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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소셜미디어가 중앙정부의 주요한 홍보

미디어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수직적 관료 문화 아래에서

수평적 성격의 미디어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요인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

료 문화 속에서 이질적으로 존재했던 ‘민간 홍보 전문가’에 주목하고, 이들의 활동

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도입 당시의 과정을 재조명했다.

연구는 소셜미디어 도입 당시인 2011년 민간 홍보 전문가들이 주로 맡고 있었던

중앙정부 온라인대변인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중앙정부 온라인

대변인은 일반 행정직이 맡는 부처와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이 맡는 부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양 측을 모두 인터뷰 해 이들 간 차이를 통해 민간 홍보 전문가 출

신의 활동과 성과를 확인했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는 조직 혁신에서의 인적 측면을 강조한 ‘지식중개인’

이론을 활용했다. 민간 홍보 전문가들을 ‘지식중개인’으로 보고 이론적 틀에 맞춰

이들의 역할을 전문지식 활용 활동, 민간-공공 간 지식 매개 활동, 조직의 지식 수

용능력 강화 활동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검토했다. 또 각각의 활동

이 조직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수용 조건을 함께 살펴 해당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중앙정부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에서 지식중개인들은 전문지식 활용

활동으로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의 기획·제작·운영에 능력을 발휘했으며, 구독

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했다.

지식 매개 활동으로 홍보대행사의 선발과 관리, 포털사와의 협력, 파워블로거 및

기자단 활용 등 민간의 지식을 공공 영역으로 연계하고 결합시키는 활동을 선도적

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지식을 조직에 전파하기 위한 수용능력 구축

활동으로 뉴미디어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 같은 지식중개인의 역할 가운데 소셜미디어 도입 및 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역할은 전문지식을 활용 활동이었다. 지식중개인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구독자를 확보했고, 정부 부

처의 일사분란한 이슈 대응 요구에 대항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 정부 소셜

미디어 안착에 기여했다. 특히 당시에는 전 정부가 소셜미디어 도입에 적극적인 분

위기였기 때문에 지식중개인들은 기관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지식 매개 활동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부분은 포털사와의 협력이었다.



포털을 통해 부처 계정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 확대를 꾀했던 지식중개인과 신뢰도

높은 콘텐츠로 공신력을 높이고자 했던 포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포털과 정부

부처 간 업무제휴(MOU)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다만, 홍보 대행사의 선발과 관리는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식중개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파워블로거 활용은 리스크

가 높다는 이유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수용능력 구축 활동 측면에서는 지식중개인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비

지식중개인과 비교한 결과 조직 내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확산을 위한 활동이나

내부 교육 활동 등은 비 지식중개인들이 훨씬 활발했다. 조직의 수용 측면에서도

조직원들은 홍보 전문가 출신의 지식중개인보다 행정관료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 활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비 지식중개인들은 지식중개인들과 달리 오랜 기간 여

러 부처를 순환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이 조직 내부 인력 활용과

지식 전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통해 공공 부문에 신기술이나 새로운 영역을 도입할 때 전문 영역에 경

험을 갖춘 지식중개인이 필요하며,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전

폭적인 지원 및 일정한 지위와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혁신의

도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는 조직 내부에서

성장한 행정 관료인 비 지식중개인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

인했다.

향후 공공 영역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외부 전문가인 지식중개인의 역할과

내부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의 역할 비중 설계 및 지식중개인 역할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정부 소셜미디어 도입, 지식중개인, 지식 활용 활동, 지식 매개 활동, 수

용능력 구축 활동

학 번 : 2014-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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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보편적 미디어로 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만 6세 이상을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

(65.2%)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2017년 1월 현재 세계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27억

8,900만 명에 이른다.1)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서 모바일 기기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더욱 확대되

거나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소셜미디어는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개인 의견을 피

력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갖춰 정보 습득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

셜미디어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전통미디어 영역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라디오·텔레비전·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에 익숙했던 사람들

은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소셜미디어의 지인 추천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소비자

의 행태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기업에서는 소셜미디어 활용을 포함한 온라인

홍보를 마케팅의 핵심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

는 강력한 미디어로 부상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일찍부터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9년 일부 부처가 공식 트위터를 도입한 이래 2010년 40여개 정부 부처가 공식

트위터 계정 개설을 완료했다. 현재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트위터는 물론 블로그, 페

이스북, 유튜브 등 3∼4개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소셜미디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부터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소통, 민원 업

무 처리 등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위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비교적 일찍 소셜미디어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ICT 분야

에 있어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이명박 정부2) 때 소셜미디어가 전

부처에 도입됐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집권 초 한미FTA 반대 집회인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인터넷의 위력

을 실감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온라인 홍보 강화에 주력했다. 청와대가 소셜

1)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훗스위트와 컨설팅업체 위아소셜 조사 결과

2)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한 IT산업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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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홍보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부 부처의 소셜미디어 도입을 독려했

다. 청와대는 2010년 2월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트위터 행정’에 돌입했다. 국무회의에 온라인 홍보 관련 안건을 올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셜미디어 활용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공식 트위터 개설 이후 6개월 만에 모든 정부부처들이 트위터 계정 개설

을 완료하는 등 관가의 소셜미디어 도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공공 영

역의 실무자 간 모방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점진적으로 업무에 도입한 미국의 경우

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Mergel, 2013).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부처의 소셜미디어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홍

보 예산 확보, 온라인 홍보 업무 법제화 등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다. 그 가운데 하

나가 인력 확보였다. 청와대는 2010년 상반기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리를 주요 업무

로 하는 온라인대변인 제도를 신설,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을 임명했다. 그 이듬해인

2011년 정부 조직에도 온라인대변인을 공식 직제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홍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온라인대변인에 임명

됐다. 각 부처의 온라인대변인들은 민간의 전문 기술을 공직 사회에 이식하는 역할

을 담당했다. 이 과정은 민간 홍보 전문가들이 ‘공공 소셜미디어 도입’이라는 동일

한 목표에 도전한 드문 사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논

의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에서 영입된 홍보 전문가 출신의 온라인대변인 역할에 집중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연결하는 ‘지식중개인’으로 보고 이

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에서의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민간에서 영입된 온라인대변인이 정부 소셜미디어 체계 구축 과정의 일원이었다

는 점에서 정부 소셜미디어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민간 홍보 전문가들

이 지식중개인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민간 전문가인 지식중개인 필요한지, 어떤 역할

이 중요한지, 그 역할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부문의 혁신이 필요할 때 지식중개인 활용 여부와 활용할

경우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식중개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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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소셜미디어는 가입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개방적 커뮤니케

이션 플랫폼이다. 매스미디어가 수직적·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라면 소셜미디어는

수평적·쌍방적 체계다. 이 같은 체계를 고려하면 한 사회 안에서 소셜미디어의 도입

과 확산은 자율과 민주, 창의 요소가 강한 문화적 환경에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이 높다.

한국 관료 문화는 다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한석태,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앙 행정기관에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도입되었다. 청

와대가 2010년 트위터를 개설한 이후 모든 중앙 행정기관이 잇따라 트위터 개설을

완료했으며 2017년 현재에는 부처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3∼4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소셜미디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

는 부처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온라인대변인에 주목했다. 그 중

에서도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에 집중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온라인대변인들은 크게 순환보직 제도를 통해 임명된 행정 공

무원 출신과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으로 나누어진다. 민간 홍보 전문가들은 참여정

부 시절 채용돼 일반 홍보 업무를 하다가 온라인대변인 보직에 임명되거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셜미디어 도입에 맞춰 채용돼 온라인대변인에 임명돼 활동했다.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의 온라인대변인들은 정부 부처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셜미디어 도입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된 역할과 성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2010년 조덕현이 ‘중앙 정부부처 홍보조직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홍보 실무자 대상 설문을 하면서 공직에 들어선 민간 홍보 전문가들

이 정부 부처에 안착했는지 살핀 것 등 단편적 연구가 대부분이다.3)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도입’이라는 정부 부처 공통의 목표를 위해 민간 홍

보 전문가들이 어떤 활동을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탐구한다. 또 이들 역

할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서 지식중개인 이론을 활용한다. 채용 기간이나 직위 등

외부적 조건 보다 개인의 역량과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

3) 조덕현(2010)은 “대부분 안착에 성공하지 못하고 1∼5년 홍보 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민간으로 되돌

아가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을 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이나 무기

계약직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이들의 신분보장이나 재교육, 각종 후생 복지 등 후속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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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다. 지식중개인 이론을 바탕으로 민간 홍보 전문가를 ‘지식중개인’으로 규정

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중앙행정기관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에서 지식중개인들은 어떤 역할

을 했는가?

연구문제 2 : 중앙행정기관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에서 지식중개인 역할 가운데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 활동은 무엇인가?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앙 행정기관 지식중개인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비 지식중개인

의 활동과 비교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중앙 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을 일반 행정직

출신이 맡는 경우와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이 맡는 경우로 나눠져 있다는 점에 착

안해 양 측 활동의 차이를 통해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 온라인대변인의 활동상 및

성과를 발견하고자 했다.

연구 기간은 제 1회 온라인대변인회의가 열렸던 2011년 2월을 기점으로 2012년

2월까지 약 1년으로 잡았다. 1년을 탐구 기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강한 의

지로 모든 부처가 소셜미디어에 집중했던 동일한 환경 아래서 양 측의 역량을 비교

하기 위해서다.

온라인대변인 전체에 대한 사례 연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한 홍보 예산 하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을 잘 해 낸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 온라인대

변인을 인터뷰 하고, 관련 사례를 수집해 연구를 실시했다.

15개 중앙 행정기관4) 가운데 소셜미디어 운영 성과가 좋은 5명의 민간 홍보 전

문가 출신 온라인대변인 중 인터뷰 진행이 무의미하거나 불가한 2개 부처를 제외하

고 3개 부처의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 온라인대변인을 심층 인터뷰했다. 비교 분석

을 위해 일반 행정직 출신의 온라인대변인 2명도 주요한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삼

았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는 ‘지식중개인’ 이론을 활용했다. 지식중개인 이론에 따

라 활동 항목에 대한 변수를 마련하고 지식중개인의 활동을 나타낸 활동성 항목과

외부의 수용정도를 나타낸 수용성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틀 위에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활동을 파악했고, 당시 정책문

서, 회의자료, 신문기사, 연구자료 등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인터뷰 자료는 인터뷰

4)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5개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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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과 6∼7년 전 기억 복귀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시 정책 문서 안에서 나타난 온라인대변인들의 발

언록을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았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설계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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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소셜미디어

1)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유형

소셜미디어는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00년대 새롭게 등

장한 미디어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차

원에서 ‘소셜(Social)’이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학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정의할 때 대부분 ‘정보 공유’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수근(2013)은 소셜미디어를 사람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총칭하는 미디어로 규정했다. 양재수 등(2011)

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참여형 미디어라고 설명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도 쌍방향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나 경험 등을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전달하고 사

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전반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정보공유에 이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인맥 관리였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

디어라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호영(2012)은 소셜미디어를 이용자의 참여와 관

계 맺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미디어로 정의했다. 손예희 등(2010)은 좁은 의미에서

온라인을 통한 인맥 관리로, 넓은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상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사

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미디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유형을 블로그, 위키, UCC, 마이크로블로그,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송수근, 2013). 가장 주목받는

매체인 SNS가 소셜미디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범주상 블

로그, 위키, UCC, 마이크로블로그 등과 함께 소셜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키피디아, 2012).

블로그는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논평이나 신변잡기 등 콘텐츠를 작성

하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다. 주로 다른 블로거들과 이웃맺기, RSS, 트랙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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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구독자

를 가진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심재철 외, 2010).

위키는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웹에서 다수의 사용자

들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를 해나간다(송수근, 2013).

UCC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전체를 의미하는 ‘User Created Contents’

의 줄임말이다. 초기에는 글과 사진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나타냈으나, 최

근에는 동영상 위주의 콘텐츠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유튜브와

한국의 판도라TV, 곰TV, 아프리카TV 등이 있다. 대표적 UCC인 유튜브는 사용자

가 동영상을 제작해 업로드 하고, 해당 동영상을 URL 주소 링크, 소스코드, RSS

피드 기능을 이용해 공유·확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017).

마이크로블로그는 짧은 메시지를 이용해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의 한 종

류다. 짧은 텍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돼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네이버 지식백과, 2017). 대표적인 매체는 트

위터다. 140자 이내의 간단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팔로잉(following)’과 ‘팔

로워(follower)’라는 네트워크로 구성돼있다. 사진 포스팅, 다른 서비스와 연동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SNS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목적이다. 시스템 내에서 관

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Boyd & Ellison, 2007). 대표적 매체

는 페이스북으로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활동이 핵심이다. 특정

페이지의 멤버가 될 때는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그

룹’이라는 커뮤니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상호 승인에 의한 친구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때문에 확산성은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SNS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사진

이미지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있다.

기존 소셜미디어의 유형별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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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소셜미디어의 유형별 특징>

구분 블로그 SNS 위키 UCC Micro Blog

사용목적 정보공유
- 관계형성

- 재미

- 정보공유

- 협업으로

지식창조

- 재미
- 관계형성

- 정보공유

주체: 대상 1:N 1:1, 1:N N:N 1:N 1:1, 1:N

사용

환경

채널

다양

성

- 인터넷

의존적

-인터넷환경

-모바일환경

- 인터넷

의존적

- 인터넷

의존적

-인터넷환경

-모바일환경

즉

시

성

- 사후기록

- 인터넷,

모바일

연결시

정보공유

- 사후기록,

실시간기록

-인터넷,

모바일

연결시

정보공유

- 사후기록

- 인터넷

연결시

창작, 공유

- 사후제작

- 인터넷

연결시

콘텐츠공유

- 실시간

기록

- 모바일

인터넷

연결시 정보

공유

콘텐

츠

주요

콘

텐

츠

- 특정

사안에

주관적 논평

- 신변

잡기식 정보

- 신변

잡기식 정보

- 협업으로

지식 창조

- 지속적

업데이트

- 특정

주제에

대한

동영상

- 개인적

감정

(문자수

제한)

신

뢰

성

- 주관적

해석, 비판

- 왜곡

가능성

낮음

- 왜곡

가능성 낮음

- 주관적

해석, 비판

- 왜곡

가능성 낮음

- 주관적

해석

- 원 콘텐츠

변형

가능성

- 정보 왜곡

위험성 존재

(콘텐츠 생성

주체의

익명성)

대표사례 개인블로그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위키피디아 유튜브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출처 :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 소셜미디어의 특징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누구나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콘

텐츠 소비자는 동시에 생산자가 되며 유통자가 된다. 일방향 시스템으로 운영됐던

매스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이 명령과 관리를 중시했다면 수평적 시

스템으로 변모된 소셜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은 참여와 확산을 중시

한다(이호영, 2012). 소셜미디어 시대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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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운데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골라주는 이른바 ‘큐레이션’도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학자들은 소셜미디어 매체적 특징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위키피디아

는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모든 수용자에게 도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스미디어와

비슷한 도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이은정 재인용, 2014). 다만,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비해 소셜미디어는 쌍방향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분권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셜미디어 채널 접속이 대부분 무료이고 접속만

으로도 다른 접속자들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렵지 않고 익숙해지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

성도 높다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신성을 갖추고 있다

고 보았고, 한번 확산된 콘텐츠는 되돌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영속성을 갖고 있다

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2012)는 즉각적인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성, 관계 맺기

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관계성, 모바일을 통해서 어디든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동성, 콘텐츠가 삭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역성,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에

서 개방성 등 다섯 가지를 소셜미디어의 주요한 특성으로 꼽았다.

이밖에 이동훈(2010)은 신속성, 다양성, 경제성, 친근성을 특성으로 꼽았고, 경태

원(2011)은 쌍방향성, 개방성, 용이성, 투명성을 특징이라고 밝혔다. 권혁진(2011)은

신속성, 지속성, 다수성, 다양성, 경제성을 언급했다.

<표 2.2: 소셜미디어의 주요 특성>

특징 내용

도달성 모든 수용자에게 도달 가능, 매스미디어에 비해 분권적·다면적

접근성 적은 비용 또는 무비용으로 일반인이 이용 가능

유용성 일상적 기술로 생산이 가능, 접근자 모두 생산수단 사용 가능

최신성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

영속성 제안이나 편집을 통해 변경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능

출처 : 이은정 재인용(2014)

소셜미디어가 매스미디어와 함께 주요한 소통의 수단으로 부상한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작한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사교나 인맥 확장의 수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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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대안 언론, 선거운동 매체, 문화 활동의 장으로 진화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이호영, 2012).

3)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변화

소셜미디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람들의 소통욕구가 만나 확산되기 시작

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 이른바 웹 1.0 시대에는 정보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

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미디어 수요자로써만 존재했

다. 이에 비해 관계중심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된 웹 2.0 시대에는 기술 진보로 이

용자들 간에 정보 전파가 쉬워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사람들이 쉽

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미디어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기를 ‘미디어 2.0’으로 지칭한

Herbert(2006)는 소셜미디어가 미디어 형식이 되면서 정보 수용자가 생산 주체로

변모, 콘텐츠의 쌍방향 유통이 발생했고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한국정

보화진흥원, 2011). 소셜미디어 시대의 도래가 사람들에게 개별적 의사를 적극적으

로 표현하도록 부추기는 문화적 변화를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표 2.3: 웹 1.0 소셜미디어와 웹 2.0 소셜미디어>

웹 1.0 소셜미디어 웹 2.0 소셜미디어

서비스연도 1999 2009

기본 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서비스
아이러브스쿨(1999),

다모임(2000), 싸이월드(2003)

미투데이, 요즘, 링크나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성격
닫힌 관계형(오프라인에서

알던 사람들과 정보 교류)

열린 관계형(모르는 사람과도

개방적 정보 교류)

영향 양방향 소통 가능 이동성, 개방성 제공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이호영(2012)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이외에 사회적 변화를 적시했다. 소셜

미디어 2.0 시대의 도래가 가져온 변화상을 △집단에서 개인으로 △지식에서 인맥

으로 △익명에서 실명으로 등 세 부분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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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의식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트위

터나 페이스북이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공감, 호오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

트워크라는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보 접근 측면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 정보와 정보가 연결되는 시대가 지나가고,

인맥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무엇을 추천하면 그것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방식, 즉 연

결지식(know how)에서 인맥지식(know who)으로 변모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맥을 친구(friend)나 추종자(follower)로 간주해 프로필을

공개하고 사적인 기록을 밝히는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익명의 세계에서 실명의

세계로 나오게 됐다고 분석했다.

소셜미디어 2.0 시대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에까지 변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4) 이용현황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2010년 무렵부터 폭발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2017년

1월 현재 이용자 수는 세계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27억8,900만 명에 이른다. 우리

나라에서도 2016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65.2%)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년 6세 이상 성인남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결과는 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주 평균 19.6회, 주 평균 1시간2분 소

셜미디어를 이용한다. 이용 기기는 주로 모바일로, 이용자의 64.7%가 모바일로 소셜

미디어에 접속, 컴퓨터를 통한 접속(23.4%)의 3배 가량이다.

소셜미디어 가운데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카카오스토리(71.1%), 두 번째는

페이스북(61.4%)이다. 네이버 밴드(42.1%), 인스타그램(23.4%) 등이 뒤를 따른다. 네

이버 블로그와 트위터는 각각 10.6%, 4.8%였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가운데 56.8%인 절반 이상이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삶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3.5%로 매우

낮다. 소셜미디어 이용 목적은 사교를 위해서가 84.0%로 가장 높고, 취미와 여가활

동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49.1%다. 다른 사람이 게시한 콘텐츠를 보기 위한 목적

(45.1%),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41.1%) 등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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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이용자 10명 중 7명(74.0%)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 정보를 빠르

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62.9%)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중복 응답)

2016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새로

운 정보를 얻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

다.

2. 지식중개인

1) 지식중개인의 개념

지식중개인(knowledge broker)은 다양한 지적·실무적 집단에 참여, 한 집단의 지

식이나 실무를 다른 집단에 번역(translation), 조정(coordination), 정렬(alignment)

하면서 이를 통해 학습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의

미한다(Wenger, 1998). 경계인(boundary spanner), 연구 탐험가(research

navigator), 연구 연락 담당자(research liaison officer), 지식 번역가(knowledge

translator), 연구 중개인(research broker)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인다(Ward et al.,

2011).

지식중개인에 대한 연구는 민간 영역에서 시작됐다. 기업에서 조직 간 또는 조직

내에서 지식중개인을 통한 지식의 전파가 신제품 개발 등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이 출발이었다(Roth, 2003). 기업이 연구개

발 등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해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식중개인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되었다(Chesbrough, 2006).

공공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

공영역에서도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는 지식중개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STEPI

Insight, 2009). Oldham과 McLean은 1997년 지식중개인과 관련한 컨퍼런스에서 ‘지

식중개인은 특정한 지식을 창안하고(Create), 확산하며(Dissemination), 지식의 사용

능력을 강화한다(Build the Capacity)’고 규정하고,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와 지식 사

용자인 정부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러한 활동들이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실

제 공공 영역에서 지식중개인을 통한 혁신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지식중개인에 대

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Ward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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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공영역에서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사이의 중개인(2010)>

출처: Linda Godfrey 외(2010)

2) 지식중개인의 역할

공공 영역의 지식중개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식을 관리하고 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거나(Oldham & McLean, 1997),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 둘 사이를 매

개하는 역할에 집중한(Meyer, 2010)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영역 간 통역 능력(Lomas, 1997), 민간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세미나·자문회의 등의 조직 능력(Sverrisson, 2001),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 하고 기록하는 능력(Kramer & Wells, 2005) 등이 거론된다.

Ward(2011)는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공공 영역에서의 지식중개인 역할과

실제 상황에서의 역할을 분석해 크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해 설명했다.

가. 지식의 관리

정책 결정자들이 많은 연구의 사례를 찾고 관리하고 공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

서 지식중개인들의 지식 관리 역할이 조명되어 왔다. 지식 관리는 지식중개인의 일

반적 역할로 인식되는 번역(translation)이 대표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 결정

자에게 특정 영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식중개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사이에

서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통역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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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두 영역 사이의 장벽이 완화된다(Sin, 2008).

연구 질문을 정책 이슈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관계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창안하기도 한다(CHSRF, 2003). 연구와 정책 영역 사이에서 창출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고 공고하게 만든다(Ward et al., 2011).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연구 정보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

책 결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imshaw,

Shirran et al. 2001; Kerner 2006; Grimshaw, Eccles et al 2006).

나. 지식의 매개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가 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이다. 연

구자와 정책 결정자 간의 일대일 만남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며, 파트너십과 같은 관계는 지식 교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Greenhalgh, Robert et al., 2004).

지식중개인은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의 만남을 연결하는 주선자(linker)로 행동한

다. 양측의 만남에 참여해 의사 교환이 일어나도록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이 창안되

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식중개인은 언제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두 영역

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행위자들 간 연결망(network)을 구축·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CHSRF 2003; Thompson, Estabrooks et al. 2006). 지식의 매개

역할을 위해서는 지식중개인의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된다(Ward et al.,

2011).

업무의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를 연결하는 것이 정책 수립과 실행

에 성공적인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Innvaer 2002; Greenhalgh, Robert et al 2004; Conklin, Hallsworth et al. 2008).

다. 지식 수용능력의 구축

연구자가 정책 결정자나 조직 내부에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로 양측이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Grimshaw, Eccles et al., 2006; Doherty

2006). 지식중개인은 정책 결정자를 교육함으로써 정책 결정·집행자의 분석 능력,

소통 능력, 지식 흡수 능력 등을 강화시킨다(Robeson, Dobbins et al. 2008).

정책 행위자를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조직의 잠재적 수용 능력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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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내용

지식 활용

활동

번역

(Translation)

전문 분야의 지식을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

창안(Creation)
연구 질문을 정책 이슈로 전환 시키면서

새로운 정책적 연구 과제 창안

지식 매개

활동

가교 연구자와 정책 결정·집행자의 직접 접촉을 연계

연결망 구축 행위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

수용능력

구축 활동
교육(Education)

조직의 능력 강화를 위해

조직의 정책 결정·집행자에 대한 교육 실행

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Morley 2006). 이 같은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는 않았지만, 정책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Ward et al., 2011).

<표 2.4: 지식중개인의 역할 분류>

참고 : Vicky Ward et al., 2011

3) 지식 중개 활동의 조건

지식 중개 활동은 개인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Dobbins, DeCorby et al. 2007;

Robeson, Dobbins et al. 2008). 앞서 지식중개인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지식의 관리·연계·수용능력 구축 등 한 가지 업무만을 진행하는 지식중개인은 없다

(CHSRF 2003). 지식중개인들은 흔히 지식을 해석하고 연계하며 교육하는 세 가지

활동에 대해 동시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각각의 업무가 요구하는 역량은 차이를 보인다. 가령 지식 관리의 역할에

는 정보 수집능력, 평가능력, 선별 및 통합능력 등이 요구된다(CHSRF, 2003;

Robeson, Dobbins et al. 2008). 지식의 매개 활동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트워크 조직 능력, 신뢰 구축 능력이(CHSRF 2003; Lomas 2007), 조직의 수용능

력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 능력, 모니터링 능력 등이 필요하다(Robeson, Dobbins et

al. 2008). 서로 다른 업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다각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 이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지식중개인이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 중개 활동은 조직 구조와 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식 중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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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엄석진, 2011). Pawlowski와

Robey(2004)는 조직의 집·분권성에 따라 지식 중개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

다. 조직 문화가 분권적일 때가 조직 문화가 집권적일 때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엄석진(2011)도 분권적인 조직에서는 지식 중개자의 개입과 재량이

커지게 되어 지식 중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부문의 소셜미디어

2000년대 후반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특히 2010년 무렵 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상당수

의 연구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

다(정승화 외, 2014).

공공부문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이나 활용 전략에 초

점을 맞춘 정부홍보 관련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효과를 강조하

기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거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차영란(2013)은 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를 분석했다. 서원석(2012)은 정부 소셜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홍보 구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시민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

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들도 이어졌다. 엄석진(2014)은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

으로 누가, 어떻게 트위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했으며, 윤영민(2015)은 지방자

치단체장의 SNS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직-공중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다.

중앙 정부의 소셜미디어 운영 상황 및 소셜미디어 운영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자

료는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의 전문성을 분석하는 설문조사 형태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정석(2010) 연구를 통해서 공공기관 소셜미디어 도입 초기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에 대한 상황과 담당자들의 인식 파악이 가능했다.

강정석은 ‘정부신뢰를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을 파악하기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

체 홍보 담당자 1,016명을 대상으로 홍보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항목을 포함시켰다. 답변 결과 공공기관 홍보 담당

자들은 뉴미디어, 정보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소셜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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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정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들의 낮

은 전문성과 사적 네트워크라는 인식, 정책 홍보를 위해 적합한 매체가 아니라는

입장 등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는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홍보대행사 계약을 통한 업무진행, 민

간 홍보 전문가 채용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65.7%로 효과

가 없거나 작다는 반응(2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현덕(2011)도 공공기관 홍보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홍보 업무의 전문

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정석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상당수가 홍

보 담당자들의 홍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장기 근무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이은정(2014)은 2013년 정부부처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민간 출신 계약직

공무원 10명을 상대로 전문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실

무자들의 역할과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에 대한 조직의 인식 전반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부처 소셜미디어 운영 실무자들은 대부분 부처의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과 장관의 채널을 직접 운영했다. 일부는 홍보대행사에 공식 블로그 채

널 운영을 맡겼고, 이 경우 홍보대행사로부터 일간·주간 콘텐츠 게재 계획을 받고

검토·확인하는 업무를 했다. 이들은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캠페

인과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했다. 주로 구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참여형으로 계획했다.

실무자들은 실무 업무에 가장 필요한 전문성을 글쓰기라고 보았다. 민간 영역에

서 익힌 홍보에 대한 실무 경험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 운영

시 주로 민간기업의 소셜미디어 운영 방법을 벤치마킹 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의 강

연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부처 내 홍보담당관실이나 대변인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해당 실

에서는 온라인홍보 보다는 언론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온라인 홍보를

언론 홍보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행정직 출신의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행

정직 공무원과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업무 성과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기관장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중앙 행정기관 소셜미디어 도입 초기 일부 외부 전문가

들을 활용한 홍보는 조직 내부의 이해 부족과, 외부 전문가들의 부적응으로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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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운영되고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국내 소셜미디어 도입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국·영국·일본 등

각 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활

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강정석 외, 2010).

구체적인 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나 실무진들에 대한 연구는 Mergel(2013)의 공

공기관의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미국 소셜미디

어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도입 과정에 접근하는 등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공공영역에서 소셜미디어 도입이 비공식적 활용단계, 공식적 기준 도입단

계, 완전한 제도화 단계 등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 정책 도입 과정에서 지식중개인의 역할

소셜미디어 도입에 있어 행위자를 전면에 내세워 분석한 연구는 드물지만, 정책

의 도입 과정에서 행위자에 주목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

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정보기술 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행위자와 정책 결정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그 강약 및 역학구도에 따라 정책 결정의 변화상이 나타냄을 보인 연구나

(송경재, 2005),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관료가 기업가·학자 등과 관계하면서 정보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특이성을 드러냈는지를 설명한 연구 등이다(한세억,

2010).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에 집중한 것이다.

정책에 참여한 행위자 사이의 관계보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에 집

중한 연구도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민간 영역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Dunleavy et al., 2006).

Sheikheldin 등(2010)은 캐나다 온타리오 환경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Pawlowski

등(2004)은 23명의 정보통신 분야 교수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IT 산업에 미친 영

향을 연구한 결과 전문 지식인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보통신 발전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같은 연구들은 정보기술, 보건·의료, 환경 등 민

간과 공공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에서 주로 나타났다.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 가운데 전문가의 역할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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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역할을 지식중개인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고 이들의 다양한 역할을 조명한

연구들이다.

엄석진(2011)은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 참여한 관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지식중개인의 주요한 역할을 분류했다. Bielak(2008)는 지식의 분야와 정책의

분야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전문가의 역할 가운데 커

뮤니케이션 측면에 주목했다. 그는 IT 분야에의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공통의 단

어를 사용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식중개인이 지식 분야와 정책 분

야의 경계에서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각국 환경 관련

정책 결정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이 지식중개인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살폈다.

일부는 전문가의 또 다른 역할인 조직의 흡수능력 강화에 주목했다. Ziam(2013)

은 보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조직 내부의 지식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조직의 흡수 능력이 높을수록 외부의 자극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혁신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중개인의 지식

전달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지식중개인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 혁신의 과정에서 지식중개인들이 영향을 미쳤

는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나, 구제적인 역할에 집중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사전 연구를 통해 지식중개인의 주요한 역할로 △지식의 활용 △네

트워크 능력 △조직 흡수 능력 강화 등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 확대는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내용

적으로는 주로 이용 현황 및 활용 전략에 초점을 맞춰져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

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 데 집중돼있다.

지식중개인과 관련해서는 주로 해외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거버넌스 차원에

서 정책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나, 구체적인 역할

에 집중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지식중개인을 조직 혁신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요소로서 부수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식중개인의 활동에 집중해 구체적 역할을 나누고 그들의 역할이 정책 결정이

나 추진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모색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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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한 인물이 관료 사회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행위

자를 매개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정책 추진 전반을 관장하는 중개인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자인 온라인대변인을 ‘지식중개인'으로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과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가 활동상을 살피고, 행위자 차

원에서 어떤 활동이 소셜미디어 도입과 안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알아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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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분석 틀

1. 연구의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관료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도입의 성공 요

인을 민간 홍보 전문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두 가지 연구문제

를 설정했다. 민간 홍보 전문가인 지식중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는 것과,

업무 성과에 기여한 활동 요소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민간 홍보 전문가들은 온라인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이들에 대한 규정은 부처

직제 등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의 대변인실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명령은 대

변인실의 추가 기능을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

행실태 점검·평가’로 적시하고 있다. 온라인대변인의 역할을 ‘소셜미디어 운영 총괄,

이행 실태를 점검, 평가’로 규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정에 기초해 지식중개인의 역할을 소셜미디어 운영을 중심

으로 보았다. 지식중개인의 활동성과가 소셜미디어 운영성과로 나타난다고 상정했

다. 따라서 비 지식중개인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게 나타난 지식중개인을 인터뷰 대

상으로 삼아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운영성과에 기여한 요소는 무엇인지 찾기로

했다. 다만, 채널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정책자료나 회의록 등을

통해 적극적 활동이 확인된 지식중개인의 역할은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했다.

2. 지식중개인 개념 적용 검토와 분석틀

지식중개인의 연구가 주로 의료·보건·정보기술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는 점에 비춰볼 때 홍보 영역에 있는 온라인대변인이 지식중개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홍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언론을 상대하는 공보의 영역에서 대국민을 상대하는 홍보의 영역으로 진화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전례가 없는 소셜미디어 홍보가 도입되면서 홍보를 전문 영역으

로 분류하는 분위기였다. 정부부처 홍보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 홍보가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5)

5)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정책홍보 담당자들의 과반수가 홍보업무를 담당 경력이 2년 미만이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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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셜미디어 도입기에는 내부 조직 구성원들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신생

매체에 대한 기술적 특성과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온라인대변인들은 구성원들에게 소셜미디어 매체의 활용법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역

할을 했다. 부처 소셜미디어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과의 교류를 시

도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도입 시기에 국한해 외부에서 영입

된 홍보 전문가들을 ‘지식중개인’ 이라는 개념 아래서 논의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Ward(2011)는 지식중개인의 주요 활동을

지식 활용활동, 지식 매개활동, 수용능력 구축활동 세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 이론

을 바탕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중개인의 활동을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

지식중개인의 활동을 ‘활성동 요인’으로, 활동에 대한 조직의 수용을 ‘수용성 요인’으

로 나누었다. 분석틀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 분석틀>

참고 : Vicky Ward et al., 2011

홍보 담당자 스스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홍보기획이나 전략에 있어 전문지식의 부재를 애로점으로

꼽았다. (박찬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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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법론

1. 비교사례 분석을 위한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소셜미디어 도입기에 지식중개인 가운데 비 지식중개인

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게 나타난 지식중개인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검토해 그들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운영성과에 기여한 요소를 밝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인터뷰 대상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 도입기를 첫 온라인대변인 회의가 시작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활동했던 15개 부단위 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을 검

색했다. 당시 15개 부 가운데 안행, 고용, 기재, 지경, 여가, 농식품, 법무, 교과, 복

지, 국토부 등 총 10개부에서 홍보 전문가 출신의 온라인대변인이, 환경, 통일, 문

체, 국방, 외교부 등 5개부에서 행정직 출신의 온라인대변인이 활동한 것으로 조사

됐다.

<표3.5 : 2011년 온라인대변인 현황>

구분 부처

지식중개인 (10곳)
안행부, 고용부, 기재부, 지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법무부, 교과부, 복지부, 국토부

비 지식중개인 (5곳) 환경부, 통일부, 문체부, 국방부, 외교부

운영성과가 높게 나타난 지식중개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의 공식 소셜미디

어 계정의 운영성과를 측정했다. 지식중개인의 활동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지식중개인의 활동성과가 소셜미디어 운영성과로 나타난다고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부 간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채널은 트위터와 페이

스북으로 한정했다. 부단위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블

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3∼4개 매체지만, 블로그는 부처마다 운영을 시

작한 시점의 편차가 커서 제외했다. 유튜브는 2011년 당시 전 부가 사용하는 매체

가 아니었다. 부 소셜미디어 도입 당시 핵심 채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었고, 개설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개의 매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1년 2월부터 1년을 온라인대변인의 본격 활동 기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2012

년 3월부터 활동성과가 채널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2012년 3월을 성과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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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월로 삼았다.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부단위 행정기관의 계정을 조

사해 성과를 평가했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방법론(SNA)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활동성과 호응도

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선택해서 성과를 측정했다. 데이터 수집과 해당 지표 선별

은 네트워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SNS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활동성은 계정 보유자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정도로 타 이용자

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거기에 반응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많은 이용자들과 자주 커뮤니케이션 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 호응도는 이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정도

로 타 이용자가 자신의 글을 자주 공유하고 전파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6)

트위터, 페이스북의 활동성과 호응성 점수를 표준화하기 위해 4개의 지표별로 가

장 좋은 결과를 기록한 부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다른 부의 상대적 점수를 측

정하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부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활동성과 호응도 점수의 평

균을 계산했다. 부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평균 점수를 합산해 최종 부처별 SNS

운영 점수를 도출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도출된 부별 트위터와 페이스북 운영 점수는 아래와 같다.

6) ① 트위터 활동성 기준 : 팔로잉수, 일반글 수, 타 유저의 트윗 RT 횟수, RT한 대상 수, Reply 보

낸 횟수, Reply 보낸 사람 수

② 트위터 호응도 기준 : 팔로워수, 리스트 된 횟수, 나의 글이 RT된 횟수, RT 된 글의 수, 나의

글을 RT 한 사람의 수, 받은 Reply 수, 나에게 Reply를 보낸 사람의 수

③ 페이스북 활동성 기준 : 작성 포스팅수, 이벤트 수, 질문 수, 반응을 얻은 게시물 수, 댓글에 답

글한 횟수, 댓글에 답글 보낸 사람의 수

④ 페이스북 호응도 기준 : 페이지 좋아요 수, 포스트 좋아요 총 수, 포스트 좋아요 평균, 포스트

좋아요 사람 수, 댓글 횟수, 댓글 단 사람 수, 좋아요 된 댓글 수, 댓글 좋아요 횟수, 질문 답변한

횟수, 이벤트 답변한 횟수, 이벤트 참여한 사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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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2012년 부처별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점수>

번호 부처 트위터 페이스북 종합

1 기재부 18.8 22.4 41.2

2 행안부 46.8 27 73.8

3 지경부 14.1 14.9 29

4 환경부 37.2 25.4 62.6

5 고용부 24.7 44.8 69.5

6 여가부 13.9 20.2 34.1

7 통일부 14.5 23.8 38.3

8 법무부 19 32.6 51.6

9 문체부 18.8 20.4 39.2

10 농식품부 46.3 30.9 77.2

11 교과부 47.9 47.3 95.2

12 국방부 15.8 24.2 40

13 복지부 34.9 31.4 66.3

14 국토부 33.3 29.9 63.2

15 외교부 38 51.6 89.6

소셜미디어 운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산대별로 부별로 그룹을 짓고, 동일 예산 그룹 하에서 부별 소셜미디어 운영성과

를 비교했다. 예산이 많은 경우 반복적인 이벤트를 통해 소셜미디어 고객수를 단기

간에 늘리는 등 운영성과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운영성과 측정 결과 예산 1억원대에서는 안행부와 고용부, 환경부가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기재부, 지경부, 여가부는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예산 3억∼5

억원대에서는 교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법무부가 50점 이상이었고, 통일부,

문체부, 국방부가 50점 이하였다.

예산 3억∼5원대에서 50점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교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

부, 법무부 등 5개 부 전부가 민간 전문가 출신의 지식중개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 예산대에 50점 이하의 성과를 나타낸 통일부, 문체부, 국방부는 모두 일

반 행정직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이 활동하는 곳이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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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예산 그룹에 따른 지식중개인들의 채널 운영 성과>

참고 : 붉은색=지식중개인, 검정색=비 지식중개인

예산 3억∼5억원대에서 소셜미디어 운영 성과와 관련 지식중개인들은 비 지식중

개인에 비해 우월한 성적을 보였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당 그룹의 온라인대변인들

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산 3억∼5억원대 사이의 온라인대변인 총 8명 가운데, 2011년 당시 온라인대변

인의 잦은 교체로 인터뷰를 수행할 의미가 없는 문체부와 퇴직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은 복지부 온라인대변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 온라인대변인은 2011년

하반기 교과부로 이직을 해 사실상 두 부처를 경험한 것으로 보았다.

지식중개인의 구체적 활동을 살피기 위해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 온라인대변인

3명, 지식중개인의 활동과 비교를 위해 일반 행정직 출신의 온라인대변인 2명을 선

택했다. 즉, 지식중개인 3명과 비 지식중개인 2명 등 총 5명의 온라인대변인이 인터

뷰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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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인터뷰 대상자 목록>

부처 참여자 날짜 및 시간

지식중개인

국토해양부 A
2017년 4월7일 1시간20분

2017년 5월23일 1시간

농식품부(교육부) B 2017년 4월10일 52분

법무부 C 2017년 4월14일 30분

비지식중개인
국방부 D 2017년 4월14일 1시간

통일부 E 2017년 4월14일 20분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자는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 취지에 동의한 5명의 온라인대변인을 대

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심층 인터뷰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회당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터뷰 내용이 미흡하다고

여겨진 경우에 한해 한 차례 더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전화 인터뷰를 추가하기도

했다.

지식중개인 이론에 기초해 지식중개인 핵심 활동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에 따라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지식중개인의 이론에서 제시한 역할 범주에서 세부적인 활동

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인터뷰 진행과 함께 당시 정책문서와 회의자료, 신문기사를 수집했다. 인터뷰이

가 6∼7년 전 활동을 복기해서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시 정책문서와 회의록에서 나타난 온라인대변인 발언을

주요한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인터뷰를 통해 정책문서와 회의록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거듭했고, 인터뷰이의 기억에 의존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은 정책문서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터뷰 대상은 총 5개부의 온라인대변인으로 한정했지만, 정책문서나 회의록, 언

론 기사에서는 여러 부처 온라인대변인들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으로

남겨진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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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된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

중개인의 역할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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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 행정기관 소셜미디어 현황과 발전 과정

제1절 소셜미디어 현황

정부에 2010년부터 도입된 소셜미디어는 2017현 현재 구독자 수나 콘텐츠 측면

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홍보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

의 인식도 개선되면서 정책홍보 계획을 마련할 때 소셜미디어는 반드시 고려하는

매체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도입기에 국한해 과정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

나 중앙 정부부처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전반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 장에서는

중항 행정기관 소셜미디어의 2017년 현재 현황과 도입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밝혀두

고자 한다.

1. 콘텐츠

2017년 5월 현재 중앙정부의 42개 부처7)는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유튜브 등 4

개 채널을 공통적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몇몇 부처는 카카오스토리, 밴

드, 인스타그램 등 신규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 중이다.

<표 4.8 : 부처 운영 채널 현황(2017.5)>

구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기타(인스타·밴드)

부처수 전부처 19 13

각 부처가 2010년 온라인 채널을 개설한 이후 구독자 수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2017년 현재 부처의 페이스북, 트위터는 각각 362만 명, 166만 명 등으로 총 500만

명을 넘어선다. 블로그를 제외한 유튜브 등 다른 채널까지 합하면 700만 명에 육박

한다. 2011년 말∼2012년 초 40개 부처의 총 채널 구독자 수가 페이스북 36만 명,

트위터 55만 명 등으로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데 비하면 상당한 양적 성장이

다.

7) 총 44개 부처 가운데, 정책홍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총리실과 검찰청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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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부처 SNS 구독자 수 현황(2017.5)>

구 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기타

고객 수
합계 3,624,232 1,660,182 5,937,919 184,017 1,669,150

평균 86,291 39,528 141,379 4,381 55,638

출처 : 각 부처, 단위: 명

<그림 4.4: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 증가 현황 (단위: 명)>

부처 공식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의 확대는 각 부처의 지속적인 관리에 기인한다.

소셜미디어가 도입된 이래 정부 부처의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 내에 지정된 온

라인 홍보 책임자는 꾸준하게 공식 매체를 운영·관리 해왔다.

기본적인 것은 콘텐츠 업로드다. 2017년 5월 현재 42개 부처의 페이스북과 트위

터 콘텐츠를 집계해 평균을 내 보면 월 평균 페이스북에 46건의 콘텐츠가, 트위터

에는 99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다.8) 페이스북 콘텐츠 수는 부·위원회 평균이

처·청 평균(41건)보다 다소 많은 52건이고, 트위터 콘텐츠 수는 처·청이 부·위원회

(86건)보다 다소 많은 113건이다.

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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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채널별 월평균 게시글 수 현황(2017.5)>

구 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기타

게시글 수 총합 1,954 4,067 2,487 406 753

부·위원회 평균 52 86 69 13 30

처·청 평균 41 113 50 6 18

전체 평균 46 99 60 10 25

출처 : 각 부처, 단위: 건

정부 부처는 업로드 하는 콘텐츠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형식의 다양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왔다. 스마트폰 보급률

안정화로 모바일 매체가 주요한 미디어로 부상하고9) 민간 영역에서 ‘모바일 퍼스트’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10) 정부 부처에서도 2014년부터 모바일 플랫폼 강화에 나섰

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기기에 최적화 된 반응형 웹 기술을 적

용한 콘텐츠 제작, 모바일 가독성 강화를 위한 카드뉴스 도입을 독려했다. 2014년 5

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플랫폼에 맞춘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부처에 공유했다. 2016년에는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 된 범부처 공용

마이크로 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재 정부 부처 소셜미디어 채널 콘텐츠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카드뉴스 및 영상

이 다수다. 2017년 5월 현재 정부 부처의 전체 소셜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월평균

제작건수가 가장 많은 콘텐츠는 카드뉴스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11) 영상 콘텐

츠에 대한 업로드 건수도 전체의 20%다.

<표 4.11: 월 평균 콘텐츠 제작 현황(2017.5)>

카드뉴스 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뉴스레터 기타(GIF)

645건(35%) 362건(20%) 119건(7%) 68건(4%) 194건(11%) 447건(24%)

출처 : 각 부처

9) 미디어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기별 이용시간이 모바일(4시간3분), TV(3시간

14분), PR(1시간10분) 등으로 나타났다.

10) 2013년 구글에서는 모바일 친화 페이지를 우선 노출하는 검색 알고리즘으로 포털을 개편했고, 네

이버에서는 모바일 광고시장 선점을 위한 모바일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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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웹드라마, 영상물 제작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부의 재활용 캠페인 영상시리즈 ‘I'm your father’(2015), 금융위의 웹드라마 ‘초코뱅

크’(2016) 등은 참신한 방식과 소재를 활용한 홍보로 평가받으며 화제를 모았다.12)

정부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민간에 비해 여전히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다양한 콘텐츠와 의미 있는 기획물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우호적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다.13)

다만, 채널 구독자 수나 콘텐츠의 질 측면에서 부처에 따른 편차는 작지 않은 편

이다. 구독자 수가 1만명인 부처가 있는가하면 20만명 이상인 부처도 있다. 처·청이

나 위원회의 공식 트위터·페이스북 채널은 구독자 수가 적은 반면, 농식품부, 환경

부, 산업부, 교육부 등 부 단위는 구독자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14)

<표 4.12: 부처별 온라인 채널 고객수 현황(17.5)>

구분 1만 이하 1만∼3만 3만∼5만 5만∼10만 10만∼20만 20만 이상

블로그

행자부,

특허청

등 (6곳)

행복청,

국세청

등 (5곳)

새만금청,

방사청

등(3곳)

인사처,

기상청

등(15곳)

기재부,

교육부

등(7곳)

산업부,

식약처

등(6곳)

페이스

북

조달청

(1곳)

방사청,

농진청

등(7곳)

여가부,

통계청

등 (8곳)

미래부,

공정위

등 (12곳)

통일부,

산림청

등(12곳)

국방부,

경찰청

등 (2곳)

트위터
새만금청

(1곳)

원안위,

문화재청

등 (18곳)

안전처,

특허청

등 (12곳)

문체부,

국세청

등 (10곳)

산림청

(1곳)

참고: 각 부처

운영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채널별로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콘텐츠를 게재하

는 부처가 전체 평균(페이스북 47, 트위터 68, 블로그 58)을 끌어올리고 있다. 페이

스북의 경우 농식품부와 조달청이, 트위터의 경우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미래

12) ‘초코뱅크’는 금융위가 금융개혁홍보를 위해 제작한 웸드라마로 네이버 TV캐스트, 유튜브, 페이스

북, 피키캐스트 등 웹, 모바일 전용 플랫폼에서 2016년2월1일 공개됐으며 3월29일 조회수 900만

건을 돌파했다. ‘I'm your father’은 2015년 환경부의 자원순환 캠페인 영상광고 시리즈로 ‘대한민

국광고대상’ 영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3) 이은정(2014)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온라인PR 활동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이

전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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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전처, 농진청, 법제처, 조달청이, 블로그의 경우 교육부, 국토부, 여가부, 환경

부, 농진청, 병무청이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15)

2. 조직 및 예산

정부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지만, 홍보 조직의 인력

확충과 예산의 확대는 더디게 나타났다.

온라인 홍보 인력은 2017년 5월 기준 169명으로 2013년 163명에 비해 6명이 늘

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 공보인력은 363명에서 399명으로 36명 증가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변인실 내 온라인 인력의 비중은 2013년 30.9%에서 2017년 29.7%

로 오히려 1.2%p 낮아졌다.

2012년 12월 온라인 홍보 강화 움직임에 따라 온라인 담당 인력 21명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계약직으로 조정되면서 신분상 안정성

이 다소 강화됐지만, 당시 증원됐던 온라인 홍보인력 6명은 부처 내 대변인실 인력

조정 과정에서 일반 공보 인력으로 흡수됐다.

아울러 온라인 업무 담당자의 1/3 이상인 51명(31.3%)이 신문스크랩이나 출입기

자단 관리, 언론 모니터링 등 일반 공보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6)

<표 4.13: 부처 대변인실 인력 변화 현황(2017.5)>

연도 총합

온라인 홍보 인력(명) 일반 공보 인력(명)

계
정규

직

비정규직
계

정규

직

비정규직

임기제 계약직 임기제 계약직

2013 526 163 77 19 67 363 304 29 30

2017 568 169 96 4 69 399 346 44 43

증감 △42 △6 △18 △25 △2 △36 △42 △21 29

참고 : 각 부처

소셜미디어 관련 업무는 확장되고 있음에도 부처 내에서 전담 업무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데다 업무담당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단년도 계약 갱신에 따라 업

15) 문체부 국민소통실 집계

16) 문체부 국민소통실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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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노하우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은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다. 2017년 온라인 홍보 예산은 총 113억원으로

2011년도 온라인 홍보 예산 65억원에 비해 48억원이 증가했다.

대변인실 전체 예산 대비 온라인 홍보 예산도 증가했다. 2016년 6월 기준 온라인

홍보 예산이 대변인실 전체 예산(394억원)의 22.3% 수준이고, 2013년에는 대변인실

예산의 18.8% 였다. 이 기간 대변인실 전체 예산에서 온라인 비중이 약 3.6%p 증가

한 셈이다.

<표 4.14: 부처 대변인실 예산 변화 현황(2016.6)>

구분 대변인실 일반 공보 온라인 비중

2013 394 억원 312 억원 74 억원 18.8%

2016 443 억원 344 억원 99 억원 22.3%

증가분 49 억원 32 억원 25 억원 3.6%P

출처 : 각 부처

부처별로 구분해보면 부·위원회는 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는 경우가 가장 많

았으나 처·청은 2억원 미만의 낮은 예산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예산의 활용은 콘텐

츠 제작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채널운영 25%, 광고 19.7%의 순으로 나타났

다.17)

<표 4.15: 부처별 온라인 예산 현황(2016.6)>

구분 2억 미만
2억∼4억

미만

4억∼6억

미만

6억∼8억

미만

8억∼10

억 미만

10억

이상

부·위원회 8곳 10곳 2곳 1곳 - 1곳

처·청 15곳 5곳 - - - -

계 23(55%) 15(36%) 2(5%) 1(2%) - 1(2%)

출처 : 각 부처

제2절 정부 소셜미디어의 도입 배경

17) 문체부 국민소통실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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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 행정기관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역동적이었다. 공공영역에서 소셜미디어는 저비용으로 시

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부와 시민간의 직접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영삼, 2011).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소셜미디어

도입은 여론관리의 필요가 고려 대상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른바 ‘촛불집

회’는 ‘다음 아고라’ 등 포털 자유게시판에서 시작해 ‘82쿡’, ‘MLB파크’ 등 온라인 커

뮤니티로 확산되며 진행된, 온라인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운동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구축의 실패를 촛불집회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

석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이후 대폭 축소했던 홍보 기능을 복원하고, 그 중심을 온라

인 홍보 강화에 두었다. 청와대는 2008년 6월과 2009년 7월 두 차례 조직개편을 통

해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SNS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는 2008년 6월 이뤄진 개편에서 홍보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정무수석실 아

래 두었던 홍보기획 업무를 홍보기획관실로 이관했다. 홍보기획관실에 국민소통비

서관실을 두었고,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2009년 7월 개편에서는

종편의 등장, 인터넷 매체 성장, 소셜미디어 확대 등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홍

보수석실을 신설하고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에(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명칭 변경) 소

셜미디어 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2010년 6월에는 온라인대변인 제도를 신설, 청와대

와 부처의 온라인 홍보를 총괄하도록 했다.

<표 4.16: 청와대 뉴미디어 관련 조직 변화>

연도 홍보조직 뉴미디어조직 주요업무

2008.2 대변인실 - -

2008.6 홍보기획관실 신설 국민소통비서관 신설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리

2009.7

홍보수석실 신설,

대변인실·홍보기획관실

통합

국민소통→뉴미디어홍

보 비서관으로 변경
SNS 등 관리 추가

2010.6 온라인대변인 신설 온라인대변인 뉴미디어홍보 총괄

참고 : 청와대 보도자료 등

부처의 변화도 시작됐다.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2월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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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정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했다. 문체부 내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개편하는 직제 시행규칙도 통과시켰다. 이때 온라인홍보협력과는

온라인소통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이 상태를 유지했다.

국민소통실은 2010년 12월 온라인홍보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청와대 뉴미디어홍보

비서관실과 함께 정부부처 뉴미디어 홍보 체계를 구축에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당

시 지배적 소통수단으로 등장한 소셜미디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강정석 외, 2010).

정부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의지가 전해지면서18)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체계 구축에 나섰다. 2011년 4월 40개 부처가 온라인대변인

지정을 완료했다. 그해 10월 온라인대변인은 정부 공식 직제로 편입됐다. 정부는

2011년 2월 부처 온라인대변인 간 회의체인 ‘제1회 온라인대변인 회의’를 개최, 부

처 간 협력에 나섰다.

정부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온라인대변인 임명을 전후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

었다. 온라인대변인들은 △공식 소셜미디어 전략기획·수립 등 운영 총괄 △정책 이

슈 관련 온라인 대응 △부처 간 온라인 이슈 공유 및 협력 △소셜미디어 이행 점

검·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 소셜미디어 체계를 잡아나갔다(이은정, 2014).

제3절 온라인대변인제도

중앙 행정기관 소셜미디어 도입과 안정화의 중심에는 온라인대변인이 있었다. 온

라인대변인 제도는 2010년 6월 청와대가 신설하고 2011년 10월 정부 부처의 온라인

대변인 정식 직제화가 이뤄진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 이명박대통령이 2010년 8월13일 개인 청와대 트위터에 접속해 약 25분 간 트위터 이용자들과 직

접 온라인 대화를 나누고 이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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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온라인대변인 관련 주요 결정 사항>

시기 추진 사항 비고

’10.6 청와대 온라인대변인 도입

’11.2 제1차 중앙부처 온라인대변인 회의 개최

’11.4 40개 중앙부처 온라인대변인 지정 완료

’11.7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마련 국무회의 안건

’11.10 온라인대변인 공식 직제화 국무회의 안건

’11.12 장·차관 및 부처 실·국 SNS 운영 확대 국무회의 안건

’12.12 21개 부처 21명(4급 11명, 5급 10명) 증원(순증 6명) 온라인 인력

이명박 정부는 온라인대변인의 지정 근거를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마련했으

나 그 직위와 업무 등은 각 부처 직제 시행령(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로 온라인대변인의 역할을 규정했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 미디어 홍보 전

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직위와 관련해서는 201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부·위원회는 과장급을 처·청은 사

무관급을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4,5급 상당의 전문계약직 공무

원을 온라인대변인으로 채용하거나, 2005년 도입된 홍보전문관 제도에 의해 공직에

진입한 계약직 공무원을 온라인대변인에 임명했다. 2011년 당시 40개 부처의 35%

에 해당하는 14개 부처가 민간의 홍보 전문가를 온라인대변인으로 두었다. 2016년

에는 42개 부처의 38%인 16개 부처가 민간의 홍보 전문가를 온라인대변인으로 임

명해 초기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온라인대변인들은 법령에 근거, ‘소셜미디어 운영과 평가’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해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부처를 제외한 대다수의 온라인대변인은 대

변인실 홍보담당관(과장)의 지휘·통솔을 받는 구조 속에서 있어 독자적인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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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을 받고 있다.

<표 4.18: 부처별 온라인대변인 직위(2017.5)>

구분 과장급 4급(서기관) 5급(사무관) 6급(주무관)

부·위원회

(22곳)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미래부

(6곳)

기재부 행자부

해수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10곳)

총리실 고용부

공정위 권익위

법무부 여가부

(6곳)

처·청

(22곳)
중기청(1곳)

국세청 방사청

보훈처 식약처

인사처 안전처

(6곳)

경찰청 관세청

기상청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 검찰청

원안위 통계청

특허청 행복청

문화재청

(13곳)

농진청 조달청

(2곳)

참고 : 각 부처

이은정(2014)은 온라인 홍보 업무를 맡는 온라인홍보 팀장의 권한이 커질수록 온

라인홍보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통

해 온라인홍보 업무를 언론홍보(공보) 기능을 하고 있는 대변인실과 별개의 부처로

분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온라인대변인의 지위와 권한은 출범 초기와 크

게 달라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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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식중개인 활동과 성과 요인 연구 결과

제1절 지식의 활용 활동

지식중개인의 역할 중 하나인 ‘지식의 활용’ 활동은 이론적으로 전문분야의 지식

을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전달하거나, 새로운 정책적 연

구 과제를 창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Lomas(1997)는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의 격차

를 줄이는 역량으로 지식중개인의 지식 활용 활동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영입된 온라인대변인의 지식 활용 활동은 민간에서 익힌 지식을 공공영역에 전파해

민간과 공공 영역 간 운영의 격차를 줄이는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사례를

분석했다.

1. 전문성의 활용

1) 콘텐츠 강화

소셜미디어 도입 당시인 2011년 정부 부처에 민간 활동 경력을 가진 온라인대변

인은 전체 40개 부처·위원회 중 35%인 14개였다. 처청 단위를 제외하고 부단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개부의 약 67%인 10개부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

실을 포함하면 17개부의 70%인 12개부가 민간 출신의 온라인대변인을 두고 있었

다. 각 부처별로 부여한 직급은 4급 과장급부터 6급 주무관급까지 다양했고, 민간

경력의 수준은 상이했다. 부단위 행정기관의 지식중개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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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 2011년 주요 지식중개인과 경력>

기관명 이름 약력 직급

국무총리실 이승아
- EBS아나운서

- KTV기자

5급 상당

특임장관실 이윤주 - 홍보대행사 PR 컨설턴트 5급 상당

기획재정부 황순구
- 한겨레신문 기자

- 싸이월드 뉴스 편집장
4급 상당

법무부 한정진

- 동아일보기자

- 야후코리아 과장

- 홍보대행사

4급 상당

행정안전부 정덕훈 - 대전일보 정치부장 4급 상당

지식경제부 이경수
- 중앙이코노미스트 기자

- 삼성경제연구소
5급 상당

보건복지부 강진현 - 홍보대행사 광고 제작 총괄 4급 상당

여성가족부 백현석 - 우먼타임스 기자 6급 상당

국토해양부 이성구 - 랜덤하우스중앙 임프린트 대표 4급 상당

농수산식품부 최정옥 - 서울시 4급 상당

참고: 서울신문(2011.12.12) 등

부단위 행정기관의 민간 출신 온라인대변인 경력은 크게 언론사 기자·포털사이

트 운영자·홍보대행사 컨설턴트로 나누어진다.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 지경부, 여가

부, 국토부, 법무부 등 6개부의 온라인대변인이 기자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 중 기

재부와 법무부 온라인대변인은 포털사이트를 운영한 경험도 동시에 보유했다. 특임

장관실과 복지부 온라인대변인은 홍보대행사 출신이었다. 기자경력과 포털사이트

운영 경력을 가진 법무부 온라인대변인은 홍보대행사 업무 경력도 있었다.

민간 경력 온라인대변인들은 기자 경험을 통해 글쓰기의 전문성을, 포털사이트

운영 경험을 통해 콘텐츠 제작 전문성을, 홍보대행사 업무 경험을 통해 홍보 계획

부분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활용해 정부 공식 소

셜미디어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가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콘텐츠

였다. 기자의 능력은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표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작성은 기사 작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홍보대행사에서는 대언론 홍보 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 전반을 익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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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렇게 익힌 전문성을 공공 영역 홍보에 접목시켰”(법무부 온라인대변인)

“중앙일보사에서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CP) 경험을 했다. 그 때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는 외면 받고, 어떤 콘텐츠는 환영받는지 체득했다. 유저(사

용자)에게 베니핏(이익)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한다.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

토부 매체 운영에 활용했다”(국토부 온라인대변인)

온라인대변인의 이 같은 인식은 온라인 실무자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은

정이 2013년 중앙 행정기관 소셜미디어 운영자 가운데 민간 경력이 있는 10명의 실

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그들 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으로 △글

쓰기 능력 △홍보 실무에 대한 경험 △상식 습득 능력을 주요 요소로 꼽았다.

“SNS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이 기본이에

요. 그런데 SNS 실무를 하는 직원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PR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전 직장에서의 PR업무 경험이 많은 도움

이 돼요. 그리고 온라인PR은 특히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식

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요”

출처 : 이은정(2014)

온라인대변인의 전문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현되었다. 부의 특성상 대국민 서

비스 정책보다 규제정책을 주로 발표해야하는 법무부의 경우 소셜미디어 채널의 구

독자 수 확보가 녹록치 않았다. 법무부 온라인대변인은 과도한 목표를 잡기보다 소

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에게 법률 대한 인식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을 목표로 웹

툰·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공을 들였다. 검사들이 다룬 사건을 소개하는 ‘검찰 수사

반장’, 재소자들의 재기 다짐을 전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등 정책의 뒷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한 콘텐츠들은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19)

아나운서와 방송기자 경력이 있는 총리실 이승아 온라인대변인은 민간 경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브리핑하는 동영상

‘총총뉴스’를 찍고 이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총리실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

려 관심을 모았다. 인기 개그프로를 모방한 동영상 방송 ‘두분 토론회’를 기획하고

19) 법무부, SNS 타니 행복한 법(法), 머니투데이,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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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SNS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 토론자와 전문가 두

사람이 국정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었다. 이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살린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20)

물론 콘텐츠 제작·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지식중개인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온라인대변인에 임명된 비 지식중개인도 인상적인 콘텐츠 기획

으로 주목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영생활과 관

련한 다양한 뒷이야기를 전하고 ‘군화들의 도시락 뽐내기’, ‘(군가) 다시 부르는 나

라사랑’ 등 이벤트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해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21) 외교부

도 일본 대지진(2011.3) 직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하게 영사 콜센터 안내

콘텐츠를 알리는 등2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성공적 위기관리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보여준 부처 간 집단 동조현상에

따른 것으로23) 지식중개인들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생산·관리하

는 방향을 견인해갔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행정직 출신의 국방부 온라인대변인

은 “홍보 콘텐츠를 기획할 때 홍보 전문가 출신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의 감각이 떨

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유행을 주도하는 이른

바 ‘트렌드 세터’로의 활동은 지식중개인이었다는 설명이다.

부처 온라인대변인들이 격주마다 한 차례씩 한 데 모여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

에 대한 홍보 상황을 공유하는 온라인대변인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점은 뚜

렷이 나타난다. 온라인대변인회의에서는 2주간 온라인 이슈 대응을 잘 했거나 홍보

를 잘 했던 부처의 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2011년 온라인

대변인회의에서 부처 홍보 우수사례는 총 13차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지식중개인

으로 분류된 온라인대변인의 발표는 8차례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온라인대변인회

의에 참석하는 40개 부처·위원회 중에서 지식중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온라인대

변인이 14개 부처·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식중개인 가운데 우수 사

례를 만들어낸 비중은 53.3%로 비 지식중개인 가운데 우수 사례를 만들어낸 비중

(19.2%)에 비해 압도적이다.

20) 국무총리실의 온라인 통한 ‘아날로그 소통’ 세대공감, 뉴스1, 2012.1.10

21) 모두가 즐긴다. 국방부 SNS ‘소통’에 ‘재미’까지, 뉴스1, 2012.1.9

22)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23) 이은정(2014)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마다 진행되는 부처 홍보 역량평가에 소셜미디어

운영이 포함되면서 모든 부처에서 우수 SNS 콘텐츠를 ‘따라하기 식’으로 도입하는 특징이 나타난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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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 온라인대변인회의 부처의 우수 사례 발표 안건>

차수(개최일) 부처 발표 안건

1차 (2.16) 없음

2차 (2.23) 국토해앙부 온라인 홍보 사례 발표

3차 (3.16) 경찰청 온라인 홍보 대응 사례

4차 (3.30) 병무청 온라인 홍보 대응 사례

5차 (4.27) 국방부 천안함 피격 1주기 온라인 홍보 대응 사례

6차 (5.11) 없음

7차 (5.25) 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온라인 홍보 사례

8차 (6.8) 해양경찰청 홍보 대응 사례

9차 (7.6) 없음

10차 (7.20)
행안부 전자주민증 관련 홍보 사례

소방방재청 온라인 이벤트 사례

11차 (8.30) 없음

12차 (9.21) 공정위 인터넷 카페 활용 온라인 홍보 사례 발표

13차 (11.3) 외교통상부 소셜 허브(모팟 스토리) 사례 소개

14차 (11.16) 산림청 홍보 우수 사례

15차 (11.30) 환경부 뉴미디어홍보팀 운영 사례

16차 (12.14) 병무청 홍보 우수 사례

※ 음영은 지식중개인의 사례 발표

출처 :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특히, 지식중개인들은 정책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부분보다 정책 홍보 사안을 홍

보하는 데 우수한 능력을 보였다. 우수사례 13건 가운데 이슈 대응 사례를 제외한

순수한 우수 홍보 사례가 9건이었는데, 이 중 7건은 지식중개인이 온라인대변인으

로 있는 부처의 사례였다.

소셜미디어 도입 시기에는 지식중개인들은 민간에서 익힌 경험을 정부 소셜미디

어에 접목시킴으로써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나갔고, 이 사례들이 각 부처로 확산되면

서 정부 소셜미디어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2) 소셜미디어 매체 고유성 수호

소셜미디어에 대해 최민재 등(2009)은 참여, 재미,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 5가지

를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경희(2012)는 정보제공, 유희성, 투명성, 상호작용성



- 44 -

특징으로 꼽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소셜미디어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 조율 아래 온라인대변인 회의를 운영했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과제를 둘러싼 유언비어 대응을 소셜미디어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온라인대변인회의 초기의 안건은 주로 구제역, 일본 대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

된 유언비어 관리 등 ‘홍보 대응사례’에 집중됐다. 아울러 국민소통실은 4대강,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관련 부처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전 부처가 공유

하고 확산하도록 독려했다.

부처의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활용했다. 국정과제 또는 부처 정책

현안 관련 논란에 적절히 대응한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의 사례를 격주마다 열리

는 온라인대변인회의에서 발표하고 결과를 홍보평가에 반영했다.24)

이슈 대응 중심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침에 부처 온라인대변인들은 탐탁하지 않

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간 전문가 출신인 지식중개인들은 “소통 창구에서 온라

인 홍보 창구로 전락했다”(온라인대변인회의, 2011.11.4), “평가는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 SNS는 홍보의 수단이 아니다”(온라인대변인회의, 2012.2.7) 등 목소리를 높였

다. 부처 공통 SNS 홍보에 대해서도 “논란 사안에 대해 관계없는 부처가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온라인대변인회의, 2011.10.18) 등을 지적했다.

지식중개인들은 이슈 대응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소셜미디어 채널의

고유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참여형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계

획하는 데 집중했다.

농수산식품부는 2011년 SNS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정 축산 함께하기’ 이벤트를 열었다. 20일 간 진행된 이

벤트에 총 1,415개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방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 도입

제안은 축산법 개정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25)

보건복지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해 1,0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받았다.2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피해 대책 홍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통해 소셜커머스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부처 소셜미디어

채널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한 콘텐츠를 확산해 효과를 높였다.27)

24)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25) 농림수산식품부 “SNS로 도·농 잇는다”, 머니투데이, 2012.1.12

26) 복지부, “복지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연합뉴스, 2011.2.20

27)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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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처의 콘텐츠와 이벤트 전략으로 정부 부처의 소셜미디어 채널이 대국

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한 각 부처 소통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KT 등 SNS 선두

기업들의 소통방식과 다르지 않은 감성적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매일 아침 또는

수시로 그날 일정이나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날씨 또는 기념일과 관련된 가

벼운 글과 감성적 글로 고객의 관심을 끈다” (The PR, 2011.12.19)

이명박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국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창구로 생각했고, 각 부

처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이슈에 대응하기 바랐다. 그러나 지식

중개인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셜미디어 채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

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노력이 공공영역에서 소셜미디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에 진입한 지식중개인들은 민간에서 익힌 전문성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를 강화함과 동시에 매체의 고유한 특성인 ‘쌍방향 소통’ 매체

로서의 성격을 수호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지식의 활용 활동 수용 조건

1) 기관장의 의지

이명박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

을 보였다. 2010년 8월 직접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 접속해 ‘인증샷’을 올리며 시민

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고28) 9월에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12월에는 새해

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에 접속해 접속자들과 인사를 나

눴다.29)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안건이 세 차례

올라갔다.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마련, 온라인대변인 공식 직제화, 장차관

및 부처 실국 SNS 운영 확대 등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합동 워

크숍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을 독려하는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장·차관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30)

28) 이명박 대통령, 트위터에 ‘깜짝 신고식’, 지디넷코리아, 2010.8.13

29) 이명박 대통령, 트위터, 페이스북에 신년 인사, 지디넷코리아,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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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 온라인 홍보 관련 국무회의 일자 및 안건>

일자 안건

2011.7 공직자SNS 사용원칙과 요령 마련

2011.10 온라인대변인 공식 직제화

2011.12 장차관 및 부처 실국 SNS 운영 확대

부처 홍보평가를 담당했던 국무총리실과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기관장 SNS 사용

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장 SNS 실적을 홍보평가 점수에 포함시켰다. 기관장의 소셜

미디어 채널 개설 여부와 각 채널 별 영향력 지수를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31)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기관장들은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부단위 장관들 가운데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고용부 이채필 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들이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중 하나를 개설해 운영했다. 외교부

김성환 장관과 국방부 김관진 장관, 국토부 권도엽 장관이 당시 트위터를 적극적으

로 활용해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확보한 장관으로 분류됐다.

30) ‘높으신 분들 소통하세요’...재정부, SNS 개인과외, 이데일리, 2012.2.13

31)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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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 부단위 기관장들의 SNS 운영 현황(2012년 1월 현재)>

부처 장관명 사용 미디어 팔로워수

외교부 김성환 트위터 2,932

국방부 김관진 트위터 7,390

복지부 임채민 사용 안함 -

농식품부 서규용 트위터 246

환경부 유영숙 트위터 452

법무부 권재진 트위터 279

국토부 권도엽 트위터 3,392

문체부 최광식 페이스북 -

여성가족부 김금래 페이스북 -

고용노동부 이채필 사용 안함 -

행정안전부 맹형규 트위터 2,197

교과부 이주호 블로그 -

지경부 홍석우 트위터 126

통일부 류우익 트위터 130

기재부 박재완 페이스북 -

출처 : 각 부처

개인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기관장들도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부처 소셜미디어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함께 한 ‘학교폭력 대담’에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질문을 받고 즉석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진행했고, 대담 과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담의 제

목도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SNS로 답하다’였다.32) 이 장관은 주기적으로 교육

현장을 찾아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만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필통(必通)톡’을 진

행하면서도 소셜미디어로 사전 질문을 받고,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33)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서 구독자들과 ‘문화 나들

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갖고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34)

32) 교육부장관에게 폭력-게임 상관성 물었더니, 지디넷코리아, 2012.2.6

33) ‘필통(必通)톡’ 이주호 교과장관 현장 소통 나선다, 아시아경제, 2012.2.16

34) 문화체육관광부, SNS로 전하는 따뜻한 정(情), 머니투데이,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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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많은 부처 기관장들이 직접 부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구독자들과 만

나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장관의 정책설명회 이벤트

는 유행처럼 번졌다.

“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관장의 이해와 관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

관장의 관심은 부처 전체의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부처 역량도 집

중된다” (법무부 온라인대변인)

대통령이 중심이 된 소셜미디어 활동은 부처 기관장들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

심을 갖도록 했으며, 기관장의 관심은 온라인대변인이 부처 소셜미디어 도입과 활

성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 특히 전문성에 대한 기관

장의 요구는 지식중개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2) 조직 내부의 협력

온라인대변인은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 소속이었다. 내부에서 임용된 온라인

대변인들은 대부분 각 실을 관장하는 정책홍보 과장이나 정책홍보 담당관이었다.35)

그러나 민간 경력으로 임용된 온라인대변인들은 과장급인 4급 상당의 직급이라도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 과장·담당관의 지휘를 받아야했다. 게다가 임기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정해져있는 계약직 신분이어서 지식중개인들이 책임 하에 업

무를 추진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 영역의 온라인 홍보 안

정화를 위해 온라인대변인 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신분 보장 필요성이 공직사회 내

부에서나 학계 등 외부에서 강조되었다.36)

그러나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지식중개인들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지식

중개인들의 공직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관료사회에 적응했고, 관료조직도 지식중개

인에 적응한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홍보 분야의 지식중개인들이 관료사회에 대거 진입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참

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공모 제도에 따라 언론

계·광고홍보 업계 종사자 60여 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조직

내부의 텃새’, ‘계약직 처우의 문제’ 등을 호소했고 안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언

35) 외교부와 국방부는 온라인대변인이 정책홍보 담당관이었으며, 통일부는 정책홍보 과장이었다.

36) 조덕현(2011)은 ‘중앙정부부처 홍보조직 우수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부처 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

해 홍보 관련 계약직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나 재교육, 각종 후생복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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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보도된 민간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이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자 출신의 B씨는 “계약직의 한계를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일반직인데

홍보팀원 등 일부만 계약직이다 보니 ‘굴러온 돌’ 또는 ‘서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란

다. (중략)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정보를 유출한 ‘범인’으로 오해를 받

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중략) 홍보전문가는 4·5급이고, 국장급 홍보관리관에는

홍보에 경험이 없는 일반직이 앉아 있다 보니 업무처리에 한계도 있고 전문성도 훼

손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06.5.15)37)

당시에 비해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 등 외부적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의 의식은 변화했다. 지식중개인들은 신분 문제에 대한 불

만은 있지만,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장기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상황에 순응하고

최대한 관련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이행했다. 조직 내부

에서도 홍보 전문 인력들의 활동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영역에서만 전문성이 있을 뿐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안

목이 없으면 업무가 되지 않는다. 내부 네트워크부터 구축 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업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자리 잡기

가 어렵다고 느꼈다” (국토부 온라인대변인)

“조직원들이 민간 전문가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외부인사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

이 옅어진 편아디.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온라인대변인)

소셜미디어 도입기에 기관장의 의지에 부응하는 실적을 내기 위해 조직이 민간

전문가 출신 공무원에서 의지한 것도 조직 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데 한 몫

을 담당했다.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 매번 운영실적을 챙기니 홍보에 전문성

을 가진 온라인대변인의 활동에 대해 조직 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장관의

37) 정부홍보 맡은 민간전문가들 현주소, 서울신문, 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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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곧 조직 전체의 관심이다”(법무부 온라인대변인)

소셜미디어 도입기에는 정책 결정자인 기관장이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실어

줬고, 공직사회에 적응한 지식중개인들과 지식중개인에 적응한 관료사회 사이에 협

력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민간 홍보 전문가

들은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었고, 민간 영역의 지식의 공공 영역으로 흡

수가 용이하게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지식의 매개 활동

지식의 매개 활동은 민간의 전문 영역과 조직 내부를 연결하는 주선자로서의 역

할을 의미한다. 전문가 그룹과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민간 조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 지식 매개는 지식중개인 활동 가

운데 업무 도입기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과 인터뷰 검토 결과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 지식 매개 역할은 민간의 전

문 영역과 조직 내부를 연결하는 것 뿐 아니라 부처 간 협력 등도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매개 활동을 내외부 매개와 부처간 수평

적 매개 활동으로 나눠 분석했다.

1. 내외부, 수평적 매개 활동

1) 내외부 매개

온라인대변인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민간의 역량을 공직 내부로 연계하

는 활동이다. 크게 △업무 대행 전문 업체의 선발과 관리 △포털과의 협력 △파워

블로거 연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 홍보 전문가 출신인 지식중개

인들은 민간에서 맺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매개 활동을 진행하며 온

라인 홍보에 있어 민관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나갔다.

가. 업무 대행업체의 선발과 관리

온라인대변인의 업무 성과는 부처 홍보 평가로 순위가 매겨졌다. 당시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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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점 가운데 장차관 및 부처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실적에 대한 배점이 14점으

로 압도적이었다.38) 온라인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홍보대행사 통한

위탁운영이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 확인 결과, 2011년 당시 총 15개 부단위 기관 가운

데 5개 기관이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 이 기

관 가운데 일부는 위탁운영 전문 업체에 소셜미디어 운영과 더불어 기자단 운영,

홍보 컨설팅·직원 교육 등 홍보 전반을 맡기기도 했다.

<표 5.23 : 2011년 부단위 기관의 소셜미디어 위탁운영 현황>

부처 계약 주요 내용 기간 예산(만원)

교과부
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 블로그 기자단 운영

- 직원 대상 소셜미디어 교육

2011.4∼12 2억3,800

노동부
온라인홍보

사업

-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 블로그 운영, 기자단 운영·관리

- 계기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연계 이벤트 진행

- 홍보 컨설팅

2011.1∼12 1억500

국방부

블로그

구축 및

운영 사업

- 정책 및 정보 제공형

통합 블로그 구축과 운영

- 홍보방안 제시 및 운영에

관한 교육, 기술 지원

2011.3∼

계약일로

부터 3개월

2,500

국토부

뉴미디어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실행

- 트위터, 페이스북 활성화 지원

-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이버 홍보관 개편 지원

- 주부 온라인 모니터단 운영

방안 제시

2011.7∼12 1억8,000

문체부

소통실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
- 블로그 운영 및 홍보 2011.1∼12 2억3,800

지경부

웹진, 블로그,

SNS 제작 및

운영

- 웹진, 블로그 제작 및 운영

- SNS 활용 정책 홍보방안 모색

- 이벤트 진행

2011.2∼12 2억1,000

참고 : 조달청 나라장터

38)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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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은 운영할 매체가 많아지면서 업무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부

담을 덜어주고, 웹툰·UCC·인포그래픽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됐다. 지식중개인, 비 지식중개인 모두 “필요하며, 예산이 관건”이라고 말

했다.

통상 온라인대변인이 위탁 업체를 선발하고 관리하는데, 홍보컨설팅사 출신의 온

라인대변인은 위탁 업체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업무를 요청하고 결과물

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인적 인맥을 통한 상시적 컨

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기획 부문에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대변인들은 위탁 운영의 성과는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식

중개인이냐 비 지식중개인이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직 출신의 온라인대변인과 일반직 출신의 온라인대변인 간 큰 차이는 없다.

예산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 인력의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채널에 부합하고 관심

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국방부 온라인대변인)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업체 선발·관리는 민간의 역량을 공공 영역에 접목 시킨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지식중개인의 능력 발휘도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이지만, 예산의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개인의 역량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나. 포털과의 협력

네이버(Naver)·다음(Daum) 등 포털사이트의 관리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함께 온

라인 홍보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의 진

원지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게시판 ‘아고라’였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의 관리는 필수

적이었다. 각 부처에서는 촛불집회 이후 다음 아고라에 신설된 ‘네티즌과의 대화’

게시판을 이용해 논란이 되는 부처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의 방식

으로 대응해 나갔다.39)

39) 다음에서는 2008년10월 아고라 게시판 개편을 통해 NGO, 국회, 정당, 정부, 지자체 등 사회 현안

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슈와 정책에 대해 네티즌과 토론할 수 있는 ‘네티즌과의 대화’

코너를 신설, 희망 기관이나 단체가 등록을 거쳐 이용하도록 했다. (다음, 아고라 서비스 ‘대수술’,

연합뉴스,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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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대변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하는 국정홍보협의

회에서40) 포털 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전 정부적으로 포털과의 협력이 논의됐

다. 이때 부처의 포털사이트 관리는 포털 검색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부처의 콘텐

츠 수를 늘려 여론점유율(SOV: Share of Voice)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들은 포털 검색 시 등장하는 부처 소개 페이지에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링크

해두었고, 키워드 검색 시 정부 블로그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콘텐츠를 강화했다.

포털의 지식 검색 서비스41)에 대한 관리 강화는 전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부처 관련 이슈가 질문으로 올라왔을 때 해당 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민간 포털을 정책정보 확산 채널로 활용

하자는 목표도 있었다.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 파트

너’의 지위를 부여했는데, 지식 파트너가 될 경우 질문자가 높은 신뢰를 보였고, 만

족하는 답변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8월 온라인대변인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네이버와 지식 파트너 협약

체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네이버 지식인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해 협약 체결

과 관련한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42) 이후 40개 모든 부처가 네이버와 지

식 파트너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지식중개인들은 포털과의 협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

부가 2009년 네이버와 지식파트너 협약을 체결해 활동해왔던 까닭에 타 부처에 운

영 방법의 노하우 등을 설명했다.

그 외 영역에서 포털과의 업무 제휴도 지식중개인들이 선도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네이버에 주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43) 정부 기관이 민

간에 공공정보를 제공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 되면서 다른 부처들도 뒤이어 포털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의미가 있고, 국토해양부는 포털 사이트

에 교통 정보와 함께 부처 이름이 노출되면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성공적 결과를 얻었고, 다른 부처들이 잇따라

네이버와 정보제공 관련 협정을 맺는 방향으로 이어져 보람 있었다” (국토부 온라

40)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실시했던 정책발표사전협의제 등 홍보 조정 기능을 폐지·축소했으

나, 홍보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하면서 국정과제전략협의회, 국정홍보지원회의, 부처대

변인간담회의 등 3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유재웅, 2012)

41) 네이버 사용자 사이의 지식 교류 서비스로 사용자가 올린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 고민에 대해 다

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답을 달면서 지식을 주고받는다. 200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2년 9월 기준으로, 올라온 질문의 수는 1억 건을 넘어섰다. (위키백과)

42) 온라인대변인 회의록

43) 국토해양부와 NHN(주)은 국가교통정보 업무협정, 대한뉴스,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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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변인)

지식중개인들은 민간과의 협력에 유연한 사고로 포털과의 협력을 주도해나갔고,

이를 부처 전체로 확산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정책기자단 및 파워블로거 활용

2000년대 중후반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주요 홍보 매체로 떠오르면서 부

처에서는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블로그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기

자단’을 운영했다. 2011년 기준으로 부단위 기관 중 외교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전

부처가 매년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기자단으로 선발해 블로그 콘텐츠 작성의 업무

를 맡겼다.

<표 5.24 : 2011년 부단위 기관의 기자단 운영 현황>

부처 기자단명 선발 인원 주요 업무

교과부 블로그 기자단 초·중·고·일반인 2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농식품

부
블로그 기자단

농어민, 파워블로거등

10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대학생, 주부 3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환경부 블로그 기자단 대학생, 일반인 3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초∼대학생·일반인

66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국토부

대학생기자단

누리in

주부 모니터단

어린이 기자단

대학생 18명

어린이100명 등

블로그 콘텐츠 제공

및 인터넷 신문 발간

문체부 대학생기자단 대학생 1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지경부 시너지 원정단
파워블로거, SNS자키,

대학생 등 100명
SNS 콘텐츠 제공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 45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행안부 시민 서포터스
대학생,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6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여가부 통신원 고등학생 20명 SNS 콘텐츠 제공

기재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대학생 20명 SNS 콘텐츠 제공

고용부 블로그 기자단 대학생 10명 블로그 콘텐츠 제공

자료 :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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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의 블로그 콘텐츠는 부처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할

뿐더러, 일반 국민의 기사라서 중립적이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평가가 높았다. 아울

러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부처의 우호세력이 되는 효과도 기

대할 수 있었다.

기자단 운영은 파워블로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갔다. 기업들이 홍보 수

단으로 파워블로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민간

출신의 지식중개인들은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이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에

서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파워블로거를 기

자단 내에 일부 포함시켜 선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파워블로

거 등 소셜미디어의 적극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너지 원정단’을 구성해 운영했

다. 농식품부는 100명의 기자단 가운데 요리분야에 한해 파워블로거 10명을 뽑았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파워블로거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태

평 장관은 2009년 독설닷컴 고재열기자, 파워블로거 미디어몽구, 아프리카TV 라쿤,

테터앤미디어 정운현 대표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한 이들과 함께 쇠고

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44)

여성가족부 온라인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면서 전문 블

로거들과 교류해 친분을 쌓았고 이를 통해 부처 콘텐츠가 전문 블로거들을 통해 확

산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 온라인대변인은 “정부부처가 SNS 정책홍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SNS 활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온라인 홍보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45)

지식중개인은 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파워블로거를 적절하게 관리해 정부 채널

활성화에 활용해 나갔다.

2) 수평적 매개

온라인대변인들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를 위한 협의체 온라인대변인 회의는

2011년 2월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매 격주마다 열렸다. 부처 온라인 홍보를 총괄하

는 문체부 국민소통실 온라인소통과가 주재했으며 부, 청, 위원회 등 총 40여개 부

처가 참여했다. 회의는 △2주 간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부처 홍보 상황 논의 △우

수 온라인 홍보 사례 발표 △민간 전문가의 온라인 홍보 기법 강의 △온라인 협업

홍보 요청 등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44) 장태평 농림부장관 “광우병은 에이즈보다 더 심각한 문제, 공감”, 뉴스보이, 2009.4.19

45) 여성가족부 선택과 집중의 SNS 소통 ‘효과’, 머니투데이,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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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 간 정부 부처의 온라인대변인들은 대체로 좋은 출석

률을 보였다. 초기에는 온라인대변인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온라인 이슈 대응 사례 등을 공유했다. 회

의가 진행되면서 소셜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홍보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민간의 홍보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한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각 부처의 온라인대변인과 실무자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온대끼리’를 만들어 대

면 회의가 없을 때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온대끼리에서는 주로 특정 부처가

타부처에 콘텐츠를 확산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다부처 연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간 협업 홍보를 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협업 홍보는 재난 등 위기관리 홍보에서 역할을 했다. 2011년

겨울 구제역이 확산으로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식수 오염 우려가 높았다. 이때 한

네티즌이 ‘김포 지하수에서 돼지 핏물’이라는 트윗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

제 현장 조사 결과 수도꼭지의 녹물이었다. 환경부, 행안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사실을 부처 트위터를 통해 동시에 공유하는 등 빠르게 대응해 사실이 아닌

콘텐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46) 일본 대지진 발생 초기에는 외교부가 공식 트

위터로 영사 콜센터 안내 번호를 제공했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협업

홍보를 진행했다.47)

다만 과도한 부처 간 콘텐츠 공유가 ‘국정 홍보단’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부처의

개별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48)

온라인대변인 회의는 협업의 창구이면서 민간의 홍보 사례를 배우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다른 부처의 우수한 홍보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함으로써 홍보 전문가 출신의 지식중개인과 행정 공무원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이

서로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보완해갈 수 있는 자리로 역할을 했다.

지식중개인들은 민간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화했

고, 온라인대변인 회의를 통해 이를 타 부처와 공유하면서 전체 정부의 소셜미디어

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다.

2. 지식 매개 활동의 수용 조건

1) 민간의 협력

46)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47)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48) 온라인대변인 워크숍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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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영역을 매개하기 위한 지식중개인의 활동에 민간의 전문 영역이 부

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협력적 입장을 취했는지 등은 효과성과 직결되

는 요소다. 지식중개인의 지식매개 활동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당시

△위탁 운영업체 △포털 △파워블로거의 역량과 협력 상황을 살펴보았다.

가. 홍보 대행사의 수준

공공 소셜미디어 운영을 민간 대행업체에 맡겨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보다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지에 의존한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도 민간 영역의 전문성이 성숙

하지 않았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2011년 당시 대규모 홍보 대행사

들은 공공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대행 운영’을 위한 소규모 신생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한명 또는 두 명의 단순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매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민간 홍보 대행사가 공공 부문 홍보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정책홍보 예산이 크게 늘면서 홍보컨설팅 업체들은 공공 홍보대행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49) 이명박 정부가 홍보 인력과 예산 축소 기조를

천명했지만, 홍보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 2009년 기준으로 34개 부처·청·위원회

홍보예산은 1,464억원, 2010년에는 1,561억원 이었다.50)

프레인·인포마스터 등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공부문 홍보에 경험을 쌓았던 홍보

회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홍보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만 참여

정부 때 대행 업무가 주로 홍보 컨설팅 및 행사 진행에 집중됐다면 이명박 정부 때

는 소셜미디어 업무대행 및 콘텐츠 제작이 중심이었다. 홍보대행사들은 트위터, 페

이스북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위탁업무 수요가 많아진 것을 긍정적 기회로 인식

했다.51)

그러나 ‘정부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업무의 등장은 홍보컨설팅사를 비롯해 웹에

이전시, 이벤트업체, 광고회사들까지 정부 홍보대행 업무에 뛰어들게 했다.52)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낮아졌다. 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홍보 대행사

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지만,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전문 홍보대행사와 비

49)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3년 400억원 규모였던 정책홍보 예산은 2006년 899억원으로 많아졌

다. (홍보업계의 큰 손 정부, 연 1,000억 좌지우지, 조선일보, 2006.5.9)

50) 정부, 광고 ‘직거래’에 기사․칼럼까지 ‘구매’, 한국장애인신문, 2010.10.4

51) PR 영역 확대되면서 전문화 통합화 급진전, 한국광고총연합회 매거진, 2010.8.6

52) 지금 PR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 미디컴, 2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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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보대행사를 가려야 하는 리스크도 함께 높아졌다.

홍보 예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곳은 홍보 대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

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홍보 대행사 활용이 곧 소셜미디어

운영 성과와 직결되지는 않았다. 2011년 위탁운영 업체를 활용했던 지식경제부, 교

육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가운데 소셜미디어 운영성과가 높았던 부처는 교육부와

국토부 두 곳에 불과했다.

나. 포털사의 협력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른 성장을 이어온 포털사들는 2000년대 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이른바 ‘포털 권력’ 논란에 휩싸였다.

전통적 언론과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 편집을 통

해 의제를 설정하며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사실상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었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나 연예 뉴스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명예 훼손 콘텐츠 유통을 방치하는 등 문

제가 지적되면서 본격적으로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됐다.53)

국회에서 포털 뉴스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진행되자 포털

사는 자율규제 등을 포함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포털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콘텐츠 및 공익 캠페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갔다.

그 즈음 정부는 포털을 통해 부처 소셜미디어 콘텐츠 구독자 수의 확대를 추구

했다. 양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협력은 빠르게 진행됐다. 포털사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은 2011년 문체부 국민소통실과 협

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온라인 홍보를 위한 주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대변인회의가 시작된 2011년 네이버는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해 민관 협력

홍보의 성공사례와 지식검색 제휴 방안 설명했고, SK커뮤니케이션은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 사례를 강의했다. 지식중개인들은 이 같은 포털 업계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협력에 나섬으로써 정부의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

다.

5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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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 2011년 온라인대변인 회의에서 발표된 포털사 및 SNS사 강의>

일시 내용 강사

11.5.11
NHN 공공기관 제휴 사례와 활용방안 NHN

미투데이 공공기관 성공사례와 활용방안 NHN

11.6.8
SK커뮤니케이션 MOU를 통한 집행사례 및

활용방안
SK컴스

11.8.30
포털 지식검색 제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소통

확대안 설명회
NHN

11.11.3 페이스북 한국 운영자가 본 정부 페이스북 현황 페이스북

11.12.14 소셜미디어 분석과 활용 다음소프트

참고: 온라인대변인회의 회의록

다. 블로거의 성장

1997년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서 블로그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블로그는

빠르게 성장했다(홍진영 외, 2009). 개인적 취미의 공유 등 교류를 목적으로 블로그

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 가운데 콘텐츠 작성 능력이 뛰어나 팬을 형성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스타 블로거’들이 등장했다.

블로그 페이지를 제공하는 포털사 다음과 네이버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파워블로거 제도를 내놓았다. 포털사가 우수한 블로그 운영자에

게 파워블로거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파워블로거 인증이 페이지 구독

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까닭에 많은 블로거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

다. 이 과정에서 블로거들의 콘텐츠 생산 능력과 구독자 관리 능력이 높아졌다.54)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기업의 협찬이나 사례비를 받고 제품 리뷰를 써주거나 홍

보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민간 기업의 주요한 홍보 수단으로 등장했

다. 파워블로거들의 홍보 효과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파워블로거

들의 홍보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식중개인 중심으로 파워블로거를 활

용한 홍보에 뛰어들기도 했다.

파워블로거들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55)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춤으로써 지

54) 한국의 파워블로거,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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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산으로 존재했다.

2) 내부의 수용

조직의 구성원들은 홍보 대행업무나 포털과의 협력 등 외부 네트워크 활동을 통

해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직사

회에서 ‘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와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까닭

에 조직 외부의 전문 기관과 빠르게 접속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홍보 대행사에 매체 운영을 맡길 경우 예산에 대비한 적정한 성과가 나오지 않

으면 관리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정확한 실적을 보장하는 안정

적 업체를 선호하는 보수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파워블로거 활용은 한층 더 보수적이었다. 파워블로거들이 일반 국민으로 정책

수혜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져 정부의 비판세력으로 변질될

경우 위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파워블로거가 특정 정치적 성

향을 갖고 있을 경우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위기요소였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물건 판매책으로 나서는 등 파워블로거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워블로거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포털과의 업무협약(MOU) 등에 대해

서는 높은 수용도를 나타냈다.

지식중개인들의 민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지식 연계 활동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예산의 제약, 행정 조직의 보수성 등과 맞물려 선별적으로 수용되는 모

습을 보였다.

제3절 수용능력 구축 활동

수용능력 구축 활동은 지식중개인이 정책 결정자나 조직 내부에 일방향으로 지

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 등으로, 조직 내부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

해 조직 전체가 새로운 지식에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셜미디

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 내부 인력과 협력적 업무 진행으로 수용능력을 높이는

방법과, 교육 강의를 통해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5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제품 공동구매를 추진한 파워블로

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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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역량 강화활동

1) 조직 내부 인력의 활용

온라인대변인은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 외 다른 실국의 인력과 교류하는 것

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실국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파악해 소셜미디어를 통

해 외부에 알리는 것이 핵심 업무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도입기에는 온라인대변인이 실국 사업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

다는 점과 부처 구성원 전체가 온라인 홍보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온라인대변인과 실국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온라인대변인들은 조직 내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

는 사례는 외교부였다. 외교부는 업무나 일상과 관련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사

내통신망 ‘모팟 스토리’를 오픈했다. 해외 직원들까지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2011년 기준 700여 명의 직원이 가입했고, 직원들은 일평균 15건의 게시물을 올렸

다. 뉴미디어팀은 이 게시물 가운데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공식 SNS를 통해 노출

시켰다.56)

환경부는 각 과별로 한 명의 SNS 홍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SNS 환경홍보단’을 발족했다. 온라인대변인이 이들을 통해 과단위의 주요 사안을

전달 받았다. 통일부도 실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부처 내 실국에 15명을 선발해

활동을 맡기는 ‘SNS 기자단’을 운영했다. SNS 기자단으로부터 실국의 소식을 받은

운영자는 중요한 소식을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57) 국토부는 소속 및 산

하기관 내에 뉴미디어 담당관 50명을 지정하고 본부에 있는 31명의 뉴미디어 담당

관과 함께 본부·소속·산하기관이 서로의 소식을 교류하도록 했다.58)

실국의 소셜미디어 홍보 담당자들은 과단위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 이 같은 과정은 조직 전체에

소셜미디어 홍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다.

“SNS 기자단에게는 대변인실 비용으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콘텐츠 제

작법도 교육해 재미를 붙이도록 했다. 실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더러 조

직 내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 (통일부 온라인대

56) 온라인대변인회의 우수사례 발표 자료

57) 통일부, 트위터·페이스북으로 통일 전파, 머니투데이, 2012.1.3

58) [SNS 정책홍보 평가] 수상 정부부처 정책홍보 소개, 더피알,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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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표 5.26 : 2011년 부단위 기관의 내부 소통 현황>

부처 내부 소통 장치 활동 내용

외교부 ‘뉴미디어 팀’ 발족 내부 통신망 ‘모팟스토리’ 운영

국방부 육해공군 협조체계 구축 콘텐츠 협력을 위한 정기적 회의 개최

통일부 부처 SNS 기자단 운영 부처 실국에 15명의 기자단 위촉

환경부 ‘SNS 환경홍보단’ 발족 과별 1인의 SNS 홍보 전담인력 배치

국토부 뉴미디어 홍보팀 운영 산하기관별 뉴미디어 담당관 81명을 지정

출처 : 각 부처

2011년 기준으로 부단위 조직 가운데 내부 소통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활성화 한 곳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등 총 5곳이었다. 이 가운

데 외부에서 영입된 지식중개인이 온라인대변인으로 활동한 곳은 국토부가 유일했

다. 즉 내부 소통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행정직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

이 훨씬 탁월한 능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다양한 보직을 거쳐 실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 업무에 대해 책임

있는 보직 과장 또는 홍보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식중개인에 비해

원활하게 조직 내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배경으로 꼽혔다.

“외부와의 소통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조직 업무에 대한 이해다. 외부에서 영입

된 온라인대변인의 경우 업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조직의 신뢰를 얻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아무래도 온라인대변인이 보직 과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 내부를 움직이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다” (통일부 온라인대변인)

부처 실국의 협조 시스템을 정교하게 마련한 것은 행정직 공무원 출신의 온라인

대변인들이었다. 다만, 소셜미디어 도입은 기관장의 관심이 높은 업무 분야였기 때

문에 외부에서 영입된 온라인대변인의 요청에 대해서도 실국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

루어졌다고 온라인대변인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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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의 실행

정부 소셜미디어 도입기인 2011년은 뉴미디어 관련 교육이 확대됐던 시기였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성공사례 공유, 소셜미디어 시대의 위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공무원 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부처 산하 인재개

발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직무교육

커리큘럼에 뉴미디어 교육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59)

문체부 국민소통실에서도 정기적으로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해 홍보 교육 사업을

실시했다. 2011년 기본과정 2회, 전문과정 38회의 홍보 교육이 실시됐고, 여기에 뉴

미디어 교육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수강자들도 뉴미디어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

았다.60)

민간 경력이 있는 지식중개인들은 홍보 전문 능력과 공공 업무의 실무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기본 직무 교육이나 직원들을 대상으

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뉴미디어 관련 업무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200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 대상자를 대상

으로 온라인 홍보 전문가로써 강의를 했고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국토부

온라인대변인)

지식중개인들이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활동에 나섰다면, 비 지식중개

인들은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외교부에서는 SNS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SNS 강연회를 개최했고, 통일부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초빙해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미디어 동

향 및 SNS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대변인들은 조직 전체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식중개인들은 대(對) 공무원 강의를 통해, 비 지식중개인

은 조직 내부 교육 프로그램 조직을 통해 조직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59)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60) 국민소통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PR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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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 수용도

1) 조직 내부 인력의 협조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 외 다른 실국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소셜미디어

홍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호소했다. “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홍보담당관

실에서 해야 할 홍보 업무를 타 실국에 떠넘긴다는 인식”이 있었다.

타 실국의 반발은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은 기관장의 지시였다.

실제 외교부의 사내통신망 ‘모팟 스토리’는 김성환 장관이 오픈 행사에 나서는 등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독려에 의해 진행됐다. 다른 부에서도 실국을 아우르는 홍

보단 발족이 기관장의 지시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또 온라인대변인들은 온라인홍보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

를 지원하는 타 실국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SNS 우수공무원 표창

제도를 만든다거나, SNS 우수 산하기관 포상 제도를 만드는 것 등이다.

“기관장의 의지를 이용해 SNS 우수공무원 제도를 만들었다. 소년원, 교도소 등

교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SNS 활동을 잘 한 곳을 선정해 장관이 표창과 포상

을 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동력이 됐

다” (법무부 온라인대변인)

업무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업무 협조에 대한 실국의 불만은 있었지만, 온라인대

변인들은 기관장의 의지 및 인센티브 제도를 앞세워 저항을 줄여나갔다. 다만, 조직

내부의 협력 측면에서는 지식중개인보다 비 지식중개인들을 통한 협력이 잘 이루어

졌다. 오랫동안 쌓아 온 신뢰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교육의 흡수

민간 전문가 출신 온라인대변인들의 대 공무원 교육 활동에 대한 기대는 높았

다.61) 정책홍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간 홍보실무자나 순수 학자들의 교육에 비

해 공직의 현실에 바탕을 둔 강의일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홍보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상으로 확대되

61) 국민소통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PR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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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2011년 국민소통실의 기본역량 교육 수강을 받은 총 42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공보관실 소속이었다. 직급으로 볼 때는

4급 서기관부터 계약직까지 분포가 다양했지만, 5∼7급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수강

했다.62)

교육을 수강한 공무원들의 수강 목적은 당장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

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전문성을 전체 조직으로 확산시키기 위

한 노력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 지식중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기별 강연회나 소규모 미디어 교

육은 상당부분 효과를 나타냈다. 외교부 내에 50여 명의 직원들이 ‘외교부 SNS 동

호회’를 만들어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됐

다.63)

“정책홍보과 뿐 아니라 각 실국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SNS와 어떻게 연계해 국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방

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통일부 온라인대변인)

비 지식중개인들이 보직 이동을 통해 홍보 외 업무를 할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

한다는 점도 조직 내 전문성의 자연스런 흡수의 요인이 됐다.

“지금은 다른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2011년 온라인 홍보를 했던 경험은 중요

하다. 홍보와 무관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책 추진 초기부터 홍보를 염두에 두게 되

고, 대변인실이나 정책홍보부서와 원활하게 협조를 하게 된다.” (국방부 온라인대변

인)

교육 활동을 통해 민간의 전문 능력을 전하려는 지식중개인의 노력은 조직 문화

를 변화시키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할에는 비 지식

중개인의 역량이 발휘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2) 국민소통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PR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2

63) 외교부, 권위주의 벗고 SNS로 국민과 ‘따뜻한 소통’, 머니투데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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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도입기의 지식중개인의 역할을 지식중개인 이론에 따라

지식의 활용, 지식의 매개, 수용능력 구축 세 범주로 나눠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지식중개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지식중개인

은 지식 활용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를 기

획하고 제작하는 한편, 일률적 콘텐츠 제작 요구에 맞서 콘텐츠 다양성 유지를 위

한 노력을 강구했다. 지식 매개 활동 분야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 활동

으로 홍보 대행사의 선발과 관리, 포털사와의 협력, 파워블로거 및 기자단 활용 등

의 활동을 선도적으로 진행했다. 부처간 연계 활동으로는 온라인대변인 회의 참여

활동이 있었다. 수용능력 구축 활동 분야에서는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 이외

실국의 인력을 조직해 소셜미디어 운영 방식을 전달하거나 공무원 대상 뉴미디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문제 2>는 이 같은 지식중개인의 활동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콘텐츠의 강화와 콘텐츠 다양성 수호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식

중개인의 적극적 활동과 소셜미디어 도입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 및 조직의 협

조가 어우러지며 의미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전문성의 활용 부분에서 지식중개인들은 비 지식중개인들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식 매개 분야에서 대행업체 운영관리 부분은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식중개인

의 역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포털사와의 협력은 지식중개인의 협력과 조

직 내부의 협조가 어우러지며 소셜미디어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파워블로거 활용은 지식중개인의 적극적 노력과 민간 파워블로거들의 성장에

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보수적 적용함으로 소셜미디어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는 못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직의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원과 협력을 통한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

은 지식중개인의 적극적인 활동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내부의 협력도 적극적이지 않

았다. 조직원에 대한 교육도 일부 홍보 담당 실무자에게만 전해지는 등 조직원 전

체로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직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들이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며, 조직 내부에서의 흡수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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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식중개인들은 보직 이동 이후 소셜미디어 운영 경험을 업무에 적용시키는 등

의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조직 내부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식중개인과 비 지식중개인을 비교해 각 역할 별 활동에 지식중개인이 비 지식

중개인보다 우월한 역량을 보여준 경우는 ‘기여’로, 유사한 수준의 역량을 보여준

경우에는 ‘중립’으로, 열등한 역량을 보인 경우에는 ‘부족’으로 표시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27 : 지식중개인의 활동 내용과 성과와의 관계>

역할
지표

기여 여부
구분 활동 내용 수용 조건

지식

활용

활동

전문성의

활용

콘텐츠 강화
기관장 의지

조직 내부 협력
기여콘텐츠 다양성

유지

지식

매개

활동

내외부

연계

대행업체

선발과 관리
높은 예산 의존도 중립

포털과 협력
포털사 협력

조직 내부 적극 수용
기여

파워블로거

활용

민간 영역 성숙

조직의 보수적 수용
중립

수평적

연계

온라인대변인회

의 활동
- 중립

수용능력

구축

조직 역량

강화

조직 내부 인력

활용
수동적 협력

부족

내부 교육 활동 제한적 흡수

제2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관료 문화 아래서 수평적 소셜미디어가 성공적으로 도입

된 배경에 의문을 갖고, 소셜미디어 도입 과정을 연구했다. 특히 관료 문화 속에서

이질적으로 존재한 민간 홍보 전문가들을 주목하고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셜미

디어 도입 상황을 재조명했다. 통계적 방법이 아닌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방

법을 사용해 정부의 소셜미디어 체계의 구축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식중개인의 활동만을 검토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들의 활동이 조직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수용조건을 함께 살핌으로써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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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을 파악했다.

소셜미디어 도입에 역할을 한 민간 홍보 전문가들은 주로 언론, 포털, 홍보대행

사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들이었다. 소셜미디어의 핵심인 콘텐츠 생산과 관리 부

분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공공 영역에 이식함으로써 정부 부처 소셜미디어 도입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비 지식중개인과 비교해 볼 때 사진·인포그래픽·동

영상 등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콘텐츠의 유행을 즉각 흡수해 공공 소셜미디어

에 적용시켰다. 주변의 풍부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

다.

이들의 역할을 ‘지식중개인’의 이론적 틀에 맞춰 △전문 지식 활용 활동 △민간-

공공 간 지식 매개 활동 △조직의 지식 수용능력 강화 활동 등 세 부분으로 나누고

비 지식중개인의 활동과 비교해 검토했다. 지식중개인으로써 민간 홍보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 활용 활동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다음으로는 민간-공공 간 지

식 매개 활동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지식활용 활동은 콘텐츠 제작·운용 활동과 콘텐츠 다양성 유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중개인들은 민간의 콘텐츠 전문성을 빠르게 흡

수해 부처 소셜미디어 운영에 적용시키는 데 능력을 보였다. 아울러 일사분란하게

이슈에 대응하기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소셜미디어 고유 특성을 유지하

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지식중개인들의 이 같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기관장의 의지’

라는 외부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소셜미디어 도입과 안착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부처 기관장의 의지로 이어져 지식중개인들의 역할에 힘이 실렸

다. 기관장의 관심은 조직 내부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조직원들 역시 지식중개인들

의 활동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 부처의 소셜미디

어는 빠르게 도입되고 안정화될 수 있었다.

지식중개인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연계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대행업체의 선발, 포털과 협력, 파워블로거 활용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포털을 통해 부처 계정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 확대를 꾀했던 지식중개인과 신

뢰도 높은 콘텐츠로 공신력을 높이고자 했던 포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포털과

의 협력은 상당부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외부 대행업체 선발은 예산 의존도가 높

은 영역이었고, 파워블로거 활용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내부에 수용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조직 전체가 소셜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수용능력의

구축 부문에 있어서는 지식중개인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비 지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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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비교한 결과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내부 인력의 활용이나 교육 활동 모두

비 지식중개인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행정관료 출신인 비 지식중개인

들은 지식중개인들과 달리 인사·예산의 권한을 갖는 보직에 있었고, 오랜 기간 여러

부처를 순환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그런 점이 조직 내부 인력 활

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수용 측면에서도 내부 조직원들

은 홍보 전문가 출신의 지식중개인보다 행정관료 출신의 비 지식중개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타나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 필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혁신 도입기에는 민간에서 해당 전문 영역에 경험을 갖춘 지식중개인을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행정 중심의 공공기관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나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에 있다. 반면 특정

부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지식중개인은 자신의 능력 뿐 아니라 특정 분야와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까지 활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에 유리하다.

둘째, 지식중개인에 대한 기관장의 전폭적 지원을 포함한 조직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지식중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의 지지와 관심이 있었다. 기관장의 관심은 조직 내

부의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는 데 기관장의 의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중개인들의 적극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지위와 권한이 필요

하다. 지식중개인들은 대부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로 임기가 정해진 계약직 신분

의 전문직 공무원이다. 비 지식중개인 온라인대변인들이 인사·예산권을 갖는 데 반

해 지식중개인들은 그 같은 권한이 없다. 소셜미디어 도입기에 지식중개인들의 지

식 매개 활동의 일부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는 조직의 보수적 수용에 막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지위와 권한의 부족으로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에 속한다.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혁신의 도

입기에는 지식중개인들의 권한 보장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소셜미디어 도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는 비 지식중개인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 보직을 통해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가 높은 행정 관료가 조직 내부 인력 활용에 능숙하고 조직

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직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는 조직 내부 인력을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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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공공영역에 새로운 문화가 도입될 때 상황을 인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전문가의 역량과 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의 조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지식중개인의 역할과 소셜미디어 도입 간 엄격한 인과관계에 기초해 연구를 진

행하지 못했다. 인터뷰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개연성에 의존했으며, 연

구과정 역시 인터뷰이의 의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과관계

는 상당히 느슨한 구조를 띄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도입을 둘러싸고 있는 법·예산, 제도, 문화 등 많은 부분을 반영

하지 못하고, 인적 측면에만 집중해 연구했다. 법·예산이나 예산, 문화 등 역시 소셜

미디어 도입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추후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온라인대변인의 성과가 소셜미디어 운영 성과와 직결된다고 상정하는 과

정에서 그 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운영 성과는 지식중개인의 역

량이나 예산 뿐 아리나 부처의 이슈가 대국민 이슈인지 여부, 대변인실 내 온라인

홍보 전담 인력의 정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연관이 되어 있으나, 변수를 모두 고려

할 경우 성과 파악이 난해해지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성과가 일부 우수한 지식

중개인만을 선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수한 운영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지식중개

인을 인터뷰 대상에 추가했다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요인까지 심층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질적 연구가 갖는 한계로 연구가 주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비교연구를 통해 객관화와 일반화가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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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

회

@fsckore

a

3,892 165 50 13 11 10

기상청 @kma_sk

ylove

20,196 166 5 5 47 46

기획재정

부

@mosfko

rea

13,198 217 77 23 68 61

농림수산

식품부

@mifaff 58,112 197 69 14 400 403

농촌진흥

청

@love_rd

a

3,787 394 36 15 129 664

대검찰청 @spo_kr 3,054 399 12 9 47 36

문화재청 @chlove_

u

6,174 136 39 13 129 70

부 록

<부록 1> 정부부처 트위터 활동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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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mcstko

rea

10,780 286 11 8 38 31

방송통신

위원회

@withkcc 9,572 286 23 14 33 30

방위사업

청

@dapapr 7,583 151 18 6 99 545

법무부 @happy

moj

14,547 213 68 11 124 117

법제처 @Molegt

wit

2,831 96 69 23 2 2

병무청 @mma9

090

12,373 283 28 16 177 113

보건복지

부

@mohw

pr

40,271 294 88 58 83 61

산림청 @forest_

news

16,583 83 13 4 81 48

소방방재

청

@Nema_

SafeKore

a

25,716 1026 34 17 114 113

식품의약

품안전청

@TheKF

DA

118 232 125 27 107 58

여성가족

부

@mogef 5,634 216 2 2 2 2

외교통상

부

@mofatk

r

15,376 515 552 18 128 93

조달청 @ppspr 1,914 93 2 2 0 0

중소기업

청

@bizinfo

1357

6,743 263 32 17 32 13

지식경제

부

@mke_n

ews

2,966 295 58 15 3 3

통계청 @KOSTA

TIN

10,459 258 2 2 17 14

통일부 @uni_kr 10,637 263 40 10 43 35

특허청 @kipowo

rld

8,762 152 10 9 16 12

해양경찰

청

@kcgpr1

22

2,304 302 16 10 3 3

행정안전

부

@happy

mopas

15,888 373 516 101 56 49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Happy

citySejon

g

3,207 80 20 12 7 5

환경부 @mevpr 4,756 172 42 24 1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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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호응도
기관명 트위터 계정 팔로

워 수

리스

트 된 

횟수

나의 

글 RT

된 수

RT된 

글 수

나의 

글 RT

한 사

람 수

받은 

Reply 

수

내게 

Reply 

보낸 사

람 수

경찰청 @polinlove 23,95

9 

866 6,499 206 3,265 987 605 

고용노동부 @molab_su

da

20,69

4 

270 2,821 189 712 687 611 

공정거래위원회 @kftcnews 8,130 477 360 168 171 89 54 

관세청 @koreacust

oms

8,502 311 11,52

3 

215 1,501 200 92 

교육과학기술부 @mest4u 20,48

2 

587 5,776 498 1,619 789 354 

국가기술발전위

원회

@nstckorea 3,148 54 2 2 2 0 0 

국가보훈처 @hun2day 11,96

8 

223 12,40

4 

320 2,003 393 190 

국민권익위원회 @loveacrc 14,81

8 

443 338 185 145 587 521 

국방부 @ROK_MND 19,46

6 

804 10 6 8 41 40 

국세청 @ntskorea 13,79

9 

526 325 56 215 289 167 

국토해양부 @Korea_Lan

d

32,47

8 

742 1,765 21 243 112 38 

금융위원회 @fsckorea 5,475 276 185 74 105 36 27 

기상청 @kma_skylo

ve

18,62

8 

619 1,751 178 885 173 85 

기획재정부 @mosfkorea 12,74

5 

920 813 129 475 198 79 

농림수산식품부 @mifaff 58,31

2 

1,467 1,585 248 749 471 321 

농촌진흥청 @love_rda 4,013 246 888 369 162 75 56 

대검찰청 @spo_kr 3,628 82 985 141 642 176 77 

문화재청 @chlove_u 5,938 164 840 126 418 153 81 

문화체육관광부 @mcstkorea 14,35

8 

819 1,404 264 729 234 103 

방송통신위원회 @withkcc 14,34

8 

893 1,190 266 419 365 125 

방위사업청 @dapapr 6,899 86 238 105 62 201 178 

법무부 @happymoj 14,99

5 

516 585 162 245 379 194 

<부록 2> 정부부처 트위터 호응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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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olegtwit 2,855 161 0 0 0 5 4 

병무청 @mma9090 14,04

9 

322 3,906 303 848 454 224 

보건복지부 @mohwpr 37,42

5 

1,153 1,615 295 626 248 174 

산림청 @forest_ne

ws

15,69

9 

721 12,92

4 

86 1,103 265 168 

소방방재청 @Nema_Saf

eKorea

24,92

0 

534 152 34 56 29 29 

식품의약품안전

청

@TheKFDA 4,131 306 4 3 3 11 6 

여성가족부 @mogef 9,878 352 7,439 175 754 80 67 

외교통상부 @mofatkr 15,55

8 

654 5,480 489 1,077 319 166 

조달청 @ppspr 2,308 118 124 86 16 13 12 

중소기업청 @bizinfo135

7

14,68

8 

508 276 151 142 127 56 

지식경제부 @mke_news 9,092 638 730 216 271 85 59 

통계청 @KOSTATIN 10,05

6 

532 1 1 1 5 5 

통일부 @uni_kr 13,01

4 

533 489 206 139 95 56 

특허청 @kipoworld 8,525 297 4,288 97 968 234 124 

해양경찰청 @kcgpr122 4,968 270 321 168 82 26 22 

행정안전부 @happymo

pas

14,66

7 

989 16,89

2 

319 1,498 267 176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Happycity

Sejong

5,148 110 2 2 2 1 1 

환경부 @mevpr 9,033 425 13,68

8 

240 1,508 4,125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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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호응도

기관명 페이스

북 계정

댓글  

횟수

댓글단

사람수

좋아요

된

댓글수

댓글

좋아요

횟수

질문

답변한

횟수

이벤트

답변한

횟수

이벤트

참여한

사람수

경찰청 polinlo

ve1

394 205 171 206 0 0 0 

고용노

동부

moel.to

morrow

3,395 1,217 902 1,214 0 1,315 720 

공정위 kftcnew

s

28 19 8 10 0 0 0 

관세청 ftacust

oms

3,200 1,272 682 1,221 0 0 0 

교과부 mest4u 6,532 1,249 2,777 3,532 0 0 0 

국경위 nstckor

ea

574 143 311 411 0 0 0 

국가보

훈처

mpvak

orea

510 201 475 585 0 0 0 

권익위 loveacrc 514 170 155 171 0 0 0 

국방부 MNDK

OR

975 386 620 995 0 54 41 

국세청 ntsKorea 487 157 103 163 0 0 0 

국토해

양부

landkor

ea

2,557 775 1,012 1,522 0 0 0 

금융위 fsckorea 146 46 112 153 0 0 0 

기상청 kmasky

love

722 375 248 325 0 0 0 

기획재

정부

mosfko

rea

1,153 607 249 307 0 0 0 

농림부 mifaff 1,086 443 423 524 0 1,097 324 

농진청 rdakorea 770 294 574 728 0 0 0 

대검찰

청

Prosec

utionSe

rvice

54 33 17 23 0 0 0 

문화재청 chloveu 2,359 977 767 1,038 0 0 0 

문화체

육관광

부

mcstko

rea

871 511 285 426 0 1,019 205 

방통위 withkcc 1,429 502 621 1,056 114 1,535 465 

방위사

업청

dapa.k

orea

1,798 821 589 840 0 1,177 577 

법무부 mojkor

ea

1,023 307 827 1,503 0 3,179 464 

법제처 Moleg. 4 4 1 1 0 0 0 

<부록 3> 정부부처 페이스북 활동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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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병무청 mma90

90

2,259 513 1,799 3,239 0 0 0 

복지부 mohwpr 1,112 455 812 1,111 0 0 0 

산림청 forestk

orea

1,918 689 1,510 2,379 608 0 0 

소방방

재청

NemaSa

feKorea

615 287 255 478 0 0 0 

식약청 thekfda 32 23 9 9 0 2 2 

여가부 mogef 873 282 277 344 0 0 0 

외교부 mofatkr 1,448 680 793 1,243 157 0 0 

조달청 ppspr 1,616 1,120 365 747 0 0 0 

중소기

업청

bizinfo

1357

809 321 422 626 44 0 0 

지식경

제부

dabans

a

327 121 296 405 0 0 0 

통계청 Statistic

sKorea

377 108 141 164 0 0 0 

통일부 unikore

a

588 302 414 624 0 0 0 

특허청 kipowo

rld

499 170 353 461 0 0 0 

해양경

찰청

kcgpr 48 33 8 9 0 0 0 

행정안

전부

Happy

Mopas

1,509 663 332 416 0 0 0 

행복청 happyci

tysejong

10 8 1 8 0 0 0 

환경부 mevpr 3,865 1,297 1,036 1,660 0 26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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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활동성
기관명 페이스북 계

정

작성

포스

팅 수

이벤

트 

개수

질문 

개수

반응

을 얻

은 

게시

물 수

반응

률

댓글

에 답

글한

횟수

댓글에 

답글 

보낸 

사람 

수

경찰청 polinlove1 187 0 0 187 100

%

63 34 

고용노동부 moel.tomor

row

314 1 0 290 92% 174 164 

공정거래위원회 kftcnews 365 0 0 360 99% 2 0 

관세청 ftacustoms 208 0 0 208 100

%

203 0 

교육과학기술부 mest4u 385 0 0 270 70% 144 285 
국가기술발전위

원회

nstckorea 280 0 0 272 97% 127 83 

국가보훈처 mpvakorea 189 0 0 187 99% 182 129 

국민권익위원회 loveacrc 275 0 0 275 100

%

182 72 

국방부 MNDKOR 140 4 0 130 90% 72 54 
국세청 ntsKorea 77 0 0 75 97% 21 1 

국토해양부 landkorea 138 0 0 137 99% 326 195 
금융위원회 fsckorea 160 0 0 155 97% 47 29 

기상청 kmaskylove 176 0 0 174 99% 39 33 

기획재정부 mosfkorea 240 0 0 237 99% 203 81 
농림수산식품부 mifaff 348 2 0 340 97% 57 23 

농촌진흥청 rdakorea 200 0 0 192 96% 114 74 
대검찰청 Prosecution

Service

166 0 0 163 98% 1 0 

문화재청 chloveu 124 0 0 113 91% 187 302 

문화체육관광부 mcstkorea 194 1 0 186 95% 24 9 
방송통신위원회 withkcc 211 2 2 209 97% 201 76 

방위사업청 dapa.korea 175 3 0 164 92% 95 53 

법무부 mojkorea 273 3 0 271 98% 7 2 
법제처 Moleg.Kore

a

39 0 0 37 95% 1 0 

병무청 mma9090 267 1 0 254 95% 255 149 

보건복지부 mohwpr 131 0 0 127 97% 316 318 
산림청 forestkorea 99 0 1 98 98% 124 131 

소방방재청 NemaSafeK

orea

451 0 0 448 99% 33 38 

<부록 4> 정부부처 페이스북 호응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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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

청

thekfda 236 1 0 191 81% 6 0 

여성가족부 mogef 402 0 0 387 96% 25 12 
외교통상부 mofatkr 335 0 2 331 98% 285 168 

조달청 ppspr 121 0 0 121 100

%

9 3 

중소기업청 bizinfo1357 263 0 1 262 99% 51 32 
지식경제부 dabansa 182 0 0 182 100

%

124 68 

통계청 StatisticsKor

ea

203 0 0 203 100

%

91 49 

통일부 unikorea 255 0 0 252 99% 90 81 

특허청 kipoworld 103 0 0 101 98% 92 62 
해양경찰청 kcgpr 36 0 0 36 100

%

7 4 

행정안전부 HappyMopa

s

454 0 0 407 90% 63 20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happycitysej

ong

58 0 0 56 97% 3 0 

환경부 mevpr 92 1 0 92 99% 7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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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social media, which is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tool, has been used as the main public relations media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ried to find out the factor that have successfully

adopted under the vertical bureaucracy.

The public relations specialists who were alien in the bureaucratic culture

and their activities were key words to examine the process of social media

adoption in government.

The research methodology is in-depth interview to government online

spokesperson in 2011, when social media was introduced. Since the online

spokesperson of the government was divided into the ministries of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and private public relations experts, I interviewed both

sides to identify the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private public relations

experts.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role of knowledge brokers as a theoretical

frameworks. having three main parts, utilizing expert knowledge, linking private

and public knowledge, building capacity of organizations. And I also studied the

acceptance conditions in which each activities ware accepted within the

organization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knowledge brokers in the process of social

media adoption in government demonstrated their ability to plan and operate

suitable social media contents by utilizing expert knowledge. In addition to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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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orts to maintain various forms of contents that attract the attention of

subscribers.

They also led the activities of linking private and public knowledge, such as

managing private public relations agencies, cooperating with internet portal

companies, using power bloggers. Besides, they wer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new media related education for building capacity of organizations.

Among the three roles, utilizing expert knowledge played a major role for

social media settlement in government. Knowledge brokers secured social media

subscribers by producing new contents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social

media user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was active in social media adoption,

knowledge brokers were able to fully demonstrate their abilities while receiving

full support from the head of their organization.

In linking private and public knowledge, remarkable achievement was

cooperation with the internet portal companies. The MOU between portals and

government was fast because of the interests of two agencies. However

managing of private public relations agencies was limited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the budget. Using power bloggers was also limited because of

high risk.

In terms of activities for building capacity of organizations, the role of

knowledge brokers was weak. In comparison with non-knowledge brokers, non-

knowledge brokers were much more active. Organizational members actively

cooperated with non-knowledge brokers from administrative bureaucrats rather

than knowledge brokers from private public relations experts.

When adopting new technologies or new areas to the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have knowledge brokers who have experience in that fiel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a full support and authority in order go demonstrate

professionalism.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a reference for the role of knowledge brokers

and non-knowledge brokers, and the way maximizing the role of knowledge

brokers.

Keywords: Social media adoption in Government, Knowledge broker, Utilizing

expert knowledge, linking private and public knowledge, Building

capacity of organizations

Student Number: 2014-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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