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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의 역사가 뉴스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었고 온라인 뉴스의
등장으로 뉴스생산자가 확대되었다면, SNS 등장은 뉴스전파자 혹은 뉴스매개자
가 확대되는 시작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플랫폼으로서 SNS는 뉴스 확산 속
도와 규모, 파급력면에서 뉴스 유통뿐만 아니라 뉴스 콘텐츠 및 뉴스 생산관행과
이용패턴을 변화시키고 뉴스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의 정보나 의
견,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는 SNS 뉴스 소통은 정보전달로서의 뉴스개념을 탈피
하여 문화적 산물이자 사회적 경험으로서 뉴스를 이해하고, 뉴스유통의 변화가
뉴스 이용경험과 새로운 뉴스 소통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것을 요구
한다. SNS 뉴스 소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SNS 뉴스의 특성을 포괄하는
다중성 개념으로 뉴스 유통주체, 뉴스 콘텐츠, 뉴스 유통방식의 차원에서 SNS 뉴
스 유통을 검토하였다. 또한 SNS 뉴스 소통이 인류의 오랜 커뮤니케이션 양식인
구술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뉴스의미의 변화, 뉴스 소통행위의 변화,
뉴스 소통장소의 변화를 구술성으로 설명하고, SNS 뉴스 소통의 구술성이 지닌
의미를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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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구석기 시대 불의 사용은 인류의 소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구석
기인들은 동굴 안에 둘러앉아 불을 피우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네트워킹 도구였고 바깥세상의 일들을 동굴 안으
로 끌어들이는 장치였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이제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al Network Service,

SNS)에서 소식을 주고받는다. 약 50만 년 전 불이 했던 역할을 SNS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뉴스 유통과 소비는 개별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전통적 뉴스플랫폼인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외에 기존 언론
의 인터넷 사이트, 뉴스포털, 독립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뉴스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뉴스이용은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뉴스를 접하는

‘멀티플랫포밍(multiplatforming) 행위’(이재현, 2012)가 되고 있다.1
스마트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마트 미디어라는 단일미디어 내
에서도 웹브라우저 기반 뉴스, 포털뉴스세션, 뉴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멀티플랫포밍이 가능하게 되었다.2
그런데 기존 뉴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개별 뉴스 콘텐츠를 접하
기 위해 뉴스플랫폼들을 찾아가야 하는 반면에 포털뉴스나 SNS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뉴스이용의 멀티플랫포밍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
라 포털뉴스는 뉴스 콘텐츠를 가공하고 뉴스를 유통시키는 데 이용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SNS에서 이용자들은 뉴스확산뿐만 아니

1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2%가 복수의 뉴스플랫

폼을 이용하고, 약 46%가 매일 4∼6개 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며, 59%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뉴스를 결합하여 이용하고, 보통 2∼5개의 온라인 뉴스 소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urcell, Rainie, Mitchell, Rosenstiel, & Olmstead, March 1, 2010).
2 김위근의 연구(2011)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59%가 웹 기반 뉴스를 이용하고, 약

63%가 포털뉴스미디어 세션을 이용하며, 약 16%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뉴스 이용
의 다양성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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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신의 관심과 견해에 따라 뉴스를 생산, 가공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뉴스와 정보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합
적 뉴스플랫폼으로서 SNS의 강점은 뉴스 확산 규모와 속도에 있다.3 트
위터의 RT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공유하기’ 같은 기능은 적은 비용으
로 뉴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SNS의 뉴스파급력을 배
가시킨다. SNS 뉴스 유통은 단순히 뉴스를 확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이용 과정에서 뉴스를 가공하고 재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뉴스 유통방식의 이러한 특성으로 SNS는 뉴스 콘텐츠뿐만 아니라 뉴스
생산 관행과 뉴스 이용패턴을 변화시키고 뉴스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치
는 동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뉴스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논의된 뉴스 개념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검
토하면서 이강수(2011)는 뉴스를 “전문적 언론조직체와 대안적 언론조
직, 그리고 시민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새로 발생된 사회적 사실을 매
스 미디어를 통해 진실하게 미디어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상
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67쪽). 이와 같이
뉴스를 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뉴스란 그것이 발생하고 생산되는 환
경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제 여건에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66쪽). 무엇이 뉴스인가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속에
서 이해될 수 있다(Carey, 1989).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SNS 뉴스4는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

3 뉴스플랫폼으로서 SNS의 가능성은 뉴스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영욱·김광호, 2010). 이 연구에 따르면, 뉴스와 정보 공급에서 거대 뉴스기업의 비중
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소셜미디어가 공급하는 뉴스는 증가할 것이고(46∼50쪽), 뉴
스 이용자의 50% 이상이 뉴스를 SNS로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95쪽).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
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SNS를 통한 뉴스 접촉은 보편적 뉴스이용형태가 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유통, 소비되는 뉴스를 소셜 뉴스라고 부르지

만, 이 논문에서는 ‘소셜’이라는 뉴스의 성격보다는 다른 뉴스플랫폼과 차별화된 뉴스플랫폼
으로서 SNS를 강조하기 위해 SNS 뉴스라고 칭하고자 한다.

39

를 통해 유통, 소비되는 것으로, 백달(Baekdal, 2009)에 따르면 개인이
뉴스흐름을 통제하고 기존 뉴스가치와 다른 다양한 출처를 가진 것이며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구성된 뉴스로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사
람의 반응을 보고 토론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검증을 받으며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식견(insight)이자 스토리이자
반응이자 운동(movement)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SNS 뉴스는 이강수

(2011)의 뉴스 개념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전반적으로 저널리즘의 역사가 뉴스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
정이었다면, 온라인 뉴스의 등장은 뉴스생산자가 확대되는 과정이었고,

SNS 등장은 뉴스전파자 혹은 뉴스매개자가 확대되는 시작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발달은 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참견꾼, 메신저, 크라이어(crier)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언론에
이르기까지 뉴스를 보다 먼 곳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적게 왜곡하
여 전달하는 뉴스 증폭 능력의 확장 과정이었다(Stephens, 1997/1999).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저널리즘의
변화를 뉴스 생산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왔다. 그러나 SNS의 등장은 저
널리즘 영역에서 뉴스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비교하여 SNS의 주요 가치는 정보전달 및 확산,
참여 및 공유 등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 SNS가 소통주체와 대상, 이들의
관계, 메시지 구성 및 수용방식 등에 변화를 가져왔듯이(임영호·김은
미, 2011), 뉴스 소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SNS에서 뉴스 생산
과 유통, 이용은 하나의 연결된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계를 넘
나들고 상호 결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영역 간 경계짓기를 무
의미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뉴스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뉴스이용자
에 대한 관심도 뉴스중개자로서의 이용자로 옮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SNS에서 뉴스가 확산되고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뉴스 소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뉴스 소통은 뉴스 생
산과 유통, 소비의 순환구조 속에서 뉴스를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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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일컫는 것으로 뉴스 생산의 측면보다는 뉴스 유통과 소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SNS 뉴스 소통은 SNS라는 뉴스플랫폼
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포괄하며, SNS에 뉴스를 올
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자신의 관점에서 선택하여 전달하며, 특정 사안
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등 사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뉴스를 공유하는
경험(shared social experience)을 말한다.
뉴스 소통은 단순히 뉴스생산자에서 뉴스이용자로 뉴스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9세기 전신을 시작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디어를 정보전달기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
이었으나, 미디어는 우리의 사회적 경험세계의 기술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을 동시에 매개하고 다양한 실천이 교차하는 사회적 장이라고 할 수
있다(요시미 슌야, 2004/2007, 1∼8쪽). 특히 자신의 정보나 의견, 심지
어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는 SNS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것은 곧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보전달로서의 뉴스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문화적 산물로서, 사회적 경험으로서 뉴스를 이해하고 뉴스
유통의 변화가 뉴스 이용경험과 새로운 뉴스 소통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
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SNS 뉴스 소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SNS라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가 유
통되고 소비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
져올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SNS 뉴스의 특성을 포괄
하는 다중성(multiplicity) 개념에 기반하여 SNS 뉴스 유통을 뉴스 유통
주체, 뉴스 콘텐츠, 뉴스 유통방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SNS 뉴스 유통의 다중성은 언어의 운용, 지식의 창조 및 전달, 상호
작용의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문자의 발명 이전부터 인류의 가장 오래되
고 가장 광범위한 사고－기술(thought-technology)인 구술전통과 맞
닿아 있다(Foley, 2008). 이 논문은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을 커뮤니케이
션 양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동후, 2010; 이재현, 2004,

2012)과 같은 맥락에서 SNS 뉴스 소통을 구술성(orality)5으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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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SNS라는 뉴스플랫폼이 뉴스에 대한 인식과
이해, 뉴스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
인지를 탐색하고 SNS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뉴스 소통 문화에 대해 고
민해 보고자 한다.

2. SNS 뉴스 유통의 다중성
미디어 특성으로 볼 때 SNS는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텍스
트,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다중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독특한 감각양식
의 결합패턴을 만들어내는 멀티미디어’(이재현, 2004, 6쪽)이다. 멀티미
디어인 SNS에서 뉴스는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결합한 형식으로, 다양
한 플랫폼과 연계하여 유통되며,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소비된다.
또한 SNS는 커뮤니케이션 주체, 메시지, 채널, 미디어, 커뮤니케이
션 유형,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미디어와는 다른 방
식으로 메시지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확산되고 공유되는 독특한 커뮤니
케이션 구조를 지니고 있다(박선희, 2010, 85∼88쪽).

5 구술성이나 문자성은 미디어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일컫는데, 옹(1982/1996)은

문자이전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인 1차 구술성과 대비하여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에 의해
형성되었으면서도 그 존립을 쓰기와 인쇄에 힘입고 있는 구술성을 2차 구술성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재현(2004; 2012)은 문자성에 기반하면서 구어체로 메시지가 교환되는 SMS와 SNS를
‘구술적 문자성(oral literacy)’의 구현체로 보고 있으며, 이동후(2010)는 상호연결성과 멀티미
디어성, 참여성에 기반한 SNS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제3의 구술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
러한 차이는 기존 미디어와 다른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이
다. SNS를 글쓰기 공간으로 접근하는 이재현의 논의(2012)와 다르게 이야기 장소로 바라보는
이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SNS는 문자에 기반하지만 이야기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문자적 구술성(literal orality)’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단순히 ‘구술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논문이 SNS라는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한 뉴스 유통과 소비가 구술사회의 소통양식과
닮아있고 향후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질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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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SNS의 멀티미디어적 속성과 커뮤니케이션적 속성을 아
우르는 특성이 다중성이다. 다중성(multiplicity)은 하나의 사물이나 주
체가 상이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이 병렬적으로, 순차
적으로, 혹은 뒤섞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SNS는 뉴스 유통주체, 뉴스 콘텐츠, 뉴스 유통
방식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SNS 뉴스 유통은 전
문성이나 영향력, 개인성향 등이 상이한 주체들이 뉴스 확산 및 소비자
로서, 공적 담론과 사적 잡담 등이 뒤섞인 뉴스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연계한 텍스트형식으로, 상이한 뉴스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지닌다.
1) 누가 뉴스를 유통시키는가?: 뉴스 유통주체의 역할 중첩성

SNS 뉴스이용자는 메시지 재송신자, 뉴스중개자로서 뉴스 유통에 개입
한다. SNS에서 이용자는 인터넷의 하이퍼텍스트처럼 하나의 노드로서
다른 사람들과 링크되며, 인터넷 허브처럼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
성한다(Benkler, 2006; Wellman, 2001). 때문에 SNS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 뉴스를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용자들은 트위터의 RT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같은 공유하기
기능을 클릭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뉴스 유통자가 될 수 있다.
뉴스 유통자로서 SNS 이용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표적

SNS인 트위터에서 뉴스는 이슈 메이커 →유력자 → 전파자/확산자를
거쳐 유통된다.6 이슈 메이커(issue maker)는 기존 언론매체, 포털뉴스,
위키트리 같은 소셜뉴스, 파워블로그, 유명인,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이
다. 이슈 메이커는 전통적인 의제설정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들이 제기

6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논란의 경우 강용석 전 의원이 이슈 메이커로서 문제를 제기

하고 트위터 영향력자인 진중권 씨가 이에 반응을 보이자 보수적인 파워트위터러인 강재천 씨
가 이를 리트윗함으로써 병역논란은 순식간에 트위터 핫이슈가 되었다(고재열·이동권,
201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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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제들이 모두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영향력자(influencials) 혹은 유력자(influencer)7는 이슈
메이커 중 리트윗이 많이 된 사람들로, 단순히 팔로어 수나 친구 수 등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트윗이나 멘션 등 직접적
참여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이다.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리트윗(RT) 수를 기준으로 상위 20명 영향력
자의 70%는 팔로어 수가 많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뉴스매체적·
정보전달적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유력자들이었고, 이들은 트윗의
약 60%를 직접 생산하였다. 황유선·심홍진(2010)의 연구에서도 다양
한 의견과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얻는 영향력자가 트윗
이나 멘션, 리플뿐만 아니라 리트윗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파자(spreader) 혹은 확산자(amplifier)는 영향력자
의 트윗을 가장 많이 리트윗한 사람들로 ‘매개적 유력자’라 할 수 있다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이들은 영향력자와 일반 이용자 간
의사소통관계를 폭넓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의 트윗 중
평균 66%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리트윗한 것이었다.
이처럼 SNS에서도 이용자의 역할은 구분될 수 있지만, 이슈 제기
자나 영향력자, 전파자, 일반 이용자의 역할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역으로 살펴보면 영향력자 역시 40%의 트윗은 다른 사람
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전파자 역시 평균 34%는 자신이 만든 메시지를
트윗하고 있다.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 영향력자와 전파자 모두 뉴스생

7 여기서 SNS 의견지도자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

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견지도자는 미디어가 제기한 의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
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즉 정보의 흐름에서 미디어와 수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영향력 있는 의견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SNS에서도 이와 같이 사안에 대한 해석에서 영
향력을 미치는 의견지도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팔로어수가 많다는 것은 뉴스 확
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드시 크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SNS에서는 트윗한 글이 얼마나 리트윗되는가가 영향력 정도를 알
려주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SNS 뉴스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매스 커뮤니케이션
의 의견지도자보다는 영향력자나 전파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44

산자이자 뉴스확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슈 메이커나 영향력자, 확산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팔로어 수를
가지고 SNS 뉴스 유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이들이 뉴스확산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메시지
를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소곤거림’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뉴스 확산에는 뉴스 유통자이자 소비자로서 작은 ‘확성기’
역할을 하는 다수 이용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향력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력자의 30%만이 1년 이상 영향력을 유지하고
전파자의 20%만이 1년 이상 전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재
열·이동권, 2012, 2. 18) SNS 뉴스 유통에서 고정된 역할이 존재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SNS 뉴스 이용자들은 언론사나 이슈 메이커가 제기한 뉴스
를 단순히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고 새로
운 정보나 의견을 추가하여 전파하는 등 뉴스를 공유하려고 한다. SNS
에서 이용자가 정보생산자와 유통자로서 중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것은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서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경우 적어도 이용자들은 이용자 프로파일, 소셜 커
넥션, 그들이 보낸 트윗이나 리트윗 등 소셜 그래프를 통해 다른 이용자
의 기호나 취향, 관심사와 선호하는 콘텐츠 등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명성
이나 신뢰를 추리해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얻은 이러한 정보
나 뉴스를 더 신뢰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이 뉴스 유통과정에서 중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 때문이다(황유선·심홍진, 2010; 박
노일·정지연, 2011).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뉴스가 단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성
원 간의 동질감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관규,

2009). 뉴스이용자는 동일한 뉴스를 인지하고 이에 관한 의견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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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뉴스가 유통되는가?: 뉴스 콘텐츠의 혼종성

SNS 뉴스 유통의 특징 중 하나는 사실과 의견을 엄격히 분리하는 전통
저널리즘과 다르게 사실과 의견, 뉴스와 정보, 대화와 토론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유통된다는 것이다. 기존언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이 성격이 분명한 뉴스 콘텐츠가 지면의 크기나 방송순서에 맞
춰 유통되는 반면, SNS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가진 뉴스들이 콘텐츠 성
격과 관계없이 뒤섞여 유통된다.

SNS 뉴스 콘텐츠가 가진 이러한 혼종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
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의 혼종성으로, 상이한 뉴스 콘텐츠가 동시에 혹
은 순차적으로 뒤섞여 제공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점의 혼종성
으로 동일한 뉴스 콘텐츠 내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 메시지가 결합되어
유통된다는 것이다.
먼저, SNS 뉴스 내용의 혼종성이다. SNS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출
처는 기존 언론매체의 뉴스,8 포털뉴스, 소셜뉴스, 파워블로그뉴스 그리
고 일반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들이다. 최진호·한동섭의 연구

(2011)는 트위터 의제와 기존 미디어 의제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트
위터가 의제설정 역할을 수행하는 여론매체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
고 있다. 그러나 SNS 뉴스가 기존 언론보도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SNS에서 유통되는 뉴스는 대부분 전통적 뉴스와 다르게 일상뉴스나 예
외적인 뉴스들이다(Thorson, 2008).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흥미 위주의 연성뉴스를 주로 선택하고 공유하려 하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한 주요 뉴스들이 골고루 SNS 뉴스로 거론되기보다는 몇 개
의 상위이슈들과 함께 한 두 개의 흥미성 뉴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김은미·이주현, 2011). 또한 자신이 접한 뉴스가 공통의 관심사일 때,

8 트위터에서 기존 언론의 전파행태를 분석한 황유선·이재현의 연구(2011)에 따르면, 리트

윗 정도, 트윗 활동기간, 트윗 범위 등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언론과 다른 진보성향의 언론이 우
위를 보였고 기존 언론의 뉴스는 1단계 확산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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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뉴스가 충격적일 때 뉴스 전파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김관규,

2010), SNS에서 누구에게나 소구할 수 있는 감정적이고 흥미로운 뉴스
가 급속히 확산되기 쉽다. 물론 여기에는 SNS 인터페이스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SNS 인터페이스가 심층적이고 정책적인 뉴스들
을 유통시키는 어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심층분석
뉴스보다는 가벼운 연성뉴스, 정보성 뉴스들이 유통되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로 SNS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 화면크기가 작기 때문에 ‘언
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짧은 시간 동안 한눈에’ 볼 수 있는 단문형식의
헤드라인뉴스가 대세를 이룬다.
둘째, SNS 뉴스 관점의 혼종성이다. SNS에서 다양한 내용의 뉴스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한 정보보다
는 알려진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논쟁들이 주로 유통된다(김영
욱·김광호, 2010). SNS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
여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가공의 유연성이 존재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
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뉴스미디어는 뉴스내용의 변형가
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뉴스 생산과 유통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한 번
생산된 뉴스는 유통과정에서 변형이 어려우며, 특히 뉴스소비자에 의한
메시지 가공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SNS에서는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정보추가하기나 맥락제거하기 같은 편집행위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변형시킬 수 있다.
뉴스는, 하나의 고정된 맥락 안에 갇힌 채 자기완결적이며 원자적
인 의미구성체로 존재하면서 생존하다 소멸하는 닫힌 지식체계가 아니
라 사회적 확산경로를 이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의미가 재생성되고 뉴스
소비가 또 다른 뉴스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지식체계가 된다(김경
모, 2012). 가령 트위터 이용자는 리트윗을 통해 자신의 본래 메시지를
편집하고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기도 하고 오리지
널 트윗의 맥락을 제거하거나 리트윗이라는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등
컨텍스트를 바꿈으로써 의미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도 한다(boyd, Golder, & Lotan, 2010). SNS 뉴스는 경성뉴스/연성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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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같은 뉴스성격에 따라 이슈에 추가하는 내용이 다르고(Im, Kim,

Kim, & Kim, 2011), 메시지 내용이 개인의 의견과 일치할 경우 리트윗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이미나·김옥현, 2011) 뉴스내용과 의미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내용이나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
이처럼 SNS에서 뉴스는 공적/사적인 대화, 의견과 토론, 잡담과 정
보가 뒤섞인 다층적인(multilayered) 이야기의 흐름으로서 유통된다.
이용자의 타임라인에는 ‘메시지 생중계(live stream of messages)’

(Gruzd, Wellman, & Takhteyev, 2011) 형식으로 다양한 내용과 관점
을 지닌 뉴스 콘텐츠가 혼합되어 흐르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구성한 소
셜 네트워크에 흐르는 뉴스들을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고 자신의 입장에
서 가공함으로써 뉴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
는 것이다.
3) 어떻게 뉴스가 유통되는가?: 텍스트 및 뉴스플랫폼의 상호연계성

SNS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방식은 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유통
되는가의 측면과, SNS 뉴스가 다른 플랫폼과 어떻게 연계되어 유통되는
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뉴스 텍스트 구성의 측면에서 SNS
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다. 트위터의 경우 메시
지 구성이 140자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텍스트들 사이를 연계하는 텍스
트 확장의 욕구가 강한데,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장치가 하이
퍼링크다. 그러나 대표적 텍스트 확장 장치인 하이퍼링크는 단순히 텍
스트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뉴스를 구성하는 미디어요
소들을 연계시키고, 뉴스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이재현, 2012).9

9 이재현(2012)은 SNS의 텍스트 상호연계성을 ‘환유적 확장(metonymic extension)’으로 설명

하는데(338∼341쪽), 환유적 확장은 텍스트 확장, 미디어 확장, 정서적 확장, 인식의 확장, 시
공간적 확장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단순한 하이퍼텍스트성을 넘어 텍스트
연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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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NS 뉴스는 SNS 플랫폼에 제시된 짧은 글과 기존 언론매체
가 생산한 뉴스 그리고 전문(全文)과 같은 1차 뉴스 출처를 하이퍼링크
를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텍스트를 확장한다. 여기에는 긴 글을 통해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욕망과, 언론매체가
가공한 뉴스가 아닌 정보원이 제시한 전문을 보고 이슈를 평가하겠다는
욕구가 깔려 있다. 실제로 뉴스 기사의 소스인 전문에 대한 조회수 및

RT가 언론매체의 뉴스에 대한 조회 수 및 RT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더 많았다(공훈의·김행, 2011). 이것은 SNS 뉴스 유통이 언론사의 가
공과정을 생략한 채 SNS라는 플랫폼에서 정보원과 이용자가 직접 만나
는 뉴스 유통방식임을 의미하며, 편집이라는 언론의 고유권한이 약화되
고 정보원과 언론의 관계도 변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또한 하이퍼링크
방식의 뉴스 유통은 SNS 뉴스의 영향력을 외연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
한 도구이기도 하다(Trammell & Keshelashvili, 2005 참조). 하이퍼링
크가 가진 텍스트 확장의 힘은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기 블
로거들은 정보원을 직접 인용하거나 정보원 자료에 링크를 연결하는 방
식으로 소통함으로써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박노일·윤영철, 2008).
둘째, SNS 뉴스는 문자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이미지, 사운드 등
미디어 요소들을 연계한 미디어 확장 방식으로 유통된다. 특히 모바일
멀티미디어의 확산으로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채집하고 이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과정이 쉬워졌다. 뉴스이용자들은 링크걸기나 공유하기, 모
으기 등을 통해 다중적 감각을 즐기며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낸다

(Everett, 2003). 이 과정에서 뉴스대상에 대한 동정이나 분노, 감정이입
같은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서적 확장을 도모
한다. 2011년 중동의 민주화과정과 4·26 보궐선거, 10·26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목격하였듯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미디어 확장을 통해 유통
된 뉴스들이 어떻게 집단적인 공분과 반응 등 정서를 확장시켰는지를 단
적으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SNS 뉴스텍스트의 하이퍼링크 방식은 뉴스유형
에 따라 다른데, 경성뉴스는 SNS의 제한된 공간을 추가로 확장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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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의견을 올리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연성뉴스는 포털사이트로
링크되는 경향이 강하다(김은미·이주현, 2011). 포털뉴스가 대부분 연
성뉴스인데 이것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SNS로 들어옴으로써 SNS 뉴스
의 연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 뉴스 유통방식은 뉴스플랫폼 간 상호연계성의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SNS 뉴스는 콘텐츠의 멀티플랫포밍으로 하나의
단위 콘텐트가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플랫폼 이용자와 동시적으로 또
는 비동시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흐름을 형성한다(이재
현, 2012). 이러한 멀티플랫포밍은 인터넷 상의 플랫폼을 가로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TV와 같은 올드 미디어로 확산되기도 한다.
여러 뉴스 플랫폼을 넘어 SNS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경로는, 다른
뉴스플랫폼의 뉴스들이 SNS로 유입되는 방식과 SNS 뉴스가 다른 뉴스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SNS 이용자들이 포
털이나 언론사 웹사이트의 기사를 SNS로 전송하거나 소셜 댓글10을 게
시함으로써 포털뉴스나 각 언론사 사이트 뉴스들이 SNS로 흘러들게 된
다. 소셜 댓글은 SNS에도 전송됨으로써 좋아하는 뉴스를 친구와 공유하
고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 허핑턴 포스트는 페이스북 계
정만 있으면 허핑턴 포스트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기사에
쓴 댓글을 페이스북에 연동하였고, SNS 중심의 뉴스 유통망을 구축함으
로써 뉴스 유통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조영
신, 2011).
역으로 포털이나 언론사사이트가 SNS에서 생산된 뉴스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SNS 뉴스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
어 이용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10 2010년 7월 19일 IT전문 블로거들이 만든 블로터닷넷은 최초로 소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하

였다. SNS 아이디로 언론사 사이트나 포털, 웹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하면, 작성된 댓글은 자신
의 SNS에도 기록된다. 또한 SNS에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면 이 댓글이 웹사이트 기사 하단
에 댓글형태로 달리게 된다. 웹사이트와 SNS 사이에서 뉴스와 그에 대한 댓글이 연계되고 있
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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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와 온라인 뉴스매체 사이에서 나타났던 역의제설정 현상(김성
태·이영환, 2006)이 온라인 뉴스매체와 SNS 뉴스 간에도 발생하고 있
는 것이다.
둘째, 뉴스플랫폼의 상호연계성은 SNS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뉴
스가 다른 뉴스플랫폼으로 전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은 뉴스 콘텐츠를 외부 뉴스플랫폼으로 전송시키는 역할을
한다. 웹에서 개별 기사에 달린 추천버튼이 기사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
는 단순한 내부연결(in-link) 장치라면, ‘좋아요’ 버튼은 뉴스 콘텐츠를
외부로 끌고 나가는 외부연결(out-link) 장치이다. 2010년 중동지역에
서 일어난 자스민혁명은 SNS 뉴스가 어떤 경로로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
되어 유통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공훈의·김행, 2011). 튀
니지에서 반정부 뉴스는 포스터-SNS-블로그를 넘나드는 멀티플랫포밍
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11 이집트에서는 프록시사이트－SNS전용
앱－위성방송－SNS－모바일 미디어－일반 유선전화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연계되었다.12 이러한 사례들은

SNS 뉴스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뉴
스플랫폼의 상호연계성이 얼마나 폭발적인 파급력을 지니는가를 방증
한다 하겠다.

11 튀니지 혁명 당시 반정부 시위대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고, 영어

나 다른 외국어로 쓰인 블로그나 게시물들은 페이스북의 자동번역 기능으로 멀티플랫포밍에
장애가 되는 벽을 넘었다.
12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자 프록시 사이트와 사설 인터넷망

인 VPN를 이용하고 SNS 전용 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반정부 시위에 관한 뉴스와 지
지를 확산시켰다. 알자지라 방송은 소셜네트워크 차단 조치에 대항하여 자체 취재한 시위 현
장 사진을 사진 공유 소셜 사이트인 플리커에 올리고, 이집트 현지의 취재진이 모바일로 전송
한 트위터 내용과 이집트 정부를 비난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TV 방송을 통해 실시
간 중계하였다. 구글은 이집트에서 트위터가 차단되자 트위터와 손잡고 누구라도 일반 유선
전화를 이용해 음성메시지를 남기면 곧바로 트위터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speech-to-tweet)
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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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뉴스 소통의 구술성
뉴스 유통이 뉴스 이용경험을 틀 짓는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SNS에서
뉴스 유통의 다중성이 SNS에서의 뉴스이용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SNS 뉴스 유통은 뉴스 유통주체나 뉴스 콘텐츠, 뉴스
유통방식에서 기존 언론과 차별성을 지닌다. SNS는 송수신자 간 경계
짓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뉴스와 뉴스가 아닌 것의 구분을 어렵게 하
고 있으며, 시각과 청각, 촉각 등 다중감각에 호소하고, 텍스트 연계성과
멀티플랫포밍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유통시킨다.

SNS 뉴스 유통의 이러한 특성들은 면대면 접촉을 통한 소식나누기
라는 뉴스 소비의 원형과 맞닿아 있다. 구전 형식의 소식나누기는 사람
들이 모이는 사교 장소에서 청자이자 화자인 발화자가 뉴스와 정보, 사
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오감뿐만
아니라 직관까지 사용하는 면대면 상황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SNS 뉴스
유통의 다중성은 다중감각에 소구함으로써 기존 미디어와 다른 이용경
험을 제공한다. 메시지의 내러티브성, 발화의 상호성, 경험의 다중감각
성이라는 측면에서 SNS는 라디오나 TV 같은 전자매체가 가진 제2의 구
술성보다 문자이전 사회의 구술성에 더 가깝다. SNS의 구술성이 뉴스
이용경험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뉴스의 의미, 뉴스 소통행위, 뉴
스 소통장소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뉴스 의미의 변화: 소식으로서의 뉴스

앞서 논의하였듯이 SNS 뉴스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뉴스 콘텐츠의 혼
종성은 뉴스의 의미와 뉴스가치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SNS에서
는 일상이야기가 전통적 의미의 뉴스와 구별되지 않고 ‘뉴스’로서 이용
되고,13 수없이 많은 사적인 스몰토크들이 서로 얽혀 공적 담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뉴스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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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스거리들을 엮어 자신만의 의미를 생산하는 브리콜라주(bricolage)
로 새로운 소식을 만들어 낸다(Deuze, 2006). 뉴스는 이제 전문가집단
의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정보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커뮤
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교환되는 사회적인 이야기로 개념이 확장된다.
블로그같은 온라인 매체의 등장과 함께 뉴스경계의 확장 혹은 이동으로
나타난 ‘정보 혹은 지식, 의견으로서 뉴스’(임종수, 2006)가 이것을 넘어
뉴스가 아닌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뉴스인 ‘소식으로서의 뉴스’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SNS 뉴스가 ‘매개된 뉴스’라기보다 ‘구전된 뉴스’로 뉴스
개념이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뉴스개념의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을 분석한
임영호 등(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 2008)의 연구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은 전통저널리즘에서 당연시되던
언론의 역할이나 뉴스 속성, 뉴스가치와 관련된 개념들 외에 재미있는
토론거리와 이야깃거리, 삶의 교훈과 희망을 주는 목소리 등으로 뉴스
를 인식함으로써 뉴스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으로서 SNS 뉴스의 구술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14
먼저 SNS 뉴스는 이야기 형식을 띤다는 것이다. 구술문화는 지식을 보
관, 조직, 전달하기 위하여 인간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이용하는데, 내러
티브는 다른 장르보다 더 대량으로 그리고 영원하게 생각을 묶는 데 기
여한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전혀 없는 일차적 구술문화에서 특별히 중요

13 한 예로 2010년 여름 유력 대통령후보는 집에서 수박을 먹는 사진을 간단한 멘트와 함께 트

위터에 올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화답했고 다른 팔로어들에게 리트윗했다. 이것은 뉴
스일까? 뉴스에 대한 기존 잣대에 따르면 이것은 뉴스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전달한 이 트윗은 그가 처한 정치상황을 트위터에 끌어들이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뉴
스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이 트윗은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소식의 구술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음신(音信)’이라는 말이 있다. 음신은 먼 곳에서 전하는

소식이나 편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믿을 만한 소리’다. 문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로
근대 이후 인쇄매체가 주요 매체였기에 뉴스의 의미가 글이나 편지 같은 문자텍스트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 믿을 만
한 소리를 퍼뜨리는 것과 같이 구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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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Ong, 1982/1996, 210∼212쪽). 일차적 구술문화에서의 사고와
표현은 부가적이고, 다변적이며, 생활세계와 밀착되고, 논쟁적 어조가
강하며,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고, 상황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Ong, 1982/1996, 60∼92쪽), 이는 SNS 뉴스 콘텐츠의 특징이기도 하
다. 특히 SNS 뉴스 중 일상의 삶과 직결되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연
성뉴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뉴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내러티
브로서 ‘이야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SNS 뉴스 소통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화적 관
행(conversational practice)이라는 점이다(boyd, Golder, & Lotan,

2010). 이는 블로그 뉴스가 1인칭의 독백적 어조나 2인칭의 대화적 어
조를 많이 사용하고 근접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정
일권·김예란, 2010). 또한 일반적으로 대화가 메시지 순서에 따라 이
루어지지 않듯이 SNS에서의 소통도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순서가 바뀌
는 등 다중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메시지가 교환되는 과정
에서 메시지가 왜곡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접한 뉴스를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소통하
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SNS에서의 대화과정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둘째, SNS 뉴스는 스몰토크와 같은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
로 소통된다. 기본적으로 의례적 교감(phatic communion)은 사교적인
목적에서 단순히 몇 마디 말을 교환함으로써 결합의 끈(ties of union)을
만들어내는 발화행위(speech act)이며, 교감(communion)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정보적 속성보다는 관계적 속성을 지닌다(Malinowski,

1923). 뉴스의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링크형식으로 제시하긴 하지만
SNS 뉴스 소통은 기본적으로 의례적 교감행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깊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의 몫이지 그것을 전파한 사람의 몫은 아니며, 뉴스전파
자는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공존하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구전(口傳)에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
될 수 있으며, 이야기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출처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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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셋째, ‘뉴스를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벨트’, ‘인스턴트 뉴스’, ‘타임라
인’이라는 은유에서 드러나듯이 SNS는 변화와 생성이라는 시간적 유동
성을 담지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소식으로서의 뉴스는 시간성을 내포하
고 있고 시간성은 구술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본래 소식(消息)
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로서 사물의 발생
과 소멸 또는 흥망성쇠로 표현되는 객관세계의 변화를 의미한다.15 ‘변
화’라는 측면에서 소식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SNS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유통되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뉴스들은 소식의 본래 의
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식을 의미하는 영어의 tid-

ings 역시 밀물과 썰물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뉴스로서 인쇄술 발명
이전 소식이나 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SNS에서는 뉴스 확
산 속도가 빠른 만큼 사라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 트위터 뉴스 대부
분이 최초로 보도된 이후 첫날과 이튿날에 트윗이 집중되고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김은미·이주현, 2011)은 SNS 뉴스 소통
이 구술사회의 뉴스 소통과 닮았음을 보여준다.
구술적 의미의 소식에서 시의성은 중요하다. 시의성은 속도라는
가치와 연결되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소식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 때문에 시의성 못지않게 인간적 관심사나 흥미가 중요
한 뉴스가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SNS는 속보성과 인간적 흥미를 중시
하고, 쉽고 가벼운 흥미위주의 뉴스를 재매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SNS에서의 뉴스 이용은 뉴스 소비의 지속성을 함축하며 뉴스
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V뉴스처럼 어느 시점에서 뉴스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뉴스 콘텐츠가 달라지고 뉴스에 대

15 소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역경(易經)의 다음 구절에서이다. “日中則昃, 月盈

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해는 중천에 있다가 지기 마련이고 달은 보름이 지나면 기울어지
며 하늘과 땅 사이의 사물은 번성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으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
나 자라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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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스전파의 대상이 공중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이다.

SNS 뉴스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나
의견이 될 수도 있으며, 투표참여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공적 행위
를 둘러싼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마치 가까운 사
람들과 수다를 떨듯이 때로는 패러디하거나 조롱하듯이 가볍게 이야기
되기도 하고 상호 교환되기도 한다. 페이스북의 ‘친구’나 트위터의 ‘팔로
어’는 온라인 관계의 친밀성과 수평성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이지만 이러
한 은유는 SNS 뉴스 소통이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는 것처럼 친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뉴스 소통행위의 변화: 말하기와 듣기로서의 뉴스 이용

소식으로서의 뉴스는, 뉴스가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전해지는 ‘뉴스전달’
이 아니라 뉴스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뉴스교
환’임을 시사한다. 소식으로서의 뉴스에는 이미 뉴스 소통에서의 쌍방
향성이 담지되어 있다. SNS에서 뉴스 소통은 전달행위가 아니라 이야기
행위이자 공유행위이다. SNS 뉴스를 통한 소통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
성적인 교류와 상호작용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트윗’(재잘거림)이나 ‘멘
션’, ‘좋아요’ 같은 기능들은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감정을 교류하
는 이야기행위를 보여주는 은유들이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수
시로 글을 올리는 것은 쓰기보다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고,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은 읽기보다 ‘듣기’라고 할 수 있다. 때때로 RT와 공유하
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소식나누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뉴스 이용행위는 문자성이 아니라 구술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행위로서 SNS 뉴스 소통은 SNS 뉴스가 멀티미디어 형식으
로 유통된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SNS 뉴스의 멀티미디어성은 뉴
스를 이용할 때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뉴스 이용경험
이 구술시대와 유사해짐을 의미한다. 즉, 구술시대 뉴스전파자인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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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 소식을 전하면서 보이는 얼굴표정과 몸짓, 음성의 크기와 톤이
소식의 내용과 결합하여 녹아들듯이 SNS의 뉴스 소통에서 다양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들은 다양한 감각에 소구하는 하나의 통합된 뉴스 콘텐츠
로서 경험된다.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에서 디지털 감각을 체화할수록
미디어의 개별 감각들은 결합되어 인식되고, 매개의 투명성으로 미디어
성은 사라지며(Bolter & Grusin, 1999/2006), 디지털 텍스트를 이용하
는 경험만이 남게 된다. 다시 말해 SNS 뉴스를 이용할 때 우리는 문자,
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개별 미디어의 텍스트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터치행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뉴스 콘텐츠를 경험하게 된다.

SNS 뉴스 소통행위가 이야기행위라면 이야기행위의 기본 속성은
말하기와 듣기이다. 뉴스 생산과 소비행위로서 쓰기와 읽기가 웹을 포
함한 기존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주요 뉴스이용행위였다면, SNS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주요 뉴스 이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16 사람들은 SNS에
서 말하기와 듣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과정에서 소식을 전하고 듣는
다. 뉴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의 욕구가 전제되어야 확산될 수 있다. 정보가 없는 사람은 뉴스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 애쓰는데, 특
히 구어사회에서 뉴스 전달자는 사건에 대해 타당성과 중요성을 부여하
는 힘과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을 뉴스의 수준으로 변환시키는
힘을 갖기 때문에 뉴스를 전하는 과정에서 자아만족을 느끼게 된다

(Stephens, 1997/1999, pp. 39∼40). 앞서 살펴보았듯이 SNS 이용자
들이 타인과 공감하기 위해 뉴스를 확산시키는 것이나 뉴스전달자가 뉴
스를 전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뉴스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주로 신변잡기적 내용을 업로드하고 사회 이슈에 대

16 트위터에서 트윗과 리플라이, 리트윗은 25:65:10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트위터에서 오

가는 말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네 번에 한 번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세 번에 두 번은 옆사
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열 번에 한 번 정도는 서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장덕진, 2012). 이
것은 SNS 이용이 주로 말하기와 듣기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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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NS 뉴스 말하기와 듣기 양식
뉴스행위자

뉴스메시지

뉴스 말하기

뉴스 듣기

일반이용자

일상사/ 스몰토크

이야기하기

배경청취/흘려듣기

영향력자

정보/의견

대화하기/토론하기

상호청취/집중해듣기

언론사

만들어진 뉴스

전달하기/퍼뜨리기

위임된 청취

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황유선·이재현, 2011)
은 말하기를 통해 새로운 소식이나 견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
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NS 뉴스 소통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듣기 행위이다. 웹기
반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존 미디어의 일방성에 대한 저항으
로 온라인 참여와 같은 ‘목소리내기’ 혹은 ‘표현하기’가 중시되었다. SNS
역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
고 있지만,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SNS에서는 듣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듣기는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자
적극적 수용행위이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대비되어 적극적으로 온라
인 활동을 하지 않는 잠복자(lurker)들은 수동적 시청자나 프리로더

(freeloader)와 달리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활동
을 지켜보고 그들로 하여금 공적인 기여를 하도록 격려하는 수용양식

(mode of receptiveness)을 보여준다(Crawford, 2009, p. 527).
듣기는 읽기보다 정신적 집중을 덜 하게 하는 행위이고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듣기 역시 청자가 누구인가에 따
라 다양한 차원을 지닌다.

<표 1>과 같이 SNS에서 이용자들은 세 가지 듣기양식인 배경듣기,
상호듣기, 위임된 듣기 행위를 수없이 전환해 간다(Crawford, 2009).
배경듣기(background listening)는 트위터에서처럼 마치 소소한 일상
의 이야기와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하루 종일 배경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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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지 몇 개의 이야기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라디오
를 들을 때처럼 듣기는 하되 항상 집중하지는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배
경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배경듣기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일정수준의 정기성과 친밀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항시적 친밀감(ambient affinity, Reichelt, 2007)을 유지할 수
있다.
상호듣기(reciprocal listening)는 정치인들이나 영향력자들이 주
로 하는 것으로 일반 SNS 이용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코멘트
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 대다수 보수인사들은 자신의 멘션을 말할 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
응하지 않는 일방적 소통방식을 보인 반면, 진보인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응하는 호혜적 소통방식을 보였다(남은주, 2011. 11.

21). 트위터 유력자들도 이용자 상호작용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네트워
크 호혜성을 보이고 있다(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위임된 듣기(delegated listening)는 언론사의 뉴스배포처럼 듣기
행위를 고용인이나 에이전시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비개인적
이고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듣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런데 말하기와 듣기 행위에서 고정된 것은 없다. SNS에서 뉴스
소통행위는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뉴스 소통
주체의 역할이 중첩되듯이 누구나 화자이자 청자가 될 수 있다. 즉 그저
소식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
여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마디를 덧붙이거나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전해들은 소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단순히 환경감시나 여론탐색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환경을 인
식하고 공통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사회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소속
감을 느끼기 위해 뉴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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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소통장소의 변화: 이야기 장소로서의 SNS

SNS 뉴스 소통의 구술성은 이용자들이 느끼는 뉴스 소비공간의 장소성
이 변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소성(placeness)은 미디어 이용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데, 장소의식과 그에 적합한 행동의
출현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 커뮤니티에 의한 테크놀로지의 적용

(adaptation)과 전유(appropriation)다(Harrison & Dourish, 1996).
장소의식은 적절한 행동에 대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며, 행위
에 관여하고 해석하는 맥락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장소는 문화적 현상이
며, 공동체의 관행과 이해에 근거하여 사회적 의미가 투여된 공간이다.

SNS는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접하
던 주요 공간(space)인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나
누는 장소(place)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호규(2011)의 연구에서 페이스
북 이용자는 페이스북을 사적인 매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적인 매체도 아닌, 감정 혹은 경험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사람
들과 만날 수 있는 한정된 공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물론 친구 수나 팔
로어가 많은 트위터 이용자의 경우 소식을 말하는 행위에 대해 청중의
규모를 의식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적 공간으로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SNS 이용자들은 트윗과 리트윗을 날리면서, 뉴스피드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공적 공간에 있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공중이 아닌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사
적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어사회에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장소
로 SNS를 전유하는 것이다.
구어사회에서 뉴스를 전하고 듣는 뉴스 교환장소는 사람들이 만나
고 모이는 장소 예컨대 모닥불 주변이나 동네우물가, 마을광장이었으며,
이 같은 공개적 뉴스 교환장소는 세계의 모든 마을마다 한 곳씩 있었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얻은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
는 과정에서 확산되었다(Stephens, 1997/1999, 46쪽).
이와 같이 뉴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장소는 일상적인 대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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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해석과정이 이루어지는 소통장소라고 할 수 있다. SNS 뉴스 소통은

17∼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나 프랑스의 카페에서의 뉴스 소통과 유
사한 점이 있다. 커피하우스에서 남자들은 새로운 소식을 듣고 ‘수다를
떠는 여자들처럼 이 말 저 말을 늘어놓고’ 정치에 관해 토론하였다

(Stephens, 1997/1999). 커피하우스는 중요한 뉴스 제공처였고 문화센
터였으며, 그곳에서 뉴스는 결코 인쇄미디어를 이용할 때처럼 ‘개인적으
로 침묵 속에서 소비되지 않았다’(요시미 슌야, 2004/2007, 92쪽). 파리
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장소에 설치된 독서회장에 나가
돈을 내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 신문을 읽어주는 누벨리스트

(nouvelliste)로부터 최신 뉴스를 들었다(Stephens, 1997/1999; 요시
미 슌야, 2004/2007). 이처럼 커피하우스나 카페 등에서의 뉴스 이용경
험은 말하기와 듣기, 소리내어 읽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졌다.
이야기 장소로서 SNS의 강점 중 하나는 뉴스 소통이 항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두사회에서 뉴스의 대부분은 사람이 움직
임으로써 전달되었지만(Stephens, 1997/1999), SNS 뉴스 소통은 어디
에서든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SNS 뉴스 소통은 마치 이
동 중에 길거리나 광장 등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소식을 접하는 것처
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 연계된 현존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스마트 미디어와 함께 뉴스 소통공간이 이동하고, 물리적
공간과 무관하게 뉴스를 소비하는 장소는 어느 곳이라도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이 SNS에서 뉴스 소통은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여타
사교적 행위와 구별되지 않은 채 경험된다.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방문할 때 우리의 행위는 명백하게 정보를 얻고 뉴스를 이용하
는 행위이다. 그러나 SNS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
신의 관심사나 정보, 감정이나 기분상태 등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정
보나 의견 등을 공유하고 번개모임이나 소셜게임, 콘텐츠 놀이 등을 하
면서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관계형성 행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뉴
스를 접하고 여기에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보태면서 뉴스 소비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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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유의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
게 된다. 이처럼 뉴스 이용은 즐김, 플레이, 놀이로서 유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요컨대 SNS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맞
장구치는 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SNS 이용자들은
웹이나 블로그, 사진 등을 링크시킴으로써 뉴스 콘텐츠의 디지털 텍스
트성을 즐긴다. 이것은 뉴스 소비의 네트워크 사교성(network social-

ity)에 기반한 것으로, 낯선 사람들이 만나고 명함을 교환하고 친구로 남
게 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일과 놀이의 융합으로서 끊임없이 생산
되고 소비되는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 낸다(Wittel, 2001).

4. 나오며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날씨나 일상적 소식 같은 실
용적이고 소소한 정보에 대한 욕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으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고
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tephens, 1997/1999, 29∼33쪽). 이것은 어느 것이든 ‘대화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은 뉴스거리가 될 수 있으며, 뉴스접촉행위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화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문자뉴스체계에 익숙한 유럽인들이 인류
의 오랜 뉴스교환방식인 구두 뉴스체계(oral news system)의 뉴스확산
력에 놀란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매스 미디어와 같은 뉴스전문조직이
뉴스를 상품으로서 생산하고 전달하는 관행에 익숙해짐으로써 다양한
뉴스거리들이 소통되는 것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SNS의 출현은 이러한 관행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구어사
회에서 뉴스는 우리 주변의 뉴스들로 뉴스에 참여하는 것이 쉽고 뉴스교
환자체가 이웃과의 결속을 다지는 행위였으나 뉴스 확산의 범위는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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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반면에 매스 미디어 시대에는 뉴스확산의 범위가 매우 넓
어졌으나 우리 주변의 뉴스를 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SNS는 이
와 같은 구어와 문자 문화의 뉴스를 결합시켜 우리주변의 뉴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아직 그 변화의
역동 속에 있기 때문에 뉴스플랫폼으로서 SNS의 가능성을 충분히 읽어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뉴스콘텐츠와 뉴스전달에서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SN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를 다른 사
람에게 대가없이 전달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대 저널리
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상품으로서의 뉴스를 거부한다.
이 논문은 SNS가 뉴스유통주체, 뉴스콘텐츠 및 뉴스유통방식의 차
원에서 다중성을 띠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다중적 뉴스유통방식이
기존 저널리즘 관행에서 벗어나 구술문화의 소통양식과 닮았다는 점에
서 SNS 뉴스이용경험을 구술성으로 설명하였다.

SNS에서 뉴스콘텐츠는 개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적 정보들과
섞여 유통되고, 구술사회에서의 뉴스전달행위처럼 다중감각성을 경험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SNS 뉴스 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
한 현상들에 근거해 SNS뉴스이용의 구술성을 유추하기에는 논리적으
로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은 모바일 미디
어를 통한 SNS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뉴스 소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에 있다. 이
런 이유로 SNS 뉴스 유통의 다중성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뉴스의
구술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뉴스가 사회통합의 기제이자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라면 구술성을 띤 뉴스 소통은 어떤 문화를 만
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자 하였다.
웹, 블로그, 포털사이트, 뉴스앱, SNS 등 다양한 뉴스플랫폼을 넘
나드는 멀티플랫포밍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를 접
할 수 있다. 나아가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분산
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활동과 맥락,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인
식하는 항시적 저널리즘(ambient journalism)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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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ida, 2010b).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정보원으로부터 짧은 정
보들을 유포시키는 SNS 때문에 우리는 뉴스, 즉 ‘일상적이고 상시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의 흐름이라는 인식시스템(awareness

system)’(Hermida, 2010a)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주변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접하고 인식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
경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공동체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지하
고 정보를 얻었던 구술사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구어를 통해 사
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했던 구술사회와, 사회연결망을 형성
하는 데 관심이 많은 SNS는 관계형성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문자이전의 구술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상대방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의례적인 언어사용(phatic commu-

nion)이 필요했다(Malinowski, 1923). 구술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SNS에서도 제한된 인터페이스와 사회적 인맥형성이라는 서비스의 특
성상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로 의례적 교감을 나누는 행위가 중요
하다.
의례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SNS가 주목받는 현상의 이면에는
근대 이후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분리되는 개인화 과정(individualiza-

tion)이 작동하고 있다(Knorr-Cetina, 1997; Miller, 2008). 공동체의 역
사와 장소, 전통에서 점차 분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인맥 프로파일을
만들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회관계들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
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례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 소통양식이 된
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며,
관계의 질보다는 관계의 규모를 넓히는 데 주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망에 속하길 원하는 개인은 약한 유대의 힘에 기대어 연계된
현존(connected presence)(Licoppe, 2004)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17

17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급 및 커피전문점의 증가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옛 세대에 비

해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들은 선후배관계, 급우관계망 등이 해체된 후 관계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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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
한 의례적 커뮤니케이션(phatic communication)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
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만 관심을 둔다는 데 있다. 이것은 SNS 뉴스 소
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SNS의 의례적 커뮤니케이션은, 의미 있는 뉴
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며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인맥형성이
나 자아표현 등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뉴스
유통망(connection)이 뉴스콘텐츠(contents)보다 더 중시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술사회의 의례적 언어사용이 구성원간
의 결속을 강화하는 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SNS 뉴스 소통
은 수많은 약한 연결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머무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구술사회에서는 뉴스 소통이 강한 결속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이
루어졌지만, SNS에서는 구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약한 연결 속에서 뉴
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SNS 뉴스 이용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고립되는 두려움에서 다른 사람과 연계를 유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한 교감적
행위로서의 뉴스, 짧은 정보조각으로서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의례적 소
통으로서의 뉴스 이용은 뉴스 생산이나 소비를 무너뜨리고(flattened),
문화적 경험에 기반한 상상적 공동체 형성을 약화시킬 것이다(Miller,

2008). 이렇게 되면 우리는 SNS 뉴스를 통해 ‘속도’를 얻었지만 ‘깊이’를
잃게 되고, 니콜라스 카(Carr, 2010/2011)가 주장하듯이 피상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를 할 때 자아에 대한 타인의 침범에서 비교적 안전한 ‘중립지대’를 찾기 위해 나의 공간도, 남
의 공간도 아닌 ‘제3의 공간’인 커피전문점을 찾게 된다고 한다(이대희, 2012. 2. 16). 무선인터
넷이 제공되는 이 공간에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SNS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
리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와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던 17∼8세기 커피하우스와 달리 오늘
날의 커피전문점은 침묵 속에서 연계된 현존을 유지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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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향수와 열망으로 나의 존재를 인
정해주는 타인을 만나기 위해 네트워킹에 매달리는 삶을 영위하게 될는
지 모른다.
스티븐슨(Stephens, 1997/1999)에 따르면, 뉴스란 ‘공중의 일부가
공유하게 되는 어떤 공적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보’로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새롭게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들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눈여겨보거나 귀담아듣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정치적 행위
나 인생 철학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본다면 뉴스
소통이 의례적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구어사회의 뉴스 소
통처럼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
람들을 정치로부터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SNS는 매체에 대한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트윗이나 리트윗, 좋아요나 공유하기 등 일종의 사교적 습관행위를 통
해 유지되고 강화되는 정서적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이슈에 관
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하는 네트워크 공론장의 가능
성을 보이기도 한다(박선희, 2010). 마찬가지로 SNS 뉴스 소통은 다양
한 사람들이 연결된 약한 연결망에서는 의례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제로
작용하지만,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유사한 강한 연결망에서는 정보교환
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SNS 연결망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와 마찬
가지로 SNS도 유사한 성향이나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호모
필리 현상(homophily, McPherson, Smith-Lovin, & Cook, 2001;

Java, Song, Finin, & Tseng, 2007; Kwak, Lee, Park, & Moon, 2010)
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뉴스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나
선택성의 증가는 자신의 관심사만 접하는 뉴스이용의 폐쇄성을 가져오
고 연쇄적으로 뉴스의 연성화 같은 뉴스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통합기구로서 뉴스의 역할과 공론장 기능이 약화될 거
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SNS는 관심사나 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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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라 뉴스선택이 이루어지던 이전과 달리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
로 뉴스가 유통 및 소비되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아 과거보다 뉴스이용의 분절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SNS 뉴스 소통이 SNS 연결망 구조처럼 호모필리 현상을 보인다
면, 뉴스의 사회통합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공동체 내에서 뉴스가 수행
한 역할들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도출함으
로써 SNS 뉴스가 집합적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적 결속을 낳을 수 있다
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동훈(2010)은 연결적 재매개성을 기반으로 SNS
의 연결적 공중이 네트워크에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온라
인 개인 미디어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
용자 집단이 개별 이용자 공중의 단문정보를 집합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숙의를 표출하는 모자이크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SNS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론장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한혜경(2010)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는 온-오프라인을 가
로질러 더 많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많은 공적 정보를 접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들은 SNS의 미디어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SNS 뉴스 소통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결국 SNS 이용자들이 뉴스
를 어떻게 이용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자
매체시대에는 글을 쓰고 이를 출판하는 텍스트 생산자인 지식인이 권위
의 주체이고, 타자기가 등장한 시대에는 지식을 집적하고 이를 데이터
로 처리하는 타자수가 생산의 주체이자 물질적 현실의 담지자라고 본 키
틀러의 주장(심영섭, 2012)에 견주어본다면 SNS가 뉴스플랫폼인 시대
에는 뉴스생산자이자 전파자이자 이용자인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SNS
뉴스 소통의 담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뉴스이용경험
을 하는가에 따라 뉴스 소통문화도 달라질 것이다.

SNS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의 절합(articulation)이며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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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통해 구축되는 경합 지대인 문화적 공론장

(cultural public sphere)(McGuigan, 2005)이다. SNS 이용자들이 가
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혼합현실(mixed reality)에서, 공적이면서 사적
이고 사적이면서 공적인 이슈들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정서적으로 교류
하면서 문화적 공론장을 실천한다면, SNS는 뉴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는 뉴스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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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ength of SNS as news platform lies in the huge network size and
rapidity of news diffusion. However, SNS news communication for
sharing information, opinion and even emotion suggests that we
understand SNS news as social experience or cultural practices, not as
information delivery. This paper explores the multiplicity of news
circulations such as the multiple roles of SNS user, hybridity of news
contents, news intertexuality, and interplatformality of news
distribution. On the base of the multiplicity of news circulations, we can
connect people’s experience of news as shared social experience with oral
communication in preliterate cultures. The orality of SNS news brings
about the changes in meaning of news, news communication mode, and
news consuming place. Some implications of oral news communic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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