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휠보때톰흩뿔멸 때뿔톰 사휠경쩨깨스탤 
So앨g용￡뼈뾰omic System 빼se뼈 @뼈 &뾰g 뼈똥ormation 웬et￦or 

타나카 허데유켜(田中秀幸) 
동겸대학 사회정보연구소 

인터넷 보급과 정보기술의 진전에 의해 도래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 사회 

에서는 Linux 등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보이듯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의미로서의 부가가치에 환산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경제활동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종래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교환 

등 별도의 인센티브에 의해서도 글로벌한 협동이 실현되고 있다는 맹아로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교환시스템과 사회적 교환시스템을 거론하며 

정보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양자가 어떠한 변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틀을 

논하기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논의에 사용하는 두 가지의 틀에 대 

해서 설명한다. 하나는 Willi없TIson(2000)이 고찰하고 있는 신경제학적 틀이다. 

다른 하나는 쿠몬(公文， 2001)이 논하고 있는 정보문명론적 틀이다. 제2절에서 

는 이 두 가지 틀이 융합함으로써 사회시스템의 이행이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나타낸 틀에 근거하여 구체적 

인 예로서 B때ow(1996) 및 일본정부의 e-Japan 중점 전략을 다루어 각각의 평 

가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제도설계의 본연의 보 

습과 비즈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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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툴의 셜정 

시장경제시스템(시장경제를 받지는 제도와 틀)과 사회적 교환시스템(사회적 

교환을 받치는 제도와 틀)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면서 변용하는가에 대해서 

Williamson(2000) 및 公文(2001)의 틀을 이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어느 한쪽 

의 시스템이 기능하면 다른 한쪽은 기능하지 않는， 즉 시장경제시스템과 사회 

적 교환시스템을 서로 대립적으로 자리매김하여서는 큰 변혁의 시기인 현시 

점의 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먼저 Williamson(2000)의 논의로， 그는 사회분석의 틀을 <표 1>과 같얘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레벨 1 에는 주입(Embeddedness)이 자 

리한다. 여기는 관습， 전통， 규범과 종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자연발생적인 

인포멀한 제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다. 레벨 2 

는 제도환경(Institutíonal Environment)이 자리한다. 이 레벨은 자연발생적인 측 

면을 지니면서 인위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한 계층이다. 포별한 룰에 의 

해 구성되어， 특히 시장경제에서는 소유가 중요한 룰이 된다. 레벨 3은 통치 

(Govemance)가 된다. 상단에 았는 제도환경 롤의 하에서 실제로 활동(game)하 

는 장(場)을 가리키고， 시장， 기업과 관료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의 레 

<표 1> 사회분석의 네 가지 계층 

계층 구성요소 기간 

레벨 1 
주엽(Embeddednεss) 

습관， 전통， 규범， 종교 
세 자리~네 자리 年

겉면位(102tol03) 

제도환경 

레벨 2 
(Institutional Environment): 

소유 
두자리~세 자리 年

formal rules of the game 뭉려位 (1 010102
) 

통치(Govemance): play of the 
한자리~두자리 年

레벨 3 g없ne 시장， 기업， 관료조직 
탬→位(lto lO) 

자원분배와 고용-
(한계분석에 의한 최 

레벨 4 (Resource AlIocation and 
적화， 에이전시 맴폐) 

연속 

Employment) 

출전: Williamson(2000)을 참고로 타나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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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4는 자원분매와 고용(Resource Allocation and Employment)이 자리하여 매일 

연속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레벨에서는 특히 구성요소를 

나타내지 않고， 그 대신 신고전파적인 한계분석에 의한 최적화 틀과 에이전시 

理論 등 매일매일 활동의 배경에 있는 이론적 틀을 섣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 

의 레벨은 직하(直 f-) 레벨의 제약요인이긴 하지만， 아래 레벨에서 위의 레벨 

에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公文(2001)은 근대문명의 진화과정을 근대화로 총칭하고， 근대화 

의 세 가지 파도， 즉 군사화， 산업화 및 정보화의 파도가 200년 단위로 진행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각각의 파도는 S파라고 불리는 작은 세 파 

도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현재는 산엽화의 파도 속에서 보면 제3차 

산업혁명의 파도(100년마다 출현하는 파도의 하나)라는 성숙 페이즈에 들어서 

게 된 것이고， 정보화 파도에서 보면 제 1차 정보혁명의 파도라는 출현 페이즈 

에 막 들어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근대문명의 성 

숙국면이기도 한 현재는 근대화의 파도 그것과 같은 레벨의 사회변화 파도= 

지식문명화 파도의 출현국면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그림 1> 참조). 

<그림 1> 근대화 과정과 지식문명화 

근대화 

IS50 1750 1950 2150 

출전， 쿠몬(公 ι， 2001)을 참고로 타나카가 작성. 

1 ) 公文(2001 ， pp.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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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적띤 사회시스템의 이행중인 현재 

여기서 양자의 틀을 합쳐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의해 변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찰한다(<표 2> 참조). 먼저 Williamson(2000)의 레벨 1에 비추 

어보면， 주입(Embeddedness)이 근대화에서 지식문명화로 이행하고 있는 타이밍 

에 있고， 근대화를 농후하게 남기면서 지식문명화의 요소도 틀어오고 있는 시 

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레벨 2를 보면 제도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이 산업화에서 정 

보화로 이행하고 있는 시기임과 동시에 레벨 1의 지식문명화으로의 이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았다. 정보컨텐츠 등 지력(知力)에 의해 창조된 것 

이 사회활동에서 웨이트가 증가되고 있다는 맹아적 현상에 입각한다면， 제도 

환경에 있어서의 구성요소는 지금까지의 소유에서 지적 창조로 변하고 았다 

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근래 동적(dynamic) 정보를 의미하는 지식(knowledge) 

이 주목받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정적(static)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중요성이 이행하고 있다고 정리함으로써 제도환경의 변 

화 속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레벨 3은 활동의 장이 포인트가 되는데， 네트워 

크와 커뮤니타가 활동의 장으로서 대두하고 있다는 것에 입각하면， 레벨 l과 

레벨 2의 이행의 영향을 받아 시장과 기업과 같은 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 

<표 2> 복합적으로 사회시스템의 移行이 진행하는 현재상황 

> “ & 
< 샤회 적 교환 / 증여의 경제 > 

n니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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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것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벨 4에 대해서 말하자면， 레벨 1-3의 영향을 받은 개개 주체 

의 일상적 활동은 지금까지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이론적 뒷받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사회적 교환과 증여의 경제학 틀이 필요하 

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의 가섣을 정리하면，<표 2>와 같이 

되고 현재는 주입부분을 포함해서 각각의 레벨에서 복합적으로 이행되고 있 

는 시기에 있고， 지극히 큰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화와 지식 

문명화라는 주입부분의 중첩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각각의 주입에도 밀접하게 

관계하는 시장경제시스템과 사회적 교환시스템이 병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현재동향의 평가 

이상과 같이 복합적으로 사회시스템의 이행이 진행하고 있다는 틀을 가설 

로서 설정함으로써 사회제도로서 시장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교환시스템이 서 

로 대립적이 아니라 병존의 관계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사 

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레벨에서 시장경제적인 것과 사회적 교환적인 

것이 혼합된 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사회시스템만으로는 모든 사회 • 경제활 

동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정리에 따르면， John P. B때ow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2)은 가령， 

사이버스페이스를 ‘새로운 정신의 장(the new home of Mind)’으로서 한정적으 

로 취급하였다 해도， 거기서 ‘산엽세계의 정부(Governments of lndustrial World)’ 

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말았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 

게 된다. 레벨 l의 주입부분이 지식문명화로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세계의 정부 역할은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착수하고 있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았을까? 2001년 3월 발표된 e-Japan 중점전략의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중섬으로 한 시장경제시스템에 관한 제도정비 등의 정책이 중 

섬이다 2001년부터 5년간 급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 아래3)에 

2) Barlow(1996) 

3) IT전략본부(2001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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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제도개혁과 시책인 것에 입각한다면， 당면 시장경제를 전제로 심한 움 

직임이 예상되는 제3차 산업화(=산엽화의 정보처리 • 통신과정 • 사고 • 커뮤 

니케이션과정으로의 확대)4)에 대응하는 내용이 중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전략의 설행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복합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회시스 

템의 일부에만 대응하기 때문이다. Wi1liamson(2000)의 정리에 의거하면， 현재 

는 주업계층과 함께 제도환경계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주입계층은 안정 

되어 있는데 제도환경계층만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을 인식 

하면서 정보네트워크 사회의 제도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장경 

제 틀에 의거하는 제도설계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제3 

차 산업혁병이 진전하는 가운데에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설계논 

더욱 중요하게 된다. 다만， 동시에 시장경재의 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제도 

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 사회적 교환이 영 

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에서 그러한 맹아를 볼 수 있다.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의 진회속도는 지극히 빠르고 그러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정보네트워크 

사회도 급속하게 변혁하는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면 더욱 시장경제의 틀만으 

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아래에서의 제도설계에 착수할 필요 

가있다. 

4.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정보네트워크사회에 있어서의 제도설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 

하나의 틀을 시론으로서 전개하였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제도설계， 가령 개인 

정보， NPO와 민간부문의 본연의 모습，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제도를 다루어 

이번에 전개한 틀을 겸증하는 것과 함께， 향후 제도설계의 본연의 모습과 내 

용을 고찰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시스템과 사회적 교환시스템의 병존을 전제로 하여 생각할 

경우에 양자의 활동， 특히 비즈니스와 커뮤니티활동이 각각 어떠한 관계애 있 

는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픈 

4) 公文(2001 ，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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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작되었지만， 양 시스템의 병존이라 

는 틀에서 재차 파악하여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넓은 활동을 대 

상으로 하는 모텔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吳錫哲 譯(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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