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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시민 참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발달과 성장의 중요한 계기이자 핵심적인 

활동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시민 참여는 성인이 된 이후의 시민 참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시민 참여는 

스스로를 시민적 행위자로 이해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함

으로써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일련의 발달 과정을 겪게 되면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

량인 시민성을 개발하고 이를 내면화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의 시민 참여 논의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관련 개념으로 바로 

‘디지털 환경’이 있다.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기실현적 참여를 추구한다. 이러한 양상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활성화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는 누구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발화자, 의견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그간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로부터 

괴리되었던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의 부담이 줄

어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환경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덜 부담을 느끼며 기

꺼이 참여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을 결부 짓는 논의들은 다음의 측

면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아왔다. 첫째, 디

지털 환경의 일방적인 영향력에 집중하거나, 둘째, 청소년의 디지털 참여를 

교육적 처치에 의한 통제된 경험이나 특이 사례로 간주하며, 셋째, 변수 간

의 관계를 통한 부분적인 이해로서 연구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 동

향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다루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분야

에도 영향을 미쳐 분절적인 논의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

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로 다루기 위해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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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영향을 받

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

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제된 특별 경험이 아닌, 자연스러운 디지털 

생활 속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일상 경험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

털 시민 참여를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의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참여’라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 나타

나는 다양한 참여의 양상을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

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환경적 조건과 주요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천적 경험과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참여의 양상과 과정을 살펴보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3.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민 정체성이 발달하는가? 

4.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디지털 시민성이 발달하는가?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연구방법인 근거 이론을 활용하였다. 근거 이

론은 체계적인 분석 단계를 통해 인간의 경험의 의미와 경험의 전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근거이론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라는 분석 단계를 통해 경험의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 이론 통합

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을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고

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 4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3차에 걸친 

비대면 화상 면담 자료와 참여 이미지 캡처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 질문 1과 2에 해당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과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중재됨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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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 및 촉구하는 시민 성장기”로 나타났다. 이 

성장기는 실험적 탐색의 단계, 실천적 참여의 단계, 시민 정체성 확장의 단

계로 전개된다. 먼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알고리즘, 불특정 타자와 

또래집단, 여가 문화에 의해 사회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이들이 마주한 사회

문제는 처참한 심각성을 보이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이들이 마주한 기

성세대의 시민 참여 문화는 혐오와 무시로 점철되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

게 만든다(인과적 조건).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분노의 감정을 행동의 실천

으로, 비판적 사고를 대안의 모색으로 전환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

구’라는 시민 참여의 방식을 고안해낸다(중심 현상).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의 

촉구는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와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라는 디지털 환경 

자체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더욱 촉발된다(맥락적 조건). 관심 촉구를 위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첫째, 사회문제 파

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둘째,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

여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며, 셋째,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개발하여 특화하

고, 넷째,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행동/상호작용 

전략). 이때 학교교육이나 진로관심,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는 청소년

들의 시민 참여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참여를 흔드는 관

계적 불안과 물리적 제약은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중재적 조건). 이렇듯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일

련의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자연스럽게 

학업생활, 교우생활, 일상생활과 연동함에 따라 지속된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안착한 시민 참여의 지속적 실천으로 인해 시민 정체성을 내면화

하게 된다.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는 ‘중재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중재

함’을 실천하기도 하면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어서 연구 질문 3에 해당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에 따라 발달한 시민 

정체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발달한 청

소년의 시민 정체성은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라 할 수 있

다.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중재 행위를 통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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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또래집단 친구들과 타인들에게 시민 학습의 기호들을 운반해주는 

전달체가 된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영향력을 발

휘한다. 구체적으로는 관찰가, 소통가, 운동가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관계망 안에서 작은 단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질문 4에 해당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에 따라 발달한 디

지털 시민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차이와 반복”의 디지털 시민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인지, 정서, 행동에 따른 기존의 논의와 유사한 반복

적 패턴을 보이면서도 관심의 중재 행위라는 특화된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청소년들은 기존 논의와 유사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버윤리,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참여적 행동 등의 시민성을 함양하면서도 

디지털 환경과 일상의 다양한 영역을 연동시킴으로써 타인들에게 사회문제

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능동적 시민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소

년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을 통해 형성한 디지털 시민성의 성격은 구성

적이고, 하위문화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이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실험적 시도와 탐색에 따라 개별화된다는 점, 또래집

단 친구들과 향유하는 문화와 연동된다는 점, 단발성의 경험이 아닌 지속성

을 띤 경험으로 축적된다는 점과 결부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며 이들의 삶 속에 안착한

다. 소소하지만 반복적인 참여는 조금씩 축적되면서 익숙한 적응과 창의적

인 특화로서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의 경험과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과 경험을 조건과 행동/

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시민 정체성과 디지

털 시민성의 개념을 통해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

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연구할 때 필요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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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접근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전략

으로 사용한 디지털 화상 플랫폼과 닉네임 부여를 통한 자기 노출의 유도, 

상호존중을 통한 호혜적 면담 수행, 종단적 면담을 통한 참여 과정의 추적, 

이미지 캡처 자료를 통한 직관적 이해의 추구 등은 향후 관련 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시민

성 교육의 당면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디

지털 시민성 교육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성을 부재한 것으로 바라보는 

처치나 개입보다는 실제 청소년들이 소지한 디지털 시민성의 특정 국면에 

집중하면서 당면 과제의 해결을 돕는 ‘보완’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되돌아보는 성찰활동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적합한 교육 실행의 주

체로 사회과를 상정하였다. 사회과의 다양한 주제영역을 통해 청소년의 디

지털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보완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실천되기를 기

대한다.

주요어: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 디지털 시민성, 중재 행위,  

   나노 인플루언서, 차이와 반복,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회과교육

학 번: 2016-3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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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에서 ‘디지털 환경’은 초미의 관심사

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민 세대로서 의무와 책임 중심

의 기성세대의 시민성과 다르게 참여적이고(engaged) 자기실현적인(actualized) 

시민성이 발달하고 있다는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Bennett, 2008; 

Dalton, 2008; Flanagan, 2013; Zukin et al., 2006). 이러한 시민성 발달

의 배경에는 바로 비공식적이고, 비통상적이며, 비제도적인 차원의 새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환경’이 있다.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에게 세대적 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 발달의 

장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공적 이슈에 관한 참여가 가능하며, 무겁지 않은 형태의 참여 양

식으로 인해 협력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누구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발화자, 의견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특성 하에서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의 공

적 이슈나 사회문제,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참여’를 뜻하는 디지털 시민 참

여라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의 청소년은 의

무나 책무로서의 시민성 개념을 거부하는 가운데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 느슨하게 네트워크화 된 활동주의를 선호한다거나(추병

완 외, 2020) 협력과 놀이의 측면에서 시민 참여를 즐기고 있다는 보고가 

축적되고 있다(Benkler, 2008; Jenkins, 2006; Nwokah, 2010). 

즉,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시민 참여는 의무와 책임 중심의 기존의 

시민성과 달리 개인의 의미부여와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성에 기반하며, 

관찰 가능한 외관상의 참여보다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형화되지 않

은 유연한 형태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시민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역할, 성인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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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경력 및 네트워킹 확장 기회,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Youniss 

et al., 1997) 결과적으로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

화시켜 성인기의 시민 참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다(Flanagan et al., 1997; Youniss et al., 1997). 따라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곧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을 위한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과 디지털 환

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을 중대하게 다

루지 않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시민성이 자기실현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진

단 역시 성인과 대비되는 특성으로서의 논의에 방점이 있기에 실제로 청소

년들이 어떤 시민 참여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양상을 띠며, 시민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성격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청소년과 디지털 환경을 연결

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

은 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다루는 정치사회화 연구들

은 미디어의 영향력에 치중함으로써 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

이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사회화 기관인 가정, 학교에 비해 더 막대하다는 비

교의 관점에 치중해있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받

는 대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자발적 참여의 측면을 간과한다. 또한, 보다 최

근의 연구에서 보이는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능력을 정치 참여에 대한 독

립변수로 상정하는 움직임 역시 디지털 시민 참여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 더 천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

한 위와 같은 접근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지니는 효과에 집중하고 있으

며, 이 효과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일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청소년을 능동적 존재로서 바라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디지털 시민 참여와 청소년을 연결 짓는 사회학, 교육학 분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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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특별 사례로 간주하여 사회현상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큰 사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통제된 경험으로 간주한

다.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청소년이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평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

여는 비통상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단순하고 영향력이 적은 형태의 참여들로 

인식되어 온 경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소년의 시민 참여는 기성세대의 시

각에서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에 의해 배척되고 무시되어 온 것이

다(Buckingham, 2000).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교육 프

로그램에 의해 통제적 환경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시민 

참여의 사례로 간주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와 청소년을 연결 짓는 언론학 분야 중 커

뮤니케이션 매개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 디지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양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들은 주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현상의 이해에 시사점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포착해내거나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체계적 조건만을 위

해 구도로서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청소년이 실천하는 시민 참여의 본질적 

측면을 보다 근거리에서 관찰하거나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은 시민 참여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며 미

시적인 형태의 전략을 구성하는 자발적인 주체로 활동한다(김아미 외, 

2019). 또한, 정보 취득하기, 의견 표명하기, 정치권에 대한 조치 취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동방식을 개별화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Gordon et al., 

201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연구의 동향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서 

청소년과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발성과 임파워먼트의 발현, 의

도적 교육이 아닌 무정형 학습에 의한 성장, 그리고 일상 속 실천적 참여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행위이며, 단편적이고 예외적이며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민성 개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험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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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기 때문이다.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 일부 연구들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자체에 관심을 두고 연구 지형을 발달시키고 있다(김아미 

외, 2019; Kara, 2018; Literat et al., 2018; Viola, 2020).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일 수 있다는 점

과, 예외적 특별 사례가 아닌 일상생활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과 과정으로서 시민성 발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하는 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

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로 다루기 위해 디지털 환경과 주체인 청소년 

사이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에 주목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디

지털 시민 참여를 통제된 특별 경험이 아닌, 자연스러운 디지털 생활 속에

서 비롯될 수 있는 일상 경험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에 디지털 시민 참여를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의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참

여’라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참여의 양상을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의 디지털 시

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환경적 조건과 주요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천적 경험과 과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시각을 견지할 것이다. 이

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참여의 양상과 과정을 보다 심층적이고 종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앞에서 정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 주체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바라보

며 이것이 지속되는 실천적인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

여 이를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한 질적연구방

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근거 이론은 경험과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적합

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경험의 조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때 유

용하며, 미시적인 경험의 양상을 여러 범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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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6세~18세 사이의 청소년 49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해 

그들의 일상 속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귀납적인 결과로서의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보

다 실천적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

제 2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시민 참여 경험에 대

해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

과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관한 국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1~4)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경험과

과정

1.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결과 

3.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이 발달하는가? 

4.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 발달하는가?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인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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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하부영역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을 구체화 하였다. 경험

과 과정의 영역에서는 먼저 연구 질문 1)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

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답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인 청소년들이 디

지털 시민 참여를 하는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여 경

험에 의해 파생되는 세부적인 경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연구 질문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답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

을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경험과 과정 영역은 근거 이론

의 분석 단계 중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 결과 영역에서는 연구 질문 3)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

에게 어떤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이 발달하는가?’에 답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일련의 시민 참여 과정을 겪으면서 축적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발달된 시민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 정체

성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행위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의식과 믿음에 관한 정

체성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구 질문 4)인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디

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 발달하는가?’에 답함으로써 연구 참여자

들이 일련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겪으면서 축적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발달된 자질과 역량, 즉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

서 디지털 시민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내면화한 자신의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한 의식과 믿음인 시민 정체성으로 인해 발달한 시민으

로서의 인지, 정서, 행동과 관련된 자질과 역량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의 영역은 근거 이론의 분석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의 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 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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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시민 발달(civic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참

여자로 상정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해 무정형의 

학습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시민으로 발달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을 개발하는 다양한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시민 발달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환경’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과 디지털 환경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문화

적, 사회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환경으로 관련된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시민 발달의 계기로 ‘디지털 시민 참여(digital civic 

engagement)’를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는 ‘디지털 환경에

서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 공동체에 관해 수행하는 일련의 참여’를 뜻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민 참여는 시민 발달의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경험

(experience)과 과정(process)의 측면에서 확인되어야 할 현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때 경험과 과정을 더욱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 이론을 

활용해 경험의 조건, 행동/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때

문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지양하고 

그들이 실천하는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과 그에 따른 행동방

식, 귀결되는 결과적 상황에 주력하여 경험 자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넷째,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을 확인함에 따라 그에 따라 발달

되는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시민 정체성

은 ‘타인들과의 광범위한 집단 안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의 신념과 자신을 어

떻게 위치시키며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 시민 정체

성은 시민 참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타자들과 교류하

면서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을 확인함에 따라 그에 따라 발

달되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디

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해 발달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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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시민으로서의 구체적인 자질과 역량’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인

지, 정서, 행동이 종합된 자질과 역량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

민성의 성격을 시민성의 특성을 둔, 비선형적 발달과 확장의 결과물로 간주

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환경을 염두 했다 해도 디지털 환경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정된 한 형태가 아니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일상과 밀접

하게 융합되어있는 환경적 특성이 강하므로 기존의 시민성이 내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역할과 자질이라는 성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

지만, 시민성을 수식하는 디지털이라는 환경이 한편으로는 다변성을 띠는 

역동적인 집합적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발달의 양상이 

비선형적이고 디지털 환경으로 유도된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 또한 존

재할 것이므로 비선형적 발달의 산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해’의 관점을 접근 방법으로 채택한다. 청소년

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육성을 위해, 그리고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성 배양

을 위해 이를 교육적으로 논의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교

육적 논의의 배경이 청소년이 마주하는 현실과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는 관

점에서 연구자들 및 교육가들의 논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청소

년들의 경험 자료 기반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측정 기반 척도개발, 개념화 연구 등의 기조가 담아내지 못한 청소년의 경

험을 중심으로 일상의 현장감 있는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이를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근거 이론적 접근을 선택한다. 

제 4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여태껏 변수의 한 꼭지로서  

존재했던 시민 참여의 경험을 정체성과 시민성을 양산하는 과정의 측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 시민 참여 개념에 대한 외연을 확장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 참여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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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일련의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어떤 조건과 행동/상호작용, 결과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

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 가정, 또

래집단에 이어 디지털 환경 내의 구조적인 문화가 함께 논의되어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최적화

된 환경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전략으로 사용한 디지털 화상 플랫폼과 닉네임 부여를 통한 자기 노출의 유

도, 상호존중을 통한 면담 수행, 종단적 면담을 통한 참여 과정의 추적, 이

미지 캡처 자료를 통한 직관적 이해의 추구 등은 향후 관련 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

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근거 이론에서 자료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개방적 면담으

로 공동생성하는 것으로 보며 양자 간 관계의 의미를 공동구축 관계로 인정

하고 있다(Corbin &　Strauss, 2015/2019: 94-96). 참여자는 본 연구로 인

해 자기 이해의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연구자 역시 본 연구로 인해 청소년

에 대한 확장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접근이 연구자와 

참여자인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게 했음을 보여준

다.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향을 설

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의 전제와 내용,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제안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과정 자체가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논의할 때 

본 연구의 결과 전반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진단으로서 가치

가 있는지를 토의하는 수업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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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디지털 시대에서의 청소년의 시민성  

1. 시민성 논의의 변화

이제 시민(citizen)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 되어버린지 오

래다. 그러나 시민 개념은 고대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사회를 맞이하면

서 수천 년의 역사의 층위들 속에 농축되어온 개념에 해당한다. 고대 아테

네 사회에서부터 지금의 민주사회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

은 결과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공동체 속 개인이란 의미에 도달하게 된 것이

다(신진욱, 2008: 20). 그만큼 역사성을 띤 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와 진화를 겪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대가 투영되는 방

식으로 개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개념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이에 ‘시민성(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시

민성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공동체 속의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을 일컫는다. 이에 더하여 

시민성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 행동을 포함한다(고려대 한국어사전). 이와 

같이 시민성에 대해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시민성이 시대

와 사회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시민성 개념은 그 자체로 

다차원적이고(강대현, 2008: 92-94; Turner, 1990: 189), 시대나 사회가 

처한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Shafir, 1998: 1-2), 관점에 따라 다르

게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시민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어떤 측면을 기준으로 전

개되어 왔을까? 먼저, 시민성 논의의 한 축은 시민성을 어느 공동체를 염두

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즉 ‘공동체’의 성격에 따른 논의로 변화의 과정을 겪

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시민이 독립된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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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에(강대현, 2008: 92) 시민을 어떤 공동체적 맥락

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시민성의 이해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시민성 관련 초기 연구는 국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염두하고 그 

논의가 발달 되어왔다(Dalton, 2008; Lister et al., 2003; Miller-Idriss, 

2006). 전통적 논의는 국가 테두리 안에서 지니는 합법적인 개인의 지위와 

책임으로 시민성을 설명한다. 이때의 시민성은 한 국가 안에서 태어난 국민

에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일종의 자격(license)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Fischman & Haas, 2012). 이는 17세기 이후 주

권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국민

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 

Marshall(1964: 9)은 19세기 후반까지의 시민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

원으로 보았다. 자유, 신념과 같은 시민적(civil) 영역과 정치 참여의 권리와 

같은 정치적(political) 영역, 그리고 복지와 안정과 같은 사회적(social) 영역

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초기의 시민성 논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이주민의 유입이 증

가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국가에 국한되는 시민성 논의에 비판을 가하게 

된 것이다(Banks, 2008; Merryfield & Subedi, 2006). 이러한 비판 속에서 

세계 시민성 담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국가 소속의 합법

적 지위로서의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 공동체 차원의 의식과 권리, 

책무를 포함하는 확장적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만나게 된다. 국가와 세계라는 

물리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공동체를 상정하면서 공동

체 논의에 대한 외연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의 논의가 물리적 공간으

로서의 테두리로 시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최근의 논의는 물리적 공간의 

테두리 보다는 주목해야 할 공동체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의 시민성 개념은 정치적 시민성, 경제적 시민성, 다문화 시

민성 등 시민으로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공동체의 영역에 따라 논의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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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되어가고 있다(김재근, 2019). 이들의 특징은 시민성을 특정한 분야

와 영역에서의 시민성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경수와 모경환(2017)

도 시민성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근대 초기의 시

민성이 정치적 맥락에 국한되었다면 현대에 오면서 점차 다양한 사회적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성 개념은 물리적 공간

에 기반한 논의에서 사회적 영역에 따른 논의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성을 국가 차원에서 세계 차원으로 지역적 테두리를 확대하

고, 공동체의 특정 영역에 따라 초점화하는 기조가 발달하면서 시민성에 대

한 논의는 점점 유연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시민성이 상정하고 있는 공동

체는 지역적 단위와 상관없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의 개념이기도 하며, 또한 

철학적 관점에서는 일종의 실천으로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인간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송현정, 2003: 53).

이에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환경을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중

요하게 여기며 새로운 시민성의 논의가 등장했다(Sincar, 2011: 29). 바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다.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며 시민적 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환

경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디지털 시민성은 최근의 시민성 변화를 대변해주

는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들이 제공

하는 시민성 발현의 공간과 기회 창출은 기존의 시민성 개념에서 논의되는 

전통적인 사회적 힘과 수단을 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촉매

제가 되고 있다(김영현, 2021: 132).

한편, 변화하는 시민성 논의의 나머지 축은 시민성을 누구를 염두하고 이

야기할 것인가와 관련된, 즉 ‘세대’에 따른 논의라 할 수 있다. 세대에 따라 

시민성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를 설명하는 시민성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시민적 활동과 일련의 경험을 잘 대변해 준다. 왜냐하면 새

로운 세대의 참여가 디지털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등장은 여태까지 변화해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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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논의에서 ‘세대론’이라는 또 다른 관점을 추가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Dalton(2008)은 시민 규범과 정치 참여를 관련지으면서 이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기존의 의무적(duty-based) 시민 

규범에서 참여적(engaged) 시민 규범으로의 전환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참

여의 유형 또한 변화함을 주장하였다. 시민성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적 형

태, 선거적 형태의 정치 참여에서 비제도적인 형태, 비선거적 형태의 새로

운 시민 참여를 등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참여란 지역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토론 및 정치 활동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까지를 포괄한다(Flanagan, 2013; Inglehart & 

Catterberg, 2002; Zukin et al., 2006). 그는 기존의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

성(duty-based citizenship)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시민성을 참여적 시

민성(engaged citizenship)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시민성에 디지

털 환경이 중요한 참여의 장으로 등장했음을 알렸다(Dalton, 2008: 

80-82). 

세대에 따라 시민성의 양상을 구분하여 제시한 또 다른 학자는 

Bennett(2008)이다. 그도 온라인상의 연결된 정보와 의견, 네트워크화된 개

인들의 참여 등으로 강조되는 미디어 환경을 시민성 변화의 배경으로 논의

한다. 그 역시 Dalton(2008)과 같이 전통적인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성

(dutiful citizenship)으로 지칭하며 이 시민성은 투표로 대표되는 정부 및 

정당 중심의 제도적 방식을 통한 참여를 강조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새

로운 세대의 시민성은 자기실현적 시민성(actualized citizenship)으로 광범위

한 사회 전반의 이슈에 관하여 복합적인 방식을 분출하는 성격을 띤다. 의

무적 시민성이 학교 및 대중매체와 같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의한 성장과 

연결된다면, 자기실현적 시민성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그 안에서 교류에 기

반하여 성장한다는 점이 구별되는 부분이다(Bennett, 2008: 13-15).

이처럼 공동체의 성격에 따른 논의에서도, 세대 비교에 따른 논의에서도 

디지털 환경은 시민성의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시민성 논의 속의 주인공은 바로 젊은 세대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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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환경과 가장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연령대의 청소년이 

그 주체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이 태생적으로 친숙

한 상황에서 태어나 삶의 경험들이 모두 디지털 환경과 맞닿아있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rensky, 2001). 또한, 발달과

업의 속에 놓인 청소년들은 시민성 발달의 궤적을 따라 진화하는 주체에 해

당한다는 점에서(Flanagan, 2013) 변화하는 시민성 논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발달의 주체인 청소년

청소년은 아동과 청년의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이들은 단순히 9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학생 정체성에 기인한 학년

을 기준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차원의 성숙을 과업으

로 삼아 성장하는 시기의 중간적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김은정, 2009: 

88-89). 

그러나 이에 더하여 청소년을 시민성의 논의 속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들

의 시민성 변천 과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적극적 의미가 더해진다. 시민성

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성 논의는 세대론과 

함께 맞물려 청소년을 논의의 주인공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시민성 논의의 중심

적인 존재였다. 청소년의 시민성 논의는 크게 교육학적 논의와 발달심리학

적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영역의 각각의 논의는 시민성 교육의 ‘대

상’으로서의 청소년과 시민성 학습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중 전자는 청소년을 ‘시민됨으로서의(becoming)’ 청소

년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시민으로서(being)’ 청소년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Pattie et al., 2004). 먼저, 시민됨으로서의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성인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청소년기에 습득한 시

민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이후 성인이 되어 시민사회

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정충대·정해철, 2012), 아직 시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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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논의를 말한다. 한편, 시민으로서 청소년은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이 충분히 시민의 지위를 누리고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관여한다는 시민상을 반

영한다(이광호, 2010). 

이러한 관점들 중 첫 번째의 논의는 시민성이 시대 또는 사회의 주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수식되어 왔지만, 교육적 현상이자 개념으로서 다뤄

져온 역사와 결부된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교육이 청소년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

기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시민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혜진, 2014). 이에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시민적 지지를 형성하는 동

시에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

을 갖춘 자발적이고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화와 

통합 기능,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서현진, 2012: 

109).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다음과 같

은 유형의 시민교육을 경험한다(박상준, 2007; 차경수·모경환, 2017; 

Woolever & Scott, 1988).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교육

(citizenship education)은 사회과교육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의 자

질을 육성하는 데에 뜻을 두고 발전된 사회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Martorella(1991)가 다섯 가지 모형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첫째, 

시민성 전달(citizenship transmission) 모형이다. 시민성 전달 모형은 사회의 

유지·존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람직한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둘째, 사회과학(social sciences) 모형이다. 사회과학 모형

은 시민교육 과정이 사회과학자들이 학문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반성적 탐구(reflective inquiry) 모형이다. 반성

적 탐구 모형에 따르면, 학생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시민교육의 목표이며, 개인의 경험이 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넷째, 사회

비판(informed social criticism)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학생들에게 과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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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현재의 사회적 관행, 문제해결 양식에 대한 검토 및 비판, 대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개인 발달(personal development) 모형이다. 개인

발달 모형의 목적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의 발달 및 성취, 개인의 효

능감 등을 함양하는 것이다(Martorella, 1991; 모경환·차경수, 2021: 20-26

에서 재인용). 

한편, 청소년의 시민성을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학습의 과정에서 함

양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논의에서 청소년은 시민성 발달의 ‘주

체’가 된다. 이에 청소년과 시민성을 연결하는 두 번째 논의는 발달심리학

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시민성을 학습해나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근래에 

나타나는 참여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Siurala(2002)는 과거의 이성적 성격

에서 벗어나 좀 더 정서적(emotional)이고 표현적(expressive)인 특성을 보

여준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문화 활동이나 소비행동, 사이버 

활동 등 다양한 행태의 정서적, 표현적 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화되고 다원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적극적 시민

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의 장이 필요함을 주

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위적인 교육을 넘어 경험으로서의 발달 환경을 조

성해주자는 데에 방점이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정형의 교육보다는 무정형 학습(informal 

learning)을 통해 성장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정형 학습은 형식교

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Dierking et al., 2007). 무정형 학습

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개별화되어 있고, 자발적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또한 무정형 학습은 열려있고(open-ended), 위협적이

지 않으며(non-threatening), 즐겁고, 탐색적인 특징이 있다(Boekaerts & 

Minnaert, 1999). 이러한 학습은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

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무정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Holland, 2019; Jurkovic, 2019). 

이에 더하여 발달 심리학의 분야에서는 인터넷의 이용효과가 청소년의 차

별적 특징을 부각하는 부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Bachman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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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Lee et al., 2013). 이중 긍정적 발달 이론은 청소년들이 자라나

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발달의 맥락주의적 관점(developmental 

contextualism)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 관점은 개인의 발달이 다양한 수준

의 조직들 사이에서 인간이 맺고 있는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관계 속에서 나

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Lerner et al., 2003). 미디어 이용 역시 일부 연구

자들에 의해 긍정적 발달 이론에서의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적 영향 요인으

로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청소

년들의 시민적 참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Sherrod, 2007; 

Subrahmanyam & Šmahel, 2011). 이처럼 청소년을 시민성 학습과 발달의 

주체로 개념화하는 연구 동향은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가 디지털 환경에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우리는 최근 10대 소녀인 Thunberg의 환경운동이 디지털 환경을 

만나면서 전 세계 청소년의 환경운동으로 퍼져나감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

국에도 이러한 논의가 안착해 만들어진 청소년 시민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청소년 당사자 조직으로서 2018년부터 네트워크 활

동을 기반으로 230명의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청소년

들 사이에 있었던 2018년 총기 난사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미넥스트

(#MeNext)' 운동 역시 ‘해시태그’1)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능을 이용한 

연대행렬 참여에 해당했다. 

위와 같이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을 스스로의 시민성을 개발하고 실천하

는 무정형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를 내면화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시

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외부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1) Brian과 Dennis(1978)가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명령어인 단어 또는 문구 앞에 해시태그 기호를 붙여 특별한 키워드 역할을
표시한 데서 시작한 기능이다(소셜미디어연구포럼, 32-33). 해시태그는 사용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담아내는 동시에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특정 이미지나 게시물,
키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수집하여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본래 트위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해시태그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문화현상으로 발전되었다(윤여경, 201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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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것으로서(Saleebey, 1992) 청소

년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다(Grossman et al., 1992; Saleebey, 1992; 

Zimmerman et al., 1992).

위와 같은 두 차원의 논의는 모두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에 있어 유의미한 

논의이다. 아무리 청소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전

문적이며 스스로 무정형 학습을 시도할 수 있는 권능화된 존재라 할지라도, 

교육 없이 여러 문제적 상황을 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로서 참여하기도 하지만, 객체로서 

대상화되거나 위험에 빠지기도 하며, 시민적 참여와 반대되는 혐오와 폭력

의 장본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김영한 외, 2020; 이창호·이경상, 2013; 이

현우, 2009). 때문에 시민성 발달과 관련하여 양쪽의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염두 해야 할 것은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청소년의 일상화된 

경험의 맥락도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한 시민 발달 경험을 면

밀히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혜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의 궤적에서 학습의 과정이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회변화였던 정보화 사회로의 변천과 만나면서 더욱 강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지점에 동의한다. 

최근 청소년의 시민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미래의 성인 참여를 위한 예

비사회화의 과정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경향 자체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김아미 외, 2019; 김은미 외, 2015; 배서현 외, 2019). 이는 디지

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에 대해 더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보다 적확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시민교육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시민 발달의 주체로 상정하고자 하며, 특히 청소년의 시민성이 발달하는 데

에 함께 살펴봐야 할 영역으로서 디지털 환경(digital environment)에 주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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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발달과 디지털 환경 

1) 시민발달의 장으로서의 디지털 환경 

우리를 둘러싼 기술적 변화는 단순히 기술 그 자체의 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기술적 변화는 우리의 생활이자 생태적 장면들을 모두 바꿔놓는

다. 즉, 기술적 변화는 특정한 기술 하나를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차원이 

아니고 생태계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것을 바꾸어버리

는 총체적 변화를 이끈다(Postman, 1992/2005: 30). 

실제로 인터넷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기존 PC 상의 웹 기반 사

이트 중심이었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에서 실시간 사용자의 참여, 개방, 공유를 도모하는 새로운 웹 3.0의 시대로 

변화시켜 주었다. 과거 웹 1.0 시기에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와 웹페이지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형태의 웹을 이용하였다. 이어서 웹 

2.0 시기에는 웹 1.0에서 수동적인 정보의 소비자이던 이용자가 정보의 개

방·공유·참여의 주체로 등장하며 위키피디아, 유튜브, 블로그,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정

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게 되었다. 이어서 현재에 해당하는 웹 3.0의 시대

는 기계가 인간처럼 콘텐츠의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학습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발전된 시기에 해당한다

(Morris, 2011; 이지현 외, 2014: 146-147에서 재인용). 

아울러, 증강 현실, 3D 기술을 통한 현실감 있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웹 3.0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김거수·장동련, 2013).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

(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coevolution)하고 그 속

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뜻한다. 

메타버스는 편의성 및 확장성, 상호작용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 PC,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휴대하던 

것이 착용하는 것으로 바뀌며 편의성과 확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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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와 터치 방식에서 음성, 동작, 시선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감의 상

호작용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이승환, 2021: 1-5). 

이렇듯 우리 삶에서의 기술적, 도구적 변화는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로 다

가오고 있다. 즉, 우리는 디지털 도구에서 공간으로, 그리고 공간에서 환경

이자 사회로서 기술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디지털 환경(digital environment)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니다.

Bronfenbrenner(1977)에 따르면, 개인은 여러 개의 영향력 체계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고 발전한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 과정은 즉각적인 

환경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내재되어 있는 더 큰 사회적 맥락, 공

식적, 비공식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ronfenbrenner, 1977: 514). 

그는 인간의 발달을 사회 생태학적 모델(socio-ecological model of 

development)로 설명하였는데, 이 이론에서는 단순히 환경 자체가 인간에게 

투과하는 영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환경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주목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에는 

가정과 환경이라는 전통적인 사회화 기관이 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의 삶과 가까워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시민으로서의 발달을 연결 

짓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Bronfenbrenner(1977)가 말하는 생태학적 시스

템 중 디지털 환경 역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형태의 시스템으로

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KPMG 보고서(2017: 4)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세대는 

1996~2010년 출생 사이의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보급되던 때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

위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고유성을 지니게 된 세대라 평가받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Turkle(1995)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을 현실과 동반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그곳에서의 경험을 현실 경험으로 간주할 만큼 환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밖에 다른 연구자들 역시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삶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

음에 주목한다(Boyd, 2008; Hobbs & Yoon, 2008; Machacko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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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erek, 2017).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의 시민 발달과 관계된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분산적

이고 대안적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다(김은미·양소은, 2013: 316).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약한 유대 관계(weak ties)로 칭해진다. 강한 유대 관계

(strong ties)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감정이 공유되는 밀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반면, 약한 유대 관계는 접촉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커뮤니

티 외부의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를 지칭한다(Granovetter, 1973: 1363). 

하지만 약한 유대 관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특정한 타인들과의 교류에 

따라 참여를 이끄는 주된 관계망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디지털 환경에서

는 사람들이 개별화된 공간을 넘어 특정한 정보나 의견으로 결집해 집단화

된 공동체로서 더 광범위한 사회로의 연결을 경험하고 참여에 가담하기도 

한다(Wang & Wellman, 2010). 

둘째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유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 속 여러 장치들은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

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타자들과 만나고 소통하지만, 그 전에 디지털 환경이

라는 곳에 접속하고, 특정한 기능들을 이용한다. 이때 디지털 환경이 특정

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행동유도성(affordance)다. 행동유도성은 인지심리학자인 Gibson이 어떤 상

황이나 사물의 인상이 자연스럽게 특정 행동으로 이어지는 속성을 가리키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사물이나 환경이 지닌 속성이 인간에게 특정한 행동

을 하도록 유도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행위자의 신념이나 재현 혹은 추론 

등의 내적 조작(internal operation)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자가 자

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하여 적응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Reed & Jones, 1982: 411).

Gibson(1982)의 행동유도성 개념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 참

여와 같은 공적 수행을 할 때 행동유도성에 의해 그 양상이 유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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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Norman(1999: 39-40)이 이후 발전시킨 행동

유도성의 개념은 행위 주체가 가진 이전 경험과 지식 등이 실제 행위에 미

칠 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행위 주체가 지각한 바와 실제 행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각된 행동유도성(perceived affordance)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 방식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단순히 

행동유도성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창의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

다. 이때 지각된 행동유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행동유도성의 개념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

에서의 활동을 특정 방향으로 촉진하는 장치로서 플랫폼을 바라봐야 할 것

을 시사하기도 하며, 이에 더하여 이 플랫폼이 장치로서 행동을 유도한다 

해도 행위 주체의 경험과 인식에 의해 유도한 바에 구속되지 않고 창의적인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상호작용의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민주주의적 행동유

도성을 지닌 플랫폼들의 특징들을 유형화한 사례도 있다. 과거의 디지털 환

경의 행동유도성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

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그치면서 오히려 대표자들을 위해 한정하

여 사용될 수 있었지만, 최근의 행동유도성은 오히려 동원된 대중들에게 대

표자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테면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냐의 여부, 사용

자의 규범 준수를 요청하느냐의 여부, 참여의 양적 질적 팽창을 담보하느냐

의 여부 등이 이러한 저항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유도성에 해당한다

(Deseriis, 2021: 2466-2468). 

이처럼 청소년들이 머무는 디지털 환경은 시민으로서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류하는 사람과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공존하는 역동적인 생태학적 

장으로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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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청소년의 삶에서 디지털 환경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상적으로 이

용된다. 한국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한 언론진흥재단(20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주 동안 거의 모든 응답자가 포털(98.8%)을 이용했

고, 열 명 중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정도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87.4%)과 

메신저 서비스(86.6%)를 사용했으며, 열 명 중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가 

SNS(64.7%)를 사용했다. 한편, 특정 서비스 내 이용하는 플랫폼2) 종류를 

보면, 포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0.3%가 네이버를 사용하는 가운데 구글

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56.2%나 됐다. 메신저 서비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이용률이 92.5%로 여전히 높았으나, 페이스북 메신저 이

용률도 56.1%로 높은 편이었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 이용률은 

20.0%였다. SNS도 페이스북의 이용률이 80.3%로 가장 앞서고 있었으나 인

스타그램 이용률이 61.0%였고, 트위터 25.3%, 틱톡 20.6%로 틱톡이 새롭

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는 서비스마다 응답자 대부분이 사용

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존재했지만, 그와 함께 청소년들이 제2, 제3의 플랫

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국 청소년들은 여러 유

형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환경을 일상에서 접하고 있다. 

① 포털 사이트

여기서 포털 사이트(portal site)는 그리스어로 ‘문’을 뜻하는 ‘portal’에서 

나온 표현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용자들을 다양한 웹 사이트로 연결해주

는 출입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포털 사이트는 “사용자

가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집합체인 허브형의 

사이트”로 정리할 수 있다(장동훈, 2006: 417-418). 포털 사이트는 청소년

2) 디지털 환경의 장소들은 지나가는 정거장과도 같은 속성 때문에 플랫폼
(platform)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플랫폼은 무언가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
라는 뜻을 지니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은 그렇게 드나드는 컴퓨터 시스템
이자 공간을 일컫는다. 이 공간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치교환이 일어난다(노규성,
201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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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뉴스를 읽고 세상의 소식을 확인하는 플랫폼으로 이용됨에 따라 관련

하여 청소년의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문지혜·이숙

정, 2015; 신태범·권상희, 2013). 포털 사이트에는 네이버(naver), 구글

(google), 다음(daum), 네이트(nate) 등이 포함된다.

②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nline video platform)은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대표사례는 바

로 유튜브(youtube)이며 유튜브는 속성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다는 

측면에서 SNS로 분류되기도 한다. 유튜브에 관해서도 청소년의 리터러시 

능력과 시민행동에 관련된 연구(김명은·최규리, 2020; 조남억, 2011)가 존재

하며, 그밖에 유튜브 중독과 폭력성이 관련된 연구로 존재한다(고은혜·배상

률, 2016; 이혜선·나은영, 2020).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유튜브

(youtube), 네이버 TV(naver TV), 넷플릭스(netflix), 트위치(twtich) 등이 

포함된다.

③ 메신저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messenger)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채팅, 사진/동영상 공

유, 음성 및 영상통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조성완, 2012: 1).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관계적 몰입, 갈등해결, 문화형성, 중독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병수, 2014; 심홍진, 2014; 이미영·심재

철, 2010; 이승형·강기수, 2020; So & Han, 2008). 메신저 서비스에는 카

카오톡(kakaotalk),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인스타그램 다이

렉트 메시지(instagram direct message),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

(discord)등이 포함된다.

④ SNS

SNS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디지털 환경에 해당한다. SNS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약칭으로서 “제한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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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내에서 자신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으

며,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여 다른 이용자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

는 웹기반 서비스”를 말한다(Boyd & Ellison, 2008: 211). SNS는 다른 플

랫폼들의 여러 기능들을 모두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SNS의 이용률

이 뒤떨어졌지만,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SNS의 개념에 비추어서 유튜

브를 SNS로 이해한다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2-1>에서와 같이 SNS에서는 이용자가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쌍방향의 유연한 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사용자간의 네트워크로 인한 집단

지성이 발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NS는 이용자들이 관계망을 형성하여 

메시지나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구조이고, 때로는 개인적 메시지를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남길 수도 있다. 일부 SNS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블로깅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바일  상호작용과  연계되도록  고안되어  있다(Boyd & Ellison, 

2008: 213-214). SNS에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

위터(tweeter), 틱톡(TikTok), 밴드(band) 등이 포함된다. 

<표 2-1> 일반 미디어와 SNS의 비교

구분 일반�미디어 SNS

수용자�특성 대중�또는�정보소비자 정보의�생산자이자�소비자

지식생산�방식 소수�전문가 사용자의�집단지성

권력�관계 중앙집권형 분산형(네트워크형)

소통�형태 일방적,� 수직적�소통 쌍방향적,� 수평적�소통

관계�확립�방식 필요시�관계�확립� 유비쿼터스적�관계�확립

대표�사례 신문,� 라디오,� TV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출처: FKII 조사연구팀（2006:53)에서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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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위 설문 조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환경으

로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는 “공동

체가 온라인 공간에 옮겨간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공유된 관습과 지지, 집단의 정체성, 대인적 관계로 구성되는 디지털 환경

에서의 모임”(Baym, 2015: 84)을 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소년을 연

결 짓는 논의들은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그리고 상호작용과 문화를 고루 

다루고 있다(윤명희, 2009; 조반석·김재우, 2017; 조혜영·김종길, 2006). 온

라인 커뮤니티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과 링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으로 인해 간이 형태의 모

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내 카페 기능이나, 

유튜브 내의 커뮤니티 게시판, 디스코드에서 상시 운영되는 다양화된 게시

판 기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되었다는 것은 청소

년들이 시민 참여를 경험하는 맥락 역시 다채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을 사

용하며 활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 2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시민 참여

1.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의 시민 참여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는 누가, 무엇에 대해, 언제, 어떻게 수행하느

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적 특징을 지닌다(이승종･김혜정, 2018: 

52-60). 최근에는 참여를 정책 결정자 충원, 정책 결정 등의 정부 통치활동

에 개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하는 협의의 개념에서(Verba & Nie, 

1972) 꼭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공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자

발적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Conge, 198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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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Youniss 외(2002)에 따르면 시민 참여를 이렇게 협의와 광의로 개념

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공식적 차원의 정치 참여와 좀 더 간접적 수준의 

시민 참여가 공존하는 일종의 연속체(continuum)로 보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Youniss et al., 2002: 126). 

이러한 시민 참여 개념의 특성으로 인해 시민 참여의 구체적 유형 또한 

다양하다. 첫째, 시민 참여의 형태로 공동체에 대한 봉사(community 

service)가 있다. 시민 참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부

터 비롯된 개인의 자원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있다. 시민 참여에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지역 공

동체 이상의 큰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행동이 포함된다. 셋째, 

시민 참여의 형태로 정치적 개입(political involvement)이 있다. 시민 참여

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

로 집합적 행동과 개인의 노력이 동반된다. 넷째, 시민 참여의 형태로 사회

적 변화(social change)가 있다. 시민 참여에는 적극적인 시민이 미래의 사

회적 변화 및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정치적 과업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Crowley, 2007; Diller, 2001: 7-21).

이렇게 다양한 참여 양상을 포괄하는 시민 참여의 개념에 관해 최근 디지

털 환경과 관계되어 유의미한 논의가 축적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공적 

생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피력한다(Wellman, et al., 2003). 첫째, 동등한 계층(peer to peer)의 디지

털 플랫폼은 참여자들의 사회적 성향을 확대하여 가정된 자기 이익 충돌에 

대해 협력하도록 만든다. 즉, 참여자들은 또래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제

공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일로서 사회적·정치적 사안을 인식하

고 이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Benkler, 

2008).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는 놀이 형태의 시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Nwokah, 2010).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은 상호적이고, 맥락에 민감하며, 

연결적인 개인(Klopfer & Squire, 2008)이 되도록 하는 놀이 형태의 시민 

참여의 양식을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의 행위는 힘을 

들이거나 지루한 일이 아니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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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인간은 전례 없는 시민 참여의 방법을 배우고, 협력하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Ito, 2012). 

앞서 살펴보았듯, 디지털 시민 참여는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

털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보다 일상적이고 유연한 형태를 띤다. 디지털 시

민 참여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Gordon 외(2013: 2-5)에 의하면 디

지털 시민 참여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의 공적 문제에 관

한 의견을 형성하고 관계된 과정 정보를 획득하는 것(acquire), 둘째, 공동

체와 공공영역에서의 시민 생활과 관계된 의견과 신념에 관해 논쟁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voice and debate), 셋째, 정당, 정부, 기업, 기타 집

단과 같은 사회적 기관들과의 긴장 속에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take 

action)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논의된 시민 참여는 결국 앞에 두 범주가 

세 번째 범주인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독

립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범주는 디지털 환경에 기초하여 유형화한 시

민 참여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

한 시민 참여 양식과 협력과 놀이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민 참여

의 양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추구에서 조치 취하기

에 이르기까지 소소하고 다양한 참여 양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디지털 시민 참여(digital civic engagement)는 하

나의 정의로 귀결되고 있지 않지만 시민 참여의 광의의 측면을 지니고 있으

면서 다양한 참여 양식을 포괄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 참여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 공동체에 관한 일련

의 참여’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참여 양식을 포함 

시키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시민 참여를 청소년들의 참여로 연결 짓고 청

소년들의 참여를 비통상적 참여로 구분 짓는 논의와도 관계된다. 비통상적 

참여는 기존의 법률과 관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에 기인해 항의적 성격

이 크다는 점에서(박찬욱, 2005) 청소년들의 참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참

여 양식이다. 비통상적 참여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 투입 측면에서 효율성

을 지니고 있어 전통적인 통상적 참여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되었던 여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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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청소년, 빈곤층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참여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박찬욱, 2005; 조정인, 2012).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는 통상적인 측면

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참여로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를 포함한다. 한

국에서도 촛불집회, 아고라 등과 같은 인터넷 토론, SNS를 통한 의사 표현

과 여론 형성 등에서 보듯이 비통상적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다(김영인, 

2017: 42). 

한편, 청소년의 시민 참여를 연구할 때에는 과정(processes)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Youniss 외(1997: 623)에 따

르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시민 참여는 지속적인(lasting) 영향(impact)을 

주는 중요한 경험이다. 특히 시민 참여의 실천은 성인기에 행하는 시민 참

여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할(role)과 과정(process)을 제공할 만큼 긴 호흡

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유형인 디

지털 시민 참여를 단발성의 개별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경험과 과정으로 살

펴봐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 참여를 단발성의 경험 유무보

다는 하나의 종합적 프로젝트로서 경험이 실현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의 여

러 제반 요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시민적 행위자(civic 

actor)들의 출현을 해석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Fish et al., 2011; Literat et al., 2018; Zuckerman, 2014). 청소년들

이 생활하는 디지털 환경은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이해 관심에 따른 친밀

도, 그리고 시민 정치적 참여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들 자신을 발전시키

고 실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 참여가 단순한 몇몇 의 행위로만 포착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정형화되지 않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

정’을 각종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연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에서는 연구 참여자

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겪게 되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성하며, 이를 통해 일련의 경험이 시사하는 과

정을 도출해낸다(유기웅, 2018). 또한, 범주화한 경험들은 근거 이론의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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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 모형에 따라 체계적인 틀로 정련화된다. 패러다임 모형은 경험을 이해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분석 틀로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에 따른 

경험 범주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문제의식과 맞닿은 근거 이론을 세부 연구방법으로 적용함으로

써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여기는 디지털 환경에

서 어떤 시민 참여의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구조

화되는지, 그리고 이 경험들이 어떤 과정으로 설명되며 어떤 것이 결과로서 

남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로서의 시민 정체성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동안 정체성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형

성하는 과업에 직면한다(Erikson, 1950, 1968).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

유로운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을 개발하기도 하면서 공동체 속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을 개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 과업은 책임감 

있는 성인이자 활동적인 시민이 되는 데 필수적이다(Havighurst, 1952).

그런데 정체성의 테두리 안에서 파생한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은 의

미상 자아 정체성과 다른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정체

성, 즉 시민 정체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정체성의 사회적 측면이 시민으로

서의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 특성상 기존의 정체성 

논의와 구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은 “스스로를 

시민적 행위자(civic actors)로 이해하는 자신에 대한 일련의 의식화된 믿

음”(Hart et al., 2011: 773)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체성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변화보다는 고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Nozick, 1981) 시민 정체성과 구별될 필요가 있

다. 정체성은 ‘전적으로 동일한 자기 자신의 정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

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기개념’

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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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정체성은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의 행동 패턴이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Brubaker & 

Cooper, 2000). 

둘째,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의 영향에 따른 산물로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

인식의 결정력이 다소 사소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 시민 정체성과 구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즉, 정체성은 개인이 스스로의 특성을 자신의 일부로 인

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적 특징, 직업, 집단 또는 공동체 구성원으

로서의 자격 등에 기초한다는 특징이 있다(Umaña-Taylor, 2011). 이에 반

해 시민 정체성은 시민적 행위자로서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경험과 인식이 

중요하게 발휘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시민적 행위자로서 스스로가 부여하

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식에 대한 결정을 주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Hart et al., 2011). 

그렇다면 시민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민 참여는 발달적 과정

(development process) 그 자체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성과 사회성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성이 자아로 침투하게 된다(Youniss et al., 

1997: 630).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시민 정체성인 것이다. 즉, 시민 

정체성은 성인기의 시민 참여를 차별화하는, 시간을 둘러싼 발달에 의한 결

과이며 특히 청소년들은 시민 참여 경험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시민적 행

위자로 이해하는 시민 정체성의 발달을 겪는다(Youniss et al., 1997: 

623-624).

시민 참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시민 발달(civic development) 과정에서 

시민 정체성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시민 정체성은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경

험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믿음, 가치, 그리고 목표에 통합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유용한 이론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Crocetti et al., 2012). 시민 정체

성은 타인들과의 광범위한 집단 안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의 신념과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며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Youniss 

et al., 1997). Yates와 Youniss(1999)는 시민 정체성의 내용으로서 경험, 

헌신, 신념, 그리고 목표와 같은 측면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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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민 정체성은 시민 참여라는 ‘실천’과 관계된 정체성이다. 실천 

기반의 정체성(practice-linked identity)은 다양한 영역에 접근하여 실천 속

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그렇게 

표현하는 기회들을 만나 지지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문화적 

실천 속에서 참여와 연결된 정체성을 끌어들이고, 구성하며,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 정체성의 중요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물며, 시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구성도, 검증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

미하게 나마 친사회적 행동을 논의하는 문헌들에서 시민 정체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자들은 시민 정체성이 친사회적 행동

의 근간인 도덕적 동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Busch & Hofer, 2011; Hardy & Kisling, 2006). Hardy와 

Kisling(2006)은 북미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정체성 성취에 

대한 점수는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정체성 혼동

에 대한 점수는 친사회적 행동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Busch와 Hofer(2011)도 정체성 성취 점수가 독일과 카메룬 청소년들

의 친사회적 성향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시민 정체성 발달과 청소년의 시민 참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Pancer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들은 시민 정체성과 시민 참

여 간의 관계 속에서 활동가, 조력가, 응답자, 비응답자라는 4개의 시민 정

체성 유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활동가와 조력가 유형은 응답자들과 비응

답자들 보다 시민 정체성 성취에 대한 점수는 더 높게, 정체성 혼동에 대한 

점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활동가와 조력가 유형은 응답자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민 활동에 적

극적인 청소년들이 더 발달된 시민 정체성과 더 긍정적인 친사회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대한 문헌들은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 참여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발달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

게 새로운 역할, 성인 모델과의 관계, 경력 및 네트워킹 기회, 기술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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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긍정적인 시민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소개한다

(Youniss et al., 1997). 이처럼 관련 연구들은 시민 정체성과 시민 참여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체성과 디지털 환경을 접목한 Davis(2016)의 논의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서의 생활은 곧 정체성 수행과 밀접하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든지 

정체성을 활성화시키며, 정체성 확인을 위해 피드백을 끌어내고, 긍정적 반

응을 위해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다(Stets & Burke, 2014). 

이처럼 디지털 시민 참여는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타자들과 함께 상호

작용하면서 일련의 시민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한 행동과 관련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투표의 권한을 얻기 전에 공동체의 일

원으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중대한 단계이다

(Pickard, 2019). 이러한 단계에서 겪게 되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과정은 

그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 정체성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의 수행에 따라 그 결과물

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시민 참여 과정의 전반을 꿰뚫을 수 있는 분석적 개

념으로서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

에서 ‘자신을 어떤 시민으로 인식하는가’에 관한 시민 정체성을 시민 참여

의 결과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시민 참여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발달뿐만 아니라 시민성을 육성하는 데

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영인, 2017; 김혜진, 2014; 박가나, 2008; 

Barber, 2004; Richardson, 1983). 시민 정체성이 시민 참여의 행위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의식과 믿음을 뜻한다면 시민성(citizenship)은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영역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개

념에 해당한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체성의 ‘두꺼운(thick) 부분’이라고 

표현한 Golmohamad(2004)에 따르면 시민성과 정체성 모두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선택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이다. 특히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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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차원의 정체성인 시민 정체성은 시민들이 서로의 공동체와 맺는 관계들

의 다양한 층위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Golmohamad, 2004: 

134).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 참여에 따른 시민 정체성과 더불어 디지털 시민으

로서의 시민성인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주목한다. 디지털 시

민성은 시민성에 ‘디지털’이란 수식어를 추가하여 만들어낸 합성어로, 디지

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뜻하나 디지털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시민성의 위치짓기 

또한 여러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아미 외(2019)에 따르면,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의 관계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펼치

는 입장이 나눠진다. 1) 디지털 시민성을 아예 새로운 차원의 시민성으로 

논의하는 입장, 2) 디지털 시민성을 기존의 시민성 논의의 연장선으로 바라

보는 선형적 확장의 입장, 3) 디지털 시민성이 기존의 전통적 시민성과 연

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에 따른 비선형적 확장과 변형을 

수반한다는 입장이 그 내용이다(김아미 외, 2019: 25-26).

첫째로, 디지털 시민성을 새로운 차원의 시민성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디

지털 시민성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디지털 시민성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

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으로 규정하고 특징적인 요소를 논의한다. 특

히 이러한 입장의 연구들은 디지털 공간,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 등의 

표현을 활용해 디지털 시민성을 한정된 디지털 공간 안에서 발휘되는 것으

로 규정짓고 논의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이 혁신적 기술과 미래 혁명

에 따라 새로운 개념으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한유경, 2018; 

Mossberger et al., 2008; Ribble et al., 2004).

둘째로, 디지털 시민성을 시민성의 연장선 상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기존

의 시민성에 디지털과 관련된 요소를 추가하여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 간

의 선형적 관계를 상정한다. 즉, 기존의 시민성의 확장된 형태로 디지털 시

민성의 논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연구들은 시민성을 기준으로 

두고 디지털 시민성이 기존의 시민성과 관련하여 약화되거나 강화된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시민성 요소들에 디지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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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in digital)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논의를 전개한다

(박기범, 2014; 이서윤, 2020; 이진석, 2018; Krutka et al., 2017).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시민성 논의와 연결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의 

특성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는 입장은 디지털 시민성을 시민성

이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서도 비선형적인 형태의 확장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디지털 시민성이 발현되는 맥락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연구도 디지털 시민성이 시민성의 비선형적 확장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서 ‘비선형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민성 논의에 근간

을 두어 위계적이거나 단계적인 차원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디지털 시민성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곳의 특성에 의해 학습될 수 있

음에 따른 다양성을 내포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일

련의 무정형적 학습을 겪게 되며, 이는 분산적이고, 학습자 지향적이며, 개

별화에 의한 비선형(non-linear)의 역동적인 형태로 일어난다(정광훈 외, 

2009). 때문에 디지털 시민성은 기존의 시민성이 의미하는 것들에 단순히 

병렬적으로 이어 만들어지는 개념이기보다는 학습을 경험하는 행위자 청소

년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만나는 

하이퍼텍스트와 링크 사회는 이용자가 자신의 흥미, 호기심, 목적 등에 따

라 마음대로 정보를 찾고 행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비선형적인 형식을 취하

고 있다(Jonassen, 1989).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클릭을 통해 

어느 곳이든 이동하면서 일종의 '사회구성의 지형도(topography of social 

construction)'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스스로 연결해 의미를 구성하는 

‘구성적 비선형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종수, 2006: 42; Barrett, 

1991: xvi). 

아울러 ‘확장’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이 디지털 환경 그 자체에

만 머물지 않고 유연한 확장성을 띤다는 점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은 시

공간적 제약에 얽매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을 모두 넘나들 수 있게 하는 일상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디

지털 시민으로서의 경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험 모두가 포함된다(Choi, 

2016). 또한, 이러한 확장성으로 인해 디지털 시민성은 국가공동체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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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와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동체로의 가능성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이지혜, 2017). 

이처럼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환경이 온·오프라인의 여러 타자들과 뒤

섞여있는 반현실의 세상이면서, 결국 오프라인의 사회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Choi, 2016) 현실의 시민성 논의와 완전히 괴리될 

순 없는 기존 시민성의 확장된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시민 참여 경험이 영향력 있는 실천적 쟁점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국가공동체를 넘어선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유연한 세

계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성이 비선형적으로 확장된 개념인 것이

다. 

위와 같이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논의한 연구들

은 디지털 시민성의 성격과 하위요소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논의들은 디지털 시민성을 행위규범, 사회참

여 행위, 역량 등 다양한 성격으로 규정하여 정의를 내리며 이에 따른 하위

요인을 제안한다.

첫째로, 디지털 시민성을 “행위규범(norms of behavior)”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Ribble 외(2004: 7)는 디지털 시민성을 테크놀로지 사용과 관

련한 행위규범이자 테크놀로지에 관한 책임의 수준으로 본다. 그가 제시한 

디지털 시민성은 총 9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미국의 국제교육기술협회

(ISTE,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2016)가 이를 

보다 체계화한 형태로 정리하여 3영역 9요소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3가지 

영역 중 존중(respect)영역에는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접근, 디지털 법률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educate)영역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상업이, 보호(protect)의 영역에는 디지털 권리와 

책임, 디지털 안전, 디지털 건강과 복지가 포함되어있다. 이 개념과 요인들

은 미국의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실천을 검토하

는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

다. 이를테면 디지털 시민성을 행위규범으로 여기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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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되어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에만 유용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Walters et al., 2019: 6). 아울러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

감 있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이 가지는 

주도성과 참여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김아미 외, 

2019: 23). 한편, Ribble의 논의는 일종의 교육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되나 최근에는 이를 설문 문항으로 개발한 연구도 등장했다(Nordin et 

al., 2016). 

둘째로, 디지털 시민성을 “사회 참여 능력(social participation ability)”으

로 규정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Mossberger 외(2008: 1-2)는 디지털 시민성

을 온라인상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라 규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

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양식의 다양화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능

력 증진, 참여의 평등 보장 등이 디지털 시민이 마주한 주요 변화라 말한

다. 황용석(2014)도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시민 능력이라 정의한다. 나아

가 디지털 시민 능력을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며 합리적으로 의

사소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디지털 시민능력으로서의 사회 참여를 강조했

다. Jenkins와 Ito(2015) 역시 디지털 환경이 가지는 참여문화적 특성에 주

목하면서 디지털 시민의 능력을 참여 차원에서 재조명한 바 있다. Hafner와 

Oblak(2014: 1294)도 디지털 시민성을 다양한 정치참여로의 확장이라 보면

서 온라인 정치참여 양식을 6가지로 정리해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문항들은 

인터넷에서 정치적 견해 표현하기, 웹포털에서 논평하기, 정당 웹페이지 방

문하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해관계 집단에 참여하기, 페이스북, 트위

터 등을 통한 정치 내용 메시지 보내기 등 6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행위규범이나 참여로서의 능력으로 살펴본 연구를 

넘어 보다 종합적 차원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고자 한 연

구들도 있다. 바로 디지털 시민성을 “역량(competency)”으로 접근하는 입장

이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국제적 차원에서 유네스코 

방콕과 함께 ‘DKAP(Digital Kids Asia Pacific)’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DKAP 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보통신기

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국가적 차이를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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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초기 연구로서 디지털 시민성을 역량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리터러시(2문항),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4문항), 디지털 참여(3문

항), 디지털 정서 기능(5문항), 창의와 혁신(6문항)이라는 5가지 영역의 합

으로 설명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한유경, 2018: 52-59). 최문선과 박

형준(2015)도 디지털 시민성을 종합적인 역량으로 바라보면서 문헌을 통해 

디지털 윤리, 미디어 및 정보 문해 능력, 온라인 참여, 비판적 저항이라는 4

가지 범주로 디지털 시민성을 개념화하였다. 나아가 한국형 척도 타당화 연

구를 실시하여 인터넷 정치참여,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비판적 관점, 온

라인 의사소통 및 협업,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라는 5가지

의 범주를 재생산하였다. 김아미 외(2019)는 디지털 시민성을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종합적 차원의 역량이라 개념화하면서 인지 영역에는 미디어 정

보 리터러시와 지식정보의 융합을, 정서 영역에는 성찰과 책임, 존중과 조

화를, 행동 영역에는 디지털 사회 참여와 연계를 통한 변혁적 행동을 하위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Kim과 Choi(2018)도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세계에 대한 포괄적 지식과 기술적 접근능력과 태도라 개념화하며 청소년을 

위한 구성요인과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인으로 

자아정체성, 온라인 참여활동, 디지털 환경에서의 유창성, 디지털 환경에서

의 윤리를 제안하였다. 임영식과 정경은(2019: 513-514)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개념화와 척도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질

과 역량이라 정의하며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 요소를 디지털 에티켓, 감정인

지, 안전과 보안,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저작권, 공감, 온라인 정체성, 사이

버폭력 대처로 고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디지털 시민성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최근 20여년 이내에 많은 진

척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개념과 측정도구가 다양하게 논의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의 분화가 고조된 이유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어느 측면에서 초점화 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점들이 강조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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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디지털 시민성을 연구할 때에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아미 외, 2019; 김은미 외, 2015; 정제영, 

2018). 특히 정재영(2018)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우 빈번하게 접

촉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임을 주장했다(정제영, 2018: 

128). 또한,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기술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그들 간의 하

위문화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김아미, 2018: 270-271). 그 경험과 사

고방식을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

성을 시민성의 비선형적 확장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역량의 측면으로 종

합적 시각을 견지하되, 디지털 시민성의 구체적 국면을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그 자체로 다차원적이고, 시대

나 사회가 처한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과 과정에 따른 결과물로서 스스로에 대해 어

떻게 의식하고 실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시민 정체성과 어떤 

자질과 역량을 보이는지에 관한 디지털 시민성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제 3절 디지털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1.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국가적 노력

글로벌 컨설팅 그룹 KPMG의 보고서(2017: 4)에 따르면 디지털 원주민 

가운데서도 Y세대는 디지털 혁명기에 성장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있는 

세대(1980~1995년 출생), Z세대(1996~2010년 출생)는 진정한 의미의 디

지털 원주민으로 현재의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통계청(2012)에서 연령에 기초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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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탈냉전 세대(1964~1978년 출생), 디지털 1.0세대(1979~1992년 출생), 

디지털 2.0 세대(1993년 이후 출생)로 유사하게 구분한 바 있다. 이호영 외

(2015: 1)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를 통해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격변의 시기를 살아냈다면 디지털 세

대들(1.0과 2.0)은 태어날 때부터 정보통신기술이 자신들을 둘러싼 삶의 환

경을 구성해왔다고 특징짓는다. 이상의 구분에서 보면 현재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과 밀접한 대표적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변형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등 일상의 많은 측

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Gazi, 

2016: 137). 디지털 환경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핵심 주제인 

동시에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은 전통적 의미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가정 외

에 청소년 세대의 시민성 개발에도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새로운 차원

의 시민교육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해지고 있다(김아미 외, 

2019; 김은미･양소은 2013; Ferrari & Punie, 2013). 

이에 세계 각국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

으로 설정하는 중이다. 해외의 경우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보다 더 진척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디

지털 시민성을 추구하는 교실 수업의 실천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물들이 

양산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Richards(2010)는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적 이해와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 2.0의 특징을 확

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Hollandsworth 외(2011)는 학생들을 더 나은 디

지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실천가들과 전문

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Blevins 외(2014)는 온라인 시민교육 게임 프로

그램의 영향을 탐색하는 혼합연구를 수행했다. 이어서 Hill(2015)은 5학년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성과 정보 리터러시를 배우는 것을 돕도록 설계된 

3D-GAMING 환경 수업의 과정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교육의 논의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옥현진(2017: 16)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디지털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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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학생은 LTE, 학교는 2G”라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서도 기존의 정보통신교육 및 미디어 교육을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형태

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노은희 외, 

2018; 함영기, 2018).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교원연수자료 

및 수업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관련된 공공기관 또한 교원연수와 자료배포에 힘을 싣고 있다(교육

부, 2017; 방송통신위원회 외, 2019).

2.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대표교과로서의 사회과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적 논의가 미미한 것이 사실

이지만, 일부 교과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사회과와 도덕윤리과, 정보과의 교육과정 각론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교과에는 디지털에 기초한 사회변화와 관련해 학생들에

게 요구되는 시민성 함양과 관련한 내용이 교과의 주된 목표나 성격에 포함

된다. 김아미 외(2019: 124)는 각 교과 중 디지털 시민성과 관계가 깊은 3

개의 교과군별로 특히 부각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과의 경우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 중 인지적 영역이, 도덕윤리과의 경우 

정의적 영역이, 정보과의 경우 두 교과에 비해 행동영역이 더 강조되고 있

다고 밝혔다. 각각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과는 디지털 환경을 파악하는 사

회적 환경에 대한 지식은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혁신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적극적 참여와 저항에 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도덕윤리

과는 정서적 건강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발달했기에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

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진단과 변혁적 행동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

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과는 컴퓨터 사고력, 알고리즘 설

계력 등 행동적 영역이 발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

해와 정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사회과는 인지적 측면의 디지털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교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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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각종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

의 실행 주체로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과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실행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과 목표에서 디지털 시민성 논의와 가장 밀접

하게 관련된다.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교과인 사회과는 학생들에게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과목이다. 이러한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과는 인간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모경환·차경수, 2021: 14-15). 사회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사회과의 교육 내용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인, 디지

털 컨버전스 시대에 대한 이해 또한 기대해볼 수 있는 교과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과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초 원칙에서 디지털 시민성 논의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시민성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는 교육과정을 구

성할 때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기초에 근거한다. 철학적 기초는 사회과 교

육과정이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상이나 이념, 가치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초는 사회과 교육과정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기초는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징 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모경환·차경수, 2021: 89-92). 이에 사회과에서는 디

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과 친화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리

적 기초에 따라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과는 실제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여러 학술연구들을 적

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

여 함의점을 도출하는 연구(이진석, 2018; 최문선·박형준, 2015)나 사회과에

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실행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연구(이대성·남상준; 2011, 이지혜, 2017)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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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2018: 78)의 연구에서는 사회과가 제 6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 개정 전까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내용 진술이 계속성을 갖지 못하

고 있다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사회과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으며, 내용 진술이 보다 풍부해

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참여와 비판적 저항에 대

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디지털 시민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충실하게 반영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최문선과 박형준(2015)의 연구에 따

르면 디지털 시민성 하위요인 4개 범주를 빈도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한 결

과, 매체와 정보 리터러시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 윤리로서의 디지털 시민

성 > 참여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순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상에서 다루는 영

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디지털 시

민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행동적 영역의 내용이 결여

되어 있다는 김아미 외(2019)의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아울러, 이대성과 남상준(2011: 122)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의 내용을 구성할 때 디지털 사회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사회

변화와 자신과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고, 둘째,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을 지니며, 셋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쟁점 중심의 내용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 이지혜

(2017)는 사회과교육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행

위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로써 사회과가 디지털 시민 육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분

석하며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교과라는 점은 향후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

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관한 교과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기보다는 관련된 교육적 논의를 추상적으로 

제안하는 데에 머물고 있으며, 행동과 참여 영역이 결여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과 과정을 통해 디지

털 시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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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의 모습은 향후 교육

적 시도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지닌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이 도

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제 4절 관련 연구 동향과 선행 연구의 검토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선행 연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러나, 간접적 차원에서는 크게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미

디어의 영향에 주목하거나, 특별 사례로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조

명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조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있다. 아울러 직접적 차원에서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 여겨지는 일부 연구들은 드물지만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경

험과 과정의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절에

서는 먼저 간접적 차원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후에, 보다 직접적으로 본 연

구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실천적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 연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첫째, 디

지털 미디어의 영향력과 청소년을 결부 짓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특히 전통적인 정치사회화 이론에 따라 전개된다. 정치사회화 이론은 어린 

세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개인이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및 감정, 그

리고 정치적 행동 등의 정치적 정향을 획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Langton, 

1969). 초기 정치사회화 이론에서는 주로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통한 영향 

관계에 집중해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주목하며 디지털 미디

어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김은미·양소은, 2013; 송인혜, 2020; Borah 

et al., 2013; Xeno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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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김은미와 양소은(2013)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로 정보적 

이용과 교류적 이용을 함께 하게 되면서 정치지식, 관심, 참여가 증진되며 

가정, 학교와 다른 대안적 정치 시민성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Borah 외(2013) 역시 다양한 관점에의 노출과 다원적인 정치 대화 참여에 

부모의 개방적 소통과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Xenos 외(2014)도 가정과 학교

보다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적 참여를 더 촉진시킨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또한 축적되고 있다. 송인혜(2020)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에 대한 의지와 행동 의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사회화 이론에 기반하여 ‘디지털 미디어와 청소년’을 결부 짓

는 연구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가정, 학교에 이어 또 다른 사회화 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정

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사회화 기관에 비해 더 막대하다

는 비교의 관점에 치중해있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자체에 대해 주목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이는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능력을 정치 참여에 대한 독립변수로 상정하는 움직임 역

시 디지털 시민 참여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 더 천착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위와 같은 접근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지니는 효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효과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일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가지는 주체로서의 영향력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는 결여된 측

면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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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사례로서의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 연구 

둘째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접근할 때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접

근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양

산되고 있다.

먼저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를 특별 사례로 다룬 연구

들은 다음과 같다. 윤성이와 장우영(2008)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사례로 

2008년 있었던 촛불집회 현상에 주목한다. 전체 참여자의 과반이 청소년일 

정도로 많은 참여가 있었던 현상에 주목하며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제를 확산하고 동원을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현상에서 연

구자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새 참여자들이 충원되는 

방식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지닌 자발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조

희정과 강장묵(2008)도 촛불집회 현상에 주목하면서 기술 활용을 포함한 문

화 측면에서는 다수의 비조직적이고 다양한 세대의 시민이 참여한 만큼 비

폭력성이 강조되었으며, 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으로서의 조직 운동을 거부한 

채 자율적 연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한편, 윤명희(2020)도 

2016년 촛불집회가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매개된 광장에서의 청소년 참여였

으며, 청소년 정체성의 지속적인 재발명 과정이라 말한다. 이에 2016년의 

촛불집회 경험은 디지털 환경을 주체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교

복 입은 약자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의 교류와 정체화를 경험하게 하는 중

요한 계기였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를 특별 사례로 다룬 연

구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교육적 처치와 계기를 통해 인위적으

로 만들어지는 통제된 경험으로 간주한다. 권은선(2019)은 대안 고등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에서 온라인 기사 쓰기 활동사례를 1년 동안 참여 관찰하

면서 참여자 4명을 면담하여 청소년들이 실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사 쓰

기 활동을 기획하고, 기사 쓰기를 통해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기사 쓰기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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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문식성이 발달하면서 지식의 생성자로서의 주체의식을 발달시켰다. 

류숙(2020)은 미디어 교육 학습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과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 미디어 교육의 교·강사 및 전문가들을 각각 6명씩을 

연구 참여자로 상정하여,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인식, 미디어 교육에 대한 평

가, 디지털 시민성 개발 등을 질적 면담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청

소년과 성인 세대 간의 격차가 보였으며, 미디어 교육에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라 말할 수 있는 실제 사례에 주목했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이 주목한 것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그 자체이기보다는 시대적으로 큰 조명을 받은 사회 현상의 일부 

또는 교육적 처치와 개입에 의한 통제적 경험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 동향은 청소년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참여를 조명했다기 보

다는, 거시적인 사회현상이나 부여된 교육 처치 속에서 돋보이는 청소년의 

참여 양상을 특별하게 다룬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디

지털 시민 참여 경험과 청소년을 연결 짓는 연구들은 다양한 학계에서 각자

의 구심점에 맞게 축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드

물게 일어나는 특별한 사례로 간주하며 주변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3.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의 조건에 대한 연구 

셋째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접근할 때 커뮤니케이션 현상

으로서 디지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체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론학에서의 커뮤니케이

션 매개 모델 이론에서 파생된 연구들이다.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이론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를 사회화 기관의 효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김은미 외, 2015; 양소은, 2020; 조남억, 

2011; Le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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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분야의 연구사례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를 일상적 접근을 통해 논의한다. 이 연구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와 관계된 

여러 요인들과 관계를 규명하면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의의를 밝

히고 있다. Lee 외(2013)는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만으로 정치참여가 이

루어지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정보의 결합과 의견화를 거쳐 참여가 이루어

진다는 매개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 미디어, 친구 등의 정치

사회화 기관에 대한 상호의존성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적 참여가 차

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분석한다. 한편, 김은미 외(2015)는 정보사회나 

네트워크 사회의 담론 이전에 필요한 ‘새로운 개인’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SNS 이용 행태의 변화에 주목해 새로운 개인으로서의 

면모를 검증한다. 연구 결과, 인터넷 및 SNS 이용유형은 관계의 규모, 다양

성과 관련이 있었고, SNS의 관계적 이용은 친밀감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넷 

이용량, SNS 이용은 관계주도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

운 개인들로서의 청소년의 행동양식과 인식체계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networked individualism)”를 제안했다. 이어서 양소은(2020)의 연구는 청

소년이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으로 변화하게 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과 변화된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시민성의 측면에서의 규범적 평가

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 중 주목할만한 것은 온라인 교류의 유형 중 관심사 

기반의 교류가 시민적 참여와 비시민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이다. 조남억(2011)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

에 주목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사회적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

다. 즉, 페이스북이 가진 생비자로서의 장치와 호혜적 규범이 네트워크를 

양산해내는 좋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와 연결된 여러 요인들의 관계에 주목

하면서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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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검토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시민 발달에 주목한 연구들은 드물지만 최근 청소

년학, 교육학,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면서 보다 실천적인 

차원의 청소년의 시민 참여 경험과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 발달에 주

목하는 연구 지형에서는 최근 디지털 환경을 통한 일상적인 활동들이 시민

적 유대와 정체성을 형성함에 따라 정치적 참여의 초기 경험이 되며, 이에 

대한 청소년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과정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김아

미 외, 2019; 배서현 외, 2019; 이준 외, 2020; Kara, 2018; Literat et al., 

2018; Viola, 2020). 

먼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인 연구들이 있다. 

배서현 외(2019)와 이준 외(2020)는 디지털 시민성 척도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청소년의 실천적 경험과 인식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들

이다. 배서현 외(2019)는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지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은 사례가 전무했음을 비판하며,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시

민성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76명의 

학생들에게 작문과제를 통해 좋은/나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표현하

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빈도로 표현해 7개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인식

을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은 디지털 시민을 기본적인 성격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언어사용 태도, 디지털 보안, 정서관리 및 메타인지, 신체

적 건강, 사회경제적 영향의 7개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준 외(2020)

는 중고등학생 714명이 지각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수준과 현재 수준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여

부를 파악하여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

털 시민성의 중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전체

적으로 ‘디지털 보안’과 ‘디지털 자아 정체성’ 영역에서 중요수준의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관한 인식에 관해서는 대체로 

관련 교육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이 학교교육에 반영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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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아미 외(2019)와 Kara(2018)의 연구는 각각 혼합연구의 성격을 

띠지만 질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의 양상에 주목하였

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연구들이다. 김아미 외(2019)의 연구는 디지털 시민

성의 개념과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념 분석, 2차 양적 데이터 분석, 

질적 분석을 모두 활용하였다. 특히 중고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학습 경험과 그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만의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즉, 우리가 몰랐던 미시적인 형태의 경험지식과 전략이 

축적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Kara의 연구(2018)도 터키 대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관련한 사고방식과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먼저 435명을 대상으로 디

지털 시민성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정치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지만,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독하는 등 비판적 관점과 세계시민의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에 이어 컴퓨터 교육 전공자 10명을 인터뷰

하여 질적 분석을 한 결과, 학생들은 청원이나 전자정부 서비스 정책 대한 

토의 참여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iterat 외(2018)와 Viola(2020)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

험에 주목하여 전면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 경험의 과정을 구성하는 조건이

나 행동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Literat 외(2018)는 청소년들이 디지

털 환경에서 참여하는 행위는 하나의 종합적 프로젝트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청

소년들의 참여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민 참여를 전통적인 유형들 중 하나로 위치시키지 

않고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그 자체로의 디지털 시민 참여로 접근하며,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로서 참여의 목표, 행위자들, 맥락, 강도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청소년들이 참여 중인 저항적인 플랫폼과 교

육적인 플랫폼을 비교 관찰하면서 질적인 차원의 긴 호흡의 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Viola(2020)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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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했음을 지적하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14-17세 사이의 청소년 10명을 대

상으로 스스로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민 참여와 시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민 정체성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자신들의 시민성은 정서적 소속감, 법적 지

위, 소속될 권리, 연령에 의한 구속, 공동체의 활동과 관여로 나타났으며, 

시민 참여의 행동방식은 기부 참여, 환경보호, 자원봉사와 같은 공동체 개

선을 위한 행동, 의견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그로부터 학습하는 상호작

용, 투표와 저항과 같은 정부기관에 대한 정치 참여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이 시민 참여를 촉진에 기여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을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영향받는 객체가 아닌 

디지털 시민 참여의 주체로 상정하며, 이들의 경험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재

현되는 접근법을 활용했다는 점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맥락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면서 경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조건과 정체성, 시

민성 등의 결과까지 다루는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분절되어 연구되었다

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지형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의 수

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

졌을지라도 일각에서 여전히 청소년의 시민 참여 경험은 척도의 검증을 돕

거나, 척도를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

민 참여 자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을 참여 주체로서 

인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 발달의 주체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며 디지털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디

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목소리

를 통한 질적 접근을 통해 시민 참여의 결과로 발달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의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뜻하는 디지털 시민

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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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절 근거 이론

1. 연구자의 인식론적·이론적 토대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시민 참여 경험에 대

해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과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에 관한 국지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연구를 택했다. 질적연구방법론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분야를 탐색

하는 데에 유용하다(Schreiber & Stern, 2001).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심층적

이고 풍부한 반응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Heppner et al., 1999).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경험과 과정으로서 연구되기보다는 당

위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로서 연구되었다는 점,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례들

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일상적인 참여 경험과 과정이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

을 우려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실제적 경험에 주목할 수 있으면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접근하는 질적 연

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방법론에서는 방법론적 일치성을 담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방법론적 일치성이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철학 및 이론,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이 상호 연결되고 관련지어짐으로써 연구의 각 부분이 전체 연구를 

위해 응집되는 것을 말한다(조영달·박선운, 2021: 116). 만약 이들 부분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조합된다면 연구 자체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 지식을 

바라보는 입장이 곧 이론적 입장과 연결되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곧 세부 방법론의 문제의식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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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식론적 관점으로 구성주의를, 이론적 관점으로 상징적상

호작용론을 상정하며, 세부방법론으로는 근거 이론을 채택하여 방법론적 일

치성을 추구하였다.

인식론적 관점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와 관련된 지식의 철

학을 의미한다. 즉, 인식론적 관점은 연구에서 타당한 지식이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전통으로는 객관주의, 

주관주의, 구성주의 등이 있는데, 본 연구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인

식론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모든 지식과 의미 있는 실체

가 사람들과 그들이 해석하는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람

들의 실제 행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며,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전달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조영달·박선운, 2021: 53-5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디지털 시민 참여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청소년

들이 마주하는 디지털 환경과, 그 속에서 만나는 여러 행위자들과의 상호작

용적 경험을 통해 실천된다는 인식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한편, 인식론적 관점에 이어 질적연구에서 이론적 관점3)은 이해를 위해, 

혹은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기 위해,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도구로서 

현상에 대한 의미의 구도를 만드는 구체적 관점을 말한다(Van Manen, 

2016).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alism)을 이론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사회심리학자인 Mead와 Schubert(1934)에 의해 기초를 

다지고 Blumer(1969)에 의해 이론적 체계가 완성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인간은 상징을 해석하는 주체로서 사물이나 인간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

한 능력이라고 가정한다(유기웅, 2018: 77). 여기서 의미의 해석과 이해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형성한다. 이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지식 및 의미가 세상과 독립된 것

이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는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구성주의

3) 이론적 관점은 본 연구가 바라보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가지는 거시적인 관점을
말한다. 이는 연구방법론과 관계가 깊으며, 1장에서 서술한 내용과 범위는 본 연
구가 바라보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선행연구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니는 입장을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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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이 배어있다(조영달·박선운, 2021: 53-5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

성주의적 인식론에 이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을 이론적 관점으로 적용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디지털 환경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세

상으로 여겨지는지, 그 속에서 누구를 마주치고 누구와 관계 맺으며 소통하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국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인식론적, 이론적 토대는 디지털 시민 참여라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자의 전제가 되는 시각과 결부된다.4)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적 맥락은 디지털 환경이며, 이 디지털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은 바로 타인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교류와 소통이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구체적인 사회현상은 바로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의 공적 이슈나 

문제,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참여’를 뜻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이다. 본 연구

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섞으면서 

사회문제에 다가가며, 이 과정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

할을 다함에 따라 시민 정체성이 구성적으로 발달된다고 본다. 아울러 시민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인 디지털 시민성 또한 

구성적으로 발달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본 연구는 구성주의라

는 인식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연구자의 전제적 태도로서 견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4) 인식론적 관점인 구성주의와 이론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연구자가 세상
의 현상을 바라보는 전제가 되는 시각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성되는 것
이며, 각 개인의 행동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수용이 동반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처럼 질적연구에서 인식론적 관점과 이론적 관점은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틀 이전에 선행하는, 연구자가 세상을 보는 전제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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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이론의 이해

1) 근거 이론의 개념

근거 이론은 구성주의적 지식에 의거한 이론화에 주력하는 질적연구방법

론의 세부 방법으로서(변기용, 2020: 55-59)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방법으

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근거 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은 현상이나 

사건이 그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현상이

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미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의 논의로부터 시작된 근거 이론

은 가설-연역적인 검증을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생활 세계에 존재하는 연구 참

여자들의 관점에 따라 형성된 생각, 행동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한 국지적 이

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때문에 근거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태도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근거로 그들의 진정

한 삶을 탐구하고,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주목한다

(Glaser & Strauss, 1967; Stern, 1980). 

근거 이론은 Glaser와 Strauss의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자료로부터 

귀납적인 이론 추출의 과정을 강조한 Glaser와 체계적 지침과 조건들을 중

시한 Strauss의 결별로 세대를 넘어 여러 분파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공

통적으로 근거 이론 접근에 해당하나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범주들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Glaser 학파의 경우, 귀납적 원리에 의한 범주와 이론을 ‘출현’시키

는 데에 충실하고 있는 반면, Strauss의 제자인 Corbin을 주축으로 한 2세

대 학파의 경우, 체계적 분석기법을 보다 확장시켜 분석의 요소들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Glaser와 Strauss의 논의를 해석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보다 구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Charmaz(2006/2013)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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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두 학자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교화한 Birks와 Mills(2015)의 논의도 주

목할만하다(유기웅, 2018: 79-81).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학파의 접근들 중 Strauss와 Corbin(1998/2001)

의 체계화된 근거 이론 접근을 적용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들의 시민적 성장과 ;경험이 어

떻게 전개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양한 조건과 행동/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으로 분석하

여 국지이론을 구성하는 Strauss와 Corbin(1998/2001)의 접근이 유용하다

고 판단하였다.

2) 본 연구와 근거 이론의 적합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시민 참여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거 이론에 적합하다.

첫째, 근거 이론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 놓인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접근을 비판하며 구체

화되었다. 현재 디지털 환경에의 청소년의 시민 참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반면, 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의 개

발과 측정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청소년

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면모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뛰어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근거 이론은 다른 연구방법들과 달리 특정 현상에 대

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할 때 그 이해의 요소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승민, 2017: 200). 특히 근거 이론은 탐색적인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Schreiber & Stern, 2001). 즉, 근거 이론은 사회 현상 집단의 행동을 설명

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신경림 외, 2005). 이러한 근거 이론의 특징은 청소년의 실천적 경험

을 다룬 연구가 극히 드문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에 주

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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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거 이론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

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과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이해하고자 그들을 

직접 면담하여 생생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경험에 

더 긴밀하게 다가가고자 디지털 시민 참여 사례에 해당하는 장면을 이미지 

캡처의 형태로 요청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주력

했다. 근거 이론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초

적 이론을 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해내는 것

에 초점을 둔다(Strauss &　Corbin, 1998/2001). 따라서 자료 중심으로 이

론을 구성하는 근거 이론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한 경험의 재구성으로 

이론화를 추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셋째, 근거 이론은 본 연구의 ‘환경’에 부합한다. 본 연구가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 현장은 바로 디지털 환경이다. 디

지털 환경은 다양한 맥락으로 참여를 야기하는 행동유도성(affordance)을 

지닌 공간이다. 행동유도성은 참여자와 디지털 환경, 그리고 참여자들 간에 

함께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강화되는데, 본 연구는 바로 이 상호작용의 특징

이 청소년이 당사자일 때, 그리고 그 내용이 시민적 행동일 때의 모습을 밝

히고자 한다. 근거 이론 역시 이론적 관점의 뿌리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둠으로써 상호작용의 양상을 최종 결과물로 보고하는 연구방법의 일환이라

는 점에서(Strauss & Corbin, 1998/2001; Charmaz, 2006/2013; Briks &　

Mills, 2015) 본 연구의 구조적 맥락인 디지털 환경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

을 줄 것이다. 또한 근거 이론은 다른 질적연구 방법들과 달리 체계적인 차

원의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발현되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는 점에서 적합한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3. 근거 이론의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거 이론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절차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그림3-1] 참조). 



- 58 -

[그림 3-1] 본 연구의 절차5)

근거 이론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사회현상과 관련한 실체적인 목소

리를 자료로 수집하고 그것을 이론의 실마리로 활용하여 국지 이론을 구성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근거 이론의 절차는 모든 과정이 분

석적인 과정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거 이론의 절차는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을 선정한 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 연구 질문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이는 연구자가 관

심을 두고 있는 현상을 깊이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은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지

속되는 고민에 해당한다. 한편,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 역시 분절되어 

있지 않다. 근거 이론은 자료수집을 N차까지 지속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참

여자 내 비교, 참여자 간 비교, 차수 자료 간의 비교를 통해 포화상태로 나

아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성찰적인 고민과 메모의 과정이 동반

되며 이는 본격적인 분석과정, 즉 연구 자료의 범주화 및 부호화 과정 이전

부터 시작된다. 

5) 연구의 절차표에 나타난 이론적 민감성, 지속적 비교, 메모 등은 자료 수집 및 분
석 부분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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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참여자 선정

1.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총 49명으로, 2020년 12월에서 21년 5월에 걸쳐 

다음과 같은 모집 및 선정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근거 이론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최초표집 이후 연구 전반에 걸쳐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그런데 이때 이론적 표집은 통상적인 

연구에서 말하는 문헌 검토를 통한 확정적인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추출하는 

표집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근거 이론에서 이론적 표집은 출현하는 이론적 

범주를 개발하기 위한 표집방법이라는, 분석과 동반되는 과정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즉 이때의 이론적 표집은 출현하는 이론을 개발하

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찾아나가는 것을 뜻한다. 즉, 근거 이론에서 이론적 

표집은 더 이상 새로운 속성이 출현하지 않을 때까지 범주의 속성을 개발하

기 위해 표집하는 것을 의미한다(Charmaz, 2006/2013: 200).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령, 성별 및 지역 다양성,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으로 폭넓게 설정하여 SNS에 모집문건을 게시하거나 

교사를 연계로 한 홍보를 진행한 뒤 최초의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동시에 

다소 넓게 잡았던 모집 기준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시작된 이론적 표집과정

을 통해 보다 상세화됨으로써 최종 표집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표집의 과정

에서는 의도치 않게 미리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추천으로 이른바 눈덩이 

표집이 이루어짐으로써 추가 모집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최초표집의 기준으로 첫째, ‘연령’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004년~2006년을 출생연도로 한 청소년을 모집했다. KPMG 보고서(2017: 

4)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세대는 1996~2010년 사이 출생

한 청소년들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안정적으

로 보급되던 때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위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문화적 고유성을 지니게 된 세대라 평가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0대 

청소년에 관심을 두었으므로 성년기에 돌입하여 경험의 폭이 넓게 발전한 



- 60 -

성년 청소년들과 입시제도에 구애받아 연구 참여자 어려운 고3 청소년을 제

외한 뒤 2004년생~2006년생의 청소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아울

러, 초기 면담 결과, 연구의 과정에서 참여자 스스로 디지털 시민 참여의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성찰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깨달은 뒤 이러한 과정

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초등학생에 해당하거나 중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제

외되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의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경험이 존재하거

나 축적되기엔 무리인 측면 또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및 거주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이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성비를 조절

하였으며, 거주지역 또한 수도권이 아닌 전국 단위의 다양한 지역을 염두 

하여 모집하였다. 이는 우선 본 연구가 양적, 질적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근거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근거 이론에서는 다른 질

적연구방법과 달리 연구 참여자 수를 보다 많이 제안하여 두 자릿수의 참여

자 수를 권장한다(Creswell, 2013/2015). 이는 다양한 맥락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모두 종합하여 이론생성을 돕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99% 이

상으로 육박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 참여자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아울러 테크놀로지

의 발달로 비대면 면담 또한 가능해진 현 시점에서는 거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용이한 상황이었다.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적 행동과 관련된 ‘경험’을 고려

하였다. 이 기준은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준으로서 이론적 표집의 과정을 통해 가장 상세한 검토 거쳐 확정되었다. 

초기에는 청소년들 중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모집한다는 

추상적인 기준이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윤리 승인을 

받은 모집문건 문서에 “디지털 환경(=인터넷; 유튜브, SNS,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참여자로서, 시민으로서 경험했던 사례, 행동, 감정,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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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경험 유형이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개발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다소 모호하고 난해한 표현으로서 본 연구에 부합하

는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모집문건을 

보고 참여 의사를 밝혀준 청소년들과 SNS 채팅과 간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경험으로 연동될 수 있는 댓글 달기, 글쓰기, 공유하기, 시청하기 

등의 이해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여 개별 경험사례를 물어봄으로써 본 연구

에서 찾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연구자가 나열한 것들은 연구자의 인식적 한계에 기반해 모든 참여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시민 참여를 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면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목하는 사회, 국가와 관련된 주제 영역이 무엇인지도 검토하고

자 하였다. 최근 관심 있는 사회문제나 논쟁이 무엇인지, 그것을 디지털 환

경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떤 생각이 개발되는지에 대

해 상세히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생활에서 나타

나는 성평등, 역사, 교육, 환경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쟁점이 포화되는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모집 과정을 통해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2004년생~2006년생의 청소년들 중 디지털 시민 참

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여성과 남성,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로 49명의 

참여자들을 확정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정보

위와 같은 이론적 표집의 과정을 거친 청소년들은 연구자가 승인받은 서

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IRB 문서를 통해 법정대리인과 연구 참여자 본

인의 동의 과정을 거친 뒤 연구 참여자로 확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49명으로, 여자 청소년 25명, 남자 청소년 2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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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2021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8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5

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6명이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10명, 경기 8명, 

인천 6명, 세종 6명, 강원 7명, 경북 4명, 경남 2명, 전남 6명으로 구성되었

다. 닉네임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신의 시민 참여를 반영

하여 직접 선정한 것이다(부록 3. 참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럼

에도 가장 주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각자의 본거지가 생성되어 있었다. 

이에 주된 시민 참여 플랫폼에는 참여자 각자의 활동 장소를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참여 플랫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과 같은 SNS에서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카카오톡, 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서비스, 그

밖에 개별화되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 대체로 여성 참여자의 

경우 SNS를 사적 교류의 공간이자 시민 참여의 공간으로 자주 활용하며 여

러 SNS를 함께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남성 참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향유하여 유튜브를 시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하되 또래 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페이스북이나 디스코드 등의 다소 폐쇄적인 SNS 및 메

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위 내용을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번 성별 학년 지역 닉네임 시민�참여�플랫폼
1

여성

중학교

3학년

서울 기쁨이(JH) 유튜브,� 인스타그램
2 서울 구름2(SM) 인스타그램,� 트위터
3 인천 민들레�홀씨(LYJ)� 유튜브,� 커뮤니티
4 경기 진솔한�대화(EJ) 페이스북
5 인천 라이크(HB) 카카오톡,� 페이스북
6 경북 평화의�민초단(DY) 트위터
7 경북 네이트판녀(DW) 트위터�
8 인천 방패(HE)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9

고등

학교

서울 정의의�리더(SH) 인스타그램,� 트위터
10 서울 배심원(CW) 인스타그램,� 트위터
11 서울 ENFP(SY)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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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학년

강원 리더(YN)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강원 스토리�공유기(JH) 인스타그램,� 페이스북13

14 인천 조용한�운동가(OYJ)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15 세종 공기(EH)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16 세종 인스타�스타(GE) 인스타그램,� 트위터

고등

학교

2학년�

경기 마라톤(JY) 인스타그램,� 트위터17
전남 해시태그(SH) 인스타그램,� 트위터18
전남 구름1(LYJ) 네이버,� 인스타그램19
전남 그림자(MK) 커뮤니티,� 페이스북20
경기 문어발(YB) 인스타그램,� 트위터21
경기 바람(W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22
강원 정보통(HJ) 카카오톡,� 트위터23

24 강원 동의자(MY) 인스타그램,� 트위터
25 인천 청원�길잡이(ES)� 인스타그램,� 트위터
26

남성�

중학교

3학년

서울 나무(MY) 네이버,� 유튜브
27 서울 JBC(JB) 트위터,� 페이스북�
28 서울 덩어리(MS) 유튜브,� 커뮤니티
29 서울 솔잎(JW) 유튜브
30 인천 비눗방울(SJ)� 유튜브,� 페이스북
31 전남 엄준식(JK) 유튜브,� 커뮤니티
32 강원 소심이(SH) 네이버,� 유튜브�
33 강원 생각하는�사람(JJ) 네이버,� 유튜브
34 경북 TToTTo(DH) 디스코드,� 유튜브
35 경북 체리찬(JH) 디스코드,� 유튜브�
36

고등

학교

1학년

경기 짱돌(YH) 유튜브
전남 동의봇(HW) 유튜브,� 커뮤니티37
강원 정보망(KH) 인스타그램,� 페이스북38

39 세종 신중한�참여자(YC)� 유튜브.,� 카카오톡�
40 세종 KYU(JY) 유튜브,� 페이스북
41 유튜브,� 페이스북세종 호랑이(BK)
42 디스코드,� 인스타그램경남 개미(HW)
43 네이버,� 페이스북

고등

학교

2학년�

경기 눈사람(SH)
44 네이버,� 커뮤니티경기 거짓말�탐지기(SJ)
45 유튜브,� 커뮤니티서울 이응이응(EJ)

유튜브,� 페이스북전남 부계정(PB)46
47 인스타그램,� 틱톡�경기 댓글�폭격기(KH)
48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세종 청원소년(YS)

49 구글,� 유튜브경남 현실�분석가(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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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의 방법은 면담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은 

3차시에 걸쳐 기간 차이를 두고 진행되었다. 면담의 형식으로는 개발 면담

과 집단 면담이 함께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별 연구 참여자를 기준으로 1회당 60분 내외의 

3회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기준으로는 총 64회[49회(1차)+7회(2

차)+8회(3차)]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2021년 5월 4주차에서 

7월 4주차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49명 모두 1:1 개별 면담(60분)

으로 이루어졌다. 2차 면담은 연구자가 초기 분석을 통해 추가 질문을 마련

하는 기간인 약 두 달을 휴지기로 둔 뒤 9월 4주 차부터 10월 2주 차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차 면담(60분)은 연구자의 초기 분석에 따른 

질문별 범주로 나누어진 소집단 형태의 1:多 형식으로 연구자를 기준으로 

총 7회 진행되었다. 이때의 소집단은 연구 참여자들의 주된 참여 방식(관찰, 

소통, 운동)에 따라 크게 3가지 군으로 설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자 수를 약 6~8명으로 조정하여 7개의 집단별로 2

차 면담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3차 면담은 2차 면담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3주~4주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3차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따라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자체적으로 구성된 집단별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8개의 집단이 형성되어 그에 따른 최종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은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화상 면담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기타 모임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대면 비디오 플랫폼인 줌(ZOO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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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보안이 설정된 링크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준 뒤 상호접속을 통

해 비대면 화상 면담6)을 진행하였다. 

비대면 화상 면담이 선택된 이유는 첫째,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한 청소

년의 경험이 ‘디지털 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기에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경

험을 연동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또는 배경의 특성 자

체가 연구에서 중요한 공간이 될 경우에는 기술적 환경이 매체나 배경 이상

의 ‘현상(phenomenon)’으로서 기능하게 된다(Salmons, 2015: 36). 본 연구

에서 구현한 비대면 디지털 환경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이 축적되는 연구의 장 그 자체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

자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에 관해 보다 유연한 분위기에서 질문할 수 있

었으며, 연구 참여자 역시 즉흥적인 떠올림에 따라 자료를 공유하여 화면에 

함께 게시해 주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편리하게 전달하였다. 이때 연

구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이미지 자료들은 휴대폰 편집 기능이나 컴퓨터 그

림판을 이용해 잘라진 형태의 캡처 이미지였는데, 포토 보이스(photo 

voice) 기법과 같이 이른바 ‘캡처 보이스(capture voice)’의 기법으로 효과를 

발휘해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이끄는 데에 기여하였다. 

비대면 화상 면담이 선택된 이유로 둘째, 참여자들의 자기노출을 보다 원

활하게 유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생활 관계보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McKenna & Bargh, 

1998). Walther(1996: 17)에 의하면 사람들은 병렬적인 특징을 지닌 면대

면 상황에서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확산성을 지닌 온라인에서 커뮤

니케이션하기를 더 열망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비대면 화상 면

담으로 인해 연구자에 대한 거리감을 최소한으로 느끼며 자신들의 깊은 고

민과 소소한 경험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털어놓았다.

비대면 화상 면담이 선택된 이유로 셋째, 참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참여자 중심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료수

집 기간이었던 2021년 5월에서 2021년 11월의 기간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6) 그밖에 비대면 화상 면담이 3차까지 이루어지는 사이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발적
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나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추가 질문이 있
을 때 디지털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채팅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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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하던 시기로 2019년 발생한 COVID-19의 여파로 방학기간 조차 축소

되었던 시기였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에게 대면접촉 

자체가 학업생활 영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여금 참여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

한 비대면 면담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활

용한 심층면담 자료의 수집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질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Lobe et al., 

2020). 아울러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한 면담은 참여자들이 보다 위협적이

지 않고 친밀한 물리적 환경인 집, 일터 등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Gruber et 

al., 2008: 257-258).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실, 집, 카페, 운동장 등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자신이 편할 때 화상 면담에 참여하

였다. 

[그림 3-2] 화상 면담 장면(1,2차)

2) 자료 수집 내용 

본 연구에서 비대면 화상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

스로 가져온 디지털 시민 참여 사례에 해당하는 이미지 캡처 자료와 면담 

자료이다. 이렇게 수집한 두 종류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성

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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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회고적(回顧的) 성격을 띤다.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을 다룬다. 이때 이 경험은 다른 물

리적 장소에서의 경험과 달리 연구 참여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에도 그 족적이 남게 된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지나간 참여의 내용을 

바로 떠올리기 힘들지라도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에 남아있는 

참여의 기록을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이에 이미지 캡처 자료는 연

구 참여자들에게 회고적인 면담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 기능하였다. 실제

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2017년의 자료부터 2021년 면담 직전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의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종단적(縱斷的) 성격을 띤다. 본래 질적 

연구는 경험을 정적인 상태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

에 종단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면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종단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2,3차의 면담 각각을 대략 2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에서의 경험처럼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지속된다. 

때문에 시차를 두고 면담을 할 때마다 과거의 경험으로 축적된 사례들이 늘

어나며 변화된 현재의 경험과 교차함에 따라 종단적 성격의 면담 자료를 수

집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되거나 

연구자의 절대적 지침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면담의 시작 단계에서 유용

하게 활용되었다. 

첫째로, 1차 면담에서는 질적 종단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적인 질문

(descriptive questions)을 참고하여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 모으기’에 주

력하였다. 기술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그 경험을 통해 무

엇이 축적되고 사라지는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경험

의 과정과 관련된다(Saldaña, 2003: 99). 본 연구에서는 1차 면담 시 관심 

있는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이러한 공적 이슈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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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생활과 관계되는 활동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

인지에 대한 경험의 묘사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어떤 이유로 시민 참여를 하게 되는지 등을 물으며 주요한 경험이 무

엇인지 알기 위한 세밀한 접근을 꾀하였다.

둘째로, 2차 면담에서는 질적 종단 연구에서 제안하는 틀을 짓는 질문

(frame questions)을 참고하여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에 대한 조건과 과

정 파악하기’에 주력하였다. 틀을 짓는 질문은 경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조건을 알아보고 사전에 참여자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질문이다(Saldaña, 2003: 71). 본 연구에서는 2차 면담 

시 1차 면담의 기술적 내용들을 종합한 뒤, 주요하게 범주화되는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는지, 그러한 경험들을 지지하거나 방해하

는 조건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2차 몀담에서는 1차 면담의 

기술적 내용들에 따라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경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

해 일련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로, 3차 면담에서는 질적 종단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적이고 해석적

인 질문(analytic and interpretive questions)을 참고하여 ‘디지털 시민 참여

의 경험과 과정의 의미 이해하기’에 주력하였다.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

은 어떤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는지, 무엇이 연구주제를 관통하는 주제인지

를 밝히기 위한 직접적인 질문을 말한다(Saldaña, 2003: 123). 본 연구에서

는 3차 면담 시 본 연구 참여를 통해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서 스스로가 느끼는 변화와 자기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울러 1, 2차 면담의 내용을 통합한 뒤 이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상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처

럼 3차 면담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이야기했던 각종 경험들

을 망라하면서 각자가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감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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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면담 질문 예시

면담�

차수�

질문�

영역
면담�질문� 예시7)�

1차� 면담

관심있는�

공적이슈와�

사회문제

§ 최근�관심있는�공적�이슈나�사회문제는�무엇인가?

§ 관심있는�공적�이슈나�사회문제를�접하게�된� 계기는�

� � 무엇인가?� (학교,� 가정,� 디지털�환경,� 또래집단�등)

§ 디지털�환경에서� 주목하는�공적�이슈나�사회문제의�

� � 유형과�성격은�어떠한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참여

경험�

§ 디지털� 환경에서� 관심있는�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에� 대해�

내가�행하는�일상적�활동에는�무엇이�있는가?

§ 이러한�참여�활동이�시작된�계기는�무엇인가?

§ 이러한�참여�활동을�어떻게�익히고�배웠는가?

§ 참여�활동의�장면을�구체적으로�묘사한다면?�

� � 어떤� 방법으로�참여하는가?�

§ 참여�활동에서�어떤�감정을�느끼는가?

디지털�시민�

참여의�의미�

§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해� 바뀌게� 된� 생각이� 있다면� 무엇

인가?� (교훈,� 깨달음� 등의� 긍정적� 사고,� 두려움,� 혐오� 등

의�부정적�사고�등)

§ 디지털�시민�참여를�통해�이루고자�하는�목적이�무엇인가?�

§ 스스로를�디지털� 시민이라고�생각하는가?

§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어른들에게� 해주고� � �

� � � 싶은� 말이�있다면�무엇인가?�

2차

면담

디지털�시민�

참여의�

지지�조건

§ 디지털�시민�참여를�가능하게�하는,� 도움되는�것들이�

� � 있다면� 무엇인가?� (특정� 사람의� 존재,� 디지털� 환경의� 문

화,� 플랫폼의�기능�등)

디지털�시민�

참여의�

방해�조건

§ 디지털� 시민� 참여를� 방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특정� 사람의� 존재,� 디지털� 환경의� 문

화,� 플랫폼의�기능�등)



- 70 -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2001)이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에 따라 진행하였다. 근거 이론에서는 자료의 분석과정을 코딩

(coding)이라 지칭한다. 코딩의 목적어인 코드(code)는 자료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의 방향을 알려주는 초기이론의 하위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코드들을 자료 속에서 찾고 정의 내리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코딩(coding)이다(Charmaz, 2006/2013: 107). 근거 

이론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크게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서술되는 메모의 작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메모는 연구자의 생각, 느낌을 적어놓은 일종의 분석, 연구자의 성찰, 이론

적 아이디어 노트를 말한다(유기웅, 2018: 82-84). 본 연구 역시 자료수집

과 동시에 메모를 이용해 자료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초기 코딩의 단초

7) 본 면담 질문지는 연구자가 참고하기 위해 연구 질문을 구체화한 형태의 반구조
화된 질문지이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다소 딱딱한 형태
의 모습을 띤다. 실제 면담에서는 보다 현장성 있는 질문이 즉석으로 추가되었으
며, 각 차시마다 면담 결과를 분석해 도출된 내용들을 다음 차시 면담에서 확인
하고자 하는 질문들 또한 추가되었다. 또한, 실제 면담 질문들은 청소년들에게 보
다 친화적인 구어체 형태의 간략한 표현으로 활용되었다.

디지털�시민�

참여의�과정

§ 디지털� 시민� 참여를� 위해� 거치는� 단계는� 무엇인가?� (공

적� 이슈와� 사회문제를� 접하게� 되는� 단계,� 참여의� 의지를�

다지는�단계,� 참여하게�되는�단계,� 참여�이후의�단계�등)�

§ 이러한� 단계에서� 지지조건과� 방해조건은�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3차

면담

디지털�시민�

참여와

나� �

§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해� 바뀌게� 된� 생각이� 있다면� 무엇

인가?�

§ 디지털� 시민� 참여�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

게�다르고,� 어떤�점에서�그대로인가?�

§ 디지털� 시민� 참여의� 초기와�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점에서�그대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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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 비대면 면담이었기 때문에 면담을 진행하면

서 컴퓨터를 이용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연구

자는 화상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고 주요한 

사건이나 의견을 요약하여 텍스트(text)파일에 메모하였다. 또한, 순간적으로 

떠올려지는 궁금증, 심화된 세부 질문, 분석적 통찰 등도 메모로 작성하였

다. 면담이 끝난 뒤에는 이 메모 내용을 정제된 형태로 요약하여 연구 참여

자 정보가 기재된 엑셀(excel) 문서에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연

구 참여자 정보의 파일의 오른쪽 열에 참여자의 주요한 경험과 그 경험의 

방해요인과 지지요인을 간단히 적었으며, 이어진 다음 열에는 그들이 디지

털 시민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디지털 시민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내용은 면담의 회차를 거듭하며 추가로 물

어볼 심화질문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한 역할을 했다. 

[그림 3-3]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연구메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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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 코딩

근거 이론 자료분석의 첫 단계인 개방 코딩(open coding)은 연구자가 면

담, 관찰, 각종문서(필드노트, 메모, 관찰일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

자 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최초 범주화(categories)를 시키는 초기 코딩과

정으로(유기웅, 2018: 86),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concepts)을 명확히 하고 

그 속성(properties)과 수준(dimensions)을 자료 내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91). 

연구자는 초기메모와 연구 참여자 정보의 정련된 핵심메모를 확인한 후 

연구 참여자들의 전사본을 3회독 하며 질적연구 코딩프로그램인 NVIVO 

R1을 사용하여 가장 기초 형태의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때 줄 단위 분석

(line by line)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근거 이론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 덩어

리를 명명하는 개념화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줄 단위 분석은 연

구 참여자가 겪은 현상이 하나의 성격을 지닌, 단독의 결로 읽힐 수 없기에 

특정한 맥락을 구조화 하는 데에 유용하다(유기웅, 2018: 87). 

개방 코딩의 전초 작업을 통해 본 연구의 초기코드들은 486개로 다소 많

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코드의 범람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화

된 인식과 행동의 양상을 망라하는 과정으로 기능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누락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 초기코드는 개

방 코딩의 마지막 단계에서 약 200개로 추려졌으며 각각은 중범주, 대범주 

등 유기적인 포함관계에 따라 나눠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방 코딩을 통

해 본 연구의 연구 질문 1)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2) 축 코딩

축 코딩(axial coding)은 범주화 작업을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수의 

하위범주를 또 다시 하위범주 간의 연계를 만들어 범주로 연관 짓는 과정이

다. 축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하위 범주와 연결시킨다

는 의미에서 축(axial)이라 표현하며, 코딩작업으로 하나의 범주의 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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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114). 축 코딩에서는 패러다임 모형, 과정분석, 매

트릭스 분석 등이 제안된다. 이중 패러다임 모형은 축 코딩의 가장 원형으

로 다른 분석과 달리 두 저자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보고되

는 형태의 코딩 단계이다. 이 패러다임의 분석에는 자료 내에서 제시되는 

중심생각인 ‘중심현상’과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

재적 조건)이 있고, 이 조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인 ‘행동/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포

함된다. 과정 분석은 패러다임 모형에서 행동/상호작용을 시간의 흐름과 공

간에 따라 추적해 그 변화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상황과 

맥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과정의 양상을 보이는 분석 방법이다(유

기웅, 2018: 94). 그밖에도 매트릭스 분석은 연구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

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 분석8)을 하지 않고, 패러다임 모형의 제시

와 과정 분석에 집중하였다. 

연구자는 개방 코딩이 마무리 된 후 초기 코드들을 하위범주와 상위범주 

등으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것들이 축 코딩의 요소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며 분석을 이어나갔다. 이처럼 축 코딩을 진행

해 본 연구의 연구 질문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8) 매트릭스는 분석자가 거시적 및 미시적 조건으로 조건을 재정비하여 결과와 과정
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 자극하는 분석틀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165-167). 근거 이론에서 제시되는 분석틀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차
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제공되는 모든 분석틀을 차용할 필요는 없다. 매트릭스 분
석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폭이 개인, 가족, 집단, 하위조직, 기관, 조직, 지역,
국가 차원으로 넓게 제공될 때 분석하기에 유용하다. 때문에 선행연구들도 산업
구조나 지역사회, 유학사회 등에서의 경험과 과정을 다룰 때에 매트릭스 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가 선택한 디지털 환경이라는 참여자의 경험 맥락은 미시적 차
원의 성격이 크므로 패러다임 분석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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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코딩

선택 코딩(selecting coding)은 근거 이론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핵심범주

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이야기 윤곽 전개를 통해 이론으로 통합시키고 정

교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선택 코딩에서 말하는 통합이란, 연구자가 원 자

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고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러한 통

합의 과정은 핵심범주의 선정, 이야기 윤곽 만들기, 그림, 표 만들기 등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2001: 135-140). 

선택 코딩은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범주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42). 즉,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된 상황들을 추적하는 이야기 윤곽을 통해 

핵심범주를 도출하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가 관련되도록 중심적인 

범주들을 연결해서 도출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2001: 130-131). 

연구자는 축 코딩이 마무리 된 후 백업해둔 초기코드들을 다시 살펴보면

서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결과와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범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범

주가 출현하였고 이를 선택 코딩 과정에서 서술하였다. 아울러 이론 통합의 

핵심범주 서술 이후에는 이를 더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 부분을 따로 할애하여 후술하였다.

이처럼 선택 코딩을 진행하여 본 연구의 연구 질문 3) “디지털 시민 참여

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이 발달하는가?”와 

연구 질문 4)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이 발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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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의 신빙성과 윤리성

1. 연구의 신빙성을 위한 노력 

질적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찾아낸 것이 의미의 이해라 여긴다(조영달, 2005: 57). 따라서 연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사한 결과를 일관적으로 도출하는 정도를 의미하

는 양적연구의 신뢰도가 아닌,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공감

을 얻기 위한 신빙성의 개념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본 연구가 선택한 세부 방법론인 근거 이론에서는 신빙성을 높이고

자 할 때 연구자의 역량으로서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 개념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이론적 민감성은 근거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질적 

연구자의 자질과 관련되는 용어이다. 이론적 민감성은 수집된 자료의 미묘

한 뉘앙스와 의미를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해할 수 있는,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

한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2001; Schreiber 

&　Stern, 2001). 이론적 민감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 전문적 경

험, 개인적 경험, 분석과정의 정교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노

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맥락을 ‘체험’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평소 카카오톡만을 지

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이용하며 페이스북은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SNS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마음먹은 후, 인스타그램의 여러 기능을 써보며 탐색적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밖에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나눠준 경험들을 

직접 체험하고자 SNS의 부계정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하고, 소개해준 온라

인 커뮤니티에 접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

는 플랫폼, 인터페이스 등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일종

의 동질감을 유발해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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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심층적인 ‘학습’을 하고자 했

다. 근거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약 2개월간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워크샵을 수강했으며, 그밖에 근거 이론과 관련한 특강을 2회 수강하

고, 근거 이론에 최적화 되어있는 코딩 프로그램인 NVIVO R1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 강습 역시 2회 수강하였다. 이 같은 학습의 과정은 그간 근거 이

론을 시도해보지 못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질적연구를 새롭게 처음부터 배우

는 경험을 선사했으며,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데

에 도움을 얻었다.

셋째, 연구 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귀납의 논리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참

여자 검토’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검토는 연구의 해석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해 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아!하!' 반응의 정도를 살펴 연구 결과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조영달, 2015: 327-337; Glesne, 2006/2008: 

252-256)을 말한다. 참여자 검토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1~3차 면담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현재 분석 중인 범주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3차 면

담에서는 최종적으로 고안된 전체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그에 대해 심층적

인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전체 면담의 중간 과정에서 이해되

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넷째, 연구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동료 검토’를 진행하

였다. 동료 검토를 위해 동질적인 전공의 교육학 연구자 모임과 이질적인 

전공의 연구자 모임(인류학, 미디어학, 사회학 등)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

해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 두 분야의 모임을 

통해 텍스트나 내용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반

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 전략(Gibbs, 2018: 133)을 사용하여 연

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더 깊고 창의적으로 보도록 노력하였다. 각각의 모임

활동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연구하는 본 연구자에게 청소년

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

판을 가능하게 하면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연구 자료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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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교차’ 면담을 진행했다. 20대 남녀 2명과 30대 남녀 

2명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가량의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은 향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지닌 특색을 부각하여 서술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 참고문헌을 살펴보는 과정,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 역시 이론

적 민감성을 개발하여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에 유의미한 장치로 작용

하였다. 

2. 연구의 윤리성을 위한 노력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면담에 참여할 때 연구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비디

오를 끈 채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2,3차의 집단 면담 시에는 비디오

를 끄는 것을 필수조항으로 두어 연구 참여자의 신상 노출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효

능감을 느끼게 하고자 닉네임을 이용해 접속하고, 닉네임을 대변하는 이미

지를 프로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서술할 때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식별되지 않도록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캡처 자료 이용 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모자이크를 이용해 편집함으로써 신상 노출을 막고

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학업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연령이 학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져 있기에 학교에서의 1,2차 지필고사의 기간에는 학업준비 시간이 보장되

어야 했다. 이에 연구자는 49명의 지필고사 일정을 모두 조사하여 가장 최

적의 시기에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일정에 따라 아침 10시에서 저녁 10시 사이, 평일과 주말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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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 및 디지털 시민 참여 사례의 이

미지 캡처 자료9)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과 과정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주된 자료는 면담 자료이며, 이미지 캡처 자료의 경우, 대표 

사례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보여줄 때에만 활용하였다.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2001)이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는 각각 현상을 이해하여 분석하고, 범

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위 두 분석을 기반으로 이론을 통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참여 경험을 망라하여 

범주화한 주요 경험들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축 코딩 단계에서

는 개방 코딩 단계에서 범주화한 경험들을 분석 틀에 따라 조건, 행동/상호

작용 전략, 중심현상, 결과 등으로 위치 짓기를 시도해 범주 간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결과

를 중심으로 이론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과 과정의 핵

심범주를 도출해 해석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로서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 1절 현상 이해 분석: 개방 코딩 결과를 중심으로

 

제 1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질문 1)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

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답하기 위해 개방 코딩을 이용하여 청소년

의 경험들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와 캡처 자

료, 메모를 근거로 의미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개념들 중 유

9)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이미지 캡처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플랫폼 사
용 방식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에 의해 삭제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연
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논문에서의 사용을 동의한 소량의 자
료들만이 분석 결과에서 활용되었으며, 주로 개방 코딩 내 행동/상호작용 전략
부분에서 면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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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개념들을 묶어내는 작업과 합쳐진 개념들을 포괄하는 작업을 통해 16

개의 최종 범주들을 생성하였다. 개방 코딩의 결과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는 <표 4-1>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4-1> 개방 코딩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 알고리즘� 추천� 기술을� 통해� 정보를� 습득

하고�사회문제에�관심을�가짐

·�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만난� 불특

정� 타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문

제에�관심을�가짐�

온라인�환경에서의� �

기술과�타인에�의한�

촉진 ①� ‘ON-OFF’의�

영향에�따라�

사회문제에�주목함�
·� 또래집단�대화에서�사회문제가�등장함

·� 또래집단의� 솔선수범을� 통해� 참여에� 관

심을�가짐�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또래집단에�

의한�촉진�

·� 디지털�환경에서�팬덤�문화를�즐김

·� 연결된�사회적�이슈에�주목하게�됨�

� 팬덤�문화와�

사회문제와의�연계
②�여가�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함�·� 디지털�환경에서�게임·스포츠�문화를

� � 즐김

·� 연결된�사회문제에�주목하게�됨

� 게임·스포츠�

문화와�

사회문제와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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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수업을�매개로�사회문제를�탐색함

·� 체험활동을�매개로�사회문제를�탐색함

학교교육이�

매개하는�

접근�기회�
③� ‘학생�지위’에�

따라�매개된�

사회문제에�접근함·� 진로관심을�매개로�교육정책과�관련된�

� � 사회문제를�탐색함

·� 진로관심을�매개로�직업분야와�관련된�

� � 사회문제에�관심을�가짐�

진로관심이�

매개하는�접근�기회�

·� 사회문제가� 나와� 주변의� 일일� 수� 있다는�

데에�공감함�

·� 디지털� 환경을� 통해� 해결의� 초석을� 마련

하고�싶어�함�

개별사례에�대한�

감정이입 ④�마주한�

사회문제에�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
·� 사회문제에�따른�실망으로�분노를�느낌

·�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지가�

발달함�

감정이입에서�

분노의�감정으로�

연동

·� 공격적인�언행에�대해�회의감을�느낌

·� 소통방식과�언행에�대해�고민하게�됨�

내일�없는�싸움에�

대한�충격 ⑤�마주한�시민�

참여�문화에�대한�

‘비판적�시각’을�

생성함
·� 10대를�무시하는�분위기에�실망함

·� 성인들과� 다른� 10대로서의� 행동을� 다짐

하게�됨

10대에�대한�

차별적�무시

·� 각종� 플랫폼에서� N수� 확장을� 유도하는�

기능에�익숙해짐�

·� 증폭�문화로�사회문제를�쉽게�접하게�됨

N수�확장의�증폭�

문화에�대한�적응�
⑥� N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

·�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문제가� 주목받을�

수� 있음을�믿게�됨

·� 사소하게� 처리된� 사회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음을�믿게�됨� �

N수� 확장의�증폭�

문화에�대한�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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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속도감� 있게� 공유되는� 정보

에�익숙해짐�

·� 속도전�문화로�사회문제를�쉽게� 접하게�됨

실시간�파악의

속도전�문화에�대한�

적응 ⑦�실시간�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함·� 현장감�있는�정보가�시대에�알맞은�

� � 정보라�믿음

·� 실시간�속도전에�가치를�부여함�

실시간�파악의

속도전�문화에�대한�

신뢰

·� 관심� 촉구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여� 연대

에�보탬이�됨

·� 관심� 촉구를� 위해� 타인들을� 촉진하여� 계

몽을�추구함

관심�촉구를�위한

연대와�계몽 ⑧�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

·� 관심� 촉구를� 통해� 당사자를� 지지하는� 데�

가치를�둠

·� 관심� 촉구를� 통한� 다양한� 대안� 논의에�

가치를�둠

관심촉구에�대한

가치�부여�

·� 시민�참여로�약한�유대관계를�맺음

·� 약한�유대관계가�친밀한�관계로�발전함

의미있는�타자들과

관계�맺기
⑨�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
·� 약한� 유대관계의� 사람들과� 지지와� 응원

을�주고받음

·� 약한�유대관계의�사람들과�연대하며�

� � 함께� 참여함�

의미있는�타자들의�

지지와�연대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참여� 족적의� 노출을�

두려워함�

·� 참여� 족적으로� 또래집단� 친구들에게� 이

미지가�나빠질까봐�염려함

참여의�족적에�대한�

불안감
⑩�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약’을� 마주함·�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저지로� 참여

의�제약을�받음

·� 가정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저지로� 참여

의�제약을�받음� �

물리적�제약을�

맞닥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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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반응까지� 정보로�

간주하여�종합적으로�확인함

·� 여론을�언론보다�더� 중요하게�여김�

여론�중심적�

문제�확인

�⑪�사회문제�

파악을�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 기존/유사언론의�자료를�판별하여�이용함� �

·� 공신력�있는�기관의�자료를�이용함�

믿을만한�자료를�

얻기�위한�다양화된�

탐색

·� 개별�플랫폼을�자료�저장고로�활용함

·� 의도적으로�구성한�자료�창구를�이용함�

자발적인�

인식의�장� 구성

·� 상처�주는�언행이�있는�장소를�기피함

·� 싸움을�유발하는�참여자들을�무시함
기피와�무시로�일관

⑫�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여의�안전지대를�

마련함

·� 신고시스템으로�직접적인�조치를�실행함

·� 노출되지�않도록�의견을�표현함�
적극적�조치의�실행

·� SNS� 계정을�여러�개� 만들어�사용함

·� 10대� 청소년이�아닌�척하는�행동을�함�

용도�또는�자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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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의견표명이�부담스러움

·� 충분한�자료를�찾고�생각의�시간을�가짐

사회문제에�대해�

골몰하는�사고�활동

⑬�개별화된�시민�

참여�방법을�

‘특화’함

·� 문제�제기에�도움이�되는�방법을�찾음�

·� 좋아요와�싫어요로�사회문제에�대한�

� � 찬반� 의견을�은근히�표현함�

사회문제에�대해�

반응하는

상징표현�활동

·� 싸움을�피하는�참여�방법을�고민함

·� 평화로운�분위기에서�댓글�활동을�함

사회문제에�대해�

소통하는

댓글�활동� �

·� 24시간�내에�사라지는�게시물로

� � 문제의식을�전달함�

·� 반영구적�게시물로�문제의식을�전달함

사회문제를

전파하는�

게시물�공유�활동

·� 수다�섞인�토의형�채팅에�참여(주도)함

·� 직접적인� 참여� 요청이� 오고� 가는� 간결한�

채팅에�참여(주도)함�

공감과�요청으로�

이루어진�또래�간�

채팅�활동

·� 또래� 친구들의� 존재� 자체가� 시민� 참여를�

지탱하는�힘이�됨

·� 더� 많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생김

또래�친구들과의�

동행에�대한�열망
⑭�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전략�

개발에�총력을�

기울임

·� 1대1의� 공간에서�사회문제를�논함

·� 무시하지�못하는�읽씹�금지�문화를�이용함

·� 부담�없는�언행을�구사함

또래집단�문화에�

대한�진단과�적용

·� 간결하고�눈에�띄는�자료를�공유함

·� 편리하고�직접적인�참여�경로를�제공함�

참여부담을�

줄여주는�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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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환경에서� 주목했던� 사회문제를�

학업과제와�연동함

·� 학업과제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로�순환함�

학업생활로의�연동

⑮� ‘ON-OFF의�

자유로운�연동’을�

통해�시민�참여를�

지속함

·� 친구들과의� 대면� 만남의� 화두로� 디지털�

환경에서�주목했던�사회문제를�거론함

·� 교우생활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로�순환함

교우생활로의�연동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 �

서� 소소한�실천을�시도함�

·� 일상� 실천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로�순환함�

일상생활로의�연동�

·� 디지털� 환경과� 밀접한� 청소년이� 시대의�

주인공이라�의식함

·� 본인� 스스로를� 문제� 해결의� 기여자로서�

현재의�시민이라�인정함

현재의�

시민으로서의

자기�인정�

⑯�시민참여를�

지속하게�하는

‘정체화’를� 경험함�

·� 지금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미래� 시민으

로서의�준비라�여김

·� 지금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후속� 세대에�

대한�대비라�여김

미래의�

시민으로서의

기대와�대비

·�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시민� 참여가� 지닌� �

한계를�고민함

·� 디지털�환경에서의�시민�참여�자체가�

� � 지닌� 한계를�고민함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한�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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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OFF’의 영향에 따라 사회문제에 주목함

디지털 환경에서 ‘ON-OFF’의 영향에 따라 사회문제에 주목했다는 것은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으로부터 특정한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술인 알고리즘 시스템과 사람인 커뮤니티 구

성원 또는 SNS로 관계 맺은 타인들에 의해 자신에게 추천되는 콘텐츠로 사

회문제를 접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을 둘러싼 오프라인 환경의 대표 사례인 

또래집단 친구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목격하고 나서 사회문제에 대해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 두 경우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전

자의 경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마주한 기술과 낯선 타인들에 의한 접근

이라는 점, 후자의 경우, 특히 오프라인 환경에서 마주한 익숙한 또래 친구

에 의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ON-OFF’의 영향을 고루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온라인 환경에서의 기술과 타인에 의한 촉진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를 접하게 만드는 기술을 경험

하고 타인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온라인 환경이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먼저, 기술의 

측면에서는 알고리즘10)이 대표적인 계기를 만들어준다. 알고리즘은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한 논리에 따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소식들에 대한 양

적, 질적 통제를 하는 세계관 그 자체를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사

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의 추천에 의해 사회문제에 노출되

고 있었다. 

해시태그(SH)와 짱돌(YH)은 알고리즘에 의해 사회문제에 노출된 것이 자

10) 알고리즘(algorithm)은 컴퓨터 혹은 디지털 대상이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
한 설명이자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으로 논리나 통제
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Goffey, 20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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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시민 참여를 촉진했다고 생각한다. 주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이

용하는 해시태그(SH)는 하루 두세 차례 두 플랫폼에 들어갈 때마다 SNS에

서 구동되는 알고리즘 추천 기능에 의해 사회문제와 마주한다. 그녀는 자신

의 SNS 피드에서 ‘띄워주고’, ‘보여주고’, ‘넘어오는’ 정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유도해준다고 여긴다. 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짱돌

(YH) 역시 자신이 구독한 콘텐츠가 아님에도 유튜브 정책에 의한 추천 기

능으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접하고 있다. 사회 현안을 뉴스처럼 요약한 

여러 콘텐츠가 ‘뜨면서’ 추천되기 때문에 짱돌(YH)은 손쉽게 사회문제에 접

근할 수 있었다.

고2여_해시태그(SH)_개별 화상 면담(2021.06.06)

제가 SNS를 조금 엄청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들어가 봐요. 근데 그게 (많이) 알고리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막 피드에 띄워주고 또 제

가 관심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자료들이 제가 볼 수 있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제 SNS에.

고1남_짱돌(YH)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구독한 게 아닌데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슈 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뉴스 굳이 안 봐도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찾아서 보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냥 뜨는 거 보는 것 같아

요.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알고리즘 추천 기능에 따라 특정한 이슈나 안건

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주로 이용

하는 JBC(JB)는 최근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생기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창구로 이용한다. 또래 친구들이 이미 인스타그램이

나 트위터로 본거지를 옮긴지 오래지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에 

의해 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루는 언론 매체의 기사, 특정 페이지의 재가공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느끼기에 페이스북은 성평등과 관

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커뮤니티들의 입장을 캡처하거나 이에 대해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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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본거지를 찾

아 들어갈 품을 줄여주는 대리자로서의 페이스북의 정보제공에 편리함을 느

낀다. 이를 통해 그는 여러 논쟁점들에 대한 여성, 남성의 입장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나름의 인식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3남_JBC(JB)_개별 화상 면담(2021.05.28)

찾아볼 기회 자체가, 찾아볼 그 시도할 만한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게 

페이스북 자체는 이슈되는 글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여초 

카페의 입장, 남초 카페 입장, 남초 카페 행동, 여초 카페 행동 이런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찾아본다기보다는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올라와서...

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정보망(KH)은 두 플랫폼에서 추

천기능을 통해 뜨는 구체적 사회문제로 코로나 19를 꼽는다. 그는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한 상세한 상황 전개와 관련된 논쟁점들에 대한 여러 기사

와 재편된 정보 등을 확인한다. 이는 알고리즘이 정보망(KH)에게 추천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코로나 19와 관련된 게시물을 자주 살펴봄으

로써 더욱 그 추천기능을 강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정보를 살펴

본 뒤, 또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연동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코로나 19와 관련된 방역수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알려준다.

고1남_정보망(KH)_개별 화상 면담(2021.06.19)

제가 하는 SNS에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인데 두 개 다 좀 하루

에 한 번씩은 좀 들어가는 편인데 들어가 보면은 한두 번씩은 코로

나 관련 문제를.. 아니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중략) 페북에 나온 

거 보고 ‘다른 거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한 번 찾아보고 별다를 게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은 내용이 좀 덧붙여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았던 것 같아요.

한편, 사람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만나는 낯선 타인들이 사회문

제에 대해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른바 약한 유대 관계로 일컬어지

는 낯선 타인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여러 플랫폼에서 스쳐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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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때로는 상주하는 인물들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익명의 존재이

지만 SNS로 사회문제와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근거로 관계 맺은 타인들

이나 포털 사이트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만나는 지나가는 댓글 작성자,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서 사회문제를 접하게 된다.

트위터를 주로 이용하는 정보통(HJ)은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기능을 이

용해 다양한 불특정 타인들의 게시글을 살펴본다. 이때 공적 이슈나 사회문

제에 관해 청원 링크를 올려주거나 관련된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이

용자를 만났을 때 팔로우(follow; 친구맺기)를 한다. 팔로우 기능을 이용해 

해당 이용자와 관계 맺고 그가 올리는 게시글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녀는 

이렇게 우연적 계기로 관계를 맺은 타인들에 의해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그리고 상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HJ)은 이렇게 모은 

타인들을 통해 성평등, 아동보호, 10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다. 

고2여_정보통(HJ)_개별 화상 면담(2021.06.14)

우연히 추천에 떠가지고 들어가 봤다가 사회적 문제들이나 이런 걸 

올리시는 걸 보고‘팔로우로 해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팔로

우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는 게 보기도 편하

고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자

료를 이렇게 댓글까지 올려주시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상주하는 덩어리(MS)는 디시인사이드 갤러

리(DC inside gallery)라는 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회문제를 

접한다. 그는 최초에 야구와 관련된 갤러리를 보다가 ‘싱글벙글 지구촌’이라

는 세계 이슈와 관련된 갤러리도 들어가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 야구라는 

스포츠를 다루는 갤러리지만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갤러리인 만큼 그에 

맞게 종합적인 이슈가 다뤄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곳에서 커뮤니티 구성

원이 쓰고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추천된 성평등과 관련된 게시글을 마주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싱글벙글 지구촌이라는 갤러리에서는 원전이

나 태양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대해 커뮤니티 구성원이 정리해 

올려놓은 게시글을 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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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남_덩어리(MS)_개별 화상 면담(2021.05.30)

가장 최초에 들어간 건 국내야구 갤러리였어요. 친구 중에 원래부터 

하던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이렇게 몇 번 옆에서 같이 학교에서 핸

드폰으로 같이 보거나.. 보내준 링크 클릭해서 보다가 생각보다 친구

랑 저랑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중에 약간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미있거나 아니면 어이없거나 그런 일

들을 쓰는 데인데 거기 약간 웃긴 이야기나 약간 정치적으로 ‘누가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했더라’하는 내용도 들어가 보는데 거기 

중에서 몇 개를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거 같

아요.

2)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또래집단에 의한 촉진 

연구 참여자들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맺은 또래집단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특히 또래집단 

친구들이 선행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를 목격함으로써 그들의 솔선수범을 모

방하고 이를 시민 참여 행동을 시도하는 발판으로 이용한다. 연구 참여자들

은 평소에도 SNS와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을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해 이

용하거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시민 참여적’으로 전환

하여 확장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래집단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집단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뒤쳐졌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사회문제에 더 깊이 다가갔다. 또는 오프라인에서 농밀

한 관계를 맺고 있던 또래집단 친구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두려움 없이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광경을 보고 이에 대해 소소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

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솔잎(JW)은 평소에 사회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

니었다. 그는 자신의 취미에 따라 영상편집, 영화소개와 관련된 유튜브 영

상들을 소비해왔으나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의 ‘사회문제’ 관련 이야기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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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심이 생겼다. 이에 그는 친구들의 대화에 끼고자 하교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화 중 언급되었던 사회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찾아보는 행동을 

지속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 다수에게 목격되었는데,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애착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3남_솔잎(JW)_집단 화상 면담(2021.10.02)

저는 원래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제가 원하는 영상만 보다

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점점 얘기하는 거 듣고 ‘나도 한번 약간 

봐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활동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게 원래 막 

애들이 ‘오늘은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었다.’ 이러면 그런 거 얘기

할 때 ‘나는 어제 그 채널에서 영상 정보를 접했는데 좀 나는 이렇

게 이렇게 생각해.’ 하면 ‘그 채널이 뭐지?’ 하면서 생각해보다가 

한번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방패(HE)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

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또래집

단 친구가 페이스북 스토리11) 기능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국민 

청원 링크를 올리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처음으로 청

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믿을 수 있는 친한 또래집단 친구의 솔선

수범은 일종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향후 그녀가 관심 

있어 하는 환경문제나 청소년 범죄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변

곡점으로 작용하였다. 

중3여_방패(HE)_집단 화상 면담(2021.09.25)

저는 원래는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기만 했는데 친구가 

페이스북 스토리에 정인이 학대 관련 청원을 올린 걸 보고 나서 그 

11) 스토리 기능은 게시물 작성 기능과 달리 사진과 동영상, 텍스트가 24시간 이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다. 즉, 스토리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올릴 경우, 24시간 안
에 그 게시물은 자동으로 휘발되게 된다. 때문에 그날 그날의 상황이 보고되는
즉시적인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 스토리 기능에서는 친구가 공유한 스토리 게
시물을 누르면 친구와 바로 1대1 채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들은 스토리 기능으로 연동되어 각 플랫폼에서 작성한 글
을 끌어다 붙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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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 청원에 참여했던 것이 사회

적 참여를 하게 된 첫 계기인 것 같아요. 친구가 올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SNS에 뭔가를 올린다는 게 약간 거부감이 들

고 그랬는데 친구가 직접 올리니까 뭔가 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에 의한 유

도와 사람에 의한 영향으로 시민 참여 행동을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

색하거나, 평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해 지나쳤던 소소한 참

여 행동들을 시도해봄으로써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되었다.

 

2.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함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12)의 이슈’를 마주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향유하

는 여가 문화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사회적 성격을 띰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

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가 생활을 향유하면

서 자신의 여가 영역이 사회문제적 성격을 띠는 이슈, 즉 ‘사회문제st의 이

슈’와 맞물리는 경험으로 인해 사회문제에 대한 초기적 접근을 한다.

청소년들에게 여가 문화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분출하는 창구로 활용된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을 

통해 여가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

나는 미디어 소비 활동의 비중이 99%에 육박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인다

(통계청, 2021).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여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가 문화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gender)에 따른 차

12) 인터넷에서 자주 쓰이는 st라는 단어의 속뜻은 '스타일(style)'이다. 주로‘~한 형
식의’라는 용례로 사용된다(조선일보, 2013년 0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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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또한, 이 여가 문화는 여성과 남성별로 발달한 각각의 팬덤 

문화, 게임 및 스포츠문화 속에서 사회문제를 만나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팬덤 문화와 사회문제와의 연계

팬덤(fandom)은 ‘열정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나픽(fanatic)’의 줄임말

인 ‘팬(fan)’과 특정한 집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덤(dom)’의 합성어로, 대중

문화 영역에 등장하는 뮤지션, 배우, 서사물, 장르들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문화 속에 수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Fiske, 1992).

팬덤과 청소년을 연결 짓는 논의들은 거의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시각은 병리적이라는 시각과 참여적이라는 시각이 공존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참여적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팬덤활동

자들이 대중문화의 소비자인 동시에 파생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이

며 참여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Jenkins, 2007). 이들은 기존의 헤게모

니 문화에 도전하는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참여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다

(홍종윤, 2014).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여성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마음을 

디지털 환경을 통해 표현하면서 같은 마음을 지닌 네티즌들과 함께 팬덤문

화를 향유하고 있다. 이들은 팬덤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 차원의 화두로 떠오르는 사례를 목격하고 이를 통해 

우연히 사회문제로서의 쟁점들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입장을 개발하는 계

기를 만나게 된다. 

여성 참여자인 배심원(CW)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으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서부터 트위터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트위터는 팬

덤문화의 본거지라 여겨질 만큼 다양한 연예인들의 팬들이 활동을 하고 있

는 플랫폼이다. 이에 트위터는 새로운 유형의 대중성의 출현을 돕는 의사소

통 공간으로서 사적 공공성(personal public)의 공간이라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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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 2014).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SNS 이용에 입문하게 되

었는데 이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연예계 활동을 넘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여적 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

다. 이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외교부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거나, UN의 사절단으로 코로나 19와 환경문제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등 

시민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 팬들 역시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CW)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과 그의 

팬덤 행위자들이 할 수 있는 공적 참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1여_배심원(CW)_개별 화상 면담(2021.05.30)

제가 원래 SNS를 일절 안 하다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하

고 나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었

거든요. (중략) 연예인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잖아요. 특히 선한 영

향력이 그들이 말을 한번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그걸 아니

까 저는 제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이트판녀(DW) 역시 아이돌 그룹 NCT를 좋아해서 팬덤 문화의 본거지

인 트위터를 주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이곳에서 그녀는 팬덤의 일원들이 

아이돌에 대해 많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해도 사회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합

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다. 그녀는 이에 따라 외국인 멤버

가 많아진 한국 아이돌그룹의 본질적인 상황에 대해 직시하기도 하고, 아무

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문화에서의 관용이 비상식의 관용으로 이어질 수 없

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그녀는 외국인 멤버를 좋아하긴 하지만, 건전

한 시민으로서 역사 왜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팬덤 구성원들의 성찰적

인 담론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거친 뒤 이 문제의식을 담은 게시물을 트위터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3여_네이트판녀(DW)_집단 화상 면담(2021.10.02)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동북공정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러니

까 처음에는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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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배신감이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는 이제 화가 나거든요. (중략) 일단 저는 한국인인데 중국 아이돌이 

이제 그런 동북공정 특히 그런 역사 쪽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가 너무 많이 나죠. 약간 슬픈 것도 있는데 좀 화가 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2) 게임·스포츠 문화와 사회문제와의 연계

여성 참여자들의 여가 영역으로 팬덤 문화가 있다면 남성 참여자들의 여

가 영역으로는 게임과 스포츠가 있다. 여성 참여자들이 팬덤 문화를 만나 

사회에 대한 고민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경험했듯이, 남성 참여자들 역

시 게임 업계와 스포츠 업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연관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 참여자들과 달리 개

별화된 계정을 갖는 SNS가 아닌 집단화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발길을 뻗는

다. 이른바 ‘커뮤’로 줄여 말하는 그 공간들은 같은 여가 문화에 관심을 갖

는 사람들끼리의 응축된 대화들을 엿볼 수 있어 보다 농밀하게 게임과 스포

츠 영역에 빠져들어 갈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플랫폼 특성

상 다수가 인정하여 추천한 게시물이 솎아져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학생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

인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게임과 스포츠의 활동 주체

가 되어 여가 문화를 즐기기도 하지만 ‘보기’ 역시 그들의 여가 문화로 자

리 잡아 이에 대한 감상평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누고 싶어했다. 

이에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커뮤니티의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남성 참여자인 엄준식(JK)은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LOL), 줄임말로 ‘롤’이라 불리는 게임을 즐겨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관심을 풀어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존재하는 

카페 형태의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이곳에서 그는 다양한 게임 이용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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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심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 표현을 일삼는 이

용자가 있을 때 운영자에게 신고 쪽지를 보내는 행동을 한다. 커뮤니티 이

용자들과 소통하며 커뮤니티 내부의 준칙을 내면화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서의 에티켓을 배우게 된 것이다.

중3남_엄준식(JK)_개별 화상 면담(2021.06.05)

저는 보통 거기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 게임에 대한 관련 글

들이 올라올 거 아니예요? 게임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이나 그런 게 

올라오면 너무 고맙다는 그런 댓글을 쓰기도 하고 딱히 글을 올리지

는 않아요. (중략) 네이버 카페에서는 그 게시자한테 제가 댓글을 쓰

면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보니까 질문도 하고 그런 거죠.

한편, 거짓말 탐지기(SJ)가 커뮤니티에 입문하게 된 것도 스포츠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그는 국내외 상관없이 어느 영역이든 축구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이슈들을 모두 찾아보는 탐색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축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

후 그곳에서 축구와 연관되는 정치, 언론, 행정, 법 등의 세부 이슈들에 관

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부분에서 만큼은 가장 골몰하는 주체가 10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2남_거짓말 탐지기(SJ)_개별 화상 면담(2021.06.14)

남자들도 축구 같은 거에 엄청 빠져서 해외 축구 그냥 완전 쑥 빠지

는데 그게 정치 분야일 수도 있고 어떤 언론 막 행정 막 그런 법 같

은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빠지면은 어른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젠더에 따른 여가 문화 영역에 의해 여성과 

남성 청소년이 각각 특정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

한,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가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회문제 성격의 

이슈에 접근하고 익숙해지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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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지위’에 따라 매개된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함  

‘학생 지위’에 따라 매개된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함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하게 될 때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학교교육과 진로관심

이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의 계기를 만들고 조절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시민성을 길러내는 주요한 사회화 기관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공적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정도는 시민 활동에 있어 

지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여겨져왔다(Torney-Purta et al., 

2001).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학교 교육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로 

이어진 사례들을 이야기 해주었다. 진로관심 역시 학생 지위에 따라 갖게되

는 관심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이르기까지 향후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한 진로고

민이 거세지는 시기를 겪는다는 점에서 이는 학생들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1) 학교교육이 매개하는 접근 기회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의 맥락은 첫째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특정 교과목이 

사회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 낼 때 디지털 환경에서의 탐

색과 접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특정한 사회문제 영역이 다뤄질 때, 

그리고 그것이 수행과제로 주어질 때 그에 대한 자극을 받아 디지털 환경에

서의 탐색과정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자극을 제공

하는 교과로 사회 과목이 대표적이다. 

조용한 운동가(OYJ)는 학교의 사회 수업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 대해 더

욱 심도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중학교 3학년 때, 코

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학교를 못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일종의 계기 수업으

로서 ‘살아있는 역사’사례인 세월호 사건이 원격 수업에서 다뤄진 것이다. 

이후 조용한 운동가는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계기로 2년째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한다는 노란 리본 아이콘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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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게시하고 있다. 일상의 사진들을 종종 올리며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

지만 여전히 모든 사진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이 자리잡고 있다. 그녀는 카

카오톡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일종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1여_조용한 운동가(OYJ)_개별 화상 면담(2021.07.06)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아 4월 16일이면, 아! 이때 세월호

였구나’ 하고 지나가고 1학년 때도 그렇게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다

가 중학교 3학년 때 사회샘께서 3학년 때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못 갈 때여서 세월호에 대해서 추모하는 글을 쓰라 하셨고 제

가 써보고 싶어서 써서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잘 썼다 하시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돌아가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되게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선생님이셨어서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이어서 둘째로 학교교육의 맥락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인 

동아리 활동에서 자유롭게 사회문제에 대해 다뤄볼 기회가 주어질 때 디지

털 환경에서의 접근과 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구름1(IYJ)은 학교의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시사문제를 탐구

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있다. 그녀는 동아리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설문조

사를 해서 보고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함께 이 과업을 맡은 4명의 친구들끼

리 의기투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녀는 설문조사의 주제

로 친구들과 채팅 회의를 거쳐 ‘미얀마 군사 쿠테타 사태’를 다루기로 합의

하였다. 이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어떤 형식의 설문조사가 좋을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미얀마 사태에 대한 관심이 커질지에 대해 골몰했다. 또한, 

미얀마 사태에 대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해보며 심각한 

수준의 무관심에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 쿠테타와 미얀마 군부

사태를 비교한 전략적인 질문들이 20~50세 사이의 성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에 대한 디지털 환경의 여론조사가 관심을 촉구하

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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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여_구름1(IYJ)_개별 화상 면담(2021.06.04) 

 미얀마 쿠데타를 친구들하고 4명이서 같이 조사를 해서 이걸 설문

지로 질문 한 9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과 나온 게 이거거든

요. (중략) 이렇게 저희가‘미얀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보고 저희

가 도와드릴게요.’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끼리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밖에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과목을 비롯해 역사, 국어, 컴퓨터 과목 등

에서 사회적 사건에 대해 마주하는 순간을 경험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디

지털 환경으로도 연동되며 사회적 사건과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소소한 

참여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학생회, 학교 

연합회 행사 등은 공동체로서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플랫폼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집단적 차원의 시민 참여 

행동을 독려하고 있었다. 

2) 진로관심이 매개하는 접근 기회 

 

연구 참여자들에게 진로관심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

하게 될 때 그 계기를 만들고 조절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년 기준 중학교 3학년인 16살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18살의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진로관심이 반영될 수 있는 고등학교 입시

를 준비 중이거나, 진로관심에 의거한 대학교 입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들로

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로 

진로관심의 맥락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입시와 취업을 모두 갈망하는 

학생 정체성이 소환될 때 디지털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학과 취업을 꿈꾸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

면서 이에 대한 자신들의 고민과 의견을 디지털 환경에서 분출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진솔하고 편하게 풀어내는 곳이 디지털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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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공교육의 정책과 관련한 화두가 눈에 

보일 때마다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 상의 토의 

및 토론 활동, 즉 의견 표명 활동을 이끄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

바람(WS)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에 교육정책에 대한 회

의와 반감이 교차하는 감정들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계속해서 바뀌는 고

교입시제도와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대입과 취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대화들은 10대 당사자가 아니면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

하다는 미명 아래 퍼부어지는 기성세대들의 왈가왈부가 못마땅한 것이 이유

였다. 이에 그녀는 평소 눈으로만 보던 댓글 창을 열고 10대임을 밝힌 채 

소신있는 발언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것이 그녀의 최초의 댓글 참여였다. 

고2여_바람(WS)_개별 화상 면담(2021.06.08)

 정말 학생으로서‘교육 정책이 막 바뀐다더라’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 시도한다고 꺼내놨다

가 한 2년 뒤에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바꿔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 

(중략) 이제 중학교 때 그때는 제가 인문계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래서 대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는 기사를 본 건 아니고 유튜버가 

관련 기사들을 싹 읽으면서 의견 정리해 주고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수시를 늘리는 거였나? 수시 확대 정책 

이러면서 막 내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댓글에, 제 소신을 밝혔

죠.

둘째로 진로관심의 맥락은 진로에 대한 열망이 커져 관심이 배양되고 있

을 때 디지털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청소년

으로서 10대 후반 연령대의 학생들이 숙명적으로 가지게 되는 고민이 디지

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과정을 촉진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저마다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교의 전공 영역인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광고홍보학과, 컴퓨

터공학과 등을 꿈으로 등치시켜 이야기하거나 경찰, 판검사, 광고기획자, 수

의사, 프로그래머, 교사 등의 직업군을 꿈으로 등치시켜 이야기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열망적이었던 이들의 진로관심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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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들을 자신의 미래 해결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TToTTo(DH)는 IT(internet technology) 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미래의 

프로그래머이다. 그는 코딩교육을 받는 어린 세대도 아니고, 이미 나이가 

찬 청소년의 입장이었기에 진로관심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의 시간을 꽤 

오래가졌었다. 고민 끝에 그는 게임 활동으로 많이 이용했던 음성 메신저인 

디스코드(discord)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전문가들의 방을 찾아다니

기 시작했다. IT 업계에서 체감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좀 더 내

밀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TToTTo(DH)는 이 과정에서 N번방 사건

의 초기 논의에 대해서도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빨리 접했으며, 

이것이 곧 10대 친구들의 성일탈에 위협을 가할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음성방 내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또래 친

구들에게 전달할 조언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시작하였다.

중3남_TToTTo(DH)_개별 화상 면담(2021.06.26)

그게 이제 저는 보통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일

어나는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쪽에서...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거

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또 IT 쪽으로 배우고 해야 되니까.. (중략) 왜냐하면은 IT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그 문제 그 자체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IT 업계 쪽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는

다고 될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알아야지 피해자가 많이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교육을 경험하고 진로관심을 개발하는 학

생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탐색하는 과

정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경험들은 디지털 환경의 추천기능이나 또래집단 

친구들의 선행적인 행동만큼 연구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이루진 못

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시민 참여 행동을 하는 것에 기여하고 조절하는 차

원의 간접적인 차원의 경험을 중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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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이란 여러 계기를 통해 마

주하게 된 사회문제에 대한 주된 감정이 분노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추천과 불특정 

타인, 또래집단 친구들의 참여에 의해, 그리고 학생 신분에 의해 매개된 경

험에 의해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후 마주한 사회문

제를 들여다보고 추가로 탐색을 하는 시민 참여의 초입에서 여러 당사자들

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며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정이입이 친사

회적 행동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을 구성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Wagaman, 2011)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감정의 형성은 중요한 경험으로 자

리잡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의 이해당사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들의 처참한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연동시키며 분노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어서 이러한 감정은 지속적인 디

지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폭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1) 개별사례에 대한 감정이입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서적 작용은 개별 사례에 대

한 감정이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한 사회문제들은 주로 

정련된 차원의 추상적인 사회문제보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이 나타

나 있는 사건 또는 논란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한 사회문제들은 개별 사례들로 표현되어 가볍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감정의 역학을 불러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댓글 폭격기(KH)는 틱톡 메신저를 즐겨보는데, 이곳에서 교통사고 피해

자들, 법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의 사례들을 몇 

장의 카드뉴스로 종종 접하게 된다. 그는 자연스레 이들 사례를 개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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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간주하면서 감정적 동요를 겪게 된다. 이에 댓글 창을 열어 당사자

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발언의 메시지를 작성해낸다. 리더(YN) 역시 감

정이입의 과정을 종종 겪는데, 그 이유는 나와 가족, 또래 친구들의 일일 

수도 있겠다는 공감능력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동 폭행 사건에 대

한 SNS 포스팅을 읽은 후, 빨리 가시지 않는 깊은 감정에 스며들게 되었

다. 이에 그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행사건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스토리 공유 

기능을 이용해 자신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호소한

다. 

고2남_댓글 폭격기(KH)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영상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이

제 감정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댓글을 하나 남기는 것 같아

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이분들이 어땠을지 생각하고 그걸 이제 제

가 느끼고 그래서 댓글을 달게 되고 이런 걸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감정 때문에? 

고1여_리더(YN)_개별 화상 면담(2021.06.13)

이런 범죄 사건에서 예를 들어 정인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 동

생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은 그런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제 

가족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될 수도 있는 거

니까 뭔가 공감대가 더 큰 거 같아요.

이러한 감정이입은 곧 지금 함께 연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와 주변의 

현재, 미래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위협감을 불러일으키며 디지털 환경

을 이용해 해결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으로도 이어진다. 공기(EH)

는 자신이 즐겨 하는 국민청원 동의와 같은 참여가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 그녀는 국민청원 사이트에 로

그인하고서는 늘 배회하듯 다양한 탭을 눌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사

례들에 ‘동의’ 버튼을 누르고 나온다. 그녀에게 특히 성범죄 사건들은 디지

털 환경을 통해 꼭 해결의 초석을 만들고 싶은 사회문제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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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여_공기(EH)_개별 화상 면담(2021.07.13)

최대한 이제 피해자의 억울... 피해자가 이제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아마 억울? 억울보다는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이제 

한? 한을 좀 풀어준다는 느낌이 강할 거 같아요. (가해자를)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그 판례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판례가 남게 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더 가해자들이 더 가혹

한 처벌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2) 감정이입에서 분노의 감정으로 연동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서적 작용은 개별 사례에 대

한 감정이입에 이어 처참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분출된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사회문제에 따른 피해 당사자들의 감정과 연동된 형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회의 인식과 제도에 대한 실망

감으로부터 만들어진 감정이기도 하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의 실망감과 분노감은 그대로 머물지 않고 반동을 일

으킨다. 이러한 감정의 반동은 공분할만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

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재해석을 동반한

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극적인 반응을 목격하면서 ‘사회문제’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사회문제’라는 

메타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처참하고 심각한 사

회문제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더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예를 들어, 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평화의 민초단(DY)은 실망감을 발판

삼아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다

독이며 참여한다. 그녀는 성평등 의제가 가장 많이 화두로 떠오르는 트위터

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종종 성차별적인 발언이 눈에 띌 때마다 분노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그녀는 이 분노감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 분노

를 기여의 형태로 전환 시키겠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스스로를 다독인다.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지니고 있는 무르익지 않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

고 일침을 가해야 할 책무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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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여_평화의 민초단(DY)_개별 화상 면담(2021.06.28)

이런 논쟁이나 논란에 제가 더 많이 참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약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분노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

가 가끔.. 저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이 있

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나라의 많은 페미니스트들도 그런 환경에 가봐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엄청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 배운 것 같다. 너무 인권 의식이 없

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

서 그런 이슈에 항상 참여하게 되는 거 같아요.

진솔한 대화(EJ)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그녀

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올라오는 여러 사회문제 관련 국민청원에 참여

하고 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국민청원 사이트를 방문해 신속하게 동의 

버튼을 누르고 나온다. 그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분노라는 감정

이다. 분노의 감정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사

회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인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 속에서 참여하는 자신을 만들어낸다. 결국에 이 분노의 감정은 성취감을 

이끌어내는 실천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중3여_진솔한 대화(EJ)_집단 화상 면담(2021.09.25)

 그 사회의 실체, 상황을 알게 됨으로써.. 좀 뭐랄까? 솔직히 많은 고

민이 되면서도 분노가 좀 있더라고요, 마음 속에. 이슈되는 그런 거

는 안 좋은 부정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감정을 느끼면 

분노인데 또 이 분노를 느끼다가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내 목소리

를 직접 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감정의 역학은 사회문제의 당사자들

에 대한 감정이입에서 시작해 분노의 감정으로 연결되었으며, 이 분노의 감

정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아

울러 감정이입과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사회문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개별 사례로 구체화되어 표현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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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주한 시민 참여 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생성함

마주한 시민 참여 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생성함이란 연구 참여자들이 디

지털 시민 참여를 결심한 초기의 상황에서 기존의 디지털 참여 문화에 대한 

충격과 실망에 기인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

자들은 참여의 초입에서 이미 디지털 환경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기성 세

대 참여자들의 활동을 목격하고 이를 관찰하게 되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

은 기존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이 아닌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며 충

격에 휩싸인다. 참여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10대로서의 목소리를 펼치

는 의견표명 활동을 시도했는데, 이때 2차 충격으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무시와 선민의식이 섞인 차별적 대응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

자들은 자신들의 시민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성 참여자들의 시민 참

여 문화 행태를 활용하면서도 비판과 저항의 표식으로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의 협상, 변화에 대한 

열망, 기득권층에 대한 반항, 새로운 관행과 문화의 창조와 같은 과업에 몰

두하는 저항 정체성을 체화한 주체라는 점에서(Buscemi, 2017) 디지털 환경

에서 벌어지는 저항적 하위문화 생성의 계기라 할 수 있다. 

  

 1) 내일 없는 싸움에 대한 충격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초입의 단계에서 이른바 ‘눈팅13)’이

라 불리는 관찰자적 읽기 작업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기성세대의 참여 양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공격적인 

언행이 끊임없이 목격된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 중에 양대 진영의 싸움과 

그 안에서의 혐오의 정서를 경험한다. 2021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

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더 높게 나타났

13) 눈팅이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을 읽거나 보기만 하고 댓글을
다는 등의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네이버 대중문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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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비율은 70.3%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의 장소가 뉴

스기사 댓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71%）15~19세 사이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개인 운영 방송인 유튜브에서의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다(국

가인권위원회, 2021). 

주로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생각하는 사람(JJ)은 위 통계가 보여

주듯 기존 언론사의 뉴스기사가 동영상 버전으로 탑재되는 유튜브 계정을 

다양하게 구독하며 여기서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논쟁을 확인하는 데에 관

심이 많다. 이 확인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스스로의 생

각을 정리하기 위함인데, 항상 엉뚱한 발견을 하게 돼 괴롭기도 하다. 막무

가내로 싸우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아집을 보이는 행태가 속속들이 보이

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마다 그가 댓글 창에

서 목격하는 장면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

나 폄훼하는 장면이다. 이런 장면을 보고 그는 정치가 어른들의 주요한 관

심사인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싸움으로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낀다. 

중3남_생각하는 사람(JJ)_개별 화상 면담(2021.06.11)

일단 저는 댓글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욕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이슈와 같은 거에서는 뭔가 그걸 보면서 좀 왜... 

사람들은 물론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충격적인 기성의 문화를 보고 오히려 새로운 소

통방식으로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생산적인 사고에 이른다. 참여자

들끼리 끊임없이 싸우는 행위를 목격한 뒤에는 어떤 식의 발화방식이 타인

을 더 부드럽게 반응하도록 하는지, 더 경청하게 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반

성적 사고를 통해 진정한 의견 교류 활동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세우게 된

다. 

이응이응(EJ)은 주로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주된 활동 

본거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성격을 가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특정 게시판

이다. 그는 이곳에서 추천 수를 많이 받은 글들을 보고, 어떤 방식의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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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식이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분석하곤 한다. 그는 게시판의 글 중에서 특정인의 언행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시한 글이 시민 참여 행동을 독려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고2남_이응이응(EJ)_개별 화상 면담(2021.06.08)

저는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에 대해 생각이 없었는데 커뮤니티를 하

다가 보니까는, 어떤 이슈가 된 글을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a가 잘

못했다’라고 하고 a가 왜 잘못했는지를 설명하면 제가 그것들을 보

면서‘아 얘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청원을 하거나 댓글을 

나눌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죠.

 2) 10대에 대한 차별적 무시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초입의 단계에서 관찰자적 읽기작업

에 이어 10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참여에 직접 돌입하는 경험을 축적

한다. 이때 역시 다소 실망스러운 기성세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

로 10대에 대한 연령 비하 및 무시 발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는 점 때문이다. 

청원 길잡이(ES)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

하기 위해 싸움의 본거지에 들어가 댓글로 의견 표명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10대로서의 정체성을 밝힌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

다. 디지털 시민 참여 행위가 어른들이 독식하고 선점해온 문화인 양 자신

을 무시하는 언행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른들의 본거지에 사회인

의 한 사람으로서 정면 돌파하여 의견을 교류하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부에 더 매진하라는 충고 아닌 충고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겪

은 기성세대의 디지털 시민 참여 문화는 10대로서의 투명한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고2여_청원 길잡이(ES)_개별 화상 면담(2021.07.08)

 뉴스 기사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댓글 그 뉴스 기사의 댓

글 같은 것들은 저도 가끔 달긴 하는데 약간 그런 댓글들은 30대에

서 40대, 50대 이제 어른 성인분들께서 많이 달아주시는데 가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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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곳에 댓글을 달면은‘청소년이 이제 공부를 해야지’,‘이런 거

에 관심을 갖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니네들이 어른이 돼서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게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도 

늦지 않다’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무시와 차별의 시선에 마냥 의기소침해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동의봇(HW)은 10대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무시하면서 어른이 되어 시도하라는 유예적 시선을 보

내는 이들을 뭘 ‘모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그가 생각하기로는 게

임 셧다운제, 동북공정,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청원은 10대 사이

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으며, 연결된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동의를 누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회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실천한 주

체로서 청소년들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가 자신만이 

시민 참여의 주인공이라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1남_동의봇(HW)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너무 힘이 없다?’너무‘너희들은 그냥 공부만 해라. 너희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만 없애면 좋겠어요. 다른 거 뭐 크

게 안 바라고. 왜냐하면 정치판만 봐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청원들 아까 보낸 첫 번째 청원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학생들이 다 한 건데 이런 거를 너무... 그리고 아까 

그 사건도 미성년자와 관련이 있었고.. 우리가 좀 한게 많거든요.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디지털 참여 문

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행태를 보고 환멸을 느꼈

다. 그리고 10대로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차별적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연

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기성 문화에 대해 저항적이면서도 그들

만의 참여 의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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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수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 

N수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다수의 참여에 의해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작동

하는 증폭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

자들이 직접 콘텐츠의 인기도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소셜 평가 시스템

(Social Rating System)이 구축되어 운영되는데, 이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시스템에서 도출된 값은 모두 해당 콘텐츠에서 

상호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또한 

도출된 값은 콘텐츠의 질을 미리 예상하고, 콘텐츠를 감상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지 말지와 같은 이용자들의 다음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지은 외, 2013; 최은진 외, 2012; Flanagin et al., 2011).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소셜 평가 시스템은 주요한 플랫폼들이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는 좋아요-싫어요(또는 찬성과 반대, 추천과 비추천 등)기능

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능은 연구 참여자들이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에 적

응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증폭 문화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

하고 있었다. 

 1)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에 대한 적응 

연구 참여자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을 주

된 문화로 삼는 SNS와 기타 플랫폼들을 익숙하게 이용해온 사람들이다. 때

문에 이 플랫폼들이 구현하는 기존의 기능들을 새롭게 배울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 참여 과정과 접합되는 부분은 나름의 생경한 광경이기

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내재된 N수 기반의 증폭 기능 

및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사적인 사안들과 사회의 공적인 사안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주로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덩어리(MS)는 커뮤니티에서는 추

천 수로,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수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선호 및 찬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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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 귀 기울인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서 상위 게시판으로 옮겨

진 커뮤니티의 게시글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컸다는 것이 보장된 글이기 때

문에 커뮤니티 접속 시 가장 우선하여 찾아본다. 아울러 유튜브에서도 구독

자 수로 개별 유튜버에 대해 신뢰성을 판별하며, 많은 사람들의 추천 여부

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중3남_덩어리(MS)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숫자가 크면 약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 어떤 정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쉽게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약간 방법이 숫자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동의자(MY)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한다. 그녀는 인스타그

램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에 힘쓰고, 트위터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연대에 힘쓴다. 트위터에서 그녀에게 가장 신기하게 다가온 기능은 바로 

‘실시간 트렌드’ 기능이다. 이 기능은 실시간과 트렌드의 합성어에서 비롯되

어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좋아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는 이 기능을 통해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의도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

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 싶은 글을 쓰는 약한 연대의 

타자들을 팔로우하여 자신의 팔로우 목록을 더 늘리게 되었다. 

고2여_동의자(MY)_개별 화상 면담(2021.07.01)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고 생

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사회문제 관련해서 글

을 올렸을 때, 그게‘실시간 트렌드’라고 해서 그렇게 트렌드에 올

라가게 되면은 그게 저희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보게 되거든요.

 2)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에 대한 신뢰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숫자 기반 증폭 문화에 적응해나감과 

동시에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 문화가 기여한 사례들을 목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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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N수 확장에 의한 증폭 문화에 신

뢰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었다. N수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의기

투합하면서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이에 대한 여러 담론들을 

생성하게 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생경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토리 공유기(JH)는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과됨에 따

라 억울한 개별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

었다. 이는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디지털 환

경의 N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2020년 발생한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시 2021년 1월 4일 시작해 2월 

3일 마무리되었던 정인이 양부모 엄벌에 대한 청원은 281,868명의 참여인

원을 통해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

에 대한 관심을 증폭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그 숫자의 하나로 

더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고1여_스토리 공유기(JH)_개별 화상 면담(2021.06.13)

억울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조금 이라도 제가 한 사람이지만은 더 

보탬이 되면은 좀 더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특히 진짜로 약간 구석

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서 해결을 수월하게 하게 할 수 있는..그런게 있어요.

주로 디스코드와 유튜브를 이용하는 체리찬(JH)은 유튜브에서 특히 N수

의 확장으로 인해 공론화되는 이슈들을 목격한 뒤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반영된 숫자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준 범죄사건이

나 정부의 언론 통제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해 참

고할 수 있는 정보를 쓴 댓글이나 전문가 채널을 추천하는 링크 공유 댓글

을 볼 때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여 좋아요 수가 높았던 적이 많

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댓글은 영상의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초석이 마련

되는 계기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을 요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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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근거와 호소력 있는 문장력이 돋보일 경우 해당 댓글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정부의 언론 통제 이슈에 관해서는 미디어 관련 종사자가 

해외 사례와 한국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는 링크가 제공되는 댓글

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에게 위 사례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많

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해주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국면전

환을 하는 데에 다수의 인정이 중요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다.

중3남_체리찬(JH)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약간 뭐라 그래야 하지? 댓글 같은 걸 쓰면은 보통‘좋아요’가 많

은 것 순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꼭 공론화를 해야 되는 내용 같은 게 상단에 노출

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이것도　그걸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이나 또는 그 해명을 딱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N수의 확장을 중요시하는 증폭 문화가 디지

털 환경에 스며들어있음을 느끼면서, 이 문화가 자신의 사적 사안뿐만 아니

라 사회의 공적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심 촉구와 공론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역학을 발

견하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문제나 사소하게 처리되었던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함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의 

접근성에 의해 실시간으로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속도전 문화에 적

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광대역 부분에서는 세

계 1위, 모바일 분야에서는 상위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동통신망을 비롯해 

IT 인프라에서 세계 최상위권 국가에 해당한다(NEWSTOF, 2019년 01월 

15일자).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이 문화는 디지털 환경의 특징에 기인했

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인종적 문화에 의해 기인했기도 



- 113 -

하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속도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며 이

것이 하나의 미학으로 여겨질 만큼 주요한 소통방식으로 자리 잡아 있다(강

준만, 2010).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사회문제를 확인하는 

데에 집중한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해결의 과정으로 이끌 때 필요한 것이 

속도전임을 확인시켜주는 여러 사례들을 만나게 된다. 이로서 빠른 증폭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다. 

1)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에 대한 적응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관심

사를 표현해주는 플랫폼의 기능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포털 사이트인 네

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있다. 그러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기능

은 2005년부터 이어오다가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

다. 정치적 용어를 선점하는 논쟁을 야기하고, 마케팅과 광고의 온상이 되

어왔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가 사라지면서 갈 길을 잃었다고 할 만큼 당시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를테면 주로 네이버와 유튜브를 이용하는 호랑이(BK)에게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사라진 것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는 평소에 

뉴스에 보도되기 전, 날 것 그대로의 현안에 대한 단서가 디지털 환경에 올

라오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그런데 이 단서가 믿을만한지 의심스러울 땐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람들의 검색어를 확인하여 여러 자료들을 탐색했

다. 이때가 이른바 ‘중립기어’14)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는 순간이다. 그는 일

단 중립기어를 발동한 뒤,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정보를 살펴보

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단서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없어진 이후에 그는 비교적 실시간 검색어와 유사한 수준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로 자신의 활동 본거지를 옮겼다.

14) 중립기어는 어떤 뉴스의 정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섣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말
것을 이르는 신조어를 일컫는다(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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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남_호랑이(BK)_개별 화상 면담(2021.07.26)

약간‘누가 막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게 뉴스

로 바로 나오는 것보다 폭로글 하나 올라왔을 때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립기어를 받고 해당 자료를 

조사해 볼 때는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

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를 애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라졌죠.

그나마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들은 실시간 트렌드 기능으로 인해 이러한 욕

구를 채워가고 있었다. 실시간 트렌드 기능은 앞서 N수의 확장에 따른 증폭 

문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시간과 트렌드의 합성어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좋아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즉각적인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동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패(HE)는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글쓰기 활동은 하지 않지만 

실시간 트렌드 기능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트위터에 

접속한다. 트위터는 그녀에게 일종의 언론사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해당한다. 

실시간 트렌드 기능 때문에 그녀에게 트위터는 실시간 화두로 전환되는 변화

무쌍한 사람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

공간을 초월해 해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교민들의 이야기

를 읽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게 되거나, 학교생활만으로는 알지 못할 사회

에서의 갈등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2030 청년세대 간의 남녀 갈등이 바로 그 예이다. 

중3여_방패(HE)_개별 화상 면담(2021.06.25)

트위터는 글은 안 올리고, 실트(실시간 트렌드)는 가끔 보는 것 같아

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거기서 봤던 것 같고, 트위터에서는 약간 

젠더 갈등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2)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에 대한 신뢰 

실시간으로 사회의 문제와 논쟁거리들을 확인하는 것은 곧 빠르게 추구되

는 속도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준다는 신뢰감으로도 이어졌다.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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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빠른 속도로 사회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진영논

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즉, 빠르게 사회문제를 확인해야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점을 깨닫게 되었

으며, 사회문제를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활동에서 중요한 미덕이라 믿고 있다. 

중3남_덩어리(MS)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빠른 속도로 사회문제에 대해 확인해야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

들보다 더 빨리 언론이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옳은 

주장을 내세워도 속도가 느려 옳지 않은 주장이 수용되어 버리면 끝

이잖아요. 

구름2(SM)도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재의 젊은 

세대에 걸맞은 풍토라고 여긴다. 뉴스와 신문이 현재에도 함께 공존하는 미

디어이긴 하지만, 지금은 기사를 쓰는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어떤 

사안의 현장 속 당사자이자 참여자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글을 써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져서 

이렇게 현장감 있는 정보의 수집이 자연스레 젊은 세대의 행동방식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회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현상에 대

해서는 빨리 사람들의 이목이 끌어질수록 향후 발생할 피해자의 규모를 최

소화할 수 있으며, 해결의 초석이 더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다. 

중3여_구름2(SM)_개별 채팅 면담(2021.10.27)

아무래도 저희가 인터넷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시대가. 옛날에는 뉴스나 신문 이런 거를 봤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

이... 그렇게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에 가서 지금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하는 게 다른 

옛날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더 현장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한테는 실시간이 중요하다고 생

각해요. (중략) 범죄들이 빨리빨리 퍼질수록 해결책이나 그에 대한 



- 116 -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잖아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피해자

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일을 당한 피해자는 일분일

초가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사회 현안을 파악하는 것에 큰 가치

를 두면서 마치 속도를 두고 다투는 것과 같이 맹렬하게 빠름의 미학을 추

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속도전 문화에 적응해가는 것이 사회 현안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사회문제의 처리와 

예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N수 확장에 

의한 증폭 문화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에서 유도된 실시간 파악의 속도

전 문화 역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얻을만한 맥락적 환경으로 기능하

고 있었다.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시

민 참여를 할 때 가장 가치를 두고 노력하는 행동 양식의 총체가 바로 사

회적 관심의 촉구임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변곡점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접하고 골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와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디지털 환경 맥락으

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해져 자신들의 시민 참여 양식을 만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성세대의 참여 문화에 나타난 폭력과 혐오를 

지양하는 대안적인 참여 양식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과 타인들의 관심

을 촉진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참여를 통해 타인들과 연대하거나, 타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계몽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

력한다. 이들의 노력은 사회문제 당사자의 임파워먼트 증진, 문제해결을 위

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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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 촉구를 위한 연대와 계몽 

연구 참여자들은 관심 촉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째, 디지털 환경에

서 연대를 위해 힘쓴다. 여기서 관심 촉구를 위한 연대는 ‘나 하나 보태기’

를 시전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청원 소년(YS)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며 국민청원 사이트에

서 청원을 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두 SNS 플랫폼에서 사회문제

와 결부되어 콘텐츠화된 여러 사건을 마주할 때 함께 안내된 국민청원 링크

를 발견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탬

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그는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서 동의 버튼을 누르며, 이때 사회문제의 성격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사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건을 마주한 순간, 관심이 필요한 사

람들의 절박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고2남_청원소년(YS)_개별 화상 면담(2021.07.17)

이 사건에 대해 그럼 되게 길게 써져 있잖아요. 자신이 당했던 부당

한 대우나 아니면‘이런 사건이 있었다’이런 걸 보면서 그거에 대

해서 한번 읽어보고 '아 이거 진짜 사람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고 

내가 좀 올려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올렸던 거 같아

요. 딱히 막 어디(주제)에 국한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예요.

연구 참여자들은 관심 촉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둘째, 디지털 환경에

서 계몽을 위해 힘쓴다. 여기서 관심 촉구를 위한 계몽은 ‘너 하나 보태기’

를 유도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전자의 노력이 스스로를 관심 촉구를 위해 

보태는 행동이었다면, 후자의 노력은 타인들을 포섭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

싼 또래집단 친구들은 물론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플랫폼의 전체공

개 기능을 사용해 서슴없이 관심을 촉구한다. 

연구 참여자 문어발(YB)은 친구들에게 알림이 역할을 자처하는 전령사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게시글

을 보고 동요할 약한 유대관계의 사람들(weak ties)도 계몽의 대상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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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한다. 이러한 행동은 연결된 행동(connective action)에 해당하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이 단체의 집합적인 행동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의 방

식으로 이른바 연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참여

는 개인화된 선호에 의한 정치 참여이자 조직의 형태를 띤다(Vromen et 

al., 2015).

고2여_문어발(YB)_개별 화상 면담(2021.06.11)

이런 일이 있는데‘혹시 너는 알고 있니？’하면서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모르고 있다면은‘알려줘야겠다!’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

으로 태그를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게시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는 게시물 공유를 하면은 이거는 또 제가 전체 공개로 공유를 했

거든요. 친구 공개가 아니고. 제 친구들도 제 피드에 올라오니까 내

리다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사람들한테 많

이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관심 촉구를 위해 필요한 연결된 행동을 수행하

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연대의 방법은 국민청원 참여를 비롯해 트위터의 해

시태그 행렬, 인스타그램의 릴레이 스토리공유 캠페인 등으로 다양했다. 

2) 관심 촉구에 대한 가치 부여 

 연구 참여자들은 관심 촉구를 위한 노력으로 연대와 계몽의 경험이 축적

되면서 이러한 노력에 가치를 부여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부여한 관심 촉구

를 위한 노력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심 촉구 행위는 사회문제에 

얽힌 당사자들에게 임파워먼트(empowerment) 즉, 힘을 북돋아 준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는 관심 촉구 행동의 일환으로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

속해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중 배심원(CW)은 국민

청원에 대한 결과로 정부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인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

도 국민청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민청원에 올

라온 사회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행동에 

힘쓰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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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 사람들의 숫자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새

로운 문제해결의 국면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답변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숫자 이상이 관

심을 보여줬다는 점이 사회문제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되고, 

힘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한다. 

고1여_배심원(CW)_개별 화상 면담(2021.05.30)

정부가 이건 채택하고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일단 저는 피해

자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피해자는 자신이 뭐 

권력층이 아닌 이상 이런 사건들을 자신이 당했으면 알리기 어렵잖

아요.‘국민청원이 있어서 자신들이 공유를 하고 사람들이 청원에 동

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 그만큼 큰 영

향력이 있는 사건이다.’약간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는 거에서 피해자

들은 조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이 부여한 관심 촉구를 위한 노력의 가치는 둘째, 공론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관심을 촉구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심이 쌓인다면 해당 사회문제는 곧 공론화의 과정

에 놓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의 의견표명 활동을 통해 다양

한 대안들이 모색된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주목받아야 할 사회문제에 대

해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해결방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양산되는 것을 

의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신중한 참여자(YC)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즐겨 이용하는 연구 참여자로, 

연예인의 학교폭력 이슈를 대표적인 예시로 꼽는다. 그는 최근 연예인의 학

창시절 폭력행위에 대한 폭로가 디지털 환경을 통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

히 폭력 가해자의 직업활동에 대한 향방, 당사자에게 건네는 사과 여부, 그

리고 10대 청소년의 학교문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는 디지털 환경을 유연한 공론장으로 느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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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남_신중한 참여자(YC)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렇

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가 이슈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있도

록 도움을 주잖아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목적으로 여기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관심 

촉구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참여자가 됨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참여자들을 

더 늘리기 위해 타인들에게 공유하여 홍보하는 간접적인 매개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행동들은 사회문제의 당사자들의 힘 돋우기와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측면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들로 간주된다. 

9.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은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 참여 

행동을 할 때 만나게 되는 타자들에게 응원과 조언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

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함께 행동하는 주체로 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민 참여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유사한 사회문제에 관

심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 관계맺기에 이어 타자와 

동일한 관심사에 대해 연대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만난 타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약한 유대 관계(weak tie)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민 참여 행동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

미있는 타자들로서, 주요한 영감을 주기도 하고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역

할을 하는 동시에,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

한 지지와 연대는 연구 참여자들이 형성한 디지털 환경의 타자들에 대한 인

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있는 타자가 되어버린 디

지털 환경 속 인연들로부터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만

난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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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전에 목격했던 기성의 디지털 참여 문화에서의 비판적 시각과 대비되

는 대목이다. 이처럼 함께 연대하는 행동은 참여자로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 개념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관계맺기 

연구 참여자들이 의미있는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

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관심사로 발전한 사

회문제에 관해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타자들과 조우하게 된다.

동의자(MY)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해 트위터의 해

시태그 기능을 이용해 연결된 이들과 맞팔15)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

인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알리고자 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친구

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맺은 관계들과 SNS에서 조우하면서 서

로의 관심사에 목소리를 보태며 함께 청원 요청에 동의를 해주는 등 나름의 

연결된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2여_동의자(MY)_개별 화상 면담(2021.07.01)

사실은 그냥 사이버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저

랑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시 태그를 

만들면은 그 해시태그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새로운 사람들’을 만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계정은 70명 정도 친구가 있는데 

70명이 다 여성분들이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

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저랑 같은 관심사를 공유를 하고 이런 내

용을 타임 라인으로 끌고 오면 그 친구들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원도 같이 동의를 하고... 

체리찬(JH)은 음성 기반의 SNS 메신저인 디스코드의 방장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과 관련해 약한 연대의 타자들과 만나면서 한명 한명 

본인과 맞는 사람들을 영입해 일종의 수다방을 만들었다. 그는 현재 60명에 

15) 맞팔이란 양측 모두가 각각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때의 팔로우
는 각각의 계정에 이른바 친구신청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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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이 이질적인 집합

체에서 정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함께 수다를 떠는 행위를 지속한다. 그

에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디지털 환경 상의 관계를 넘어 일상에까

지 침투해있다. 디스코드방 구성원들은 서로 일상의 시간표를 꿰뚫고 있을 

만큼 친밀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일상에서도 만나는 

끈끈한 친구인 것이다. 그는 최근 디스코드방 구성원들과의 1박 2일의 대면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더 끈끈한 존재로 서로를 인식한다. 

 

중3남_체리찬(JH)_개별 화상 면담(2021.06.28)

뭐라 해야 되지? 친근감?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존댓말 하고.. (근데)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서로 반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친화력 좋

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친화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략) 그

리고 또 처음부터 저희는 익명성이 아니라 번호 같은 것도 교환하고. 

심지어 이쪽에서는 호감있는 애들끼리 실제로 사귀기도 하고 그렇죠. 

2)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

우연히 만난 인연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만난 

의미있는 타자들은 따뜻한 지지와 연대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JBC(JB)는 자

신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트위터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 조우한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는다. 그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많은 재능 있는 연습생들의 성공을 빌미로 착취를 일

삼는 자본주의 구조에 관심이 있다. 이에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장되

는 연습생 개인의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과 디시인사

이드 갤러리에서 의견을 표명한다. 이때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 사람들의 존

재는 JBC(JB)의 시민 참여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표명 활동을 하도록 촉

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그의 의견에 반응해주며, 응원해주는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 123 -

중3남_JBC(JB)_개별 화상 면담(2021.05.28)

편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분 자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서는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제 주

변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트위터

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관심사 그리고 같은 목적

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니까 제가 힘을 받고 지지를 받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고 또 만나기 편하잖아요. 그

렇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느

낌을 받았어요.

한편, 이러한 지지는 상호적인 연대로도 이어진다. 마라톤(JY)는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2020년 상반기에 N번방에 대한 글을 인스타

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연대하는 사람들의 계

정을 해당 이미지에 중첩시킴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합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캠페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별로 

친하지 않고, SNS에서 친구 관계만 맺고 있는 학교 선배로부터 사려깊은 

메시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선배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수발신 

기능인 DM(direct message)을 이용해 릴레이로 노출되는 계정정보로 인해 

성차별주의자들이 참여자들을 식별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

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이 경험으로 자신의 연대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의 지지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으

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서로를 지지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고2여_마라톤(JY)_개별 화상 면담(2021.06.04)

제가 그 캠페인 스토리를 올린 걸 보고 나도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

고 피해야 하는지는 좀 화가 나지만 지금 이렇게‘인스타 해시태그 

프로필 보고 유포하고 이렇게 방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이렇

게 메시지를 보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뭔가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어떤 첫 경험? 이

라서 좀 인상 깊어서 가지고 와 봤어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계기로 플랫폼이 제공하

는 기능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을 맞이했으며 이들을 의미있는 타자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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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들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함

께 연대 행동을 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

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만난 타자들에 대한 유연한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었다.

10. 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약’을 마주함

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약’을 마주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

에서의 시민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 족적이 표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이 물리적 제약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안감과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은 연구 참여

자들에게 시민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거나 특정한 플랫폼에서의 참여를 기피

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참여 족적에 대한 불안감은 불특정 

다수 또는 또래집단 친구들에 의해 거세지고 있었으며, 제약으로 인한 어려

움은 디지털 환경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그에 

따른 학부모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1) 참여의 족적에 대한 불안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시민 참여를 부끄러워하진 않았지만 때때로 시

참여 경험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족적이 될 수 있음에 불안해했다. 

소심이(SH)도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신상털기16)를 우려한

다. 그는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나와 내 친구들의 개인

정보가 함께 공유되는 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의 

친구가 1,000명이 넘어가는 소심이에게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댓글 달기나 글쓰기와 같은 참여를 할 때 종종 불안감에 휩싸인다. 

16) 신상털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개인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
는 일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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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남_소심이(SH)_개별 화상 면담(2021.06.13)

뭐 개인정보가 털릴 수도 있고 인터넷 같은 데다가 저희 의견을 좀 

올린다는 게 좀 뭔가 거리낌이 있던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소심 해가

지고. (중략) 애들이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 다 자기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제 신상이나 뭔가 다른 제 친구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

는 사람이 있잖아요. 페북 친구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눈사람(SH)도 자신의 참여가 개인 SNS에 남아 자신에 대한 또래집단 친

구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 역시 중학교 시절, 페

이스북을 통해 8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친구맺기를 했다. 이때에는 많은 사

람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그것 자체가 미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말 친

한 또래 친구가 아니더라도 한 다리 건넌 친구들과도 SNS에서의 친구등록

을 하게 되었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디지털 

족적에 의해 발각될까 봐 두렵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이 유별나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2남_눈사람(SH)_개별 화상 면담(2021.06.01)

페이스북. 친구들이 다 제 친구가 아니라 친구 추가가 와서 받는 이

름만 아는 애들도 많아서 혹시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 

이미지가 막 그런.. 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무서워요. (중략) 생각하는 게 평범한 아

이들은 그냥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사회 

문화에 관심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막 크게 내면은‘쟤는 

약간 노는 거랑은 거리가 멀고 저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식의 이미지?’그러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네, 그런 게 조

금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회문제의 영역이 거센 논쟁에 휘말리거나 

디지털 환경 내에서 만들어진 담론에 따라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가둬진 채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페미니스트(feminist)가 바로 그 예시이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성평등 

의제에 대해 글을 게시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록이 타인에게 노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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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청원 길잡이(ES)는 그 족적이 또래 

친구들에게 노출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성

평등주의자를 뜻하는 페미니스트가 디지털 환경에서 ‘페미’라는 혐오표현으

로 사용됨에 따라 그녀의 디지털 시민 참여 족적이 남성의 또래 친구들에게 

‘페미’인 근거로 읽혀진 것이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어렸을 때의 일이라 스스럼없이 털고 일어난 것이지, 지금이라면 더 타격감

이 컸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고2여_청원 길잡이(ES)_개별 화상 면담(2021.07.08)

젠더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때라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

고‘내 의견은 이런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약간 이런 것들을 올

리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부 남학생들이 그거를 보고‘얘는 약간 좀 

페미인가?’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자기네들끼리 제가 트위터에

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를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진짜 얘는 

좀 별로인데’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자기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저를 따로 이제 불러내서‘너 페미야? 왜 

이런 거 올려?’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2) 물리적 제약을 맞닥뜨림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상황에 따라 주

요한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디지털 환경에 접속하는 것을 제

재받고 있었다. 실제로 학교는 종종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디지

털 기기를 금지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연령 장벽을 적용하며, 부모와 

다른 어른들은 참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다

(Literat et al., 2018: 262). 

부계정(PB)은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걷어가는 상황에 놓여있다. 뿐

만 아니라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로는 각종 야간자습 일정과 학원 일정에 따

라 사회문제와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그는 과거처럼 시간을 투자해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골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아쉬워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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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그는 평소 찾아보던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

튜브 영상들을 자투리 이동시간을 활용해 가까스로 확인하는 자구책을 마련

하여 적응 중이다. 

고2남_부계정(PB)_개별 화상 면담(2021.06.05)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휴대전화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중학교 때는 좀 많

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야

자도 거의 맨날 하고 학원도 계속 가다 보니까 잠들기 전에 이제 새

로 잠들기 전에 좀 몇 개 확인하는 그 정도가 되서 지금은 그래서 

살짝 아쉽고요.

한편, 부계정(PB)이 학생으로서의 지위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시

민 참여의 정기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쁨이(JH)의 경우는 

부모님에 의한 물리적 제약으로 참여의 기회가 차단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평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특히 이 두 플랫폼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으로 인해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부모님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참여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위협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

면 그녀의 부모님은 성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거나, 사이버 폭력에 

의해 상처받는 일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차원의 사건, 사고 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기쁨이(JH)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족적이 남아 부모님

께 전달될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사회문제에 대한 사안들을 확인하고 최

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하는 행동 하고 있다. 그녀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들이 그녀를 알아볼까 봐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어

찌 되었든 자신을 부모님의 딸인 기쁨이(JH)로 식별하는 순간 자신이 디지

털 환경에 머물렀다는 것이 탄로 날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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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여_기쁨이(JH)_개별 화상 면담(2021.05.29)

부모님도 이제 SNS를 많이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못 하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들킬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도 잘 

안 눌러요. 저는 글은 혹시나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랑 관련된 분이 

보시면 혹시나 들킬까봐 잘 안올려요. 이제 (부모님은) 참여보다는 

SNS가 다른 사람과도 대화가 쉽고 그러니까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

을까 봐 반대하세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포착될 수 있는 자신의 참

여 이력이 담긴 족적이 유대관계의 약하고 강함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부

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생으로

서 학업활동을 함에 따라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근거해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가정의 물리적 제약을 마주하면서 참여 행동이 움츠러드는 경험을 

하고 있기도 했다. 이처럼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물리적 제약은 참여의사

와 행동을 조절해주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1.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

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경유하고 배회함으로써 자기만의 분석적인 

판별기준에 따른 자료 수집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성 언론과 유사 언론 사이에서 특정한 하나의 정보창구를 고정

하여 이용하기보다는 다채로운 탐색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

자들의 사회문제 파악 과정은 첫째, 여론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향성을 띠

고 있으며, 둘째, 보다 분석적인 정보 판별을 위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추구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과정을 겪으며 SNS 플랫폼에 수

집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면서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

성적인 인식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있

는 그대로의 사회문제 논의에 주목했던 초기적 경험을 넘어 보다 복잡한 언

어와 표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스스로의 시민 참여 행동에 대한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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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는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을 보여주는 전략적 행동들에 해당한다. 

1) 여론 중심적 문제 확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여론은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효율성을 제공해주

는 좋은 단서였으며, 자신의 시민 참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에 

해당한다. 여론을 알아야 시민 참여에 본격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론 파악을 위해 댓글에 나타난 사람들의 상호작용 

장면까지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꾸러미로 인식하여 받아들인

다. 즉, 하나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과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한 꾸러미를 뜻한다.

KYU(JY)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사를 정독할 때 기사 밑에 있는 댓글 창

을 꼭 열어본다. 이 댓글 창에는 그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가진 생각과 같은 

의견과 다른 의견이 모두 섞여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여론을 확인해야 자신

의 생각이 좀 더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자신의 의견을 정련시키고 있다. 

고1남_KYU(JY)_개별 화상 면담(2021.07.17)

물론 댓글이 안 좋은 댓글도 있고 좋은 댓글도 있지만 각자 사람들

의 생각이니까‘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

각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것을 보고 나랑 생각을 같

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랑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

까. 과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연구 참여자들에게 댓글 창 외에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장소는 바로 

국민청원 사이트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국민청원 사이트를 이용해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참여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각각의 사안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뉴스 포털의 대안으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청원 사이트를 방문해 사

회문제로 인정할만한 것들을 추리고자 배회하는 과정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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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EH)는 국민청원 사이트를 뉴스 기사를 보기 이전에 여론이 점화되

는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장소로 여긴다. 그녀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난 의

미있는 타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개별 청원 링크를 눌러 접속하기도 하

지만, 특별한 의도 없이 국민청원 사이트를 방문해 때마다 올라온 청원들을 

확인하며 국민청원 사이트 자체를 일종의 종합 주간지로 여기기도 한다. 이

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사고, 사회문제의 동향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고1여_공기(EH)_개별 화상 면담(2021.07.13)

 이제 또 요즘에 무슨 청원이 있는지 그 당시에 청원을 보기도 했어

요. 이거는 막 예를 들어 성범죄 청원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 

청원을 봐가지고‘이거는 좀 심각하다’해서‘청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 

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이런 생각에서요.)

2) 믿을만한 자료를 얻기 위한 다양화된 탐색

연구 참여자들은 여론 중심적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것에 이어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믿을만한 자료를 얻기 위한 탐색이 시작되는데, 이 탐색의 

시간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기성 언론사의 자료나 SNS에서 재구성되어 나타

난 유사 언론의 자료에 대한 분석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TToTTo(DH)는 유튜버들의 방송에서 얻는 정보가 공신력 있는 정보라기

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에 기반한 희석된 정보라고 생각한다. 이에 개인 유튜

버가 사회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는 기성 언론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보도 내용을 영상으로 송출한 결과물을 더욱 신뢰한다. 

중3남_TToTTo(DH)_개별 화상 면담(2021.06.26)

일단은 유튜버들도 결국은 개인 채널이다 보니까 개인의 가치관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안 보구요.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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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구독해서 보지 않고 이제 뉴스를 구독해서 보는 편이에요. JTBC, 

KBS요.

반대로 개인 유튜버나 개별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으로부터 얻는 정

보가 더 믿을만한 정보라 여기는 참여자들도 있다. 그 이유는 오히려 기성 

언론과 같은 공식 매체야말로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

며, 개인 유튜버나 논란의 당사자의 직접 발언이야말로 그러한 정치적 압박

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사실적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들 다수가 구독하거나 구독하지 않더라도 종종 찾아보는 한 유튜버는 영상 

내에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선택받은 정보처

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기쁨이(JH)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주는 유튜버의 

영상이나 특정 사건 및 사회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영상

이 우회하지 않고 해당 사안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보라 여긴다. 

중3여_기쁨이(JH)_개별 화상 면담(2021.05.29)

이슈왕 말고는 그냥 구독보다는 유튜브 그냥 내리다가‘논란 정리’

이런 식으로 뜨면은 그런 거를 클릭해서 봐요. (중략) 그 해명한 사

람이나 해명 영상 들어가서 댓글도 한 번씩 읽어보고 이 사람이 잘

못한 거 같으면‘이거는 이 사람은 다시 조금 힘들겠다.’그렇게 생

각도 하고 그래요.

한편, 짱돌(YH)은 SNS에서 재구성되어 나타난 유사언론 자료에 대해 비

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인기를 끌

고 있으며, 또래집단 친구들에게도 자주 읽히는 인사이트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비판한다. 인사이트는 서울경제 출신 기자 3인이 설립한 일종의 ‘큐

레이션 뉴스’ 사이트로, 많은 뉴스 중 유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서비

스이지만, 실상은 타 신문사나 방송사의 콘텐츠를 가져와 클릭 장사를 하는 

기생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NESTOF, 2019년 09월 18일자). 그

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해당 매체에서 다룬 내용들

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찾아보니 어디에도 그 정보

가 나와있는 곳이 없었고, 알고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따온 내용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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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기된 형태의 정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그는 페이스북의 페이

지 안에서 유사언론을 표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경계하며 사용하지 

않는다. 

고1남_짱돌(YH)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근데 페이스북에서, 그 사이트는요. 페이스북이란 매체에서는 인사이

트라는 사이트(페이지)에서 많이 따오거든요. 근데 인사이트가 거짓

말을 좀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그걸 믿었어요. 딱 처음에 처음 중1 때

가 그랬는데 그 사이트를 보고‘저런 일이 있었다고?’하고 믿었는

데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아무런 데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나름의 기준으로 정보 탐색처를 선택하고 있다. 연

구 참여자들은 비판적 분석에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나름의 안을 

구성해나간다. 그림자(MK)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자료인 것

을 떠나 정보의 연원이 되는 화자가 전문성을 지닌 사람인지에 따라 사회문

제에 대한 발언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고2여_그림자(MK)_개별 화상 면담(2021.06.09)

저는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분야에 약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답글들도 되게 막 전문성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도 보고 이제 그분들이 관련된 링크 기사를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이런 방법으로 제가 궁

금한 걸 해결하는 것 같아요.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자료의 출처에 해당하는 곳으로 바로 접속하여 찾

아보는 것이 더욱 믿을 만하고 정확한 자료를 찾는 방법임을 깨닫기도 한다. 

구름1(IYJ)은 직접 믿을만한 논리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우회하지 않고 본거

지로 바로 가버린다. 그녀는 인종차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사 여

러 개를 봤으나 별 수확이 없었다. 이에 그녀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 있는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찾음으로써 그 

안에서 관련 통계와 인터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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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여_구름1(IYJ)_개별 화상 면담(2021.06.04)

제가 해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인종차별 그런 문

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자료를 찾았는데 그중에 여기, 한국 여성, 

여기 연구원에서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이

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엄청 찾아보고 그랬어요.

3) 자발적인 인식의 장 구성

연구 참여자들은 여론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믿을만한 자료를 위해 다양

한 경로로 탐색하는 것에 이어 각자의 장소에 이러한 정보들을 놓아두고 살

펴본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발적인 인식의 장은 각자의 분석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와 같은 결과물에 해당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포트폴리

오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문제를 주목하게 만들었던 알고리즘 추천기능으로

부터 탈피하여 자발적인 탐색의 과정을 거쳐 다채롭게 구성되는 결과물이기

도 하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각된 행동유도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디

지털 환경의 기술이 유도하는 정보탐색의 방향성에 경도되지 않기 위한 이

들의 대응 방식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인식의 장을 구성할 때의 대응 방식으로는 첫째, 

디지털 환경이 유도하는 인식의 방향이 다양화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실 분석가(WJ)는 기성 언론의 기사에서 뻗어 나가 해외 언론

의 기사를 살펴본다. 똑같은 사회현상이어도 외부의 시선에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녹아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이 

디지털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 기사를 쓰는 것을 많이 목격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그는 

New York Times, BBC와 같은 해외 언론에서 ‘Korea’를 쳐서 검색한 뒤 역

으로 외국이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와 사건을 알아본다. 처음에는 영

어로 된 기사를 검색하고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외신의 기사를 번역

해 다시 보도하는 국내 기사들도 많아졌고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기

의 기능 또한 훌륭하기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주로 경제영역

에 관심이 많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부족한 점들이 무엇이고, 또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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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한다. 이렇듯 그는 이런 궁금

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으로 인식의 장을 넓혀가는 탐색의 방식을 

고안해 적용하고 있다. 

현실적�분석가(WJ)가�직접�찾아본�
� 뉴욕�타임즈의�한국�경제에�대한�기사�

고2남_현실분석가(WJ)

_개별 화상 면담(2021.07.23)

경제에 대해 좀 관심이 많기 때문

에 세계 경제에 대해 찾아보고 이

게 뉴욕 타임즈에 관련된 건데 아

무래도 저희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

면은 좀 더 뭔가 일반화적이고 그

냥 단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계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경제

를 바라보고자 해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고 있어요.

부계정(PB) 역시 디지털 환경이 유도하는 인식의 방향이 다양화되도록 조

치를 취한다. 그는 디지털 환경의 알고리즘 기능을 이용해 유튜브를 두 가지 

버전으로 활용한다. 그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본인의 취향과 관점에 

따른 계정과 이와는 정반대인 계정까지 총 두 개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정

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 속하는 자신이 진보적인 입장의 정보들을 확인하

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에 의해 한쪽으로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

롯된 선택이다. 그는 진보적인 입장의 계정에서 평소에 보지 않을 법한, 관심

가지 않을 법한 용어들을 일부러 검색하여 자신의 유튜브 탐색란을 주조한

다. 알고리즘에 따라 계속 비슷한 영상이 추천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유사하

거나 연계된 내용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 이에 그는 자신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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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주조된 두 가지 계정 모두 각 계정에 다른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도

록, 이른바 오염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해 의도된 인식의 장을 철저히 관리한

다. 

고2남_부계정(PB)_개별 화상 면담(2021.06.05)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하나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에 대한 뭔가 관련된 것만 계속 뜨게 되니까 최대한 그런 것

도 피하려고 뭔가 부계정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제 제 의견과는 다

른 의견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인식의 장을 구성할 때의 대응 방식으로 둘째, 

디지털 환경이 유도하는 인식의 방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신중한 참여

자(YC)와 거짓말 탐지기(SJ)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신중한 참여자(YC)는 유

튜브를 주된 플랫폼으로 이용할 때 자신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영상

들이 추천되는 것과 달리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에 대한 영상들이 추천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기능이 자신

의 관점을 흐릿하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유튜브에 있는 ‘시크릿 모드’를 또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이후로 이를 

부계정(PB)이 알고리즘 기능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만든 두 계정 내의 구독채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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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기

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와 관

련해서 만큼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싶다. 디

지털 환경이 유도하는 정보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고1남_신중한 참여자(YC)_집단 화상 면담(2021.12.19)

이게 유튜브에‘시크릿 모드’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들어

가서 보면은 제 원래 계정에 있는 알고리즘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면 약간 이슈나 뉴스 같은 사

례들은 시크릿 모드만 들어가서 보고, 실제로 제 알고리즘에는 영향

을 안 주게 해가지고.. 그냥 제 알고리즘에 원래 보던 게임 영상이나 

드라마 영상 등만 뜨는데 약간 이슈 되는 사례들을 제가 찾아볼 때

는 일부러 그냥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만 

뜨고 제가 그냥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찾아볼 때만 이제 뉴스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SJ) 역시 디지털 환경이 사회문제에 관해 유도하는 방향을 

것으로부터 자신을 따로 떼어두고 싶다. 그는 주로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 

탐색을 통해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에 다가갔다. 그러나 최근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추천기사로 보이는 것들이 자신의 관점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람들의 극단적

인 반응 또한 거부감이 들었다. 이에 그는 포털 사이트 어플을 삭제하고 유

튜브 플랫폼을 통해 때마다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그는 유튜브

에서도 추천 기능에 의한 영상을 보기 보다는 검색에 따라 스스로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그의 행동은 정보를 스스로 ‘빼다’ 쓰

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2남_거짓말 탐지기(SJ)_집단 화상 면담(2021.12.19)

저는 아예 검색 엔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도 유튜브 같은 건 있

으니까 오히려 유튜브에 검색하면 좀 더 세세하게 더 진실 같은 것

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꼭 알고 싶은 정보를 유튜브에 검색해서 필요한 것만 빼서 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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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거기도) 뉴스 맞춤 동영상에 뜨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면 안 보니까..원래부터 잘 안 믿어서 속박하고 있다는 느낌

은 잘 안 들었고 그냥 그래도 좀 편해진 느낌..

위와 같이 자신들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를 

탐색한 결과물들은 자신만의 인식의 장이 펼쳐진 포트폴리오처럼 하나의 꾸

러미로 구성되기에 이른다. 네이트판녀(DW)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저장하

는 장소는 바로 SNS 계정이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잊지 않고 보

고 싶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나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의 의견 등을 

리트윗 기능을 이용해 보존한다. 이렇게 하면 출처와 관심을 모두 기록해놓

는 셈이 된다. 즉, 그녀는 리트윗을 이용해 자신이 계속해서 보고 싶은 인식

의 장을 스스로 꾸리고 있다. 

중3여_네이트판녀(DW)_개별 화상 면담(2021.06.28)

그 사건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약간 리트윗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따로 보거든요. 그냥 뭐 약간 기록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중략) 타임라인에 올라

오는 게시물이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리트윗을 이렇게 하면은 좀 계속 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12.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여의 안전지대를 마련함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안전지대를 마련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할 때 10대 청소년으로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지대를 

만드는 행동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도전과 역경을 해결하고자 했

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기피와 무시로 일관하는 것,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

는 것, 디지털 환경의 용도와 자아를 다양화하여 분리하는 것으로 범주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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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피와 무시로 일관

앞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성세대의 시민 참여 문화에 대해 실망하고 안타까

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내일 없는 싸움과 차별적 무시는 연구 참여

자들 모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일단은 상처를 주는 논쟁적 상황을 아예 기피하여 시

야에서 멀어지도록 하거나, 그런 상황을 주도한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 동정

의 시선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무시의 시선을 보내면서 자신의 동요된 마음을 

안정되게 만든다. 

인스타 스타(GE)는 사회문제에 대한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댓글 창에

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아요’를 누른다. 좋아요는 상징표

현으로서 좋다는 표현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이상한 

의견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한다는 의도에서 누를 때도 있다. 이때 그

녀가 누르는 ‘좋아요’는 그녀의 말로 표현하자면 ‘꼽주기’ 위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달더라도 반어법 식의 고맙다는 인사나 행복하다는 등 맥락없

는 내용을 작성해 고도의 무시 전략을 펼친다. 

고1여_인스타 스타(GE)_개별 화상 면담(2021.07.15)

좋아요를 눌러요. 뭔가 그냥‘내가 보고, 지켜보고 있다’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꼽주는 느낌. 뭔가 꼽주는 느낌으로. 약간‘내 심기 

건드리지 마라' 꼽주는 느낌으로..‘좋아요’솔직히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댓글로 제 걸(계정)로 욕해서 뭐 해요, 솔직히. 

아니면 댓글로 그런 식으로 해요.‘고맙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화

를 안 내고 행복하게 뭔가 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응이응(EJ)은 무시를 넘어서 상처 주는 참여자들을 아예 사람으로 인정하

지 않는 방법으로 내면의 보호책을 마련한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주

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

처럼 물리적인 촉감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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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남_이응이응(EJ)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저는 (그런 사람들이)‘유령’이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과의 관

계에서는 시각적인 거나 아니면 목소리나 청각적인 거 아니면 제스

처 같은.. 시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텍스트 같은 1차적인 어떤 그런 

감각으로만 접할 수 있으니까.

2) 적극적 조치의 실행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감행하기도 한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상징표현으로서의 ‘싫어요’와 각종 플랫폼에 생성되어 있는 신고 처리 기능이

다. 

나무(MY)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에게 도달되는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열

어봤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경우가 있다.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비방하는 

정치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대표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보거나 도를 넘어선 

수준의 자극적 소재를 사회문제로 등치시켜 이용하는 콘텐츠를 봤을 때가 그

러하다. 이때 그는 영상 자체에 대하여 꼭 싫어요 버튼을 누른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관련된 의미를 검색해보니 싫어요가 축적될수록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스스

로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고 유해한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타자들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밖에 그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제공

하는 ‘관심 없음’과 ‘채널 추천 안함’을 눌러서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한 영상들을 안보이게 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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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JB)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본거지로 하여 시민 참여를 하지만 오직 

신고와 싫어요만을 위해 네이버 뉴스포털에 접속한다. 그는 정치 뉴스에서 

이른바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의 이용자가 쓸 법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와 비난의 댓글을 보고 신고를 한다. 이때 댓글 자체에 대한 비추천/비

공감을 누르는 동시에, 작성자의 댓글 모음을 살펴보고 계정 자체를 신고한

다. 이 신고가 누적될 시 계정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저급

한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신고행위를 하고 있다. 

중3남_JBC(JB)_개별 화상 면담(2021.05.28)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댓글 모음이 공개가 되잖아요. 언제부터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됐나요? 몇 년 됐죠. 많이 오래되

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댓글 모음이 공개된다는 걸 깨달은, 인

지한 게 기억이 있으니까 몇 년 됐는데.. 댓글 모음이 공개되기 때문

에 ‘싫어요’를 누르고 신고를 해요. 좀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는 그런 댓글을 못 쓰게 하고 싶어요.

나무(MY)가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기능  

중3남_나무(MY)

_개별 화상 면담(2021.05.28)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걸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원래‘싫어요’가 아무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까지는 

안 눌렀었는데 찾아 보니까‘싫어요’를 

누르면 사용자들한테 노출이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뒤로부

터는 이 의견은 좀 너무 급진적인데 라

든지 아니면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있

는 의견 같은 거는 싫어요를 누르는 편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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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 또는 자아의 분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계정을 여러 개로 분산시

켜 시민 참여에 관한 활동이 주를 이루는 새 계정을 생성하기도 하며, 스스

로 시민 참여형 자아로서 가면을 쓰기도 한다.

먼저 계정을 여러 개로 분산시키는 경우, 함께 연대하는 약한 관계의 타자

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공간에서만큼은 시민 

참여를 하는 자신에 대한 비난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이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의봇(HW)은 유튜브에서 부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

호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본계정에서는 친구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구독하고 무엇을 시청하는지에 대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계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관련 콘텐츠를 향유한다. 그

는 보수정권의 청년 정치인에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에 따라 찾아보는 여

러 콘텐츠들의 족적을 관리하기 위해 부계정을 활용한다. 

고1남_동의봇(HW)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유튜브를 굳이 그러니까 구독자를 공개를... 구독한 사람을 공개를 하

잖아요. 그러면‘헐 너 이런 사람 봐?’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굳이 비공개로 돌릴 바에는 어차피 부계정도 

자주 쓰는 데 그걸로 구독해서 보는 게 낫겠다 싶긴 하죠.

한편,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 외에 스스로 자아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시민 참여를 할 때 10대라서 받는 차별적 무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정의의 리더(SH)는 자아 분리를 위해 계정을 분리하지는 않지만 특정 국면

에서는 학생이 아닌 ‘시민’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굳이 10대 청소년임을 이야

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힐 경우 

오히려 자신의 의견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같은 전

략이 함께 시민 참여를 하는 동등한 시민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법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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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여_정의의 리더(SH)_개별 화상 면담(2021.05.19)

또래도 그렇고 저는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좀 

그렇지만.. 학생인 척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하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학생인데?’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학생이에요’는 안

하고 그냥‘시민입니다.’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죠.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시민 참여의 장소인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

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를 추구하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 활용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민 참여를 방해하거나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거나, 직

접적인 신고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아예 활동의 장소나 입장을 전환해 버리

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3.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함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시민 참여 행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 변곡점과 도전과 역경, 지지와 연대 등을 경험

함에 따라 스스로의 국지화된 참여 방법을 고안해내 이것을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관

심을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이자 구체적 전략이다. 관심을 촉구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관계 맺은 또래집단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나는 불특정한 타인들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관찰하고 실험

적으로 수행해보다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정착해나

간다. 이들은 여러 방법을 상황에 맞춰 사용하며 자신만의 시민 참여 과정

을 수행해 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음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의 방법에서만

큼은 나름의 특화된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저마다 특화한 시민 참여의 방법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문법’을 내면화한 무정형 학습(informal 

learning)에 의한 결과였다. 평소에 쓰던 SNS가 사회문제를 전파하거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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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찬반을 가르는 장치가 되는 등 다양한 장면을 목격 했지만 이 과정이 

그리 낯선 과정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익숙했던 장치의 기능 추가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눈사람(SH)은 모르는 타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토의나 토론을 하는 방법을 배워 나갔다. 그는 댓글 활동을 할 때 자

신의 의견을 말하되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타인의 의견을 인

정하되 자신의 의견을 부각시키는 화법이 전략적일 수 있음을 내면화하였

다. 아울러 해시태그(SH)가 하는 댓글 쓰기,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한 검색

어 확인하기, 일부러 사회문제에 대해 자료 찾아보기 등은 그녀가 특정 사

안에 대해 가진 호기심에 의해 우연히, 자발적으로 학습한 결과였다. 그녀

는 이러한 우연적인 시도를 통해 시민 참여의 방법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

었다. 

고2남_눈사람(SH)

저는 이제 핸드폰을 처음 사고 유튜브를 접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많

은 댓글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싸우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논리적으로 토론 의견을 주고

받는 약간 그런 모습도 좀 배운 것 같아요.

고2여_해시태그(SH)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에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실시간 검색어랑 그런 게 있었을 

때 그게 뉴스에서 뭔가 특보가 나오면 실검에 뜨기도 하고 또 아예 

메인 창에 뉴스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뭔가 호기심에 눌러보

기도 하고...또 약간 그때는 좀 시사 같은 거에도 관심이 있어서 일부

러 찾아다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1) 사회문제에 대해 골몰하는 사고 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골몰하는 사고 활동’을 필연적으로 거친

다.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의 초입 단계에서는 일단 참여의 대상이 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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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

법을 주요하게 활용하는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자료 비교 등 머릿속에서 일어

나는 사고과정에 더 몰입한다. 이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족

적이 남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눈에 담고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

구하고 환기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공부 시간을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의 익명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즐겨 

보는 민들레 홀씨(LYJ)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풀어낼 방법을 찾고 있는데,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인 

Thunberg와 그녀를 따르는 다른 나라 학생들처럼 등교거부라도 하고싶은 심

정이다. 그러나,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의 학생으로서 이를 감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그녀는 환경오염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생각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다. 그녀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이 섞인 칼럼이나 보고서를 찾아본다. 아

울러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버전의 다큐멘터리가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고 있

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이를 찾아본 뒤 환경오염의 뒤에 도사린 기업과 정

부, 세계의 자본주의에 관해 깊이 생각해본다. 그녀는 어업 쪽에서 쓰는 천문

학적인 규모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지하지 않는 정부와 세계 당국들에 대해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환경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민들레 홀씨(LYJ)를 골몰하게 만든 

환경오염 관련 콘텐츠 

중3여_민들레 홀씨(LYJ)

_개별 화상 면담(2021.06.05)

환경문제인데 보통 저희 환경 오염을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플라스틱 너무 많이 

버리고 그래서 해양 동물들이 다치고 그

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맞

기는 한데 다큐멘터리도 막 보고 찾아보

니까 그게 아니라 어업 쪽에서 많이 쓰

는 플라스틱이 제일 큰 90%인가 확률로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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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연구 참여자들의 사고 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포털에서의 기사를 다양하게 소비하고 탐색하며 스스

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자발적으로 마련하기도 한다. 

소심이(SH)가� 직접�찾아본�뉴스�포털�내�

군�성폭행과�독도표기�분쟁에�대한� 기사

개미(HW)가� 아프가니스탄�문제에�대해�

스스로�찾아본�검색창

2) 사회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상징표현 활동

이후부터 나타나는 특화의 활동 유형들은 대체로 불특정한 이용자들이나 

또래집단 친구들과 같은 타인들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전략들이다. 물론 

상징표현이나 댓글, 글쓰기 활동이 사회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심을 형

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교류하는 것

을 염두한 확산적 활동인 것이다. 

이처럼 확산적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상징표현으로 시민 참여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탐색하고 골몰하는 

것에 이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이지만 이모티콘이나 좋아요-싫어

요와 같은 아이콘 기능을 이용해 단순한 표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 상징

표현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

나 쌓일수록 결국 많은 사람들의 찬성 또는 반대라는 종합적 의견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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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기여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

한 상징표현이 소리없는 아우성과 같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킨다고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JJ)은 2021년 여름에 개최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위원회(IOC)가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의 입장에 서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고 한 이용자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자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

다. 그는 기사 자체에 대한 상징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기사 아래에 있는 댓

글에 대해서도 의사표현을 했다. 그는 이러한 표현에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

들의 의견이 어떤 지형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의미를 부여

하면서, 스스로가 가장 통찰력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할 때 상징표현을 시도

한다.

생각하는 사람(JJ)이 주목한 

기사와 댓글 의견 

중3남_생각하는 사람(JJ)

_개별 화상 면담(2021.06.11.)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가져 왔냐고

요? 댓글을 읽어보니 저 송곳이라는 분 

이 쓴 게 뭔가 제가 마음에 들었다 해야 

할까요. 약간 딱 깊은 인상이 온 것 같아

요. 약간 뭔가 잘 정리해 놓은 느낌이 들

었어요. 문제점과 비판해야 할 점 뭐 그

런 것들을. 약간 근데 말은 상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요...(웃음).

그밖에 연구 참여자들의 상징표현 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소비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집본이나 언론사의 기사만 아니라 개인의 SNS에서 알고리즘이나 친구맺은 

타인들에 의해 접하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게시글 등 디지털 환경 도처에 뻗

어있는 여러 장소에서 상징표현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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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JH)가�인스타그램에서�좋아요를�누르고�

국민청원에�참여한�학교폭력�관련�게시글

짱돌(YH)이�좋아요와�싫어요를�누른
�언론사�뉴스�동영상�

3) 사회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댓글 활동 

앞서 다른 범주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댓글 활동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타와 무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

히 댓글 활동을 특화한 일부 참여자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확인

을 위해 댓글 창까지 여론의 한 꾸러미로 함께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긴다. 단, 질타와 무시의 반응을 원천 차단하고자 사

회문제에 대한 게시글이나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

으로 댓글을 작성해 사람들과 평화롭고 유연한 분위기에서 소통을 하고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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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엄준식(JK)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는 범죄의 유형, 범죄에 따른 형벌,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디지

털 환경 내의 자료들을 찾아본다. 그중에서도 최근 그의 관심을 끈 사례는 

아동 성폭력으로 수감 되었다가 출소한 조두순의 사례였다. 엄준식(JK)은 아

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견이 양분되지 않고 하나의 

결로서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거나 강력한 형벌이 추가되기를 요청하

는 것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슈에 대해서 만큼은 스스로가 사이버불링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에 댓글 창을 안전지대로 여기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한다. 

엄준식(JK)이� 댓글을�달았던�MBC� NEWS�

유튜브�채널의�보도� 영상

중3남_엄준식(JK)

_개별 화상 면담(2021.06.05)

12월 달에 누구였지.. 아! 조두순이 출소

했잖아요. 뉴스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막 제 의견을 말하던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다시 조두순이 다시 들

어갔으면 좋겠다’이런 댓글이 많잖아요. 

그래서‘저도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밖에 연구 참여자들의 댓글 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포털,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자신이 일상

적으로 접속하는 곳들 중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

견을 펼친다. 이때,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펼치기도 하고, 디

지털 시민 참여 문화에 대한 의견을 펼치기도 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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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SH)가�동생의�뉴스기사에�건강한�

댓글문화를�요청하며�작성했던�댓글�

이응이응(EJ)이� 온라인� 커뮤니티�내�정치인�

관련�글에� 2022년�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염두�해�달았던�댓글

�

4) 사회문제를 전파하는 게시물 공유 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SNS에 직접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면서 시민 참

여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때의 게시물은 한시적으로 24시간 동안만 게

시되었다가 사라지는 휘발성 게시물이기도 하고,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존

재하는 반영구적 게시물이기도 하다. 전자의 경우, 특히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한 게시물이 이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

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글쓰기 기능을 이용한 게

시물 모두와 관련이 있다. 이들 게시물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다른 사

람들이 이 게시물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참여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즉, 파급효과를 염두하고 게시물을 작성하며 공유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24시간 내에 없어지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그날그날 

놓쳐서는 안 될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해 탐색한 뒤 일종의 1인 캠페인

을 실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다. 댓글 폭격기(KH)는 1년 중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기억해야 할 만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이미지가 있는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다. 그는 다른 미사여구 

없이 오직 관련된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때 간단히 이미지의 출처를 밝

히는 것 외에 이미지만 올리는 이유는 이것이 경건한 마음에서의 기림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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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는 현충일, 광복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등 추모를 

위한 날에 스토리 게시물을 올린다. 그가 게시물을 올리는 주 목적은 스스

로 이러한 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함이지만, 타인들도 한 번쯤 

게시물을 보고 해당 날짜와 관련한 사건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

다.

댓글�폭격기(KH)가�현충일을�기리기�위해�

올린�인스타그램�스토리�게시물�

고2남_댓글 폭격기(KH)

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약간 세월호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될 때 광복절이나 이런 

거 할 때 스토리를 계속 올렸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항상 하

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나라의 비리나 막 이런 것도 알게 되

고 약간 몰랐던 사실들을 좀 알게 되

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거를 알

게 되니까 현충일이나 막 광복절 이

런 거를‘나라도 이제 기억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아울러, 24시간 내에 없어지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24시간의 규칙

을 지켜가며 시리즈물로 게재하는 친구들도 존재한다. 이 경우, 다른 데에서 

따온 이미지나 사회문제와 관련된 게시글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가 직접 실

천가이자 화자가 되어 글을 올린다. 연구 참여자 마라톤(JY)은 최근 환경문제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과 관련된 뉴스레터를 메일로 구독하는 등 다

양한 경로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와중에 그녀는 

물을 먹지 못해 갈증 난 까치의 모습을 목격한 뒤 환경을 위해 스스로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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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

용해 매일 매일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자신의 채식 식단을 게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채식 식단을 게시한 것은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

하고, 타인들에게 1인 캠페인을 전시하여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기도 하

다.

마라톤(JY)이� 환경문제에�대한� 스스로의�

실천을�기록하고�친구들에게�알리기�위해�

올린�인스타그램�스토리�게시물

고2여_마라톤(JY)

_집단 화상 면담(2021.12.05)

제가 직접 사회문제를 접하면서 느꼈

던 거를 제 생활 속에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우체국에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빌려서 먹는 까치를 보

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환

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제가 하루 

한 끼 채식을 하는 사진을 제 SNS에 

올렸던 것이거든요. 제가 사회문제를 

통해서 디지털 참여를 통해서 변화한 

것들을 일상 속에 SNS에 올리면서 애

들과 함께 나누고 그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옮겨다가 적는 것뿐만 아

니라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편, SNS 플랫폼에 자신이 삭제하지 않은 한 계속 남게 되는 반영구적 게

시글을 작성해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전파하는 연구 참여자

들도 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어발(YB)은 디지털 환경

을 돌아보다가 필요한 참여라 생각되면 릴레이 연대행렬 캠페인에 가담한 뒤 

이를 전시한다. 자신의 SNS 관계망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가 참여를 하는 순간에는 캠페인

의 참여자인 일개 1인이 되지만, 그녀가 이 참여를 자신의 공간에 전시할 때

에는 자신의 SNS 친구들에게 만큼은 그 연대행렬의 목소리를 전하는 1인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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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의 주최자가 된다. 이는 단순한 기록보관용이 아니라, 또 다른 파급을 일

으키는 일종의 의도적 운동인 셈이다. 그녀는 특히 악플, 성폭행, 아동폭력, 

노동인권, 교육불평등, 독립운동가 처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사회적 

사각지대에 관심이 많다. 최근 그녀는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21년 4월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고 이선호씨

의 사망 사건에 대한 연대행렬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를 자신의 SNS에 탑

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심을 연동시켜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를 노동

인권에 관한 주제로 풀어내려 하기도 할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시민 참여의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라이크

(HB)도 고교생 연합 사회운동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억하기 캠페인’

에 태그 당하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지목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문구와 이

름을 손글씨로 적은 뒤 사진을 찍어 업로드한 후, 또 다른 5명을 태그해 릴

레이가 진행되는 그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SNS 플랫폼에서 눈덩이를 굴려 가듯 함께 선언하는 그 행동을 눈여겨 보고 

문어발(YB)이 업로드한

인스타그램의 연대행렬 캠페인 게시물 

고2여_문어발(YB)

_개별 화상 면담(2021.06.11)

이런 한 명 한 명이 목소리 내는 

게 나중에는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생

각하거든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선호님 사

건도 그렇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서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이 사건을 알

리자’이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

이 참여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연

대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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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대한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 피드에 게시물을 공유하여 태그 당

하지 않은 친구들도 관찰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

중3여_라이크(HB)_개별 화상 면담(2021.06.19)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지목을 했더

라고요. 이 캠페인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그 지목을 받은 사람도 이 

캠페인을 원하면 참여받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인데, 저도 친구로부터 

원래는 이 캠페인을 잘 몰랐는데 지목을 받고 나서 좀 읽어본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크(HB)가 친필로 작성해 업로드한 페이스북의

위안부 문제 기억하기 캠페인 게시물

그밖에 연구 참여자들의 게시물 공유 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

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해 한시적이거나 반영구

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회운동의 성격

을 지닌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이 단순한 링크를 통해 직접

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행동방식 또한 발견된다.

ENFP(SY)가 자신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린 동물학대 청원 게시물 

비눗방울(SJ)이 자신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린 등교 개학 청원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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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감과 요청으로 이루어진 또래 간 채팅 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또래 친구들과의 온

라인 채팅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적 행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이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사고활

동에 집중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디지털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과 교

류하게 되는 댓글 활동이나 게시물 공유 활동에는 소극적이지만 또래집단 친

구들과의 채팅을 통한 사회문제 대한 의견교류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때에는 메신저 기능이 강화된 SNS에 해당하는 카카오톡이 주요한 본거지

로 활용된다. 

또래집단과의 채팅은 두 가지 양상을 띤다. 첫째로, 함께 공감하는 ‘토의’형

의 대화가 있다. 공감 토의형 대화에서는 사회문제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사

실정보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여 감정이입에 기반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둘째

로는, 한쪽은 요청을 하고 다른 쪽은 그 요청에 대한 수락과 대응을 하는 ‘목

적’형의 대화가 있다.

개미(HW)는 친구들과 함께 음성채팅을 통해 요즘 10대 남성 청소년들에

게 화두인 셧다운제에 대해 토의했던 적이 있다. 자신들의 주된 여가 문화인 

게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10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그는 이렇게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때마다 다른 친구들과 이 상황

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즉흥적인 음성채팅방을 열어 대화한다. 이

러한 청소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듯 정부는 2021년 10월 13일 열린 제 15

차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정부와 민간, 청소년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정

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도 하였다. 

     고1남_개미(HW)_개별 화상 면담(2021.07.23)

디스코드에서 이제 셧다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마인 크래프트가 19

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랑 마인 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외국의 것들도 이제 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보고 애들

끼리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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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HJ)은 담임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 전체의 카톡 채팅방에 

종종 국민청원 링크를 보낸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달라며 

청원 동의를 요청한다. 이에 무반응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녀의 체감상 인원

의 반 정도는 링크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 같다. 그녀는 청원 사

이트에 방문해 동의까지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이슈에 대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만족스러워한다.

정보통(JH)이 채팅방에 공유하는 

국회의 동의청원

고2여_정보통(HJ)

_개별 화상 면담(2021.06.14)

저는 보통‘얘들아 이것 좀 보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나지 않냐고 청원 좀 해

달라’고 올리면 친구들이‘저게 뭐냐’

고‘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반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데 반은 그래도 청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은 클릭을 해줄 것 같아요. 

네이트판녀(DW)가 채팅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 형사처벌에 관한 대화 

진솔한 대화(EJ)가 단체 채팅방에서 

요청받은 청원 부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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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연구 참여자들의 채팅 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료를 또래집단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에 

기반한 토의를 하기도 하고, 요청을 목적으로 한 간결한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과정에서 사회문

제에 대해 골몰하는 사고 활동,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상징표현 활동, 여론형

성에 참여하는 댓글 활동, 파급효과를 염두한 게시물 공유 활동, 공감과 요청

으로 이루어진 또래 간 채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된 참여 방법을 개별

적으로 특화한 채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화된 방법들은 연

구 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참여로 더욱 전문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빠

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14.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은 연구 참여자들이 주

위 또래집단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경험했으면 하는 취지

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또래집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믿고 따르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

고 있다는 안도감 또한 중요한 참여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활동이 오직 또래집단 친구

들에게만 노출되거나 그들을 위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참

여자들에게는 의도적인 관심 촉구의 대상으로서 친밀한 대상인 또래집단 친

구들의 동행에 대한 열망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또

래 친구들과 시민 참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대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름의 전략화된 수사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1) 또래 친구들과의 동행에 대한 열망 

또래 친구들의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은 먼저 

또래 친구들과 이 과정을 함께 하고싶다는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또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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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 참여 과정이 다소 생경하고 무서운 일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스토리 공유기(JH)는 닉네임을 스토리 공유기로 설정할 만큼 인스타그램에

서 스토리 기능을 통해 사회문제와 관련한 일침과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그

러나 사실은 함께 호응해주거나 참여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참여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만큼 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또래 친구들의 존재가 참여

과정에 있는 그녀를 지지하는 큰 힘이 된다.

고1여_스토리 공유기(JH)_개별 화상 면담(2021.06.13)

이제 (참여) 하려면 친구를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혼자 자주적으로는 잘 안 해요. 같이 공감하면은 더 낫지 않

을까?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좀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저 혼자 이

렇게 코멘트를 남기면 남이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저 혼자서도 약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섞인 것 같아요. 

남의 시선과 제가 하는 거에 대한 거...?

바람(WS)도 친구들이 자신의 참여의 원동력이 될 때가 많다고 이야기 한

다. 특히 국민청원의 경우, 또래친구들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

이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특히 이미 또래친구가 국민청원 동의를 한 

뒤에, 이를 고백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친구가 이미 참여해버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공감하고 연대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녀는 함께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고 친구에게 ‘했다’라는 간결한 피드백을 

주고서는 함께 했음을 인증한다.

고2여_바람(WS)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아무래도‘우리 이거 해볼래?’,‘그래 다음에 한번 해보자!’이러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먼저 실행한 후‘나 이런 이런 거 

했는데, 너도 같이할래?’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확실히 친구가 전자보다는 후자처

럼 이끈다면 별 생각 없다가도‘그래? 한번해보지 뭐.’이렇게 실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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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집단 문화에 대한 진단과 적용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은 다양한 결의 친구들을 시민 참여 

과정에 포섭할 때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미 함

께하고 있거나 호응해주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

해서는 조금 더 전략화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참

여자들은 자신들의 친구들을 분석하기에 이른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략은 디지털 시민 참여를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부

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개발된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

은 1:1의 밀접한 개인 공간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운을 띄우는 것이다. 

민들레 홀씨(LYJ)는 역사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녀는 특히 역사문제 중 우

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일본에 의해 왜곡되거나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상황

이 일본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이 의

복이나 치장하는 물품을 살 때 역사적 의식이 바람직한 기업의 물품을 구매

하길 바란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라카이 코리아라는 패션 브랜드를 추천했다. 

이 기업이 욱일기 폐기 프로젝트, 독도팔찌 판매 등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수호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녀는 여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보다는 친한 친구 몇 명에게 1:1 채팅을 통해 라카이 코리아 홈

페이지나 소개 영상의 링크를 보내며 이 사실을 호소한다. 이는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만 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만한 친하지 않은 친구

들의 의아한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이 1:1로 요청받

을 경우 자신의 목소리에 경청해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그녀

는 1:1 채팅방에서 자신이 공유한 자료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다. 생각할 거리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참여를 호소하는 행위 그 자체이기도 

하고,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차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저 이 정보를 보고 시민 참여 행동이 조금이라도 촉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중3여_민들레 홀씨(LYJ)_개별 화상 면담(2021.06.05)

그런 사실을 친구한테 링크 같은 거 공유해 주고 아니면 라카이 코

리아라고 브랜드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애용하거나 친구들한테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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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시켜주고.. (중략) 그게 아무래도 약간 저에 대한 걸 많이 좀 알 

수 있기도 하고 갑자기 보내면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찐친들(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만 보내서 딱히 뭐 

운이나 뭐 설명 없이 그냥 영상만 띡 보내고 말아요.

다음으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소통요청에 호응해야 한다는, 이른

바 ‘읽씹’17)에 대해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역이용하는 영민한 전략이 있다. 10

대 친구들은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채팅 메시지를 보내서 읽었다는 표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모두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가 읽혔다는 표

시가 채팅방에 나타난다. 

ENFP(SY)는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활용해서 대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에서 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 참여적 행동을 함께 해줄 것을 호소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표시가 나기 마련이며 이에 대

해 읽고도 무반응을 보일 친구들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

녀는 단체 카톡방에 국민청원과 관련된 링크를 자주 올리는데, 대체로 이에 

대한 대답이 메시지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

다. 

고1여_ENFP(SY)_개별 화상 면담(2021.06.01)

제가 SNS 이런 데 올리면 애들이 저희 세대는 아마 뭔가 읽씹을 하

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어

떤 대답이든 꼭 해주더라고요. 그냥 한 명이든 두 명 이든. 그냥 학

교에서는 아무리 제가 소리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는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약간 온라인 단톡방 이런 데다 

한 번 올리면‘알았어, 알겠어’나 아니면 그냥‘오키 오키’ 약간 

이렇게! 그냥 뭔가 반응이 조금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민 참여의 과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백한 언

행을 구사하는 전략이 있다. 이는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시민 참여에 동행

해달라고 한다면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전략이다. 이에 또래 

17) 읽씹은 '읽고 씹기'의 준말로,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확인하고 답장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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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참여를 함께 해달라는 직접적인 부탁보다는 은근하게 툭 화두를 

던져주는 식의 의도적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TToTTo(DH)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과 관계 맺은 또래 친구들에게 

인터넷 업체들에게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소형 카메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가 사람들에 대한 불법 

촬영의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이러한 어둠의 문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부담스럽고 

강하게 표현할 경우, 제대로 된 반응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소형 카메라와 관련한 논쟁점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관련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 계

정에 탑재했다. 이러한 그의 화법은 ‘아님말고’식의 냉담한 화법 같기도 하지

만, 이에 대한 의견의 향방보다는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에 집중하므로 오히

려 전략적인 수사라 할 수 있다. 

중3남_TToTTo(DH)_개별 화상 면담(2021.06.26) 

저는 약간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딱 중립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딱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이런 문제 있어요’라고 그냥 알려

만 주는 편이에요. 

한편, 정의의 리더(SH)도 TToTTo(DH)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그는 또

래 친구들에게 참여 독려의 목적으로 접근할 때 친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발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의 리더(SHJ)는 자신은 만 18세

의 선거가 가능하게 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논쟁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하지만 또래 친구들의 의견까지 강

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녀는 공적 이슈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 

메신저 플랫폼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막무가내로 공유하기보다는 또래 친구

의 의견을 먼저 묻는다. 그리고 친구의 의견에 따라 조심스럽게 언행의 방향

을 결정한다. 

정의의 리더(SH)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먼저 귀 기울여

줬다는 점 때문에 결국에는 그녀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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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은 무언가를 해달라는 일방향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니라 함께 상

의해나가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리더(SH)에게 10대의 참여 독려 전략이 되는 것이다. 

고1여_정의의 리더(SH)_개별 화상 면담(2021.05.19)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그것을 타인에게 권유한다는 거를.. 글

쎄 애초에 생각해보지 않았구요. 근데 이제 먼저 일단 물어봤어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를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굳이 그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은‘너는 어떻게 생각해?’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나와 같은 마음이면은 그거를 공유를 해서‘그

럼 여기 한번 눌러봐. 나도 했어.’약간 이렇게 하고 만약 생각이 다

르면은 그냥‘나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

는거죠. 

3) 참여 부담을 줄여주는 자료의 제공

연구 참여자들의 전략은 또래 친구들에게 시민 참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사진, 글 등의 형식에도 녹아져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대한 또래 친구들이 

참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디지털 환경이 시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속에서 활동하는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특징에 적응하고 조

응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은 피드에 올

리는 가로 형태의 여러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게시물과 달리 세

로로 생긴 한 화면에만 이미지를 할애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수

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들이 스토리를 살

펴보며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연

구 참여자들이 활용하는 이미지 전략은 시각화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시

각화(visualization)는 ‘의미적 구조에 시각적 형상을 부여하는 것, 혹은 시각

적 형상으로부터 의미적 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하는 현

상(Rha, et al., 2009; 나일주 외, 2010: 215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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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시각화의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한 운동가(OYJ)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디지털 환경에서 글이 ‘줄줄

줄’ 있는 자료를 보고 영향을 받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글을 다 읽고 핵심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디지털 환경에서 쓰인 글이 읽는다고 

다 파악이 가능한 훌륭한 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하고싶

은 말을 반영하는 이미지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자신의 스토리 공유 게시물

을 보는 사람들에게 강조할 부분을 부각시킨다. 특히 그녀는 색감에 다른 차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보다 더 강렬하게 사회문제에 대해 보여주길 희망한

다. 이에 직접 디지털 환경을 배회하며 적당한 이미지나 그림, 아이콘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문자 기호 또는 캐릭터 이모티콘과 같은 그림 문자나 

줄임말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현상은 연구 참여자인 게시글 작성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입력 시간을 절약하고 문자와 부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전략이든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Crystal, 2008/2011: 90). 

조용한 운동가(OYJ)가 간결한 

이미지를 찾아 올린 스토리 게시물  

고1여_조용한 운동가(OYJ)

_개별 화상 면담(2021.07.06)

(유관순 영화로) 고문의 현장을 알게 됐

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막 생기고.. 그 영화

를 본 이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올해 3월 1일에 제가 기사 

읽다가 그냥 읽던 기사를 스토리에 올렸

던 기억이 나요. 그니까 3월 1일이니까 

네이버 들어가면 막 무궁화도 있고 그런 

거, 저한테 잘 보였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인스타를 들어갔고 인스타에다가 인스타 

안에서 제가 찾았어요. 유관순 관련 그림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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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들의 참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가

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기도 한다. 바로 또래 

친구들이 시민 참여를 보다 빨리, 쉽게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최소화 해주는 

전략이다.

마라톤(JY)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해당 시기에 가장 시급한 국민

청원 안건을 링크로 달아놓는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

음 찾아오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눌러볼 수 있을 것이고, 오다가다 보고 바로 

눌러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녀는 참여를 이중으로 

강조하기 위해 스토리에도 프로필에 링크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 요청하고, 

게시글을 통해서도 해당 안건의 심각성을 알린다.

마라톤(JY)이� 인스타그램�프로필에�올린�

낙태죄에�대한�국회동의청원�링크

고2여_마라톤(JY)

_개별 화상 면담(2021.06.04)

낙태죄의 청원을 했을 때요. 이건 국

회의 청원인데요. 제가 관심 있는 이

슈라서 제 SNS에다가 글을 올렸고 관

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청원을 해줬

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 프로필에다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청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째 사진에 올렸어요.�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또래 친구들로부터 얻는 지지와 호응은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치지 않고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연료로 기능하여 

더 많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또

래의 하위문화와 소통방식, 인지방법을 헤아리면서 또래 친구만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개발되었고,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 속에서 독려

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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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ON-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지속함

 

‘ON &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지속함은 연구 참여자

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디지털 환경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의 일상생활

에까지 연결되어 확장된 형태로 수행됨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치

적 행동들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

대로 오프라인의 행태가 온라인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즉 쌍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한 변화를 일으킨다(Castells, 2001).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가 시

민사회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

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학생으로서의 학업생활, 또래 친

구들과의 교우생활, 개인의 일상생활로 확장하고 있었다.     

1) 학업생활로의 연동 

먼저, 오프라인 생활로 연동되는 디지털 시민 참여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오프라인 학업생활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초입과정에서

는 학교교육와 진로관심에 의해 유도되는 타율적인 형태로 시민 참여에 접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각자의 디지털 시민 참여 행위가 어느 정도 일

상화 된 이후에는 역으로 학교생활에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결과를 활용하는 

행동을 보였다. 

바람(WS)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찾

고 깊게 고민해온 사회문제를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의 캠페인으로 적용한 적

이 있다. 이때 그녀는 디지털 환경에서 얻은 특성화고 출신 당사자들을 통한 

주변지식과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 탐사보도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학업

생활에 역으로 시민 참여의 내용을 적용했다. 이러한 그녀의 관심은 다시 순

환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주목하는 영역으로 발달하였다. 이에 그녀는 디지털 

환경에서 특성화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하며 각종 페이스북 페이

지,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영상 자료 등을 탐색하고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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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여_바람(WS)_개별 채팅 면담(21.10.10) 

특성화고 도제학습 실태 현황(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계약서상 

근무시간 지키지 않고 초과근무에 임금 없음, 기업 측에서 안전 사항

을 지키지 않아 교육생이 다치고 그에 맞는 조치 취하지 않음 등)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 조사하기 위해서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2) 교우생활로의 연동

교우생활로 연동되는 디지털 시민 참여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또래 

친구들과의 일상 대면 대화의 소재로 디지털 시민 참여의 주제가 등장한 것

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여가 문화를 즐기는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을 대면으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참여했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소재로 이용한다. 

거짓말 탐지기(SJ)는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음을 직감한다. 또래 친구들 역시 유튜브나 포털 뉴스, 각종 

SNS에 재구성된 간편 정보로부터 정치정보를 얻기 때문에 관련한 관심이 많

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정치 문제에 관해 고민했

던 부분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적 감을 신뢰하며 친구

들과 향후 선거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두고 내기를 하기도 한다. 비록 친구

들과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 같지만 내기를 할 정도로 서로가 생각하는 각

자의 근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디지털 환경에서 본 자료, 특정 정치

인의 디지털 족적 등이 정치적 대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정치인들의 토론회 

짜깁기 영상,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개별 정치 유튜버의 영상, 댓글 반응 모

음, 뉴스 기사 등이 구체적으로 활용된다.

고2남_거짓말 탐지기(SJ)_개별 화상 면담(21.06.14) 

이번에 이준석 당 대표 되셨잖아요. 네, 하버드대학교도 나오고 토론 

때 유튜브에서 되게 잘하는 거 보고 되게 이준석 그 분을 좋아하는

데.. 저도 물론 그분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안 통해요. (중략) 근데 친구들이랑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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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막 이번에‘재보궐 선거 누가 이긴다’하고 

얘기했을 때 이유 얘기 해가지고 애들이랑 팀 나눠 가지고 밤새 얘

기 했었어요.

3) 일상생활로의 연동  

일상생활로 연동되는 디지털 시민 참여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각자

의 생활노선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로 알게 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

는 행위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에 관한 해결방안을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찾고자 노력한다. 나부터의 솔

선수범이 결국에 다수의 관심을 만들었던 것처럼 문제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

란 믿음 때문이다. 

ENFP(SY)는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 미래의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이다. 이

에 따라 그녀는 디지털 환경에서 동물학대,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

체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한다. 그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접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개와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 들어

가던 중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활동 링크를 발견한 적이 있다. 이에 그곳에

서 공유되는 봉사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날을 기준으로 서울 숲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에 수차례 참여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또 다시 디지털 환경에서 동물권에 관한 여러 시민 참여를 

지속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살펴본 유기동물의 실태는 그

녀에게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필요함을 상기시켜주었다. 이에 인스

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을 촉구하는 내용이나 관련된 

청원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고1여_ENFP(SY)_개별 화상 면담(2021.06.01)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아직도 들어가고 있긴 있는

데 거기서 이제 토요일마다 (봉사를)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안가는데 

처음 했을 땐 저희가 어려서 그런지 힘든 일보다 그냥 똥 치우고 밥 

주고 물 빼주고 그리고 산책시켜주고 조그만 강아지 밖에 개집 왔다 

갔다 해주고 이걸 했는데 너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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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채팅방)에서 유기묘 입양처 이런거 보내고..지금 올라가 보

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공유를 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경험을 

학업생활과 교우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 연계시키면서 시민 참여를 단발성

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게 아닌, 순환적인 구조 속의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면모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적 참여가 단

순히 인터넷으로 연결된 특정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16. 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함 

 

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함은 현재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하는 자신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위치짓기를 수행하며,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시민으로서의 대비로서 지금의 시민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활

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스로를 디지털 시민이라 부르는 것에는 생경

하지만, 디지털 시민 참여의 순간 마다 자신의 참여를 다독여주고 싶을 만큼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기는 마음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처리하면서 미래에 대

한 대비와 기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일련의 성장 경험을 뜻한다. 연구 참여

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미 되어버린(being) 시민 또는 아직 되어가

는 중인(becoming) 시민으로 인식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가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지속하는 마음가짐을 체화시켜나갔다. 이렇듯 자신을 시민으로 

정체화하는 경험은 앞으로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내면의 의식

적 정당화로 이어졌다.

1) 현재의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정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신을 나름의 노력으로 사회에 기여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먼저 이미 되어버린(being)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정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가 다루는 사회문제 자체가 이미 현재의 자신들과 밀접한 



- 168 -

관련성을 띤다는 점에서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이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지닌 지금의 시민적 

위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에 더 정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짐한다.

청원 길잡이(ES)는 사회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편

이며, 사회문제의 주체나 객체가 청소년이 꼭 아니더라도 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모든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녀

는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발휘되어야 할 책무감에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체로서의 의식을 강조한다. 

고2여_청원 길잡이(ES)_개별 화상 면담(2021.07.08)

예를 들자면은 약간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사회문제들이 그냥 아

예 막연하게 저희랑 관련성이 없는 것보다는 뭔가 청소년을 이슈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 아니면 교육 아니면은 

어떤 일상의 안전들이나 어떤 범죄 활동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저희랑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약

간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의 일상생활이랑 연관을 좀 

시켜서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 침해

당하는.. 이제“생활의 주인”은 바로 저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

금 더 진지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의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정은 현존하는 사회문제와 자신의 실생활 사

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고자하는 주인의식과도 연결되지만, 실제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성취감과 연결되기도 한다. 솔잎

(JW)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청원에 동의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았을 때, 이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향후 뉴

스에 오르거나 사람들의 인식이 강화되어 해결의 초석이 마련되었던 경우를 

잊지 못한다. 이때 그는 스스로가 살아있는 시민이라 체감하며 앞으로의 시

민 참여를 지속하는 원동력으로서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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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남_솔잎(JW)_집단 화상 면담(2021.10.02)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서

로 의견을 제시를 하다가 그런 우리가 나누었던 이슈들이 결국 약간 

사회에서 이제 큰 관심 있는 이슈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

들이 약간 의미가 없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2) 미래의 더 나은 시민으로서의 기대와 대비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아직 되어 가는(becoming) 시민으로서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디지털 시민 참여를 지속하는 정당성을 찾기도 한다. 현재는 무언

가 부족한 반쪽짜리 시민이지만, 향후 지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진정한 시민

으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환경을 학습의 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들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대비하는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인스타 스타(GE)는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련의 참여들이 미래를 위한 ‘발판’

이자 ‘연습’이라 말한다. 그녀는 아직 자신을 시민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

언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하고 있는 행위가 시민적임을 인정하기엔 부담스럽

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아직 부족하고 성장이 많이 필요한, 주변적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 때문이다. 

고1여_인스타 스타(GE)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그냥 약간“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근데 미래에는 좀 더 적극적인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

고 생각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

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연습’! 약간 연습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비, 미래에 내 

곁을 둘러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를 뜻하는 것에 이어 제3의 의미도 

지니기도 한다. 바로 자신들 다음에 오는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이다. 정의의 

리더(SH)는 자신들을 미래 세대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입장과 같이 자신들

이 바라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이 열정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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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즉, 또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대비하는 지속

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1여_정의의 리더(SH)_개별 화상 면담(2021.05.19)

10대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까 디지털 네이티

브 같은 것처럼 저희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디지털을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또 

제 동생들이 저보다 인터넷을 더 잘 알아요. 진짜 뭐가 어디에 있는

지도 잘 알고, 그리고 오히려 어린 애 일수록 약간 무서움 없이 다 

도전해봐요. 다 클릭해보고 얘를 깔아보고 그러면서 더 어른들보다 

이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음가짐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를 현재의 관점과 미래의 관

점에서 정당화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정체화를 진행하고 있

었다. 이러한 정체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점검하고 

수정하려는 자세로도 이어진다. 

나무(MY)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모저모를 골몰하고 찾아보며, 비교하는 의

견 개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활동에서 한 가지 반성할 부

분이 있다면 이른바 ‘카더라’와 같이 한번 이상 정제되거나 편집된 자료를 정

보로 수집하는 것에 익숙해져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를 발칵 뒤

집은 여성혐오, 남성혐오와 관련된 커뮤니티 논쟁과 지형에 대한 비판에 대

해 알고싶지만 본거지로 가지 않고 캡처된 형태의 발언들을 보고 판단을 내

렸다. 그는 본거지를 찾아보지 않고 우회하여 정보를 내면화하는 것이 용기

없는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중3남_나무(MY)_개별 화상 면담(2021.05.28)

실제 사건이 벌어진 곳에 현장을 조사하러 가는 게 어쨌든 중요하잖

아요. 근데 조사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지워져 있거나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다고 해도 일베나 메

갈 그런 사이트들은 어쨌든 좀 다크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중략) 그

래서 들어갈 수 있는데도‘그냥 뉴스로 보자. 약간 클린한 버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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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실관계 파악을 안 하고 바로 뉴스로 가

는? 어쨌든 약간 살인사건 현장에 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보니

까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현실 분석가(WJ)도 시민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 형태에 대해 성찰하

며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다. 그는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사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추리하며 국민청원으로도 연결되었지만,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양대 진영에서 서로에게 비난을 일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앞으로 여론에 따라 사회문제를 확인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2남_현실 분석가(WJ)_집단 화상 면담(21.10.09)

저는 이게 일단은 좋다,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저는 살짝 부정적인 측

면도 고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강에서 돌아가신 고인분도 그

렇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의혹을 하나 던지고 그 의혹을 

중심으로 뭉쳐서 가는 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신

들의 생각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

은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 수를 늘리는 게 마냥 긍정적인 일만은 아닌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신의 참여 형태에 대한 성

찰과 더불어 같이 참여하는 타인들과의 연대와 다독임에 대한 성찰로도 이

어진다. 함께 참여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마주한 타

인들과 따듯한 관계를 맺는 참여자이고 싶기 때문이다. 이에 청원소년(YS)

은 디지털 환경에서 만난 타인들의 고민에 대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시

민으로서 필요한 소양이라고 이야기한다. 관심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타인들을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참여자들과 따뜻

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건강한 연대를 지속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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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남_청원소년(YS)_개별 화상 면담(2021.07.17)

일단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좋은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문제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 사람

들이면 저는 모두 다 디지털 시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은 영향력

이라고 하면은 엄청 막 자기가 청원을 하는 행위 이런 거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자그만하

게, 뭐 부당한 그런 청원이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 거 아니면은 사람

들한테 그냥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나 이런 거 댓글 같은 걸로 공

감을 해주는 것도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를 단발성으로 끝내는 것으

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시민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적

인 참여를 이끄는 내적 기제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는 시민 참여 경험에 의

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발달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연구 질문 1)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위해 개방 코딩을 진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16개로 

범주화된 일련의 경험들을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에서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는 정체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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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범주 관계성 분석: 축 코딩을 중심으로  

제 2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질문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

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답하기 위해 축 코딩을 이용하여 패러다임 모

형과 과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으로 도출된 범주를 재구성하

여 패러다임 모형이 구성되었다. Strauss와 Corbin(1998/2001)은 어떤 현상

의 맥락 혹은 구조와 구체적 사건, 행위의 과정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틀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이는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하여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축 코딩은 개방 코딩 기간 동안

에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며 시작되는 체계적 분석의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111). 패러다임은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동/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Creswell(2005)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2005: 401-408)의 예시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4-1]

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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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그림 4-1]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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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의 인과적 조건으로서 

‘ON-OFF’의 영향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여가 영역

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관해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 또는 관찰하게 

되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

이면서도, 기성의 참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 같

은 경험들은 곧 시민 참여에 대한 행동의 방향성을 평화적이고 하위문화에 

걸맞은 것으로 설정하게 하는 인과적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경험들이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

인 ‘관심 촉구’로서의 일련의 노력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

은 맥락적 조건으로서 N수의 확장의 ‘증폭’ 문화와 실시간 파악을 중요시하

는 ‘속도전’ 문화라는 디지털 환경 자체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더욱 촉발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으로 첫째, 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둘째,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안전지대

를 마련하며, 셋째,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개발하여 ‘특화’하고, 넷째,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

들은 디지털 환경이 투과하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디지털 환

경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행

동방식을 계발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교육’이나 ‘진로관심’,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 ‘불안과 

제약’의 경험은 중심현상이나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더욱 촉진하거나 방해하

는 등의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을 

둘러싼 여러 조건으로 인해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개발하여 결과적으로 

‘ON-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지속가

능한 ‘디지털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였다. 

요약한 바와 같이 패러다임 모형에 나타난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동/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각각 상세하게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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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현상(core phenomenon) 

  : ⑧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 

중심현상(core phenomenon)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

내 주는 것으로 인과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이며, 일

련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연구에서 전체 범주들

이 관통하는 지속적인 장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2001: 147).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⑧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으

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 촉구에 쏟는 노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한 경험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개발 및 형성하고 타인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스스로 연대하는 주체가 됨과 동시에 그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전파 활

동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심 촉구의 노력은 곧 사회문제의 당사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문제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중3여_진솔한 대화(EJ)_개별 화상 면담(2021.06.02) 

그...저의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당사자들 있잖아

요. 그 양쪽 부모님이랑. 이제 그분들이 좀 약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서 약간 음.. 심리적으로 좀 느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를 접한 후, 

사회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 갖게 만들어야겠다는 점에 주목한

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관

심을 촉구하는 또 다른 주체로 함께해주길 바라는 열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관심 촉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고1여_정의의 리더(SH)_개별 화상 면담(2021.05.19)

읽어라도 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아라. 한 번이라도 읽어

라, 약간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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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남_댓글 폭격기(KH)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일단 다른 사람도 이거를 와닿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스토리에 올린

다든가, 이 걸 또 본인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속 다른 사람들

이 또 올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 조금 이분들

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 기억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2)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

   : ① ‘ON-OFF’의 영향에 따라 사회문제에 주목함

     ②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함 

     ④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

     ⑤ 기존의 참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생성함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중심현상처럼 나

타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즉, 인과적 조건을 규정하

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특정한 상호작용의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

는 작업이다(유기웅, 2022). 본 연구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① ‘ON-OFF’

의 영향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주목함”, “②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함”과 “④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

에 휩싸임”, “⑤ 마주한 참여 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생성하여 대응함”으로, 

총 4가지의 범주가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전자의 두 가지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시민 참여를 하는 데 있어 

시작점이 되는 요인에 해당한다(“‘ON-OFF’의 영향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서 사회문제에 주목함”,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함”). 중

심현상인 ‘관심 촉구’를 위한 노력을 하기 전까지 그 바탕이 되는 사회문제

에 대한 접근과 관찰, 문제의식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 초기적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N-OFF’의 영향에 따라 사회문제에 주목함”은 연구 참여

자들이 우연적인 계기로 디지털 환경에서 논의되는 사회문제를 접하게 만든

다. 온라인 차원에서는 알고리즘의 추천기능과 불특정 타자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며, 오프라인 차원에서는 또래 친구의 시민 참여가 그들

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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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여_그림자(MK)_개별 채팅 면담(2021.10.10)  

실시간 검색, 유튜브 알고리즘 등 찾아보지 않고도 빠르게 알게 되는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후에 호기심이 생겨 궁금증을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사나 영상, 사진 등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중3남_비눗방울(SJ)_개별 화상 면담(2021.06.09)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걸로..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거나 그런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이러한 계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특별

한 관심을 개발하게 된다. 먼저 대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가해)당사

자, 유명인에 관해 주목한다. 문제영역으로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생

활에 관해 주목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로는 성평등, 역사, 교육, 환경의 

성격을 가진 사회문제들에 대해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영역들은 곧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일로서 다가오는 경험을 선사한다. 여

러 사회문제가 나의 현재 혹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달한 사회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흡수

되지 않고 자기화 되는 일종의 재구성 작용이 동반됨을 시사한다. 

중3남_소심이(SH)_개별 화상 면담(2021.06.13)

좀 저도 지금 성장기고 사춘기다 보니까 좀, 이성에게도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이 돼서 좀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거(버닝썬, N번방)에 대해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함”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여

가영역에 있는 젠더화된 형태의 문화에 발을 들이며 우연한 계기로 사회문

제를 접하게 된다는 초기 요인에 해당한다. 팬덤, 스포츠, 게임 문화 등 평

소 향유하던 여가 영역에서 파생된 사회적 이슈는 친밀한 영역에 침투한 문

제의식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문화의 소비 과정에서 접

하게 되는 여러 이슈들은 거시적 제도나 윤리의식과 결부된 경우가 많아 이

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처 반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대체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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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게임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혐오 표현, 표절 시비, 보도윤리 등을, 팬

덤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역사 왜곡, 대기업의 횡포, 인종차별 등과 관

련된 사회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사회문제를 덮어두

고 문화를 소비하려는 다른 향유자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며 관련된 관심을 

농밀하게 발전시킨다. 

고1남_호랑이(BK)_개별 화상 면담(2021.07.26)

(게임을) 친구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다 무시하고 그냥 그런 느

낌이에요. 약간 그런데 패드립.. 욕설이 허용.. 그러니까 욕설 허용인

데 패드립 욕설 같은 거는 비허용이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좀 심하

게 해 가지고 바로 잘라 버렸습니다. 

중3여_구름2(SM)_개별 화상 면담(2021.5.27)

SM(SM엔터테인먼트)이 엄청 그 몇 달 전에 아마 횡포 같은 걸 하다

가 걸려가지고 세금, 벌금을 엄청 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세금 

아무튼 조사로 들어갔는데,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약간 그런 

횡포나 비밀 이런 게 밝혀지면서 엄청난 세금을, 엄청난 벌금을 물었

어요, 걔네가.

위의 두 범주가 중심현상을 야기하는 초기 단계의 인과 요인에 해당하는 

범주들이었다면 후자인 나머지 두 범주는 구체적으로 ‘관심 촉구’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 계기로서의 인과 요인이라 할 수 있다(“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 “마주한 시민 참여 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생성함”).

먼저, “마주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은 연구 참여자들

에게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시켜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주

한 사회문제들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이에 대한 공감적 사고를 행함에 따라 

분노의 감정에 도달했다. 이 분노는 사회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지하지 못하

는 세태의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잘 몰라서’ 사회문제라는 구성적 지식을 

양산하며, 곧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킨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사회문제들은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처참

하고 가혹한 피해와 관련된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주목하는 

사회문제가 심각한 사안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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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여_방패(HE)_개별 화상 면담(2021.06.25)

이렇게 뭔가 관심 있는 거에 페이지에,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서 이

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어이없고 조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중

략) 아니 뭔가 그냥 돈만 보고 이렇게 사람들(독립유공자)은 신경을 

딱히 안 쓰고 그런 거 같아서..

아울러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목격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

의 장소에서는 기성세대가 미리 만들어놓은 참여 문화의 분위기가 매우 참

담해 큰 실망을 하고 만다. 이에 “마주한 시민 참여 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생성함” 역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노력을 촉진하게 만든다. 연

구 참여자들은 기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측면과 배척의 측면을 직면

함에 따라 보다 평화적이고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참여 방법을 모색한다.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과 바깥에 있는 타인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

는,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며, 끈기 있는 행동에 기반한 선한 영향력에 관심

을 갖는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 주체로서 기성의 

참여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해 관심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 

고2남_거짓말 탐지기(SJ)_개별 화상 면담(2021.06.14)

어, 제가 무시하는 어른들보다 물론 덜 성숙하고 미숙한 부분도 많겠

지만 10대들은 보통 관심 있는 부분은 끝까지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이돌 같은 것도 보면은 아이돌 한 번 빠지면 끝까지 

완전 엄청 많이 파잖아요. 그런 건 무시 못하는 거고.

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 ⑥ N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

     ⑦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함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이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

에서 교차하여 패러다임 모형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배경

조건이자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Strauss & Corbin, 1990; 박승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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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에서 재인용). 즉,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특수한 구조적 조건을 말한다(유기웅, 2022).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맥락적 조건은 “⑥ N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과 “⑦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

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 자신과 타인의 관심을 개발 

및 촉구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디지

털 시민 참여 문화에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마주하는 사

회문제들에 분노를 느낌에 따라 행하는 대안적인 시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의 증폭 문화와 속도전 문화라

는 구조적 특성에 적응하며 구체화 된 것이다. 즉,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이 두 범주는 이러한 관심 촉구의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환경 그 

자체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N수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촉구한 것에 대한 결과적 지표가 숫자의 크기임을 상기시켜준다. 특

히 다양한 SNS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기능에 포함된 몇 명, 몇 번

의 주목 또는 무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동원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고1남_KYU(JY)_개별 화상 면담(2021.07.17)

‘미얀마에 있는 교민들을 좀 구해달라는 국민청원 보고 여기 있는 

구해 주세요’라는 참여 인원에 2만 3673명이라는 분들께서 같은 공

감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생각이랑 같은 생각이어서 되게 안타까

운 생각이 많이 들죠. 

아울러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함”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전략이 숫자의 크기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것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특

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떠한 사안이든 여러 플랫폼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인지해야 뒤처지지 않는 이용자라는 인식

이 팽배한데, 이것이 사회문제를 논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행위에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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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남_개미(HW)_개별 화상 면담(2021.07.23)

인스타는 사람들이 좀 신기할 만한 내용이나 아니면 하나 사건이 중

간에 터졌으면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만 올려낼 경우에 그것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략) 딱 그 사건만 볼 수 있어서 시

간 절약도 되고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워 가지고...글로 적혀있으니까.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 ③ ‘학생 지위’에 따라 매개된 사회문제에 접근함

     ⑨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

     ⑩ 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약’을 마주함

인간의 행동은 인과 조건 외에도 다른 요소들의 영향에 의해 조절되는 경

우가 많다.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중심현상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쳐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상황에서 행동/상호작

용의 전략을 촉진 시키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1990; 박승민, 2017: 2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

동/상호작용 전략을 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도록 영향을 주는 매개적·중

재적 조건으로 “③ ‘학생 지위’에 따라 매개된 사회문제에 접근함”, “⑨ 의

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 “⑩ 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

약’을 마주함”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학생 지위’에 따라 매개된 사회문제에 접근함”은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참여 행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연구 참여자들

은 학교교육과 진로관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특정 플랫폼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정보와 의견, 생각할 거리 

등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는 평소에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을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교

과에서는 사회, 역사, 윤리, 과학 등의 과목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문제

에 관한 탐색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들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중심으

로 한 프로젝트식의 과제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해당 사회문제에 대해 골몰해보는 의도적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아울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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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관심 역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

하여 행동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자신의 진로관심에 따라 특정 영역으로의 문제의식을 발달시키

고 동의 버튼을 누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시민 참여가 학생 지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계기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학교와 학생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2여_구름1(IYJ)_개별 화상 면담(2021.06.04) 

이건 이제 수행평가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건데 그 사회 과목에서 

쟁점 아니면 자기가 보는 사회의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카드 뉴

스를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이 사진 뒤

에 나오는 역사 왜곡을 했는데..

이어서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경험함” 역시 연구 참여자들

의 시민 참여 행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연

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만난 의미있는 타자들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 중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연이 된 의미있는 타자들

로 인해 시민 참여에 활력을 얻고 함께 협력해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의미있는 타자들에게 지지를 얻고 연대를 할수록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전략이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3여_평화의 민초단(DY)_개별 화상 면담(2021.06.28)

일단 저는 트위터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제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랑 그림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트위터에 누가 

‘이거 좀 많이 알아주세요 RT(리트윗)해 주세요’ 하고 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리얼돌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청원 동의하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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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약’을 마주함”은 연구 참여자들의 행

동과 상호작용 전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 족적

으로 인해 자신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란 불안감, 디지털 환경

으로의 접속 자체로의 차단과 제약은 연구 참여자들의 특화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 범주의 경험이 연구 참여자에게 각인되었거나 방해요건으로 발

휘되는 경우에는 좀 더 소극적인 형태의 사고 활동, 상징표현 활동으로 이

어지기도 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자기보호 기제를 장착한 

한발 물러선 형태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1남_신중한 참여자(YC)_개별 화상 면담(2021.07.16)

약간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좀 사이버상에서 좀 유독 더 그런데 그

냥 뭔가 제가.. 제가 그런 의도로 쓴 말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쓴 것

처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댓글에서. 그

리고 사람보다 가치관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 그 중심에 

서 있고 싶지는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을 표현

하고 그냥 조용히 묻힐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그냥.. 네! 달고 있습

니다.

5) 행동/상호작용 전략(actions/interaction strategy)

   : ⑪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⑫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여의 안전지대를 마련함

     ⑬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함

     ⑭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

행동/상호작용 전략(actions/interaction strategy)은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

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박

승민, 2017: 215에서 재인용). 행동/상호작용 전략의 요소에는 구체적인 행

동이 나타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과 그 인식의 교류과정을 통한 타협과 조정의 과정도 포함한다(Strauss & 

Corbin, 1998/2001: 116). 즉 행동/상호작용 전략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유기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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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몇 가지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행동/상호전략에는 “⑪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⑬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어서 “⑭ ‘10대 참여 독려’를 위

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⑫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여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전자의 ⑪, ⑬ 범주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핵심적인 행동에 해당

하며, ⑭ 범주는 이러한 핵심적인 행동을 활성화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이

어서 ⑫ 범주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안전하게 만드는 보호 

전략에 해당한다.

먼저,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은 디지털 시

민 참여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료가 쏟아지는 디

지털 환경에서 나름의 판별 기준을 갖고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자신만의 분

석과 자료 구성에 힘을 쓰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유사하다. 

중3남_JBC(JB)_개별 화상 면담(2021.05.28)

방송사 중에 TVN에는 뉴스가 없고 그리고 채널A나 검언유착이 있었

잖아요, TV조선이. 채널A가 검언유착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가 있었고, 너무 대놓고 정부를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야당을 비하한

다거나 이런 데는 안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앞서 살펴본 분석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인지적 영역에서의 참여라면, 

“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함”은 행동적 영역에 해당한다. 이 범주

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소극적 차원의 사고 활동과 

상징표현 활동에서 적극적 차원의 댓글 활동, 공유 전파 활동, 채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다양한 특화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사고 활동의 경

우, 자료수집과 정보구성 이상으로 스스로 사회문제 사안에 대해 중대하게 

고민해보는 과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특화된 행동영역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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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남_짱돌(YH)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약간 좀‘싫어요’누르거나 댓글에도 뭐 내 의견에 맞으면‘좋아

요’를 누른다거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까 딱 보이잖아요. 싫어요랑 좋아요의 개수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뭐라해야 되지? 영상을 올린 사람이 보기에 ‘이 의견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 제도에는 찬성한 사람이 많구나.’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1여_리더(YN)_개별 화상 면담(2021.06.13)

(바다 쓰레기 환경문제 관련)‘지금 이런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

이 일어나고 있다’를 저희 또래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접

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렇다고 애들이 요즘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인플루언서들 얘기만 보지 그런 기사 

같은 건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럼 저라도‘알려야겠다’싶은 

마음에 올렸던 것 같아요. 스토리로.

위와 같은 행동/상호작용 전략은 또래집단을 자신의 특화된 행동으로 끌

어오려는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 전략과 밀

접하게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시민 참여 경험을 축

적함에 따라 관심 촉구의 대상 또는 주체로서 또래집단 친구들이 함께 수행

했으면 하는 기대가 커진다. 이에 또래집단 친구들을 촉구의 대상으로 상정

함에 따라 그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또래 하위문화에 맞는 포섭

방식과 수사 등을 전략으로 삼는다.

고1남_정보망(KH)_개별 화상 면담(2021.06.19)

저는 이미지가 일단 확실히 글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는 데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글보다는 이미지를 보면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니까 내가 이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관

점을 가지고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여의 안전지대를 

마련”하여 안전한 디지털 시민 참여를 표방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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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성세대의 디지털 참여 문화에서 밀어내기 당하는 주변적 존재임을 

때때로 확인하였다. 때문에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려고 해도, 여전

히 디지털 환경 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

하여 자신들의 시민 참여 행동을 지속하려 한다. 

고2여_해시태그(SH)_개별 화상 면담(2021.06.06)

약간 사회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층이 남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게 또 인터넷상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무분별하게 

한 사람을 집단으로 막 말로 다굴하고 그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

서 굳이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런 댓글에

다가 비공감 누르고 신고하고 그래요.

6) 결과(consequences)

   : ⑮ ‘ON-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지속함

     ⑯ 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함 

결과(consequences)는 행동/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물로서 행동/상호작용으

로 결국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을 통칭한다(Strauss & Corbin, 

1998/2001: 116).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촉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결과, 자신만의 특화된 인지전략으로서의 분석적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고, 행동전략으로서의 참여방식을 개발하며, 10대 청소년의 

지위에 따라 또래 친구를 포섭하는 전략과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를 발달시

켰다. 이는 곧 결과로서 “‘ON-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참여를 지속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활발한 순환과 환류, 넘나듦

의 과정과 함께 “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하게 되는” 결

과를 낳았다. 

먼저, “‘ON-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지속함”은 디지

털 시민 참여가 오직 디지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

다.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은 학업생활, 교우생활,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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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등 각 생활영역 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의 

경계가 흐려진 채 계속해서 상호 순환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중3여_방패(HE)_개별 화상 면담(2021.06.25)

이건 그때 민주화 운동 관련된 영화, 영화인지 영상인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를 보고 그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뱃지를 샀어요. 펀딩..펀딩

으로 팔았어요. 

고1남_동의봇(HW)_개별 화상 면담(2021.06.12)

 친구랑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 때 그래서 둘이 떠들다 

가‘야 이거 봤어?’해가지고‘이거 청원한대, 같이 할래?’그래 가

지고 그냥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그 짜깁기 하는 거 조금씩 

보는데 이거 어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이게 동북

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중략) 링크는 카톡으로 받죠. 이제 말하고 한

다고 하니까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하게 됨”은 일련의 디지털 시

민 참여 과정으로 인해 스스로를 미래의 시민으로 되어가는, 또는 현재의 

시민으로 되어버린 존재로 위치짓기 하며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해가는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재

의 시민이자 미래의 시민으로서 지속적인 시민 참여로의 의지를 다짐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참여 방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디지털 시민으로 

서의 자기개념을 확립해나간다.

고1남_신중한 참여자(YC)_집단 화상 면담(2021.10.09)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슈들이 언젠가 제가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잘 되면 나중에 제

가 미래를 겪을 때도 그만큼 해결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2여_문어발(YB)_개별 화상 면담(2021.06.11)

제가 보기에는 (설리가) 그렇게 막 선정성이 높다거나 유해한 콘텐츠

라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도 속옷을 입는 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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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편한 게 사실이고 착용하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

거든요. 그래서‘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거리인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러니까 실제로‘이게 그렇게 큰 논란 될 일이야?’라고 게시물을 한

다거나 댓글을 올린다거나 한 적은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목소

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망하시고 이런 사건

이 생기니까 좀‘내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움직이는 사람이 좀 더 많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지 않을까..’이런 생

각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2.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행위/상호작용

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148). 과정 분석의 결과는 연구 질문 2)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와 관계된다. 

과정(process)은 인간이 어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

는 중단, 변화, 반복의 작용과 상호작용을 말한다. 과정은 (a) 가변적인 성

질이 있고, (b) 개념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며, (c) 일상적인 작용-상

호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d) 하위과정으로도 나뉠 수 있다(Corbin & 

Strauss, 2015/2019: 185-189).

과정 분석은 중심현상을 반영하는 행동/상호작용, 결과를 시간 흐름에 따른 

순환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중심 현상은 사회문제

에 대한 관심의 ‘촉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인과적 

조건, 중재적, 맥락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그림 4-2]와 같이 ‘실험적 탐색의 

단계’ ‘실천적 참여의 단계’, ‘시민 정체성 확장의 단계’로 총 3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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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

1) 실험적 탐색의 단계(the stage of experimental exploration) 

실험적 탐색의 단계(the stage of experimental exploration)는 연구 참여

자들이 다양한 변곡점으로 인해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하여 탐색하는 초기의 

실험적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가까운 또래집단 친구들이 선행

하여 실천하고 있는 시민 참여 행동을 간접경험하거나, 디지털 환경의 알고

리즘 추천 기능이나 여가 문화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우연한 정보

를 접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해 알아가며 그에 관한 관심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알고리즘을 ‘타거나’ 평소 향유하던 여가영역에서 ‘파

생되어’ 자신에게 노출된 여러 문제와 논란이 사회문제의 성격을 가졌음을 

알아간다. 여기에 이미 참여하고 있던 또래집단 친구들의 ‘동행’ 요청까지 

더해져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아울러 학교교

육이 때때로 사회문제에 대한 디지털 환경의 탐색을 ‘유도’함으로써 접근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

를 구성함”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우연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상태

에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실험적 시도를 감행한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정보화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 

중 일부를 사회문제 탐색용으로 재편하거나 자료 자체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을 태생적으로 마주했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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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서 사회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각종 웹

서핑을 즐겨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탐색적 시도

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처가 다양함에 따

라 실험적인 드나듦을 통해 스스로에게 적합한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가며 자신만의 정보 꾸러미를 만들어간다. 이때 기성 언론의 보도 영상, 유

사 언론의 요약본, SNS에서 재구성되거나 편집된 간단한 자료, 원문에 해당

하는 보고서 성격의 기초 자료, 관계 맺은 타인의 발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탐색해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꾸러미, 즉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마

련하는 데에 집중한다. 

종합하면, 실험적 탐색의 단계는 사회문제에 대한 탐색적 이해가 진행되

는 시민 참여의 기초적 단계로서 청소년들이 사회문제 읽어내고, 분석하여 

관심을 형성하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사회문제 

파악을 위해 미디어 및 정보를 읽고 쓰는 리터러시(literacy) 행동이 나타난

다. 또한 자신이 구한 정보를 포트폴리오 형태의 꾸러미로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해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자료의 창조적 재구성 활동이 나타난다.

2) 실천적 참여의 단계(the stage of practical participation) 

실험적 탐색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는 단계였다면 실천적 참여의 단계

(the stage of practical participation)는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이 일어나는, 

즉 디지털 시민 참여의 중심적인 실천이 일어나는 중핵의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방어적 적응과 행동적 기여가 함께 맞물려 발생한다. 연구 참여자

들은 한편으로는 디지털 참여 환경 전반에 대해 적응하면서 그에 따른 자기

보호의 기제를 만드는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그 속에서 디지털 시민 참

여를 실천함에 따라 자신만의 특색있는 행동적 기여의 방식을 고안해낸다. 

이 두 행동/상호작용 전략은 비선형적으로 함께 맞물리며 각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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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적 적응(defensive adaptation)

방어적 적응(defensive adaptation)은 연구 참여자들이 시민 참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천적 행동을 하면서 청소년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위치짓기

의 전략들을 고안해내는 것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머물며 숫자의 증폭이 가시화되는 여러 

플랫폼의 기능들에 적응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판도가 바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속도전 정보싸움에 점차 익숙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익숙해지지 않는 장면과도 마주한다. 본격적인 참여의 의지를 내

면화하기 전 마주한 기성세대의 시민 참여 문화는 혐오와 무시로 점철되었

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충격적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증폭 문화와 속도전 문화에 적응

해나갔듯이, 시민 참여 문화에 대해서도 나름의 혜안을 얻으며 학습한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고 단순한 구도의 이 문화 속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화

법의 의견표현 양식을 발견해나간다는 점, 그리고 10대를 무시한다 하더라

도 자신이 경험한 10대들의 동력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신경 쓰지 않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 시민 참여 실천의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자체적인 문화와 시민 참여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

하여 참여의 안전지대를 마련함”이라는 방어적인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주

로 사용하게 된다. 두려움에 마비되었던 움츠러든 자신을 일으켜 보다 당당

하게 무시하고 기피하는 전략으로 무장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내부의 반대, 신고 기능을 직접 이용한다거나, 그 상황을 모면 

또는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회로로서 다양화된 계정과 자아를 운용하

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행동/상호작용 전략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굴복이기보다는 시민 참

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준비태세 갖추기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

은 평소 향유해왔던 디지털 환경의 배경문화를 사회문제 버전으로 변용하여 

빠르게 적응해나간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시민 참여 문화에 10대 청

소년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잠시이고, 디지털 시민 참여의 주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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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 위해 눈앞에 놓인 한계를 직시한다. 즉, 이 단계는 적응과 방어를 

추구하면서 시민 참여 행동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한 준비태세의 단계이다. 

(2) 행동적 기여(behavioral contribution)

행동적 기여(behavioral contribution)는 탐색과 적응을 발판 삼아 시민 

참여의 경험이 본격적으로 실천되고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적 기여가 

발휘된다는 것은 디지털 시민 참여 실천의 목적이 관심 형성을 넘어 관심 

촉구로 진전되었음을 뜻한다. 다양하게 패턴화된 행동이 특화되어 나타남에 

따라 이 행동들은 곧 각 개별 청소년의 성향과 취향, 그리고 기존에 본거지

로 활동하던 플랫폼에 대한 친화성으로 인해 분화 및 특화된다. 이 단계에

서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한 행동들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특화되지만 공통적

으로는 ‘기여’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사

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즉, 촉진의 행동에 기여하는 여러 스펙트럼의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분노’의 정서로 참여의 의지를 불태운다. 연구 참여자들

이 마주한 디지털 환경 내 사회문제들은 다소 자극적이고 개별화된 성격으

로 묘사되면서 날 것 그대로의 서사구조로 도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연구 참여자들이 접하는 사회문제의 내러티브는 이해당사자가 화자가 

되어 쓴 글이나 제3자의 자극적인 재구성 영상, 논란이 많은 댓글 창으로 

나타난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소 날 것 그대로인 사회문제의 개별사례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주된 정서로서 ‘분노’감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분

노의 정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해당사자들의 처참함을 여태껏 제대로 알

지 못했다는 탄식을 불러온다. 그리고 나와 타인 모두의 사회적 관심이 촉

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책무감과 의무감을 연동시킴에 따라 관심 촉구를 

위한 여러 기여적 활동을 하게 만든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가 본격화되는 실천의 단계에서 “개별

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함”이라는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하

게 된다. 사회문제에 대해 골몰하는 사고 활동, 반응하는 상징표현 활동, 소

통하는 댓글 활동, 전파하는 게시물 공유 활동, 요청하고 대화하는 채팅 활

동 등이 그 예이다. 이 전략들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하나로 특화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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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이 시기가 늘 정형화된 형태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방어적으로 적

응하는 나름의 보호책을 마련하고 기여적으로 행동하는 특화된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계를 뒤흔드는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

들이 시민 참여 활동을 수행하면서 약한 유대 관계에 의한 의미있는 지지의 

경험이 있을 때에는 보다 동력을 얻는다. 반면, 디지털 시민 참여를 무력화

시키는 접근성의 제약이나 참여의 족적이 일상 생활에서의 비난의 근거로 

이용된다는 불안감은 활동의 적극적 수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

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에서 만난 협력적 동료들의 존재와 반대로 이를 방해

하는 위협적 존재들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시민 참여에 활력을 얻는 정도

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주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바로 또래집단 친구들을 관계망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관

심을 촉구하는 기여적 행동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또래집단 친구들이다. 자신과 제일 가깝고, 

가장 친밀한 문화를 공통으로 향유하는 친구들이야말로 관심을 촉구하기에 

부담되지 않고 믿을만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

의 참여 활동을 적용하기 위해 또래집단을 독려할만한 여러 수사적 전략을 

개발 및 적용하여 자신의 특화된 활동에서의 기여 행위를 더욱 활성화시킨

다. 이때 사용되는 행동/상호작용 전략이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

발에 총력을 기울임”이다.

종합하면, 실천적 참여의 단계(the stage of practical participation)에서는

방어적 적응과 행동적 기여가 함께 맞물려 일어나면서 실천의 경험이 더욱 

농밀해지는 상황에 도달된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관심 촉구

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특화된 참여 형태를 개발하며, 이를 적용할 집단

을 또래집단으로 상정해 분석적으로 전략을 고안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디지

털 환경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적 삶에 순환하며 축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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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정체성 확장의 단계(the stage of expanding civic identity)

시민 정체성 확장의 단계(the stage of expanding civic identity)는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일상화된 시민 참여로 확장됨에 따라 시민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시

민 참여를 통해 시민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자질과 역량인 디지털 

시민성이 활성화되며 공고화되는 단계를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결국 삶의 여러 국면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진 채 시민 참여를 지속하는 장소의 외적 확장을 경험하게 되며, 동

시에 학생 정체성에서 시민 정체성으로 정체성의 외연이 확장하는 경험 또

한 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게 됨과 동시에 어떤 시민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기개념에 대해 추

상적으로 고민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디지털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오프라인 영역에 적용하여 일상적 시

민 참여를 삶의 일부로 안착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행동/상호작용 전략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반복되

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생활, 교우생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참여 경험이 연동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먼저였는

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진 채 지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시민 참여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다. 이는 자신들이 특별한 시민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시민 참여를 체화하는 내면

적 성장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으로 인식하게 된다. 현재의 시민 규정은 지금 지속하고 있는 자신

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에 기인하며, 미래의 시민 규정은 가깝게는 사안

의 해결에의 기여분에 따른 자기 몫의 존재감과 멀게는 훈련으로 인해 어른

이 되어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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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이론 통합 분석: 선택 코딩 결과를 중심으로

제 3절에서는 1, 2절의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이론 통합분석의 단계로서 

선택 코딩이 진행되었다. 선택 코딩은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규화

하는 과정으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133). 선택 코딩에서는 먼저 핵심범주(core category), 

즉 연구의 중심주제를 정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핵심범주는 원자료를 분석

하여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연구인지를 설명해주는 핵심어로 표현하는 것

이다(Corbin & Strauss, 2015/2019: 204).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핵심범주’

를 정의 내리며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

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 질문 3)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

년들에게 어떤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이 발달하는가?”와 연구 질문 4)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 발달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4-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의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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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통합 분석: 중재됨(mediated)과 중재함(mediating)을 통해

  사회적 관심(public attention)을 형성 및 촉구하는 시민 성장기

핵심범주는 근거 이론 연구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핵심단어로 응축, 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인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의 핵심 

범주는 “중재됨(mediated)과 중재함(mediating)을 통해 사회적 관심(public 

attention)을 형성 및 촉구하는 시민 성장기”로 압축할 수 있다. 연구 참여

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대하여 중재됨과 동시에 중재함을 실천

하는 이중적 경험을 하고 있다. 

먼저 중재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다는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학교, 또래집단, 하위문화의 일환인 여가 문화, 디지털 환경의 문화 등에 의

해 중재되어 디지털 시민 참여에 입문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그들을 둘

러싼 디지털 환경의 문화인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와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 그리고 기성세대의 시민 참여 문화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입문단계에

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형성과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화들에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재됨(mediated)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재된다는 것은 디지털 환경

에서 접하게 된 기호와 상징체계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지녔던 기존의 사고

와 행동을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전환 시켜주는 정신적 기제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재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다는 것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문제의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을 형성할 수 있는 기

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겪는 일련

의 경험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정보를 탐색하게끔 유도

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

북, 유튜브, 디스코드, 네이버, 구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청원 사이

트 등에 흩뿌려진 각종 기사, 재편된 자료, 불특정한 타인들의 발언과 논쟁 

등을 접한 뒤 사회적 관심을 개발하고 참여 경험을 축적 시켜 나갔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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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정보 자체에 의해 중재되기도 하고, 디지털 환경 내 타인

들에 의해 중재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형성해나갔

다. 여기서 형성된 관심은 단순히 ‘전달된’ 관심이 아닌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해석된’ 관심이다. 여러 계기를 통해 접하게 된 사회문제는 연구 참여자

들이 자신의 문제로 되새김질하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침에 따라 좀 더 세밀

한 형태의 이야기 구조와 양상을 띠며 재구성된다.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반성적 사고를 의미하며 이는 곧 자발적인 행동 발

달의 근거가 된다(Vigotsky, 1978/2009: 139). 또한, “인간의 학습이 주변 

사람들의 지적인 생활 속으로 성장해 들어가게 하는 특수한 사회적 속성과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Vigotsky, 1978/2009: 137)을 보여준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이 중재됨으로 관심을 형성했다면 중재함을 통해서는 

스스로가 중재의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중재함을 

통해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데에 이어 직접 참여를 행하고 촉진하는 중재의 

주체로도 활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 내 플랫폼의 자체적

인 기능을 이용하거나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여 관심 촉구에 힘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관계 맺은 타인들(불특정한 타인 또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또래집단 친구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도록 만들고자 자신의 

공간을 사회문제에 대한 입론의 장으로 이용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때 사

회문제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거나, 긴박한 해결을 요하는 시점이란 

것을 강조하는 등 해당 사안이 개인의 관심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사회

문제’, 즉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각인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이때 중재의 양

상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형성과 관심 촉구, 나아가 관심에 따른 행동의 

요청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자에 따라 개별화된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

들은 더 능률적인 사회적 관심의 촉구를 위해 또래 친구들의 참여를 독려하

는 소규모의 소통, 담백한 언행, 참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화기법 등을 또

래 친구들의 수준에 알맞게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중재됨과 중재함의 이중적 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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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이러

한 관심을 촉진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치 짓는다. 이러한 

위치짓기의 과정 속에서 참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나름의 보호책을 

마련하거나 특별히 자기화된 활동방식을 개발해나가고, 전략화된 수사를 비

책으로 활용하는 등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으로서 실천을 해나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과 일상의 여러 영역들을 넘나들며 시민 참

여의 행위를 지속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형성하

고 촉구하는 시민으로서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

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관심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효능감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의

식이 고양되어 시민으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

털 시민 참여 과정은 “중재됨(mediated)과 중재함(mediating)을 통해 사회

적 관심(public attention)을 형성 및 촉구하는 시민 성장기”로서 의미를 갖

는다. 

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10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전 

과정에서 핵심범주 현상인 “중재됨(mediated)과 중재함(mediating)을 경험하

며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중재되거나 중재하려는 것은 

바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즉 문제의식(problem consciousness)이다. 

2. 시민 정체성 분석: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

  (Nano influencer who mediates problem consciousness)”

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 3)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이 발달하는가?”를 위해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한 10대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y)을 논

의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은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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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influencer who mediates problem-consciousness)”로 개념화할 수 

있다. Hall(1996: 4)에 의하면 정체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에 의한 담

화적 실천과 권력의 양식을 이행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들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중재(mediation)의 전략을 실천하면서 스스로가 

중재 권력(mediating power)이 되는 작은 단위의 영향력자로 행동하고 있

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체성은 “존재 그 자체(we are)이기 보다 행하

는 우리(we do)에 관한 어떤 것”(Buckingham, 2007: 8)이라는 점에서 시

민 정체성을 실천 기반의 정체성(practice-linked identity)으로서 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이 행하는 일련의 실천 속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역할은 바로 

중재 행위에 있다. 이들의 중재 행위는 스스로를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으

로 인식하느냐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 그 자체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문제의식을 중재하

는’이라는 주요한 행위에 대해 논의한 뒤 ‘나노 인플루언서’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우선 ‘문제의식을 중재하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앞서 핵심 범주에서 논의했듯이 연구 참여자들이 중재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public attention)이다. Gorbis(2013/2015: 65)는 젊은 사람들이 SNS

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때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중개자는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삼는다. 연구 참여자들이 중개자처럼 중재 

하려하는 것은 접하게 된 사회문제가 사회적 성격의 ‘모두의 문제’임을 타

인들에게 주지시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의 물리적·정신적 능력으

로 조정 가능한 범위를 초월해 환경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풍부

하고도 다양한 인공적 도구와 개념적 틀을 활용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살

고 있다(Säljö, 1991: 263). 말하자면 인간은 여러 가지 기호와 도구라는 매

개체를 통해 현상을 조망하는 능력을 확장시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기호와 도구의 역할을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맡는다. 이들은 스스로가 기호

와 도구가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전달

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회문제적 사건이자 사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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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회문제로서 의식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과 청

소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재 활동으로 고등 수준의 문화적 행동

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본 Vygotsky(1978: 42)도 이러한 과정을 기호적 중

재(semiotic mediation)라 부르면서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Vygotsky(1978)의 중재에 대한 개념을 활용한 Kozulin과 Presseisen(1995)도  

중재자(mediator)의 여러 유형 중 의미있는 타자(meaningful others)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의미있는 타자를 통한 중재는 의미의 중재자로서 사회적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교류한 내용이 당사자에게 내면화되어 개인행동

의 심리적, 문화적 변화까지 만들어낸다(Kozulin & Presseisen, 1995: 

68-69). 이들은 물리적 도구나 심리적 도구를 넘어 학습의 중요한 운반체 

역할을 수행한다(Kozulin & Presseisen, 1995: 59). 유의미한 타자를 통한 

중재는 결국 사회적 수준에서 개인의 심리 간(inter) 인정된 특정 행동의 의

미가 개인적 수준으로 전환되어 심리 내(intra)에 나타나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 행동의 의미가 규정되고 내면화되게 되는 것이다(Kozulin & 

Presseisen, 1995: 68-69).

이에 연구 참여자들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언

어적 표현과 시각적 자료, 그리고 전략적 수사를 통해 상호작용을 자처함으

로써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또래친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만난 사람

들이 시민 참여의 주체로서 함께 중재 행위를 해주기를 열망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중재함을 통해 자신들이 접한 타인들에게 만큼은 상징적인 지지

와 연대 경험을 생성해줌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생성

하는 데에 자극을 주는 의미있는 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촉구하는 중재 행위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solution)’은 아니지만 해결을 더욱 촉구하는 데에 

‘기여(contribution)’한다는 점에서 중재 행위의 가치를 찾는다. 즉, 자신들

의 행위를 기여의 측면으로 규정하여 그에 따른 다양화된 모습을 인정하는 

유연한 자기인식을 탑재한다. 이에 따라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

언서”인 연구 참여자들은 기여행위를 관찰로 하는 유형과 소통으로 하는 유

형, 그리고 운동으로 하는 유형 등으로 분화된다. 단, 이 유형들은 상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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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이기라기 보다는 주된 행동의 양상에 따른 구분이다. 

첫째로, 관찰가 유형18)은 주로 사회문제에 대해 골몰하는 사고 활동을 특

화하는 유형으로,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대상이 디지털 환경의 불특정 타인

이기 보다는 강한 유대 관계(strong tie)인 또래집단이며 주로 메신저를 통

한 채팅, 음성대화를 활용한다. 둘째로 소통가 유형19)은 주로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토의/토론하는 유형으로, 상징표현 활동과 댓글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이들은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

의 불특정 타인을 포함하여 약한 유대 관계(weak tie)와 강한 유대 관계

(strong tie) 모두를 활용한다. 주로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인 인스

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활자화된 족적을 남기며 언어/비

언어적 교류를 실천한다. 셋째로 운동가 유형20)은 직접적인 사회운동이자 

캠페인 성격의 목소리를 내는 글쓰기와 게시물 공유 활동을 특화한 유형이

다. 소통가 유형과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대상으로 약한 유대 관

계와 강한 유대 관계 모두를 포괄한다. 이들 역시 소통가 유형과 마찬가지

로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활자화된 족적을 남기는데, 이때 간단한 댓글 형태가 아닌 자신의 

계정을 통한 전면적인 게시글 형태의 족적을 남긴다. 이를 통해 자신과 관

계 맺은 사람들이나 전체공개를 통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불특정 타인들에

게 중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어서 ‘나노 인플루언서(nano influencer)’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이 일상화 될 만큼 개별 

이용자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블로그, 트윗, 그리

고 다른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청중의 태도를 형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18) 연구 참여자들 중 관찰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나무(MY), 구름2(SM), KYU(JY), 부계정(PB), 소심이(SH), 바람(WS), 진솔한 대
화(EJ), 현실 분석가(WJ)

19) 연구 참여자들 중 소통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호랑이(BK), 이응이응(EJ), 댓글 폭격기(KH), 신중한 참여자(YC), 네이트판녀
(DW), 평화의 민초단(DY), 민들레 홀씨(LYJ), 체리찬(JH)

20) 연구 참여자들 중 운동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청원소년(YS), JBC(JB), 문어발(YB), 해시태그(SH), 스토리 공유기(JH), 정의의
리더(SH), 배심원(CW), 방패(HE), 마라톤(JY), 거짓말 탐지기(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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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이고 제3자적인 홍보인”을 말한다(Freberg et al., 2011: 90). 인플루

언서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러 사람들을 이어주

고 네트워크 전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이영애·하규수, 

2020: 173).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인플루언서들은 기존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

안적 역할을 수행한다. 인플루언서들은 기존의 제도로는 통제력을 잃어갈 

때 등장하는데(윤아랑, 2020: 48), 인플루언서가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 제도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웬만큼 궤도에 오른 인플루언서들은 기존 권력을 대신할 

대안적 권력으로 나서게 된다(윤아랑, 2020: 52).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연일 떠오르는 사회문제의 개별적 사례들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

구하고, 기성의 시민 참여 문화를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

서 변화를 지향하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인플루언서들은 삶의 무게 중심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는 변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사적이면서도 친밀한 영역으로 재편되는 한편, 공적

이면서 상호 간에 거리가 있던 영역이 축소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사

람들은 가상으로 ‘팔로우’, ‘메시지’, ‘좋아요’, ‘댓글’ 등을 주고받으면서 관

계성을 쌓아가는 한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불특정 타인과 기존의 친밀한 관계망들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관한 중재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관계와 공적 영역을 결부시키는 데에 일

조한다. 

셋째, 인플루언서들은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디지털 공간 내

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디지털 공간 안 사회적 관계의 진정

성과 신뢰성은 개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에 가까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 

공간에서는 ‘진정성 있는 무언가’에 닿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전시하는 등의 투명성을 실천해야 한다(강보라, 2020: 65, 68). 본 연구 참

여자들도 진정성 있는 자신의 참여방식을 솔선수범 전략으로 먼저 전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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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요청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등 스스로가 

먼저 중재의 대상이 되었음을 공개하여 목적 한 바에 대해 신뢰감을 조성한

다. 

이처럼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인플루

언서의 유형 중 구체적으로 나노 인플루언서(nano influencer)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노 인플루언서는 가장 밑단의 인플루언서로 일반인 수준의 

관계망을 가진 계층의 인플루언서를 의미한다(Oliveira et al., 2019: 2). 

인플루언서의 유형은 대체로 마케팅 광고 분야에서 소비증진의 영향력자

를 이해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유형을 살펴보면 인플루언서의 팔

로워 수가 적어질수록 긴밀하고 특정 주제에 관한 긴밀한 의견 교류의 특성

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나노 인플루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메가 인플루언서(mega influencer)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가

장 높은 순위 범주이며, 일반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른 관심 주제를 가진 매우 다양한 청중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 구성원들과는 멀리있는 관계이면서 스스로가 한 주제에 관해 전

문가는 아니다. 이 유형의 인플루언서는 여러 주제를 관통하는 활동을 한

다. 한편, 매크로 인플루언서(macro influencer)는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한 

단계 밑으로 대략적으로 팔로워 수는 1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규모로 

규정된다. 메가 인플루언서와 마찬가지로 팔로워 개별 구성원들과 동 떨어

져있는 여러 주제를 관통하는 영향력자이다. 이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micro influencer)는 1,000명에서 10만명 사이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을 말

한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특정 주제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

견 지도자로서 동질적인 팔로워 구성원들을 지닌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청소년들의 모습과 닮아있는 나노 인플

루언서(nano influencer)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언서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비해 팔로워 수가 적은 경향이 있으며, 팔로워 수는 1,000명 

미만이다. 나노 인플루언서는 지역사회와 같은 규모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사람으로 작은 관계망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노 인플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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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신이 보유한 관계망, 즉 팔로워 수와 무관하게 함께 활동하는 구성

원들의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나노 인플루언서가 작은 관계망 

속에서 신뢰있는 관계(trustworthy relationship)를 구축해나가기 때문이다

(Bughin et al., 2010; Ismai,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다수는 페이스북의 경우, 약 1,000명의 친구와 관

계를 맺었으며, 그 밖에 다른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경우 약 

200~400명 사이의 팔로워 수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이 정도 규모에 도달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끈끈한 관계의 또래집단 친구들과의 관계망 속

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중재에 관해서 만큼은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가장 작은 단위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

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중재 행위를 실천하는 나노 인플루

언서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유형에서 팔로워 수에 의해 나노라

는 규모 범주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콘텐츠가 사회적 관심의 중재라

는 점에서 역시 나노의 형상을 띤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중재 행

위는 사회문제의 전체 해결 과정에서 봤을 때, 초기단계인 관심 형성과 촉

구에 단계에 머무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거시적이기보다는 미시적이라

는 점에서 나노(nano)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포

함하여 주위의 관계망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켜 문제의식을 형성하게 만

드는 중재 권력의 소지자이자 작은 단위의 인플루언서로서의 시민 정체성을 

구축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화된 행동을 포괄하는 중재 활동을 통해 시

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하는 중

재 활동으로 현재의 시민이라는 인정과 함께, 관심을 촉구하며 기다리는 시

점에서의 가까운 미래의 시민이라는 기대를 투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으로

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예하는 것이 아닌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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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시민성 분석: “차이와 반복”의 디지털 시민성

본 연구의 연구 질문 4) “디지털 시민 참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디

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 발달하는가?”를 위해 시민성을 분석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은 “문제의식

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의 개념으로 분석되었다. 시민 정체성이 표현

된 것이 곧 시민성이라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시민 정

체성의 구체화된 발현이며, 시민 정체성이 표현되는 근본적이고

(fundamental) 두터운(thick) 면을 의미한다(Golmohamad, 2004: 134). 즉,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된 시민성인 디지털 시민성은 앞서 살펴본 시민 정체

성의 구체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이 활성화되어 나타난 디지털 시민성

의 모습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나타난 디지털 시민성의 성격과 하위요소들과 

관련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연구 참여자

들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성격 규정을 기존의 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행위규범, 사회

참여능력, 역량 등의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여기며 각각의 성격 규정에 따

라 다양하게 분화된 논의를 펼쳐왔다(김아미 외, 2019; 임영식·정경은, 201

9; 한유경, 2018; 황용석, 2014; Kim & Choi, 2016; Hafner & Oblak, 2

014; Mossberger et al., 2008; Ribble et al., 2004). 본 연구가 시작점에서 

견지한 입장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행위규범이나 사회참

여능력과 같이 어느 한 측면에서 부각되기 보다는 이 둘을 포괄하는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이 종합된 형태인 역량(competency)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에 더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을 통해 형성한 디지털 시민

성의 성격은 1) 구성적이고 2) 하위문화적이며 3)지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첫째로, 구성적(constructive)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있는 타자

들과의 실험적 시도와 탐색에 따라 개별화되는 측면에 따른 성격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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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플랫

폼과 의견 지도자(opinion leader)21)를 활용해 알아갔으며, 실험적인 대화방

식의 시도와 계정 운용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별화된 시민 참여 경험을 만

들어갔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그들의 노력에 따라 구성

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하위문화적(subcultural)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참여가 

또래집단 친구들과 향유하는 문화와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

자들은 같은 10대 청소년의 소통방식에 따라 자신들이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동에 변주를 주는 등의 전략을 사용해 더 긴밀하게 참여 활동을 지속하였

다. ‘읽씹’을 불편해하는 문화, 간결한 텍스트와 강조된 이미지를 편애하는 

문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그들의 

청소년 시기 특성에 따라 하위문화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지속적(continuous)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참여가 단

발성의 경험이 아닌 지속성을 띤 경험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배경문화로 자리 잡은 숫자의 증폭이나 속도전의 추구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사회문제의 새로운 사례나 사건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빠르게 오르내리며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편리한 기능을 통해 참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절

약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진다. 아울러 과거에 지속적으로 참

여했던 아동 폭력 문제, 청소년의 촉법소년 처벌 문제, 환경오염 문제, 성평

등 관련법 문제 등과 관련된 사례와 사건들이 새로운 이해당사자와의 상황

으로 재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반복의 경험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어서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 요소를 기존의 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논의들은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요소에 대해 다소 분화

된 형태의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민성의 테두리 안에서 인지, 정서, 행

21) 의견 지도자(opinion leader) 개념은 1940년대 Lazarsfeld와 동료들이 미국인의
투표 성향을 설명하는 연구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대중매체가 전
송하는 메시지나 정보가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
견 지도자를 경유하여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때 의견지도자는 정보의 흐
름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보유통의 역할을 하는 사
람들로 개념화할 수 있다(Katz & Lazarsfeld et al., 1955: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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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영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각 영역 구획에 따라 관련된 

자질과 역량이 개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

은 인지 영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접근,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 

등을, 정서 영역에서는 윤리의식과 공감의식, 성찰과 책임, 존중과 조화 등

을, 행동 영역에서는 책임있는 행동, 참여적 행동, 변혁적 행동, 창의와 혁

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아미 외, 2019; 임영식·정경은, 2019; 한유경, 

2018; 황용석, 2014; Kim & Choi, 2018; Choi, 2016; Hafner & Oblak, 

2014; Mossberger et al., 2008; Ribble et al., 2004).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본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성에서도 기존 논의와의 

공통분모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들을 판별하고, 공감과 배려의 윤리의식을 토대로 사회문제에 이입하고 

있었다. 또한 시민 참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사회

운동을 촉구하고 직접 수행하는 등의 비판 의식을 기반으로 한 여러 행동들

을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연구들보다 세분화된 하위요소를 제시했던 

최문선과 박형준(2015)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판적 관점을 통한 리터러시의 

발달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화된 면도 있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에 대

한 자신만의 판별기준을 고안하여 자료들을 종합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반

영된 여론에 대한 신뢰로 사회문제의 엄중함을 판단하기도 한다. 아울러 공

감과 배려의 윤리로 여러 사회문제에 감정 이입하지만, 주된 정서는 감정이

입에 따라 전이된 이해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분노의 정서이다. 의견 표명, 

운동 촉구 등의 참여는 타인의 관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유

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것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양상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심의 형성과 촉구에 두는 가치가 모든 하위 요소들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사회에서 가

장 희소한 자원이 채널도, 정보도 아닌 ‘주목(attention)’이라 이야기한 

Lanham(2006)의 주장처럼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자신과 타인들의 사회적 

관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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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의 차별화된 디지털 시민성은 플랫폼이 유도하는 행

동에 대한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지각된 행동유도성(perceived affordance)

이 참여자들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지각된 행동유도성은 디지털 환경의 적

응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이해한 속성으로 여러 플랫폼의 기능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주민재, 2018: 89-93). 이를테면 알고리즘의 추

천기능에 반항하며 모드 전환이나 삭제를 통해 우회하거나 이를 역이용하여 

극화된 형태의 다양한 입장을 의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찬성과 반대, 좋

아요와 싫어요를 유도하는 장치들을 논란과 혐오를 양산하는 참여자 전시에 

역이용하는 행위,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댓글 창에서 윤리의식이 없는 참여

자들과의 교류를 차단한 채 또 다른 교류를 시작하는 일련의 보호 행위 등

이 창의적으로 지각된 행동유도성의 발현 사례라 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차이와 반복’의 디지털 시민성이 발달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성은 기존의 논의와 유사한 반복적 패턴을 보이면서도 관심의 중재 행위라

는 시민성의 주요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와 반복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

환하며 이들의 삶 속에 안착한다. 소소하지만 반복적인 참여는 조금씩 축적

되면서 익숙한 적응과 창의적인 특화를 이끌어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차이

와 반복의 디지털 시민성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첫 번째에 나타난 차이와 반복의 성격은 두 번째에 나타난 반복적 

행동의 결과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일상의 

지속적인 생활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일상은 매일 일어

나는(everyday, day-to-day), 평범한(mundane) 삶을 의미한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일상은 우리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토대다. 일상생활의 

공통패턴이 모든 사회적 현상을 구성하고 역으로 사회가 틀 지은 구조 안에

서 일상생활이 영위된다. 특징지을 것 없던 일상의 경험들이 모여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을 가로지른다(Smart, 

2007: 29).

Deleuze(1968/2004)에 의하면, 어떤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은 그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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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만 말할 수 없고 동일성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현상의 ‘재현

(representation)’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그에게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차이’의 반복이다.

위장과 이형들, 가면들이나 가장복들은‘겉에서부터’덮어씌우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들은 반복 자체의 내적인 발생 요소

들, 반복을 이루어내고 구성하는 부분들이다(Deleuze, 1968/2004: 59).

위장과 이형들, 가면들, 가장복들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다른 모습으로 존

재하며, 끊임없이 차이나는 것으로 그 모습들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이 반

복들은 내적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반복을 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차이라

면, 차이는 반복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다. 즉 반복의 내적 구성요소의 

차이는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차이라는 것

은 결국 반복 그 자체인 것이다. 차이는 결코 동일한 정체성 안에 빠지지는 

않으며 다만 분화의 길로 들어선다(Deleuze, 1968/2004: 144). 

우리는 “나처럼 해봐”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오로지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따라 해야할 몸동작들을 보여주는 대

신 다질적인 것 안에서 개봉해야 할 기호들을 발신하는 방법을 안다

(Deleuze, 1968/2004: 7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화된 행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중재됨과 중재함을 

경험하며 관련된 여러 전략적 수사로 나노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반복적 수행은 같은 참여형식과 같은 종류의 사회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배움

의 과정이자 시민 정체화의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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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요약과 논의 

1.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디지털 환

경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을 연동시킨다는 점에서 시민 발달의 장으로서 디지

털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연구 문제

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일환인 근거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을 

시민 발달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디

지털 환경을 시민 발달의 환경으로 상정하여 디지털 시민 참여를 일련의 경

험과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험과 과정에 따라 이들을 야기

하고, 조절하며, 맥락화하는 조건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심현상, 행동/상

호작용 전략, 결과 등의 분석틀을 적용해 경험 범주 간의 관계성을 분석해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

여 과정 전체를 조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어떤 시민으로 

규정하는지에 관한 시민 정체성과 이에 따른 인지, 정서, 행동 영역으로서

의 디지털 시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관한 현상 이해 분석을 수행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총 16가지로 범주화된 형태의 경험을 하고 있었

다. (①‘ON-OFF의 영향’에 따라 사회문제에 주목함, ②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

의 이슈’를 마주함, ③‘학생 지위’에 따라 매개된 사회문제에 접근함, ④마주한 사

회문제에 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임, ⑤마주한 시민 참여 문화에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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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함, ⑥N수 확장의 ‘증폭’ 문화를 경험함, ⑦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를 

경험함, ⑧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노력함, ⑨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

와 연대’를 경험함, ⑩참여를 뒤흔드는 ‘불안과 제약’을 마주함, ⑪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⑫‘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참여의 안전지대

를 마련함, ⑬개별화된 시민 참여 방법을 ‘특화’함, ⑭‘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 ⑮ 〮‘ON-OFF의 자유로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지속함, 

⑯시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정체화’를 경험함)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관한 범주 관계성 분석을 수

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총 16가지의 경험들은 각각 인과적, 중

재적, 맥락적 조건과 중심현상, 행동/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조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으로서 ‘ON-OFF’의 영향에 따라 디지털 환

경에서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여가 영역에서 ‘사회문제st의 이슈’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면

서도, 기성의 참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에 시민 

참여에 대한 행동의 방향성을 평화적이고 하위문화에 걸맞은 것으로 설정함

으로써 중심현상인 ‘관심 촉구’로서의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 생태학적 모델이 주지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경이 투과하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디지털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맥락적 조건으로서 N수의 확장을 중요시하는 ‘증

폭’ 문화와 실시간 파악을 중요시하는 ‘속도전’ 문화라는 디지털 환경 자체

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더욱 촉발되었다. 이는 곧 사회문제 파악을 위한 

‘분석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기보호 기제’를 활용하여 안전지대를 마

련하며, 개별화된 시민참여 방법을 개발하여 ‘특화’하고, ‘10대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행동/상호작용 전략으로 이어졌다. 이렇

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 중심현상이 구체적인 행동/상호

작용 전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학교교육’이나 ‘진로관심’과 같이 학생 신

분에 따른 차별적 접근과 의미있는 타자들의 지지와 연대 또는 불안과 제약

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양상을 더욱 촉진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등의 중재적 

조건으로 발휘되었다.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을 둘러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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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과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개발하여 결과적으로 ‘ON-OFF의 자유로

운 연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어가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셋째, 위의 두 단계의 분석을 거쳐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관한 이론 통합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

정은 “중재됨과 중재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 및 촉구하는 시민 성장

기”로 분석되었다. 

먼저 ‘중재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다는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학교, 또래집단, 여가 문화, 디지털 시민 참여 문화 등에 의해 중재되어 디

지털 시민 참여에 입문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그들을 둘러싼 디지털 환

경의 문화인 N수 확장의 증폭 문화와 실시간 파악의 속도전 문화, 그리고 

기성세대의 시민 참여 문화는 디지털 시민 참여의 입문단계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형성하거나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

친다. 중재됨(mediated)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다는 것은 미시적 차

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문제의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을 형성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겪는 일

련의 경험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정보를 탐색하게끔 유

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이 중재됨으로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

을 형성했다면 ‘중재함’을 통해서는 스스로가 중재의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중재함을 통해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겪는 일련의 경험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정보를 탐색하게 하는 데에 이어 직접 중재의 주체로도 활동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처럼 이론적으로 통합한 핵심 범주인 일련의 시민 성장기를 과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 참여자인 10대 청소년들은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노출과 접

근을 통해 ‘실험적 탐색’의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정보 꾸러미를 만듦으로써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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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방법을 확인하게 되면서 나름의 정보탐색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이때 

학생의 지위로서 겪게 되는 학교교육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검색 경험과 진

로관심이나 여가 문화에 따른 계기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관심

을 실험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다. 

둘째로, 연구 참여자인 10대 청소년들은 방어적 적응과 행동적 기여를 통

해 ‘실천적 참여’의 단계를 거친다. 먼저 방어적 적응의 대상은 기존의 디지

털 환경이 지니고 있던 다수의 증폭 문화와 실시간 속도전 문화라는 배경문

화이기도 하고, 기성세대가 구성한 참여 문화이기도 하다. 이중 연구 참여

자들은 숫자의 크기와 속도에 민감한 문화에는 수용적이지만 기성세대의 시

민 참여 문화에는 차별과 날 것 그대로의 소통방식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자신들을 보호할 방책을 마련하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방어적 적응을 하게 된다.

실천적 참여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화된 참여방법을 전문화/특화

된 형태로 개발함에 따라 가까운 관계망인 또래집단 친구들과 불특정 타인

들에게 이를 적용하는 행동적 기여를 수행한다. 이때 기여는 사회문제의 해

결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진 못하지만 해결 과정에 대한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도에 따라 추구된 참여의 가치인 셈이다. 연구 참

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에 기여 하기 위해 여러 형태

의 유형화된 참여방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동적 기여는 관찰, 소

통, 운동과 같은 세부적인 참여유형을 양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문화/특화된 행동방식은 ‘시민 정체성 확장의 단계’

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의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 모두가 활성화된다. 내적으로는 현재의 시민이자 미래의 시민으로서 

정체화되며 외적으로는 디지털 환경과 연동되는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시

민 참여가 순환됨으로써 참여 반경의 확산이 일어난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의 학업생활, 교우생활, 일상생활과 같은 밀접한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

계를 넘나들며 지속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

을 통해 자신들의 시민 참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수정이 지속된다. 이 과

정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은 다시 ‘시민 참여’ 그 자체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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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순환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없이 확산되는 성격으로 변환된

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시민 참여를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새로 

추가되는 또 다른 사회문제 사안에 관해 일련의 과정을 순환한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기를 경험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정체성은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로 개념화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촉구하는 중재 행위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

결이 아니더라도 해결을 더욱 촉구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재 행위

의 가치를 찾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 자기 자

신을 포함하여 주위의 관계망에 사회적 관심을 촉발해 문제의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중재 권력의 소지자이자 작은 단위의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시민 

정체성을 구축한다. 

한편, 시민 정체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차이와 반복

의 시민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은 인지, 정서, 

행동에 따른 기존의 디지털 시민성 논의와 유사한 반복적 패턴을 보이면서

도 관심의 중재 행위라는 특화된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버윤리,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참여적 행동 등의 시민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과 일상의 다양한 

영역을 연동시킴으로써 타인들에게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능동

적 시민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 경

험을 통해 형성한 디지털 시민성의 성격은 1) 구성적이고 2) 하위문화적이

며 3)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이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실험적 시도와 탐색에 따라 개별화 된다는 점, 또래집

단 친구들과 향유하는 문화와 연동된다는 점, 단발성의 경험이 아닌 지속성

을 띤 경험으로 축적된다는 점과 결부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시

작되며 그러한 조건들로 인해 다양한 행동/상호작용 전략이 개발됨으로써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특수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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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당면 과제

본 연구에서 살펴본 10대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

험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시민 정체성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과

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재하는 나노 인플

루언서로서’의 정체성을 체화시켜나갔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차이와 반복

의 디지털 시민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중재됨과 중

재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형성 및 촉구하는 시민 성장기’를 치러내며 정

체성과 시민성의 성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는 여전히 우려되는 측면과 

이에 따른 당면 과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첫째로, 연구 참여자들이 여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여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가

늠하고, 이를 통해 관심이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사회문제로 판별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여론에 호도되거나 선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개인 유튜버를 유사언론이라 인정하며 이들

을 추종하는 구독자 수로 여론의 향방을 판단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의 진실한 이야기에 해당해서 높은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했다.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로 활동하면서 해당 집

단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동화시켜 그에 따라서만 문제의식을 개발하기

도 했다. 이에 더해 댓글을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

다. 이러한 태도는 집단 극화(group-polarization)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여론을 고려하고 살펴보는 것은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를 둘러싼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탐색 행위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행위이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여론만을 행동의 잣대로 이용

하여 여론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러

한 우려는 연구 참여자들의 시민 참여 행동에서 신속성과 상호의존성을 넘

어 정확성의 가치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연구 참여자들의 분노의 정서가 시사하는 바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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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감정이입과 분노의 정서로 시민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의 정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여러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 중 일

부는 스스로가 분노의 감정을 시민 참여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무관

심한 타인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욕설을 뒤섞은 표현을 하는 등의 일탈적 

행동을 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분노의 감정을 유의미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적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

러, 연구 참여자들의 분노의 정서가 특정 미디어의 의도적인 수사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언론사의 

정치활동과 상업활동에 의한 클릭유도성 뉴스들이 존재한다. 이 뉴스들은 

시의적이고 논쟁적인 정보나 뉴스 가치가 없음에도 성이나 폭력과 관련된 

행위나 인간적 관심사를 자세히 묘사하는 선정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을 뉴

스 소비자로 이끈다(Davie & Lee, 1995).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재

한 분노의 정서가 이러한 클릭 유도성 뉴스에 의해 발달할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유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관심을 촉진하는 중재 행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

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의 과정에서 ‘관심 촉구’라는 초기 단계의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이는 문제해결의 첫 단계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공론화를 통한 진전을 염두한 행위이

다. 그러나 이 행위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다음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① 관심의 촉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참여 족적을 찾아 확인하

지 않는 이상 자신이 참여한 사회문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 폭력과 성평등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지속하여 여론 형성에 힘쓰고, 설문조사에 임하

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보탰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영역 자체는 기억으로 남지만 세세한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의 맥락은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의 관심 촉구 이외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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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과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관심을 촉구하는 

참여를 지속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해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깊이 있는 추

적이 어려운 경우 역시 발견되었다. 이를테면 국민청원에 지속적으로 동의

하나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어떤 변화 속에 있는

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추적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

하기도 했다.

② 관심의 촉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한, 개별 사례 

또는 사건의 단계에 머무는 초기적 사회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확장적 사고가 저지될 수 있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들이 디지털 환

경에서 만나는 사안은 ‘oo동 oo의 oo사건’과 같은 개별 사례의 모습일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화된 감정이입의 지점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논란의 여지가 크고 사적 영역에서의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에 감정이입에 따른 적극적 활동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내러티브에 천착해 사회적 문제로서의 중대함보다는 개인이 마주

한 갈등적 측면에 더 집중하여 휘발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관심의 촉구는 관심 자체에만 천착하는 일종의 성과 올리기 놀이로 작

용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있는 그대로, 관심 촉구의 대상인 

타인이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무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

면은 관심 촉구 행위가 시민 참여로서의 행위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홍보와 

성과 올리기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

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 관심 촉구의 행위가 게임과 같은 놀이로서 자신

의 인정욕구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

다.



- 219 -

3.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향 제안 

1) 청소년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실천적 반영

연구 결과,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관심의 촉구’라는 중재 행위를 

중심으로 인지, 정서, 행동 영역에서의 주요한 활동이 부각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대 청소년인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 정체화되는 일련의 성장기를 겪고 있었지만, 개별 국면을 들

여다보면 수정이 필요한 당면과제들 또한 존재했다. 이에 디지털 시민성 교

육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실제로 들여다 본 결과를 실천적으로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의 전제로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소지된 역량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디지털 환경

에서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디지털 환경 그 자체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이 결핍되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미 나름

의 활동과 전략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시민성 함양을 도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청소

년들을 단순히 ‘훈련 중에 있는 미래 시민’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시민’으로 

여겨야 한다(Leung & Yuen, 2009; Splitter,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

털 시민성 교육은 결핍된 시민성의 육성을 위한 처치나 개입보다는 특정 시

민성 측면의 함양을 돕는 보완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화된 유형에 대해 고려하여 세분화된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과 행동/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3가지 참여 유형을 분석

하였다(관찰가, 소통가, 운동가). 각 유형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역량을 특

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형에 따라 중재의 과

정에서 행해지는 참여의 양식 또한 개별화된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 각각

의 특화된 영역은 결핍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개인의 성향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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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경험에 따라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참여 양식에 머무

르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교육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합적인 형태의 참여 형식을 강제하기 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선택하여 보다 유의미한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 참여 형식

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수-학습 전략’ 측면에서는 ‘성찰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들은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응하면서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자신들만의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미 그 자체로 성찰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민 참여의 과정 자체가 성찰적

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당면 과제들에 주목한다면 성찰 활동은 

교육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집단 극화와 

유도된 분노의 정서에 대한 개별적 성찰이 요구되며, 연구 참여자들이 주요

하게 행하는 관심의 촉구 역시 여러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이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제공하는 성찰 활동은 스스로가 디지털 시민 참

여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진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일상에서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s)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이 계속에

서 자기 성찰적인(self-reflexive) 태도로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도록 독려해

야 한다(Carter & Stuart, 2005: 75). 

2)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사회과의 실천 

위와 같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실제 측면들을 반영한 교육 내용

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실행의 주체로 개별 교과(사회과)의 접근 또한 필요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교과, 특히 일반사회군의 교과목이나 사회과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된 (일반)사회, 윤리, 역사과목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을 배양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사회문제에 대한 열정적

인 관심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이 유의미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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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관련

한 연구와 실천이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사회과는 특히 디지

털 환경과 관련된 미디어를 다루는 교육에 가장 적합한 과목으로 꼽히고 있

으며,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다(박진우 외, 2012). 이

에 개별교과 중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촉진해주는 사회과를 대표 교

과로 상정하여 관련된 교육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1

월을 기준하여 현행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의 보통교과들을 

활용해 본 연구의 결과인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 기반의 교육 사

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통교과인 일반선택 과목 중 『정치와 법』, 『사

회문화』, 『경제』와 진로선택 과목 중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교육 사

례는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①『정치와 법』에서는 정치과정과 제도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시민 참여의 사례인 국민청원이 주

요한 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시민 참여가 단순

히 오프라인 참여에 대비되는 온라인 참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

성과 여론에 기반한 종합적인 형태의 참여 유형 그 자체로 다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경험 기반의 성찰적 토의가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

과, 청소년들은 편리성과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

들이 있는 그대로의 시민일 수 있다는 것에 효능감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

에 국민청원과 같은 장치가 그들에게는 교육과정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예시

를 넘어 중요한 장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보다 본질적인 화두

로 국민청원이 다뤄질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을 통한 시민 

참여가 정치과정, 법리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토의과정도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자

신들의 디지털 환경 내 참여가 미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변화와 논의 확장

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내면화하여 지속적인 정체

화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참여행동의 발자취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소소한 영향력,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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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경험과 결부되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②『사회문화』에서는 문화의 의미와 종류, 사회 계층과 불평등 부분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먼저 문화의 의미와 종류 부분에

서는 ‘하위문화’로 여겨지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고찰이 수업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

여가 지니는 특징들로 보았을 때 청소년 고유의 하위문화로 바라보아야 하

는지, 아니면 시민 참여 문화에 해당하여 주류문화로 바라보아야하는 건지

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또한, 보다 성숙한 디지털 시민 참여 문화를 위

한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류문화 속에 산입된 것이라기 보다

는 10대들끼리의 독려 전략을 나름의 국지 전략으로 펼치며 세대 내에서의 

주류 시민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문화의 의

미와 유형의 본질적인 구분에 대해 스스로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사회 계층과 불평등 부분에서는 사회적 소수

자, 빈곤, 사회복지 등의 사회문제가 디지털 시민 참여를 통해 개선되었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시민 참여의 가능성과 보완 방향에 대한 사안별 전문가 

협동 학습도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양한 사회 영

역에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는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들은 바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나 소수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감정을 이입하고, 대리된 분노를 통해 목소리를 모

았다. 때문에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사례들이 어떻게 개선의 변

화를 겪었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해당 사례가 관심으로부터 사장된 경우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을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때에도 다양한 영역의 사례들을 다채

롭게 고민해볼 수 있도록 전문가 협동 학습이 교수 학습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③『경제』에서는 시장과 경제활동, 국가와 경제활동 부분에서 디지털 시

민 참여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먼저 시장과 경제활동 부분에서는 시장 실

패, 정부 개입, 정부 실패 등의 실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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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담론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실

패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활성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이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온라인 담론을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을 활용해 평가하

고 성찰하는 활동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디

지털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

각에 의거해 여러 참여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 활

동을 통해 자신의 정보 경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비판적

인 사고를 증진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경제활동 부분

에서는 실업, 인플레이션,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에 주

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에서 논의되는 여러 담론들에서 소거

되거나 왜곡된 논의들을 경제 교과의 지식과 이론에 근거하여 고찰하고 검

증하는 활동이 제안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며 나

타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담론과 분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④『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기타 사회문제의 유

형(게임 과몰입, 학교 폭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한 차별) 전반에서 디지털 시민 참여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먼저 사회문

제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는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 탐구 과정의 쟁점

을 다룰 때 디지털 환경을 통한 탐구가 유용한 점과 위험한 점에 대해 자

신의 경험이나 매스컴을 통해 나타난 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어서 사회문제의 유형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밖에 디지털 환경을 통

해 알게 된 사회문제의 유형을 추가로 제안해보는 활동이나 각 사회문제 영

역에 대해 디지털 시민 참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 제시 활

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부에서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발달과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열린 교육부 후원의 2022 개정 사회 

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

두고 일반사회 영역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 요소의 명시화가 필

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수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회 변동, 경제 생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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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지속 가능한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비록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으로만 명시화되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능동적 수행을 가르치는 것은 곧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

량에 대한 관심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과교육 내의 교육 실천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

내의 연구들이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화와 척도 구성에 머물러있는 것과 달

리 해외의 연구들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실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

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축적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지형도 교육적 실

천에 대한 논의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교실수업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절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면 한계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따

른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경험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 성향과 세세한 경험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로는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기여

적 행동의 양상으로 나타난 관찰가, 소통가,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특화하는 

청소년들을 각 유형에 따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는 각 유형의 특징뿐만 아니라, 각 유형 안에서 내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 격차’를 주

장한 Hargittai와 Walejko(2008)는 정보 생산과 공유활동의 격차가 디지털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민영(2011)은 참여의 개념을 더욱 확장

해 정보생산자로서의 관여뿐 아니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회적, 정치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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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인 청소년들의 특화된 활동이 관심의 촉구를 목표로 

한 다양화된 활동의 유형임을 밝혔으나 연구 참여자 간 참여의 본질적인 차

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기기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물리적 격차에 이어 참여의 격차를 논함으로써 디지털 시민 참여의 격

차를 만들어내는 조건과 맥락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참여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교육의 방향 또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용과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디지털 시민 참여의 바람직

함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로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시민 정체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육성하는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여론에 따라 지나치게 경도된 행동을 하다가 반성하

게 되는 경우, 극단적인 단체행동이나 혐오 표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이

버 렉카22)에 의해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공적 이슈나 사회문제가 

밈(meme)23)의 형태로 희화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민 참여와 비(非) 시민 참

여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디지털 시민 참여에 해당되나, 내용적으로는 보다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한 

22)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
버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말이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를 다룬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는데, 대부분 기성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사진, 동영상을
편집한 화면에 자신의 목소리만을 덧씌운 영상을 올린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
식사전).

23) 유전자처럼 개체의 기억에 저장되거나 다른 개체의 기억으로 복제될 수 있는 비
유전적 문화요소 또는 문화의 전달단위로 영국의 생물학자 도킨스의 저서《이기
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에서 소개된 용어이다. 문화의 전달에도 유전자처
럼 복제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정보의 단위·양식·
유형·요소가 밈이다. 모든 문화현상들이 밈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한 사람의 선
행 혹은 악행이 여러 명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밈의 한 예이다(네이
버 지식백과 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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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를 보다 성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과 연구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실시간 참여 자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그 과정의 양상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기 노출은 디지털 환

경에서 족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서 현장

감 있는 실시간 참여 관찰 연구가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

이 자주 사용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별로 직접 친구 관계(팔로우-팔로잉 

관계)를 맺고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

여자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디지털 환경에서 선호되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시

민 참여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위와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플랫폼 별

로 시민 참여와 관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곧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를 근거 이론을 적용해 연구

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지 이론 성격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국지 이론으로서 제공

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양적 연구 형태로서 검증의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축 코딩을 통해 범주 간 관계성을 분석하여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이 같은 경험 범주들은 변수화됨으로써 실제적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

로 검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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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_면담 전사본 예시①: 고1여_인스타스타(GE)와의 1차 개별 화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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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_면담 전사본 예시②: 고2남_댓글 폭격기(KH)와의 1차 개별 화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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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_온라인 면담 기록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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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_연구 참여자들의 닉네임 선정 이유 

닉네임 닉네임�해설�
기쁨이 “디지털�사회에서� 같이�하는�사람들한테요.� 저는�기쁨을�주고�싶어서�기쁨이로�했어요.”

구름2
“구름은� 작은� 입자들이� 모여� 큰� 구름을� 만드는� 건데� 저희� 같은� 학생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

라는�뜻을�담았어요!!”

민들레�홀씨�

“(민들레� 홀씨는)� 불면은�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여러� 방면으로� 사회문제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의견을�표출할� 일� 있으면�그냥� 과감하게�자신� 있게�표현하고,� 같이� 의견�동의해�줄� 일� 있으면�동의하고..�

그렇게�하고� 싶어요.”

진솔한�대화
“저는� 참여하면서� 정말� 거짓말� 없는� 진솔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라는� 닉네임으로�

찾아뵙게�되었습니다.”

라이크
“저는� 제� 의견을..저는� 댓글을� 잘� 많이� 안� 다는� 사람이기도� 해서� 동의를� 할� 때� 좋아요를� 많이� 누르거든요.� 그래

서�내� 의견을�좋아요로�표현하겠다�해서,� 라이크로�하겠습니다.”

평화의�민초단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은� 없고� 항상� 그런� 식으로� '민트� 초코� 먹는� 사람도�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거

든요.� 그래서� 약간� 민트� 초코가� 그런� 사회적으로� 많이� 탄압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대표해서�

평화의�민초단�할게요.”

네이트판녀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주로�네이트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판녀� 할게요.� 자기들� 보고� 판녀들� 이래

요.� ‘판녀들아�이거�좀� 봐줘’� 이러면서.”

방패
“저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약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고�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약간� 비판

적으로�보는� 것� 같아서.� 방패를�할게요.”�

정의의�리더
“제가� 예전에� 나간� 공모전� 팀이름이� 정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를� 붙인� 이유는� 오래� 전부터� 리더� 맡는� 것에�

큰� 기쁨을�느껴�닉네임을�정의의�리더로�지었습니다!!”

배심원
“어떤� 글을� 읽을� 때� 일단� 제� 상식� 선에서� 판단하고� 좋아요나� 반대를� 누르거든요!!� 가끔은� 좀� 치우칠� 때도� 있어

서�판사보다는�배심원이�더� 어울리는�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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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P “저는�그냥�저의� mbti(성향검사)결과로� ENFP로� 할게요.”

리더�
“또래� 친구들� 보다� 솔선수범을� 해서� 솔선수범이라기보다는� 친구들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친구들보다는� 저의� 의견

을�여러�가지�방면에서�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리더라고�하고� 싶습니다.”

스토리�공유기

“스토리� 올리는� 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스토리는)� 제�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고요.� 약간� 청원� 같은� 데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쉽게� 보여줄� 수�

있는�그런�수단이�되는�것� 같아요.”

조용한�운동가
“뭐지,� mbti� 아세요?� 제가� 그게� 정의로운� 사람� enfj가� 나왔는데� 디지털� 안에서는� 좀� 이렇게� 잘못� 엮이는� 두려

움을�생각을� 안� 할� 수가�없는�것� 같아요.� 그래서�조용한을�붙이고�사회� 운동가를�넣은�것� 같아요.”

공기
“저는� 이제� 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공기처럼� 딱� 그냥� 떠� 있는� 그런� 이제� 좀� 사람� 같은� 경우는� 다� 특

징이�있는데� 공기�같은�경우는�특징이�없잖아요.� 그냥�조용하게�그냥�참여만�하는�스타일.”�

인스타�스타
“이제� 제가� 인스타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 스타� 하면� 좀� 사람들이�많이�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않을까요?� 약간�그런� 느낌..바라는�거?”

마라톤
“사회운동은� 단거리� 경주나� 시합이� 아니라� 다� 함께� 나아가야� 하는� 마라톤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고,� 지난날의� 저

를�반성하고� 앞으로의�마음가짐을�표현하고자�마라톤으로�짓게�되었습니다!!”

해시태그
“(디지털� 환경에서)� 닉네임에� 있는� 별이나� 샵� 같은� 기호를� 많이� (사용)해요.� 현실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가상에서

의�인격을�중시한다?� 그렇게�설정을�하니까.� 해시태그(###)로� 할게요.”

구름1

“음� 구름은� 보이는데�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게� 뭔가�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있는데� 없는� 듯한� 느낌이여서� 제가�

존재는� 하는데� 투명한� 느낌이� 있어서..� 구름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

름으로�지어봤습니다.”

그림자

“약간� 저는� 인터넷에서� 막� 댓글을.� 그러니까� 약간�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기사들을� 많이� 보지만� 댓글을� 달지�

않고� 약간� 뒤에� 있는� 그림자처럼� 따로� 그� 댓글을� 안� 달았던� 거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니까� 그림자�

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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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SNS� 하나에� 머물러� 있지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일를� 하고� 있고� 실제

로� 그리고� 되게� 오래� 했었고,�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발을� 한� 번씩� 담가보고� ‘여긴� 약간� 이런� 분위

기구나.� 나랑�안� 맞네.’� 하고� 넘기고�나랑�맞는�데� 있으면�정착해가지고.”
바람 “뭔가�굳이�막� 크게�관여하지�않고�이렇게�그냥�둘러보면서�이렇게�흐르는�바람으로�그냥�지나가는�것� 같아서.”

정보통
“음� 주위�친구들한테도� ‘너는� 이런�걸� 대체�어디서�알아�오냐?’� 막� 이런� 식으로�얘기를�자주� 듣거든요.� 그러면서�

‘넌� 진짜�정보가�빠르다’라는�말을�종종�들어서.”

동의자
“청원� 동의하고� 그러니까..제가� 생각하는� 의견과� 비슷한� 그런� 청원들이� 뜨면은� 지나치지� 않고� 맨날� 동의를� 하니

까�동의자.”

청원�길잡이�

“국민청원�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자주� 했고�

지금까지도�해오고�있으니까..”
나무 “중립을�지킨다는� 의미에서�말뚝�어떤가요?� 말뚝은�어감이�투박하니까�나무로�할게요.”
JBC -변형�이니셜로�대체-
덩어리 “그냥�덩어리로�할게요.� 제� 별명이라,� 그냥�친구들이�붙여준�별명이예요.”
솔잎 “이제� 1년� 내내�변하지�않는�소나무의�잎처럼�많은�정보가�있는�인터넷상에서�흔들리고�싶지�않아서..”

비눗방울�

“아무래도� 비눗방울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눗방울을� 분다는� 건�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 아니더

라도� 어디선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관심� 갖고� 그러는� 걸� 의미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 다

음� 세대?� 멀리� 봐서� 저보다� 어린� 이런� 사람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비눗방울이라고� 정

했어요.”
엄준식 “지금은�유행이�지났긴�한데,� 엄준식이라는�유튜버가�친구들한테�인기�있었어서�이렇게�지었어요.”

소심이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소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까불긴� 하는데� 좀�

모르는�사람한테만�가면�말도�없어지고�침만�꼴깍꼴깍�삼키고�있고.”

생각하는�사람
“저는�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기�전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같은� 걸� 보고�

그거에�대해서�누군가와�대화하기�전에�내� 의견이�어떨지부터�생각을�해� 보기�때문에�이걸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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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TTo

“트위터� 디스코드� 이런� 거� 싹� 다� 이름이� 영어로� ttotto� 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토토로� 읽어요.� 일단은� 제가�

많이� 쓰는� 거니까� 친숙하기도� 하고,� 제가� 많이� 쓰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말할� 만

큼�당당하게� 활동해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냥�이렇게�당당하게�공개를�할� 수� 있는�것� 같아요.”
체리찬 “정지찬이라는�유튜버가�있는데�저도�그� 사람을�좀� 많이�봤고�그� 사람한테도�후원한�돈도�많고�그래서.”

짱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왠만에서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는데�다른�사람이�생각을�하면은�좀� 잘� 생각이�굽혀지진�않는�것� 같아요.”

동의봇
“이� 의견에�대해�관심이�있다.� 이� 부분이�가장�큰� 것� 같고� ‘동의합니다’라는�말에�어쨌든� 나도�이거에�대해�관심

이�있고�정말�이거에�대해�뭐라고�하고�싶다라는�의견이�담겨�있는�것� 같아서�동의라고�하는�것� 같습니다.”
정보망 “저는�디지털�환경에서�여러�가지�정보를�한� 번씩은�확인을�해본다는� 의미에서�정보망으로�지었습니다.”

신중한�참여자�
“그냥� 아까� 나왔던� 뭔가� 조용한� 사회� 운동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뭐� 없을까요?� 제가�

약간�엄청나게�막� 이거를�활발히�시끄럽게�하는�건� 아니니까�약간�그런�쪽에�신중한..”
KYU -변형�이니셜로�대체-

호랑이(BK)�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이름을� 좀� 남기는� 영향력� 있게� 뭔가�

다른�사람들한테�알려주고�변화시키고�하는�사람이�되고�싶다?”

개미

“개미가� 개별로� 봤을� 때는� 힘이� 그렇게� 별로� 세지는� 않지만� 자기� 집� 짓는� 거나� 아니면� 물건을� 같이� 옮기는� 거�

봤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도움까지는� 못� 돼도� 그거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미라고�

하고�싶어요.”
눈사람 “딱히�이유는�없고�그냥�눈사람을�좋아해서�골랐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저는� 거짓말� 탐지기� 하고� 싶은� 게� 맞으면은� 딸랑-하는� 기분� 좋은� 소리로� 칭찬� 같은� 거� 해주고� 틀리면은� 전기�

같은�거� 줘서..살짝�그런�벌� 같은�거� 주는�그런�이미지로.”

이응이응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는�어떤�로그인�같은�걸� 안� 해도�바로� 글을�올리고�댓글을�쓸� 수� 있다고�했잖아

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닉네임이� 이응이응(OO)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응이응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를�점화하고�그런�세포들이라고�생각해서�저도�그중에�일부라고� 생각해서�이응이응으로�하고싶어요.”
부계정 “계정을�여러�개� 사용해서�부계정이라고�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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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폭격기
“저는� 진짜� 댓글을� 진짜� 많이� 달거든요.� 그냥� 막� 계속� 계속� 달아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보고� 그� 영상� 길이보다�

더� 막� 댓글을�달고�열심히�달고�막� 그래가지고�이런�이름이�떠올랐던�것� 같아요.”

청원소년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 청원이기도� 했었고� 국민청원� 이런� 걸로� 많이� 답변� 드렸으니까� 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

다.”

현실�분석가
“현실을�분석한다는�게,� 앞서서�말했듯이�저는�되게�다양한�관점에서�보려고�노력하는�사람이고�현실에�좀� 더�

중점을�두고� 사회문제를�바라보기�때문에�그렇게�결정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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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engagement is both motivation and key activity for growing and 

developing oneself as a democratic citizen. In particular, civic engagement 

in the adolescent stage is crucial as the experience has a lasting impact 

on one’s civic engagement after entering adulthood. Youth civic 

engagement serves as a basis for adolescents’ continuous action even 

they become adults in that it enables them to identify themselves as 

citizens who play the role of civic actors. Adolescents go through a series 

of developmental processes during the civic engagement. It eventually 

leads to the development and internalization of citizenship, which is the 

quality and capacity required as a citizen. 

‘The digital environment’ is an indispensable term when it comes to 

the recent discussion of youth civic engagement. Unlike the older 

generation, the obliged and responsible citizens, youth is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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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that pursues self-realized engagement. Meanwhile, this 

engagement is more reinforc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Digital civic 

engagement enables self-realization as any participant can become either 

a producer, narrator, or opinion leader who influences others. That is, 

although adolescents have been segregated from public and institutional 

affairs in real life for their age, they can take actors’ rol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Moreover, the unique feature of the digital 

environment as a loose network reduces the burden of cooperation and 

hence encourages more enjoyable voluntary engagement. In this light, 

youth would willingly continue their digital civic engagement because a 

lighter burden is given than in the offline environment. 

However, previous studies that assert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the digital environment have not properly examined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studies focused only 

on the uni-directional influence of the digital environment. Second, they 

considered youth’s engage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 exceptional 

case or a carefully-controlled experience with a clear educational purpose. 

Third, they 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which gives only a parti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issue. Since 

such research trends have not thoroughly explore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there is a need of a study to account for these aspects.

In this regard, firs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bi-directional 

interaction between youth and the digital environment in view of youth as 

active entities rather than passive ones. In other words, in such an 

environment, youth are both a subject that influences others and an 

object of being influenced. Second, the study sees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as an ordinary experience, not as an exceptional case. Hence, 

the study operationally defined the term as ‘a series of participation in 

public issues, social problems, and communit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 explore various aspects of youth’s daily engagement 

with a broad perspective. Third, to understand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ajor phenomenons that make youth’s digital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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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feasible, the study approaches youth’s actual engagement 

processes and experiences with a comprehensive view. In sum, the study 

probes into the nature of youth’s civic engagement processes and 

analyzes the consequent formation of their civic identity and digital 

citizenship. 

The following research topic and questions guide the research. 

** How to understand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1. What experiences does youth have during digital civic engagement? 

2. How does the process of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develop? 

3. What kind of civic identity does youth develop from digital civic 

engagement?

4. What kind of digital citizenship does youth develop from digital civic 

enga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grounded theory as a methodology 

for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vide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 and 

engagement process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n 

addition, the theory involves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ng 

coding as its data analysis method. Overall 49 students ranging from 

middle school third-grade to high school second-grad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research.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oretical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gender, age, residence, and experience of digital civic engagement. The 

qualitativ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three sequential online interviews 

and screenshots of participants’ digital civic engagement practice. 

The results for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process was presented as “the 

development of a citizen who forms and urges public attention by mediating 

and being mediated”. The process is developed in an order of 

experimental exploration stage, practical participation stage, and expansion 

of civic identity stage. Firstly, results show that youth get their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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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social problems in the digital environment due to algorithms, 

people of weak ties, peer groups, and leisure culture. While those serious 

social problems arouse the ire of youth, the older generations’ civic 

engagement culture that youth encounter overflows with aversion and 

contempt, which naturally makes youth become critical (causal conditions). 

Acknowledging their anger and critical viewpoint, youth put their own 

way of civic engagement into action by ‘urging for public attention’ 

towards social problems(core phenomenon). The act of urging is prompted 

b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nvironment, which has  

cultures that emphasize the expansion of N number and the prompt 

response to real-time updates (contextual conditions). Youth’s specific 

action strategies for urging public attention are as follows. First, they 

create analytical portfolios to identify social problems. Second, they utilize 

self-defense mechanisms to protect their ego when civically engaging in 

social problems. Third, they both develop and individualize their civic 

engagement methods. Fourth, they pay attention to the strategy development 

that would encourage other youths’ participation (actions/interaction strategies). 

Meanwhile, in terms of the facilitators of youth’s civic engagement 

behaviors, there are school education, career interest, support from other 

meaningful individuals, and solidarity with other civic actors. On the 

contrary, the factors that hinder youth’s civic engagement behaviors are 

anxiety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hysical constraints 

(intervening conditions). In other words, youth accumulate a series of 

experiences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and their digital civic 

engagement continues along with their daily lives associated with schools 

and friends. Through the continuous practice of civic engagement that 

naturally settles as part of daily life, youth eventually internalize civic 

identity(consequences). In sum, in the digital environment where they are 

exposed to various influencing factors, youth grow as digital citizens by 

being mediated to form the target public attention, and by mediating to 

urge for raising public attention towards social problems. 

The results for the third research question regarding civic identity are 



- 258 -

as follows. In short, youth’s civic identity that developed through digital 

civic engagement can be summarized as “Nano influencer who mediates 

problem-consciousness”. By performing mediating behaviors that urge 

public attention, youth deliver the message of civic learning to the 

surrounding community. Although their action does not resolve social 

problems directly, it is still influential in that their action implies the 

possibility of youth’s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In 

other words, though it is indirect, youth exert their influence within their 

network by taking the roles of observer, communicator, and activist. 

Lastly, the results for the fourth research question regarding digital 

citizenship are as follows. Through digital civic engagement, youth develop 

‘the digital citizenship of difference and repetition’. The participants 

showed similar patterns to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However, the participants’ behaviors differ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participants performed mediating behaviors that aim for 

public attention. Furthermore, youth’s digital citizenship is shown to be 

constructive, subcultural, and continuous. This finding colligates with the 

idea that digital citizenship is personalized while youth attempt 

experimental engagement and exploration with community members. In 

addition, youth’s digital citizenship is in accord with the culture that is 

shared among peer groups. Also, the development of youth’s digital 

citizenship is realiz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repetitive civic 

engagement experiences, not by one single event. In short, digital civic 

engagement settles in youth’s daily life through cyclic and repetitive 

practices, and the repetition leads to youth’s adaptation and creative 

individualization of engagement method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experience 

and their engagement process. Thi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s 

provided by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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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and experiences into corresponding conditions, actions/interaction 

strategies, and consequences. 

Second, this study ha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taking an 

optimized approach with different kinds of strategies to explore the nature 

of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Specifically, this study used an online 

video platform and gave nicknames to each participant to encourage their 

self-exposure. This longitudinal research also conducted reciprocal interviews 

based on mutual respect to probe into the details of the civic engagement 

processes. Moreover, this study used screenshot data to pursue an 

intuitive grasp of underlined meanings. The use of various strategies 

offers insights for future research in the related fields. 

Third,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highlighting the challenges 

and suggesting the directions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take ‘complementation’ as 

its direction to solve the confronted challenges. It should focus on the 

actual state of youth’s digital citizenship rather than neglecting or 

intervening in their citizenship. Accordingly, an activity that enables one 

to reflect on his or her digital civic engagement process would be 

necessary. The present study suggested social studies as the subject for 

feasible implementation. Hopefully, future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would be practiced among various social studies areas and hence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complementation of youth’s digital civic 

engagement. 

Key Words: youth, digital civic engagement, civic identity, digital citizenship,    

      mediating behavior, nano-influencer, difference and repetition,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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