한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 진화론적 관점을 적용한 어뷰징 양상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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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존재하는 뉴스의 표절군들에서 새로운 주제가 발생하였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표절군을 발견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뉴스 어뷰징 

관행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표절군의 

등장을 진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표절군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밈과 유전자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이용 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한 표절 판정 알고리즘에는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 단어, 문장, 문단의 평균길이, 단어 

사용행태 등을 통해 추출된 문서의 통계적 특징을 기반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지문법(fingerprint method)이 대표적이다(Li, Zheng, 

& Chen, 2006; 전명재 외, 2004). 지문법에서는 문장의 주요 특징(key 

feature)의 판별이 중요한데, 이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들 중 사용 

단어를 기반으로 어휘적 특성(lexical features)을 고려하는 방법이 국내 

뉴스 기사 연구에 가장 적합하며(강남준·이종영·오지연, 2008), 단어를 

추출함에 있어서는 동사의 어근과 명사 형태소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전명재 외, 2004). 하지만 지문법은 문장 내 일치하는 

단어의 종류만 고려할 뿐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형태소의 서열을 비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강남준 등(강남준·이종영·오지연, 2008)은 지문법에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스트링 간의 일치도와 스트링 내 단어의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기존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는 비교하는 문장 간의 

스트링 길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공백을 준 후, 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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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는 경우, 공백을 주는 경우 각각에 점수를 부여해 문장 간 

유사성을 판단한다(강은미·황미녕·조환규, 2003; 강남준·이종영·오지연,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방법이 어떻게 밈을 통해 이해가 

용이하도록 재현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장 간 유사도 비교에 

유전 알고리즘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4.4.2.    진행과정 

본 장에서는 밈을 통해 유사성 판단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과 

함께, 문장 간 유사도를 판단할 때 단어 간 순서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크게 1) 기사 텍스트 전처리 과정, 2) 

형태소 분석 및 추출, 3) 형태소 중복도와 순서를 고려한 문장 간 

일치도 측정의 과정을 거친다. 

 

 

그림 6. 기사 사이 유사성 판단을 위한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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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서 기사 텍스트에 포함된 기호나 불용어 등을 

제거하여 원자료(raw data)를 말끔한 데이터(tidy data)로 변환한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data pre-processing)을 거친 기사를 문장 단위로 

배열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분석에 사용될 형태소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형태소는 명사, 용언의 어근과 같이 실질적인 뜻을 

지닌 실질 형태소와 조사와 용언의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로 분류 

가능한데, 연구에 따르면 동사의 어근과 명사 형태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표절 판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다(전명재 외, 2004). [그림 

7]은 방송 프로그램 관련 기사 A의 문장 (a)와 기사 B의 문장 (b) 

각각에서 실질 형태소를 추출한 후 이를 밈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질 

형태소는 밈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한다. 

 

 

그림 7. 뉴스 A와 B에서 추출된 형태소의 밈의 표현 

 

세 번째 단계는 문장 간 중복되는 실질 형태소를 파악해 표절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다. 기본적인 유전자 정렬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두 문장 간 형태소의 서열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8 

짧은 서열에 공백을 준 뒤, 서열원소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 하는 

경우, 공백을 주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거나 

(강은미·황미녕·조환규, 2008), 더 짧은 문장의 스트링 길이로 위치와 

종류가 모두 겹치는 형태소 개수를 나누는 비율 기반 일치도를 

사용했다(강남준·이종영·오지연, 2008). 본 연구에서는 문장 간 

일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태소 위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형태소들의 순서(order)를 반영해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7]의 예시에서 위치와 종류가 모두 겹치는 형태소를 더 짧은 

문장의 스트링 길이로 나누는 비율 기반 일치도 판단 방법을 사용을 

사용할 경우, [그림 8]에서와 같이 총 4개 형태소의 종류와 위치가 

겹쳐서 약 44.4%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비율 기반 일치도 판단 방법 예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형태소의 순서를 고려하여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문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형태소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정 형태소 전후로 등장하는 형태소의 조합이 두 

문장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면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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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속 n개의 형태소가 일치할 때, n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도 있다. 본 예시에서는 ‘더 짧은 문장에서 가능한 연속 2개의 

조합의 수’로 ‘일치하는 연속 2개 조합의 수’를 나눈 비율을 구해 

이것을 ‘문장 간 일치도’라고 정의한다.   [그림 9]의 경우 9개의 

형태소를 구성요소로 갖는 더 짧은 뉴스 B의 밈에서 가능한 연속 2개 

조합의 수는 8개이다30. 이러한 8개의 조합의 수 중 뉴스 A에 나타난 

조합이 뉴스 B에서도 발견되는 경우는 ‘비와이-프로듀서’, ‘프로듀서-

사이먼디’, ‘사이먼디-그레이’, ‘카메라-바라보다’, ‘바라보다-모습’, 

‘모습-담기다’의 총 6가지로 순서 기반 판단법을 적용하였을 때 두 

문장은 75%의 유사도를 보인다.  

 

 

그림 9. 순서 기반 유사도 판단의 사례 

 

해당 방법은 N-gram의 원리와도 상통하는데, N-gram은 주어진 

텍스트나 스피치 데이터를 길이 N의 서브스트링(sub-string)으로 

                                                
30 더 짧은 문장의 스트링의 길이(본 연구의 정의의 경우 밈의 길이)가 

n 인 경우에서 m 개의 형태소가 연속하는 경우의 수는 n-m+1개이다.  



 50 

나누는 방법이다31. N의 단위는 음소, 음절, 글자, 단어 등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밈의 구성요소인 형태소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형태소를 기준으로 3-gram을 적용한다면 

뉴스 A의 경우 [비와이, 프로듀서, 사이먼디], [프로듀서, 사이먼디, 

그레이], [사이먼디, 그레이, 사람], [그레이, 사람, 행복하다] [사람, 

행복하다, 카메라], [행복하다, 카메라, 바라보다], [카메라, 바라보다, 

모습], [바라보다, 모습, 담기다]의 8가지 하위패턴들이, 뉴스 B의 경우 

[사진, 비와이, 프로듀서], [비와이, 프로듀서, 사이먼디], [프로듀서, 

사이먼디, 그레이], [사이먼디, 그레이,카메라], [그레이, 카메라, 

바라보다], [카메라, 바라보다, 모습], [바라보다, 모습, 담기다]의 7가지 

하위패턴들이 발생한다. 생성된 하위패턴들 중에서 뉴스 A와 B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비와이, 프로듀서, 사이먼디], [프로듀서, 

사이먼디, 그레이], [카메라, 바라보다, 모습], [바라보다, 모습, 담기다] 

총 4가지로 뉴스 B 속성의 약 57%가 뉴스 A로부터 복제되었다고 

해석가능하다. 또한 해당 사례의 경우 하위패턴에서 나타나는 

형태소의 종류와 위치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날 때 일치한다고 

규정하였지만, 형태소 간 인접성(adjacency)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위패턴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종류만 동일해도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1 https://www.wikiwand.com/en/N-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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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schema)를 통해 형태소 순서 혹은 인접성 기반 일치도 판단 

방법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스키마는 염색체에 깃들어 있는 

부분 패턴으로 유전 알고리즘은 이러한 작은 스키마들이 결합하여 

점점 더 큰 스키마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문병로, 2001). 

알고리즘의 성능을 위해 연구문제에 적합한 스키마를 찾아 이를 해로 

표현하고 좋은 품질의 스키마를 유지해나가는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문장 간 유사도 판단에 있어 문장 내 형태소의 등장 위치보다는 

형태소의 순서 혹은 인접도가 더 중요할 수 있기에 이를 판단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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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 환경 적용 (2): 주제의 진화 양상 

5.1.   뉴스 확산 이론 

로저스(Rogers, 2003)는 혁신의 확산을 ‘혁신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특정 채널을 통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확산이라는 현상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하면 어떠한가?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확산은 확산자와 채택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기 진화 과정이자, 뉴스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생성되는 자기 증식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Im, 

et al, 2010). 이 장에서는  온라인 뉴스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확산 과정에 대한 정의, 

확산의 측정 방법,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패턴의 양상의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등장시점을 기준으로 연구 방향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1.   확산에 대한 정의  

뉴스 확산 연구의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을 확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매스 미디어에서 수용자로의 전달인지, 수용자에서 

수용자로의 전달인지, 매체에서 매체로의 전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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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뉴스 확산 연구에서의 뉴스 확산은 2단계 흐름(two-step 

flow theory)으로 진행된다. 제 1단계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수용자에게 전파되는 과정이며, 제 2단계는 1단계에서 뉴스를 인지한 

수용자들이 아직 뉴스를 접하지 못한 수용자들에게 뉴스를 전파하는 

과정이다. 즉, 뉴스 확산은 매스 미디어와 대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며 로저스(Rogers, 2000)는 이를 두고 뉴스 확산을 매스 

미디어가 수용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자극하는 과정이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드플러(DeFleur, 1987)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매스 

미디어 외에 다양한 매체로부터 뉴스를 전달받고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뉴스 확산을 2단계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은 언론매체에서 수용자에게, 다시 수용자에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2단계 흐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 

확산(information casacade)은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정보가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온라인 뉴스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결망을 

통해 확산된다 32 . 2단계 확산 과정을 거치던 뉴스가 이전과 다른 

확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혹은 그렇다는 정의를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온라인 중심으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있다. 네트워크 사회를 주장한 

반다이크(Van Dijk, 1999)와 카스텔(Castells, 2000)은 이러한 인터넷 

                                                
32 https://www.wikiwand.com/en/Information_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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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탈 집중화된 기술과 수평적 구조로서의 네트워크 사회라고 

정의했으며, 와츠(Watts & Strogatz, 1998)는 연결망으로서의 세상을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라 명명했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도 존재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부상으로 네트워크가 

갖는 속성이 중요해지고 강화되면서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잡은 

것이다. 복잡한 네트워크적 속성이 와츠와 스트로가츠 이전에 

사회심리학자 밀그램(Stanley Milgram)은 편지전달 실험을 통해 

헝가리 커린시 작가의 소설 <연쇄>에 나오는 ‘여섯 단계 분리(six 

degrees of separation)’를 입증한다 33 . 와츠와 스트로가츠(Watts & 

Strogatz, 1998) 역시 온라인이 아닌 현실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도입한 것이며, 그럼에도 작은 세상 네트워크 

연구가 디지털 사회에서 이루어진 연구처럼 다가오는 것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 작은 세상 

네트워크를 온라인 환경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점(node)으로 표시하고 관계를 선(link)으로 표시하여 점들과 그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들을 통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표현한 

후 다양한 조건을 시뮬레이션 했다.  것이다. 우선 100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세계를 만든 후, 각각이 10명의 사람과 알고 

                                                
33 https://www.wikiwand.com/en/Six_degrees_of_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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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고 이 관계를 선으로 연결하였다. 거리에 상관없이 

고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 선들이 완전히 뒤얽힌 네트워크(random 

network)는 3단계를 거치면 임의의 두 사람이 연결되었다. 이에 반해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과 연결된 네트워크(regular network)의 경우, 

평균적으로 50단계를 거쳐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들의 실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과 연결된 잘 짜인 

네트워크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까지 도달하는 링크를 하나씩 

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는데까지 걸리는 단계가 50단계에서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계산했다. 그 결과 100개의 연결선 중 하나의 

선만 다른 지역으로 연결해도 평균 단계의 수가 10분의 1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몇 개의 무작위 연결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다. 또한 이러한 무작위 연결로 실현되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대규모 정보 확산이 소수에 의하기 보다는 ‘우발적 

유력자들(accidental influential)’이 결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Watts, 2007).  

바라바시(Barabási, et al., 2000)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가 실제 온라인 환경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란 거듭제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불균일한 연결구조를 

지니는데 이러한 속성이 월드와이드웹 구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홈페이지는 노드가 되고 이 노드가 다른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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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를 하면 두 노드 사이에 링크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링크를 주는 홈페이지와 받는 홈페이지의 링크 수의 

분포는 모두 멱함수를 나타냈다. 즉 연결선 수가 적은 홈페이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연결선의 수가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허브(hub)이다.  

바라바시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보편화 된 

것이 해당 구조의 진화론적 장점(evolutionary advantage)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34. 이에 대해 가능한 근거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 구조보다 작은 변화에 더 견고하다는 점이며, 이것이 

맞다면 작은 세상 네트워크 구조는 변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노드가 제거될 경우 허브 노드보다 

주변부 노드(peripheral node)가 제거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주변부 

노드의 제거가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 무작위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들의 중요도가 같기 때문에 어떤 노드가 

삭제되어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무작위 

네트워크는 랜덤하게 발생하는 작은 혼란에 취약한 반면, 작은 세상 

                                                
34 https://www.wikiwand.com/en/Small-

world_network#/Properties_of_small-world_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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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강건성(network robustness)을 갖는다. 하지만 작은 세상 

네트워크의 허브가 표적이 되면 그 피해는 굉장하다35.  

전통적 2단계 흐름 이론은 유력자(influentials) 모델의 근거가 

되는데 와츠는 유력자 모델이 일회적 경험주의(anecdotal 

empiricism)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atts, 2007). 대규모 

정보 확산 과정은 유력자라는 단일 요인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우발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우발적 

유력자들(accidental influentails) 또는 영향력의 폭포(cascade of 

influence)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atts, 2007). 

와츠와 도드(Watts & Dodds, 2007)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데 평범한 사람들(ordinary people)의 기여 없이는 정보 

확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소수의 유력자의 영향보다 유력자의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화 된 개인들의 임계점(critical mass)에 의해 

정보 확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은 뉴스 

확산을 포함한 정보 확산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효과 영향력 검증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유력자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는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NS가 주요 매체로 

                                                
35 https://www.wikiwand.com/en/Small-

world_network#/Properties_of_small-world_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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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면서 SNS를 통한 정보 확산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기타 SNS와 달리 단방향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트위터의 경우, 다른 SNS보다 낮은 상호성을 갖는다. 이는 

트위터에서 보여지는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를 위하기 보다 정보 

구독을 위한 기능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트위터가 SNS보다 뉴스 

미디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Kwak et al, 2010), 이러한 

SNS의 미디어 성격에 대한 재해석은 뉴스 확산에서 정의했던 뉴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팔로어가 

1,000명 이하인 사용자들은 팔로어의 수와 무관하게 그들의 트윗이 

수백명의 사용자들에게 리트윗 되었는데, 이는 유력자가 아니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뉴스 

확산과 확산 범위에 대한 정의는 과거 매스 미디어 중심의 확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수많은 연결망을 통한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확산을 관찰하는 

연구들을 통해(Kimura et al, 2010; Katona et al, 2011; Bakshy et al, 

2012)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5.1.2.   확산의 측정 방법 

뉴스 확산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확산의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뉴스 확산 연구가 시작된 1960년대에는 밀러(Miller, 

1945)가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뉴스를 대상으로한 최초의 뉴스 확산 

연구를 시작으로, 태프트 상원의원의 사망(Larsen & Hill,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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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심장 발작(Danielson, 1956),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발사와 알래스카의 주 승격(Deutschman & Danielson, 

1960),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Greenberg, 1964)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뉴스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1990년 대에 

들어서도 챌린저 호 폭발사건(Kubey & Peluso, 1990; Mayer, et al., 

1990)과 매직 존슨의 HIV 감염 관련 서명(Basil & Brown, 1994)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확산 연구가 진행됐다. 이때 확산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뉴스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여부’로 특정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용자의 

인지가 확산의 기준이 된 것은 확산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당시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뉴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사건이 일어난 후 사람들의 인지 여부를 개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측정 마저 한계가 

존재했는데 로저스(Rogers, 2000)는 초기 뉴스 확산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로 너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충분히 설문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뷰어를 훈련하고, 개인 수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모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는 확산을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그마저도 개인의 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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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기에 실질적인 확산의 영향력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했다.  물론 

수용자의 지식 중심의 측정 방법에 대해 로저스(Rogers, 2000)는 

인지된 지식(awareness-knowledge) 외에 뉴스에 관한 

지식(knowledge about the news event), 태도 변화 그리고 행동 변화를 

함께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런 방법들도 수용자가 인지한 

태도나 행동이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이런 

측정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이전에는 측정 불가능했던 요소들이 

측정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에 대한 기준과 정의도 

세분화되고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뉴스 소비를 더 선택적이며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 만들었다(Napoli, 2011). 뉴스의 양이 

급증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뉴스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Bennett & Iyengar, 2008),  더 자주 뉴스를 

이메일이나 SNS 를 통해 재전파할 수 있다(Southwell, 2013). 즉 뉴스 

확산은 수용자 선택(audience selection)과 사회적 재전달(social 

retransmission)로 구성되는데(Cappella, Kim, & Albarracin, 2014) 

이러한 확산의 과정이 데이터를 통해 실제 검증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 컴퓨터를 활용한 접근을 시도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컴퓨터연산 사회과학(computationa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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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이며 36 , 이는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Lazer et al., 2009). 그리고 

컴퓨터연산 사회과학 기법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정보의 확산,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연구이다.  

특히 확산은 확산의 경로 추적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이나 확산의 

내용 판단을 위한 자연어 처리 중심의 컴퓨터 연산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온라인 확산 경로를 찾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의 정보 확산을 관찰하기 

위해 특정단어들의 확산 속도나(Gruhl, et al., 2004) 하이퍼링크 

분포(Adar & Adamic, 2005) , 태그나 키워드의 분포(Dubinko, et al., 

2007; Marlow, et al, 2006)등을 측정했다. 뉴스 확산에 대한 연구들은 

트위터 상의 팔로우 관계와 트윗의 전파(Kwak, et al, 2010), 뉴스 

게시물의 하이퍼링크(Tsagkias & Weerkamp, 2011),  내용 인용(김경모, 

2012; Im et al., 2010; Leskover, Backstrom, & Kleinberg, 2009), 뉴욕 

타임즈의 조회수와 공유수 분석(Kim, 2015)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실제 온라인 상의 데이터나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 

외에도 가상의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보의 전파를 

관찰하기도 한다. 위계적 네트워크과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36 https://www.wikiwand.com/en/Computational_social_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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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의견 전파를 모델링하거나(Stocker, et al, 2002),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확산 속도를 비교하기도 하였는데(임동규, 2005) 이런 

방법들은 행위자 기반 모형의 성격을 띈다. 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사회과학의 연구는 이론적 발전, 데이터 접근성,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Lazer et al., 2009).  

이렇게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와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무엇을 뉴스 확산이라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변화한 것은 

뉴스 확산에 대한 개념이 변해서라기 보다는 확산을 이전과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 어렵지 않게 측정할 수 있게 된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확산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이며 확산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측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무엇을 통해 확산을 관찰할 것인가), 확산이라고 규정 짓는 

정보의 범위(특정 정보와 얼마나 동일한 속성을 공유할 때 

확산되었다고 볼 것인가)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5.1.3.   확산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확산에 대한 개념이 확장하고 

있고,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확산을 측정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확산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미디어 

환경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확산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채널, 수용자 속성, 메세지 속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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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인은 어떤 채널을 통해 뉴스를 인지하는가이다. 전통적인 

뉴스 확산 연구에서는 수용자가 뉴스를 접하는 채널을 매스 미디어와 

대인 채널로 분류하였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뉴스 확산에 있어서 

대인 채널이 매스 미디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과 같은 강한 영향력을 지닌 중요한 

뉴스이거나(Greenberg, 1964; Basil & Brown, 1994)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뉴스의 경우(Rogers, 2000)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변화한 환경 속에서 대인 채널과 매스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매스 미디어 뿐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생한 새로운 매체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 등은(Im, et al., 2010) 

온라인 매체를 신문, 방송, 통신사 웹사이트의 전통적 뉴스매체와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트위터의 대안적 뉴스 공간으로 분류했으며, 

김(Kim, 2015)은 공유를 위한 SNS 를 목표가 되는 수신자 유형에 따라 

내로캐스팅(narrowcasting)인 이메일과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분류한 후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했다. 이렇게 

매체에 따른 영향력을 구분한 연구들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확산되는 

메세지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한다(Berger, 2014).  

두 번째 요인은 수용자 속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는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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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의 관여도(Gantz & Trenholm, 1979)와 특정 사건이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진 정도인 현저성(salience)(Basil & 

Brown, 1994; Knobloch, Carpentier, & Zillmann, 2003), 방어 동기와 

관련된 인지 부조화(Hart, et al. 2009) 등이 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수용자 속성으로는 사회 전염을 유발하는 동조(Rogers, 

2003)와 인상 및 관계 유지의 동기(Cappella, Kim, & Albarracin, 

2014), 사회자본과 사회적 인식(Huang, Lin,  & Lin, 2009), 사회적 

자아(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 등이 존재한다. SNS 를 

통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개인의 속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자 속성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 

외에도 바라시와 버거(Barasch & Berger, 2014)는 청중의 크기에 따라 

공유하는 내용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밝힌바 있다.  

세 번째 뉴스 확산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메시지 특성이다. 

정보의 유용성은 메시지 선택(Knobloch-Westerwick, 2015)과 

공유(Berger, 2014)에 영향을 끼치며 정보성 있는 메시지는 더 빨리 

확산된다(Chatman, 1986). 메세지의 정서적 특성도 뉴스 확산에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은 메세지 선택에 작용하는 

반면 정적 편향(positivity bias)은 메세지 전달에 작용한다(Heath, Bell, 

and Sternberg 2001). 긍정적인 메세지를 더 많이 공유하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의 동기가 작동하기 떄문이다(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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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기타 메시지 특성으로는 새로움(novelty)(Knobloch-

Westerwick, 2015; Lee, 2008)과 예시의 사용 여부(Berger 2013; 

Zillmann & Brosius, 2000) 등이 있다. 새로운 메세지는 수용자로 

하여금 일상적 정보 처리를 멈추고 ‘멈추어서 생각’하도록 

하며(Knobloch-Westerwick, 2015), 예시의 사용은 메시지를 더 

생생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Zillmann & Brosius, 2000). 

이러한 메시지의 특성들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단어의 사용을 

검증하는 메시지 자체에 내재된 속성과 개인에게 인지되는 메시지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측정된다. 

5.1.4.   패턴의 양상 

앞에서 뉴스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에 의해 뉴스 확산 패턴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마지막 유형은 뉴스 확산의 범위와 속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확산 패턴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기술혁신의 확산에서 시작하여, 뉴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스의 혼합 확산모델(Bass’ Mixed Diffusion 

Model)이다(Bass, 1969). 바스의 모델은 맨스필드의 새로운 기술 

확산에 대한 로지스틱 커브 모델(Mansfield, 1961)과 새로 출시된 

식료품의 확산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감소지수 형태의 모델(Fourt & 

Woodlock, 1960)을 결합한 것으로, 전자는 외부요인에 의한 채택율을 

후자는 내부요인에 의한 채택율을 의미한다. 바스의 모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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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을 시간의 경과, 세로축을 누적채택율을 보았을 때, 확산 패턴은 

초기에는 완만히 상승하다가 급격한 상승을 보인 후 다시 완만해지는 

S-자 커브 모양을 보인다. 이는 외부요인인 매스 미디어의 영향과 

내부요인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바스의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데, 발렌티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주로 쓰여온 로지스틱 

모델이나 감소 지수 모델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바스 혼합모델 사용을 

제안하였다(Valente, 1993). 

온라인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 쉽게 확산 

패턴의 관찰이 가능하며, 최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온라인 뉴스 

확산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과 레스코벡(Yang & 

Leskovec, 2011)은 트위터 5억 8천만 개와 블로그와 뉴스 기사 1억 

7천만 개를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산패턴을 6가지로 

분류하였고, 마츠바라 등(Matsubara et al., 2012)은 이 모델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확산 패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렇게 확산 

패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추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뉴스 종류에 따라 확산 패턴을 분류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상 뉴스 확산과 관련된 문헌들을 확산 과정, 측정 기준 및 방법, 

영향 요인, 패턴의 양상을 기준으로,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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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 확산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접근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산을 측정하는 방법도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앞에서 살펴본 뉴스 확산에 대한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뉴스 확산 이론의 문헌 검토 

 전통적 미디어 환경 온라인 미디어 환경 

확산 과정 

2단계 흐름(two-step flow 

theory) 

(1단계: 매스미디어-수용자, 

2단계 수용자-수용자) 

확산 연결망 

측정 

기준 사건에 대한 

인지(awareness) 

선택(selection)과 

전달(transmission) 

방법 뉴스 발생 후 설문조사 

실시 
컴퓨터 연산 사회과학 기법 

영향 

요인 

채널 
매스미디어와 대인채널 

전통적 뉴스 매체의 온라인 

공간 및 연결망 구조 

수용자 속성 개인적 변인: 관여도, 현저성, 인지 부조화 등 

사회적 변인: 동조, 인상 및 관계유지 동기, 사회자본, 

사회적 인식, 사회적 자아 등 

메시지 특성 정보의 유용성, 메시지가 유발하는 정서적 특성, 새로움 등 

패턴 양상 일반적으로 S-커브 기존 S-커브의 세부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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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존 확산 이론의 한계 

기존 연구들은 확산의 과정, 측정 기준 및 방법, 영향 요인, 패턴 

양상 유형이라는 확산의 다른 측면들에 방점을 두고 이론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전통적 확산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뉴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채 일회적 확산 현상을 관찰했다. 반면 

컴퓨터 연산을 사용한 최근 사회과학의 연구들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의 역동성을 잘 반영하지만 이론적 설명 

없이 데이터 분석 및 서술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공학과 

자연과학이 본연의 연구분야 외에 전통적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인 

사회적 현상에 눈을 돌리는 ‘사회적 현상으로의 전환(social 

turn)’(이재현, 2013)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의 확산의 역동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이론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요구된다.  

컴퓨터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융합으로 ‘밈’을 통해 정보의 

확산을 추적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되었다(Leskovec, 

Backstrom & Kleinberg, 2009). 그러나 밈의 번영과 쇠퇴, 즉 확산 

패턴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밈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밈의 확산을 촉진함과 동시에 

변이 비율을 강화하거나 약화한다(Simmons, Adamic & Adar, 2011). 

온라인의 복제 용이성이 갖는 특성은 밈이 변이 없이 복제 되는 

확률을 증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전파 채널의 생성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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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수정 용이성은 밈의 변이 확률을 증진시킨다. 일례로 2011년 

트위터에서는 옥스포드 써커스 지역에서 무장강도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트위터가 올라왔으나 원문에서 왜곡된 정보임이 

공개된 바 있다37. 이렇게 뉴스는 전파의 과정에서 그 의미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데 이러한 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밈의 진화 양상과 관련된 연구(Simmons, Adamic & 

Adar, 2011) 이전에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주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들은 다수 진행된 바 있다. 뉴스 코퍼스에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주제적으로 비슷한 이벤트들을 군집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Balahur et al, 2009; Barzilay & Lee, 2003; Shinyama, 

Sekine, & Sudo, 2002),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학 주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Hall, Jurafsky, & Manning, 2008)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메이와 자이(Mei & Zhei, 2005)는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시계열 텍스트 마이닝(Temporal Text Mining)을 

진행하여 동시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토픽들을 분류하였고, 해당 

                                                
37 논란이 된 트위터의 원문은 ‘Street style shooting in Oxford Circus for 

ASOS and Diet Coke. Let me know if you’re around!!’ 였으나 전파과정에서 

‘Apparently there’s a shooting at Oxford Circus, gunmen on the move. We’ve 

been told to stay in.’로 왜곡되었다. (출처: 

http://metro.co.uk/2011/01/19/twitter-panic-about-oxford-street-

gunman-turns-out-to-be-fashion-shoot-630076/#ixzz4E43JwxKR) 



 70 

토픽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밝혔다. 모두 전파 

과정에서 정보의 변화를 주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들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Balahur et al, 2009)’, 

‘아이디어의 역사(the history of ideas) (Hall, Jurafsky, & Manning, 

2008)’, ‘주제의 변화(theme change)(Havre, et al, 2000)’, ‘진화적 주제 

패턴(evolutionary theme patterns)(Mei & Zhei, 2005)’ 등 제각각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며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정보 

확산 양상의 변화라는 비슷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해당 현상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과 선택, 복제, 변이의 원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확산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보의 속성을 지칭하는 말로 가능한 것이 특성의 

진화적 변화(evolutionary feature dynamics)이다. 특성(feature)은 

정보의 일부 속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하며, 변화(dynamics)는 

이러한 특성이 확산의 과정에서 변화를 겪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change’보다 변화 주체의 역동성을 담고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적(evolutionary)으로 특성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는 변화의 

방향이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3.   방법론적 제안  

밈을 정보 확산에 적용한다면 시간에 따른 정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정형화된 형태로 관찰할 수 있다. 가령 온라인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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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을 ‘키워드로 구성된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하였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알파고’ 관련 뉴스의 밈이 진화하는 양상은 [그림 10]과 

같다. 밈 추출의 대상이 된 뉴스들은 네이버 뉴스의 ‘많이 본 뉴스38 ’ 

섹션에 노출되고 조회수 상위에 랭크된 기사들이며, [그림 10]에는 

날짜별 해당 뉴스들의 밈과 조회수를 표기하였다. 

 

 

그림 10. 온라인 뉴스 밈의 진화 양상에 대한 도식화 

 

                                                
38 http://m.news.naver.com/rankingList.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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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을 통해 뉴스 확산의 과정에서 뉴스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는데,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새로운 키워드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이를 거쳐 밈의 

새로운 속성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세돌이 첫승을 거둔 3월 13일 

기사의 경우. ‘첫승’, ‘승리’, ‘변칙수’, ‘3연패’, ‘실수’라는 5개의 키워드, 

즉 새로운 밈의 속성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날이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의 개수가 가장 많으며 조회수도 다른 날 조회수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많다. 이는 환경이 급변하였을 때(이세돌이 

첫승을 거둠.), 변이도 더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속성들이 대거 등장함.), 이에 따른 파장효과도 더 

크다고(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인 만큼 많은 뉴스들이 

생성되었고 또 많은 뉴스들이 소멸.)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제안한 

방법은 방법론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개념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밈의 특성도 본 예시에서 제시된 키워드 뿐 아니라, 

구절, 인용구 등 연구문제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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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연구 의의 

본 연구는 미디어 현상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진화의 원리가 어떻게 검증 가능한지를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 입증했으며, 어뷰징과 뉴스 확산 사례에 해당 

개념들을 적용하였다. 이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뉴스 생태계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 

연구에서 비유로 자주 활용되는 ‘생태계’와 ‘진화’에 대한 개념적 

구체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진화 커뮤니케이션학(evolutionary communication 

studies)’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진화 인류학, 진화 연산, 유전 알고리즘 등 학계를 불문하고 진화적 

관점이 도입되고 있지만 유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진화론은 이론화 

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며 관련된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간주된다(Nelson, 2007; Smith et al, 2001). 본 연구는 

이러한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를 바라봄에 

있어 진화론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선택, 복제, 변이를 통한 생존과 소멸, 그리고 진화의 입장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 단위(Information Unit)를 정의하고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뉴스 확산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연구된 주제이지만, 

정작 뉴스라는 정보의 단위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4 

명확한 정의 없이 연구 방법론에 해당 단위를 사용하였다고 서술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정보원, 

키워드, 인용문 등 연구마다 정보의 단위를 규정하는 방법이 제각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보원과 인용문이 분석의 단위로 자주 활용되는 

뉴스 확산 연구는 정보원과 인용문이 정형화 되어 있는 정치와 관련된 

뉴스에 한정적으로 적합할 뿐, 온라인 공간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확산되는 사회 및 엔터테인먼트 뉴스 및 소셜 뉴스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는 유전자에서 유래한 밈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단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렇게 정의된 단위를 

기준으로 뉴스 확산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물론 현재 밈을 구성하는 

요소는 단어인 키워드로 한정되었지만 추후 키워드 외에 주제, 구절, 

언론사 등 다양한 기타 속성들을 적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과학영역에서 주로 연구하는 사회적 

현상을 컴퓨터연산을 통해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라저 

등(Lazer et al., 2009)은 컴퓨터연산 사회과학 발전의 어려움으로 

학계의 사일로 현상(organizational silos effect)과 컴퓨터연산 사회과학 

연구자 양성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뽑은 바 있다 (Lazer et al., 2009). 

하지만 컴퓨터 과학에 사회과학적 시각을 접합하는 시도들을 통해 

새로운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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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nline media environment has arriv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w media-related phenomena is occurring.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 where public is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disseminating news and easiness of 

reproduction of digital contents, the quantity and speed of news 

production has increased abruptly. Furthermore, a new form of online 

media such as BuzzFeed has emerged and Social Network Services are 

reframing an online news landscape. In this way, in online ecosystem 

multiple agents are interacting to suit their environment.  

In this study, as the methodology of understating media ecosystem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complex syste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as been applied. Especially, the concept of ‘meme’, which 

is introduced by Dawkins(Dawkins, 1976) as an element of a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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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ay be considered to be passed from one individual to another by 

nongenetic means, particularly imitation. With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arwinism, if the elements of replication, variation and 

selection have existed, an evolution is taking place. 

This research attempts to investigate online news phenomena by 

applying a concept of online news meme. Especially, abusing practice of 

Korean journalism, intentionally transmitting news repeatedly to make 

clicks higher, and online news diffusion have been verified.  

Furthermore, as a new approach,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novel 

attempt to review conventional communication theories. Explanations 

for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online news, evolutionary mechanism, meme, evolution, 

replication, variation, abusing, news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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