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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탈구’의 관점을 통해 미디어 이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기
존의 연구는 미디어 이용의 변화를 과다하게 추정하거나 분절적 집단의 형성이
라는 정태적 결과로 바라보고, 미디어 이용의 의미를 시공간 요소와 분리하여 해
석하는 한계를 가졌다. 이 글은 탈구 개념을 통해 미디어 이용의 변화를 크기와
방향, 즉 벡터로 표현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시계열 자료의 분석
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
였다. 탈구는 들뢰즈·과타리의 몰적-분자적 동학을 미디어 이용 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주류적 질서와 이탈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변화의 내, 외부적 역동을
보다 정당하게 파악하도록 해 준다. 이 글에서는 탈구를 미디어, 시간, 공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각각을 미디어 이용 이벤트, 이용 세션, 이용 장소를 통
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이용 행위가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

* 이 연구는 2016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았음.
이 연구는 2015년 제3회 한국미디어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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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디어 이용의 탈구가 체감만큼 급진적이지 않으나, 시청 기기의 분화와 같은
내부적 역동성 또한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세 차원의 벡터
값을 활용한 종합적 모델로 제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였다.
K EYW O RDS

미디어 이용 • 탈구 • 몰적-분자적 동학

1. 문제의 제기
미디어란 무엇인가? 전환기에는 항상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
한 질문의 배경에는 생산, 유통, 수용 등 모든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관습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TV의 경우 “텔레비전 체제(televisual regime)”라는 전통적인 패러다임
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윌리엄스(Williams, 1975)에 의거해 “텔레비전 체제”를 규정하자
면, 이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나는 중앙집중적 송출과 사사화
된 가정에서의 수용이고, 다른 하나는 채널 또는 시청자 흐름으로 상징
되는 연속적인 흐름(flow)의 경험이다. 핵심적인 두 요소가 최근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담론을 보면, 미디어 관습
의 변화는 모바일 미디어 및 비실시간 콘텐츠 이용의 증대, 그리고 이용
시간의 유연성 확대 등으로 기술되면서 그 변화의 크기를 거의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변
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보다 중요하게는, 변화의 크기와 방향, 그
리고 변화 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탈구(dislocation)’라는 새로운 이론
적 관점에서, 그리고 KISDI 미디어패널 조사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미 이재현(2014b)은 동일 조사의 2013년 자료
를 활용해 미디어 이용의 시공간적 매핑 및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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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공간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이 여전히 절대
적이며 댁 외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미디어 이용 정도는 흔히 ‘체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 그런 점에서 현재 “과다 추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244∼245쪽).
과장된 기술을 하고 있는 산업적 관점 외에도 미디어 관습의 변화,
즉 미디어 이용의 ‘분절화(differentiation)’를 설명하려는 학술적 작업은
다양한 관심에서, 특히 1970년대 다채널 TV 시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
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채널 레퍼토리
또는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로 대표되는 파편화(fragmentation) 연구이
고, 다른 하나는 소비 장르의 이원화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양극화

(polarization) 연구이다. 하지만 두 연구 경향은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
화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파편화’라는 용
어가 함축하듯 미디어 이용자를 ‘다수’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상대주의에
빠져 주요한 변화를 짚어내지 못하며, 후자, 즉 양극화 연구는 정치학적
관심에서 뉴스-오락 구분에 의한 이용자 집단의 정치적 양극화를 설명
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 관습 일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아
니었다.
요약하면, 사회적, 산업적 담론이 이른바 “과다 추정의 오류”에 빠
져 있다면, 학술적 담론은 분절적 다수 집단이라는 상대주의에 경도되어
있거나 정치학적 관심만을 고려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새롭
게 미디어 관습, 특히 이용 관습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디어 이용 관습 일반을 설명하되, 과다 추정의 오
류에서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크기와 방향은 ‘정당하게’ 고려하는
제3의 관점, 즉 ‘탈구’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적 차원에서도 변
화의 양상을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추적함으로써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파편화와 양극화로 대표되는 선
행 연구를 검토한 후 탈구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탈구의 관점에 의거해 미디어 이용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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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것이 갖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보는 두 관점
1970년대 이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주도하는 다채널 체제로 전환되
면서 미디어 지형은 크게 변화해 왔다. 이전까지 지상파 몇 개 채널에 집
중되어 있던 이용자들이 다양한 채널로 흩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디
어 이용 관습의 변화, 즉 미디어 이용의 분절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다
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나타내는 주요 개념들이 한편으로는 파편
화, 세분화(segment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그리고 다른 한편
으로는 양극화와 집중화(concentration)다. 그러나 이상의 개념들은 용
어나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상 다수의 집단을 상정하는 파편
화와 두 개의 집단을 상정하는 양극화의 두 개념으로 각각 수렴된다고 보
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파편화와 양극화를 기존 연구들의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의 관점: 파편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설명하는 파편화와 양극화 두 관점 중에서
먼저 파편화의 관점은 아마도 기존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전제하는
입장일 것이다(Lin, 1994; Morley & Silverstone, 1990; Napoli, 2003/

2011; Sunstein, 2009; Webster, 2005/2009/2011). 여기서 파편화는
“과거 특정 채널이나 일부 미디어에 집중되었던 이용자들이 다채널 환
경을 맞이하면서 집중의 정도가 낮아져(Webster, 2005, p. 367)” 다수
의 하위 집단으로 분절화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웹스터(Webster, 2005)
는 특정 채널에의 집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 다른 채널로 그 이용
이 흩어지는 현상을 ‘파편화’라 정의하였다. 린(Lin, 1994) 역시 케이블,
위성, 디지털화, 비디오 등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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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이용자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파편화가 가속화되었
다고 본다(p. 30).
미디어 이용 측면에서 파편화는 이용자가 지닌 시간 및 주목의 희
소성을 기본 배경으로 한다. 데이븐포트와 벡(Davenport & Beck,

2001)은 사람들이 가진 시간과 주목(attention)은 제한적인 데 반해 그
들에게 도달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다. 정보가 넘쳐나면 이용자의 주목은 부족해지며, 제한된 여가시간으
로 인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관점은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한정된 재화인 이용자의 시간 및 주목
과 무제한 공급되는 미디어, 채널, 콘텐츠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용자
의 파편화를 이해한다. 웹스터(Webster, 2005)는 ‘적지만 충성스러운
시청자’의 존재가 파편화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제안하였다.
시청 행태의 파편화는 주로 시청 점유율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지
상파 채널의 시청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케이블 시청률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시청 행태의 파편화를 설명하는 것이다1. 또한
파편화는 집중화(concentration)와 상반된 개념인 만큼 자원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화 지수(지니계수, 허핀달-허쉬만 지수 등)들이 파
편화의 증거로 자주 이용되었다. 조성동·강남준(2008)은 상위 프로그
램들의 시청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감소된 시청 점유율은 다수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분산되며 지니계수와 허핀달-허쉬만 지수 역시 2000년에
비해 2008년에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바탕으로, 특정 채널에 대한 집중
도가 낮아지는 파편화의 진행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1 파편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 채널의 평균 시청 점유율은 감소하는데, 나폴리(Napoli,

1999)는 이러한 파편화 현상을 시청자들이 접하는 채널과 콘텐츠의 차원에서 노출의 수평적
다양성(horizontal exposure diversity)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웹스터(Webster,
2008)는 다채널이 콘텐츠의 다양성, 즉 채널의 수평적 다양성을 확보할지라도 개인이 이용하
는 채널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수직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맥퀘일(McQuail, 1992) 역시 ‘전송된 콘텐츠(content as sent)’와 이용자들의 ‘수용 콘텐츠
(content as received)’를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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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만 충성스러운 시청자’의 존재, 중심부 채널의 시청 점유율 감소나
집중도 지수의 하락과 같은 변화들은 파편화의 가능성만을 보여줄 뿐 파
편화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문헌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양극화의 증거로 논의하
는 레퍼토리 연구가 파편화 현상을 어느 정도 입증한다고 본다. 레퍼토
리란 “이용자가 즐겨 이용하는 미디어 목록”(심미선 외, 2009)을 의미
한다. 다채널 시대로 진입한 텔레비전 시청 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채널
레퍼토리 연구나 ‘채널’을 ‘미디어’로 치환한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Hasebrink & Popp, 2006; 심미선, 2007)는 모두 가용 미디어/채널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미디어/채널은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Heeter, 1985). 실제로 국내외 레
퍼토리 연구는 주로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등의 통계 기법을 통해
매체 이용량을 기준으로 미디어/채널의 파편화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냈
다. TV 프로그램의 장르 차원에서 ‘오락 추구, 드라마 추구, 뉴스 추구,
교양 추구’ 이용자로 파편화됐음을 밝히거나(심미선·김은미·이준웅,

2004), 내용 차원에서 ‘연속적인 줄거리 선호 집단, 비연속적 주제를 다
루는 오락/시사 선호 집단, 리얼 다큐 선호 집단, 재미 위주인 드라마와
오락 선호 집단’ 등을 유의미하게 구분한 경우(심미선, 2003), TV 플랫
폼 차원에서 ‘지상파 중심, 인터넷 중심, 케이블-위성 중심, 지상파-인터
넷 중심’ 집단으로 구분한 것(심미선, 2007)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경제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제공하는 이론적인 설명에도 불구
하고 파편화를 부정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도 다수 제시되어 왔다. 예
를 들어, 지상파·케이블 채널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도 포함하는 웹스
터와 시아젝(Webster & Ksiazek, 2012)의 연구에서는 이용자들 사이
의 높은 시청자 중복률(audience duplication)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미디어 이용의 파편화 현상을 주창하는 관점의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것
이다.
파편화와 유사한 개념이 세분화와 전문화다. 뉴만(Neuman, 1991)
은 세분화(segmentation)라는 용어로 파편화 현상을 설명했다.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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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아지고 소가족화, 노령화 등 사회적 세분화를 촉진시키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가생활도 다양해지고 미디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뉴만 외에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마치 세분
화가 파편화와는 다른 개념인 것처럼 둘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만, 사
실 세분화는 파편화를 시장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광고 노출 전략
및 편성 전략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파
편화가 다수의 비대중적인 채널들로 시청자들이 퍼져 나가는 과정을 나
타낸다면, 세분화는 산업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퍼져 나간 그 세부 집
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주목한 용어인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차별
화는 충성고객, 우수고객, 일반고객, 이탈고객 등을 구분해 마케팅 차별
화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조용준·김영화, 2007)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전문화(specialization) 역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채널들이 종교,
바둑, 골프, 의료 정보, 미용 등 전문 콘텐츠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
면서, 대중적이지 않고 전문화된 채널과 콘텐츠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성된 산업적 용어다.
2) 제2의 관점: 양극화

한편, 다수의 집단으로 이용자가 흩어지는 미디어 이용의 파편화, 세분
화, 전문화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갈라지는 양극화

(polarization) 현상 또한 주목할 만한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로 간주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웹스터와 팔렌(Webster & Phalen, 1997)은 양극
화를 “이용자들이 일련의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회피하는 극단적
인 이용 현상(p. 110)”이라고 정의하며, 미디어 이용이 파편화, 세분화,
전문화된다기보다는 두 개 집단으로 갈라지는 양극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극’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극으로 사람이
나 사물이 분화되어 집중되는 현상’으로, 파편화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채널에 적용하면 채널 이용의 ‘이용과 비이용’이라는 극단적인 이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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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장르에 적용하면 뉴스와 오락처럼 극단적인 장르의 ‘이용과 비이
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인터넷, 모바일 미디
어 등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르나 프로그램만을 선택적으로 소
비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사
안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매우 커졌다(Prior,

2005, 2007).
이에 따라 이용자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 이용과 관련
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양극화’
논의는 시청자들이 전문채널 환경에서 시청 행태가 극화되는 현상을 논
의하는 차원(Webster, 2005)에서부터, 뉴스와 오락 등 장르 이용의 양
극화(Kim & Webster, 2012; Prior, 2007),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뉴스
매체 이용의 양극화(Iyengar & Hahn, 2009; Prior, 2013; Stroud, 2011),
온라인 환경에서 사회적인 이슈별로 이용자별 편향성에 따라 다르게 형
성되는 그룹 양극화(Sunstein, 2009)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뉴스와 오락 장르의 양극화를 주창하는 연구나 뉴스 매체 이
용의 양극화를 다룬 연구들은 대개 미디어 이용과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입증코자 한다(예를 들어, Iyengar &

Hahn, 2009; Stroud, 2010; 2011; Webster, 2012). 프라이어(Prior,
2013)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통적인 뉴스를 소비하는 집단은 보
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되지만 정치 관심이 낮아 뉴스 소비
를 회피하고 오락 장르를 소비하는 집단은 점점 더 정치 과정에서 멀어
지게 됨으로써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 폭스(Fox)
채널 토크쇼의 경우 시청자 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반면,

MSNBC 토크쇼의 시청자는 대다수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는 자
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 외의 정보
를 회피하는 경향을 입증한다(Iyengar & Hahn, 2009). 프라이어(Prior,

2013)는 또한 지상파 시청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수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간접적으로라도 뉴스 등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
지만 케이블의 등장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수용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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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변경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르의 관심
자와 회피자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
락 장르를 선호하는 집단과 뉴스를 선호하는 집단의 정치지식 변화가 케
이블 가입자와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오는 결과를 근거로
선택권이 많은 미디어 환경(high-choice media environment)일수록
장르 선호라는 변인이 정치 행태에 중요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
여 주었다. 이에 덧붙여 미디어 이용의 양극화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격
차가 점점 심화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닌 개별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자발적인 불평등(voluntary inequality)이라고 적시한다.2
프라이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보적 혹은 보수적) 성
향이 무한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오히려 자신의 정
치적 성향에 맞는 매체나 뉴스 콘텐츠를 편향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더욱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냈
다. 스트라우드(Stroud, 2011)에 따르면, 뉴스에 대한 정파적 양극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미디어별로 그 양상을 조사한 결과, 일간
지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은 다소 낮았으나 케이블 뉴스, 라디오 토
크쇼, 정치 블로그나 사이트에 대한 선택적 노출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
났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더 많이 찾아 소비하며

(Iyengar & Hahn, 2009, p. 20), 편향된 정보에만 반복적으로 접근해

2 웹스터(Webster, 2011)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시청자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양극화

(polarization)가 현격해진 상황에서 채널 사업자들도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충성스러운 시
청자 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특정 시청자 집단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노린다(Webster, 2005). 이는 앞서 논의한 웹스터의 이중성(duality) 개
념과 맞닿아 있는데, 다채널 시대에 이용자들의 시청 행태 변화를 단순히 이용자만의 문제로
도, 방송 구조적인 문제만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시청 행위는 편성 제도, 미디
어 제작자, 새로운 채널이나 매체의 진입, 방송 환경 변화 등의 미디어 구조와 이용자의 개인적
선택이라는 이중적인 구조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으로 미디어 이용을 만들
어 내게 된다. 즉, 늘어난 선택권으로 인해 개인의 취향만을 고려하여 채널을 선택하는 것 같지
만, 이는 제작자의 편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 편성 흐름을 바꾸고, 변경된 편성은 또한 이용자의
시청 행위에 연결을 미치는 순환적인 이중구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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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적 의견 양극화(opinion polarization)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Iyengar & Hahn, 2009).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내용의 정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러한 정
보를 선별적으로 접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Cogburn & Espinoza-

Vasques, 2011; Stroud, 2007).
웹스터(Webster, 2011)는 ‘이중성(duality)’의 개념으로 양극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용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 자신
들의 취향대로 채널과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두 개 기업
의 독과점, 기업들 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미디어 시장 내 미디어 콘
텐츠 제공자들의 색깔(voice)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채널의 수가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톤

(tone)의 다양성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다. 수많은 다양한 채널 중 하나
를 선택했지만 집합적인 수준(aggregated level)에서 보면 이용자의 선
택은 양극화된다. 즉, 웹스터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미디어 구조와 미시
적 수준에서의 개인의 행위가 상호작용해 미디어 이용 행태를 만들어 낸
다는 미디어 이중성 개념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양극화를 설명하
고자 했다. 여기서 이용자의 이중성은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이중성에
서 비롯된다.
한편, SNS 이용과 관련해 이재현(2014c)은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정치적 멘탈리티와 오락적 멘탈리티로 극화되는 현상을 SNS의 탈정치
화 맥락에서 논의한 바 있고, 장덕진(2011)은 트위터에서의 이데올로기
적 양극화를 자기 참조(self-reference)에 의한 담론의 반복적 재생산이
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미디어 이용 관습을 파편화나 양극화가 아닌 집중화(concentration)
로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주요한 연구 경향 중 하나다. 집중화는 다양한
미디어나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더라도 이용자들이 양극화되거나
분산되기보다는 여전히 특정한 미디어, 채널, 콘텐츠에 몰리게 되며, 이
것이 미디어 이용 관습의 특징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뤄졌는데, 더블 제퍼디(Double Jeopardy)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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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극화 및 파편화와 관련된 기존 유사 개념들의 재분류
기존 개념

특징

파편화
(fragmentation)

개인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중심에서
벗어난 비대중적인 다양한 채널로 이용자들
이 흩어지는 현상

세분화
(segmentation)

전문화
(specialization)

집중화
(concentration)

양극화
(polarization)

재분류

다수의 채널이나 콘텐츠로 이용자들이 분화
되는 현상.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광고 전략 및
파편화(fragmentation):
편성 전략으로 이질적인 이용자를 구분하고,
중심부에서 벗어나 다
그들의 동질성을 찾기 위해 집단화(grouping)
수의 집단으로 흩어지
함
는 현상
채널과 콘텐츠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이
용자들이 여행, 바둑, 골프, 미용, 의료정보 등,
대중을 위한 콘텐츠가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콘텐츠와 채널로 이용을 좁혀 가는
현상(Tewksbury, 2005)임
이용자들이 소수의 매체, 채널, 웹페이지, 콘
텐츠 등으로 몰리는 현상. 80대20의 법칙, 매
체이용의 더블 제퍼디(Double Jeopardy) 등 양극화(polarization):
이 집중화 개념과 유사 맥락에 있음(Yim,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2003)
극으로 사람이나 사물
매체, 채널 이용자들이 이용과 비이용으로 확 이 분화되어 집중되는
연하게 구분되는 현상.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 현상
혹은 회피하는 극단적인 이용 개념임(Webster
& Phalen, 1997)

주: 조성동(2013)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대20의 법칙 등이 이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
터넷 이용 행태 연구에서 제시한 집중화(concentration)는 “이용자들이
특정 시간 특정 미디어 내의 채널이나 콘텐츠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나 몰리는 현상(황용석, 2002; Webster & Lin, 2002; Yim, 2003)”으
로 정의되며,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이나 집중도 지수(Concentration

Index), 그리고 불확실성 비율(uncertainty ratio, Yim, 2003) 등의 지
표가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웹스터와 린(Webster &

Lin, 2002)이 파레토 법칙(Pareto’s Law)에 따라 웹사이트의 크기(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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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복(duplication)을 계산해 특정 웹사이트에 높은 집중 현상이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집중화를 주장하는 연구들 대부분이 ‘집중으로부터의 이
탈’ 역시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논의는 그러한 이탈이 주변적이고
미미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파편화나 양극화 두 경로 중 어느 쪽으
로 갈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요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선행 연구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한편으로는 파편화
로,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로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 주고 있
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
존 입장들은 ‘집중으로부터의 이탈’이 결과하는 두 경향을 각각 주장하
는 제1의 관점과 제2의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
디어 이용의 ‘분절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두 관점을 지양하는 제3의 관점
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
제로 제기된다.
3) 선행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와 같이 미디어 관습의 변화, 특히 미디어 이용의 분절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개념상의 다양한 표현과 용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편화와
양극화의 관점이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어떠한 특징과 한계
를 지니는가? 이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파편화 연구와 양극화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 집단을 설정함
에 있어 전자는 다수의 집단을, 그리고 후자는 두 집단을 상정하는데, 두
연구 경향 모두 프로그램 장르나 채널과 같은 콘텐츠를 기준으로 이용자
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콘텐츠 외의 요소들이나 시간성 및
공간성을 이용자 집단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
러나 채널 수준에서는 파편화 또는 양극화되는 시청자들이 여전히 기기
차원에서는 TV 이용으로 집중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시청자의 파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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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양극화’를 전체 미디어 이용의 맥락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논문은 레이어별 요소들(이재현, 2014a)을 고려하고 시간성 및
공간성을 미디어 이용 자체의 속성으로 적극 고려함으로써 미디어 이용
의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둘째, 파편화 연구와 양극화 연구 모두 집단을 설정하거나 설정한
이후 둘이든 다수든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즉 정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집단들 사이의 관계는 이질성의 정도나 집단 사이의 거
리, 그리고 방향성(또는 벡터)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들은 소비
하는 채널이나 콘텐츠의 차별성 자체를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방향성이나 벡터는 이론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단 내부
의 밀도와 같은 동질성의 정도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집단
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이용자들의 수렴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행 연구들이 보여 주는 집단 구성의 정태성(staticity)은 시
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미디어 관습
의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 이용자의 집단 구
성은 사회적 요인과 미디어 지형의 조건에 의해 시간적으로 변화할 수밖
에 없는데, 이는 파편화 연구나 양극화 연구에서 적극 고려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전제되거나 사후 해석 차원에서만 논의될 뿐이다. 선행 연
구의 이와 같은 정태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디
어 이용의 변화는 시계열적 자료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하는데, 선행
연구들 대부분이 특정 시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에 정태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원초적으로 시계열적인 관찰은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볼 때, 미디어 이용을 포함하는 미디어 관습의 변화는
지배적인 하나의 집단에서 새로운 집단(들)의 분화와 확대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바, 이는 집중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이다. 이를 거시적인 사회 이론의 용어로 표현하면, 지배적인
질서와 저항적 질서의 대립이라 할 수 있으며,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전
자는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 관습을, 후자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 관습을
의미하며, 양자의 관계는 말 그대로 역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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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파편화 연구와 양극화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
이라는 미디어 이용의 기본적 범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 이용은 시간과 장소, 두 축으로 구성되는 시공간 입방
체, 즉 “크로노토프(chronotope)” 속에서 전개된다(이재현, 2014b). 이
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 또한 시간과 공간 두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지
만, 이 문제가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통합돼 다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흔한 예로, TV 시청의 시간 전이(time shift)는 시간적 차
원의 문제이고, 이동 공간에서의 정보 검색과 같은 행위는 공간적 차원
의 문제인데, 하나의 틀 내에서 이 두 차원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과
제이다. 본 논문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포함하는 ‘탈구’라는 개념으로 이
를 이론화할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미디어 이용의 탈구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
를 새롭게 기술, 설명하고자 하는 이 논문은 이론화의 근간이 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들을 전제로 한다.
첫째, 미디어 이용의 변화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역
동적 과정은 집단의 구성, 그리고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
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인 ‘탈구’는 역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태적 개념인 양극화와 구별된다.
둘째, 미디어 이용은 “미디어 이용 이벤트(media use events)”로
구성되며, 개별적인 미디어 이용 이벤트는 미디어를 구성하는 차원들,
즉 레이어별 요소들의 선택과 결합이다(이재현, 2014a).
셋째,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는 말 그대로 시간적 변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의 방향과
크기라는 벡터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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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넷째, 미디어 이용과 그 변화는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
지는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이론적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두
범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찰과 기술은 추상화되
고 탈맥락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논문은 먼저 다른 분야에서 원용한 탈
구라는 개념을 시론적으로 정의하고, 나아가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
들을 제시하며 이론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탈구 개념을 경험적
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와 지표,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
열 분석이 근간이 될 구체적인 분석 방법도 제시하고자 한다.
1) 탈구의 개념

탈구(脫臼, dislocation)는 사전적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뼈마디, 연골,
인대 따위의 조직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벗어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정형외과학 용어다. 재료공학이나 금속공학 분야에서는 “결정
면의 위치가 부분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위(轉位)”라
는 번역어로 사용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두 용법 모두 비정상 또는 위치
에서 벗어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탈하는 힘, 즉 ‘벡터’가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런 사전적 의미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가 드러낼 방향과 크기, 즉 역
동성(dynamics)을 기술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기본 입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탈구라는 은유적 개념을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까? 그 예는 문화 연구나 미디어 연구에서 적지만 찾아볼 수 있다. 일찍
이 문화 연구자인 몰리(Morley, 2003)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가
내화(domesticate)된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테크
놀로지에 의해 변화되는 양상을 “가내성의 탈구(dislocation of domes-

ticity)”라 표현한 바 있고, 최근 이재현(2014c)은 SNS의 특성을 기술하
면서 온라인 네트워크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사이의 간극, 나아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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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네트워크에 의한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식민화를 “탈구”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탈구라는 개념은 미디어 연구를 포함해 사회 이론에
유력한 은유적 개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탈구라는 개념
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탈구 개념은 특히 양극화 개념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탈구는 변화의 방향과 크기,
즉 벡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탈구 개념은 정태적인 양극
화라는 개념과 뚜렷이 구별된다. 역동적 개념으로서의 탈구는 집단 내
동향, 집단 간 동학, 나아가 집단들의 시간적 변화와 그 크기까지도 포괄
한다. 기존의 연구가 미디어 이용 변화 결과 형성된 집단의 규정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탈구는 변화를 진행 중인 사태로 보고 이의 내, 외부적
역동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둘째, 탈구는 정상과 비정상, 제 위치와 어긋난 위치와 같은 이원적
개념이다. 미디어 이용 관습에 적용할 경우, 이 개념은 다수의 집단을 상
정하는 파편화와 달리 두 개의 집단을 상정하는 양극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극화 집단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집단에 머무는 것과 달리,
탈구는 쿤(Kuhn, 1962)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의 정상과학 개념이 시
사하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이 지배(전통)와 저항(신생)을 나타내는 것이
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또 다시 뚜렷이 구별된다.
2) 탈구: 몰적-분자적 동학

이 논문에서는 지배와 저항, 전통과 신생이라는 역동적 의미를 함축하는
탈구를 들뢰즈와 과타리(Deleuze & Guattari, 1980/1987)의 “몰적

(molar)”-“분자적(molecular)”이라는 이원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3

3 들뢰즈와 과타리(Deleuze & Guattari, 1980/1987)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결국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또는 상호개인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적 표상이건 집단적 표상이건 표상의 몰적 영역과,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의 구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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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들뢰즈와 과타리의 몰적-분자적 동학
몰적 (the molar)

분자적 (the molecular)

존재 (being)

생성 (becoming)

표상 (representation)

욕망 (desire)

다수 (major)

소수 (minor)

동일성 (identity)
자기 유사성 (self-simility)

다중성 (multiplicity)
변이 (variation)

확정성 (determinacy)
평형 (equilibrium)

불확정성 (indeterminacy)
우발성 (accidentality)

나무 (tree)

리좀 (rhizome)

일관성의 평면 (plane of consistency)
홈패인 공간 (espace strié )

내재성의 평면 (plane of immanence)
매끈한 공간 (espace lisse )

이런 의미에서 탈구는 “몰적-분자적 동학”의 과정이라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들뢰즈와 과타리에게 몰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은,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매우 난해한 철학적 용어들로 설명, 비교될 수 있는 개념
들이기에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와 그 동학을 설명하는 데 다소 거리
가 있을 수 있지만, 용어의 차용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통찰은 제공
해 준다.
먼저, 몰적-분자적 동학은 미디어 이용 관습을 보는 새로운 제3의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디어 이용 관습을 보는 기존의 관점은 변
화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 관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하
나는, 앞서 언급한 “과다 추정의 오류”에서 보듯, 새로운 미디어 이용 관습
이 유의미하게 확대되어 기존의 설명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흐름들은 개인들에게 귀속될 수도 없고 집단적 기표들에 의해 덧코드화될 수도 없기에) 모든
의미를 상실하는 믿음들과 욕망들의 분자적 영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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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는 몰적 관점이요, 후자는 분자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몰적-분자적 동학의 관점은 각각의 관점이 주목하
는 현상의 두 측면을 하나의 틀, 즉 제3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몰적인 것은 단일성, 안정성, 다수를, 분자적인 것은 다중성,
우발성, 소수를 의미한다고 할 때, 미디어 이용 관습은 몰적-분자적 함축
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TV
시청 이벤트들을 요소별 선택과 조합의 양상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가정용 TV 수상기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
하는 경우는, 가정용 TV 수상기가 아닌 컴퓨터나 모바일 미디어로 인터
넷이나 패키지 미디어를 통해 비/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다양한 경우들과
대비된다. 전자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조합들 중 가장 지
배적인 전통적 방식, 즉 몰적인 방식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현재 실제로
가능한 (대략 11개 정도 되는) 나머지 방식들은 그 발생 빈도가 여전히
적은, 그래서 분자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분자적’인 미디어
이용의 경우는 양상은 다양하더라도 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실
제로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이런 각각의 경우들을 설명할 경우
이에 대한 ‘체감’은 커지게 마련이고, 이 때문에 “과다 추정의 오류”가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몰적-분자적 동학은 하나의 사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분자적인 것, 즉 우발적이고 불확정적인 것들이 “리좀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기존 사태의 변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미디
어 이용 관습의 역동적 변화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 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특히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첫째는 미디어 이용자 집단
들 각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이다. 특정한 기준(들)에 의해 이용
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묶이더라도 구성원들은 단일한 행태만
을 보여 주지 않으며 시간적, 공간적, 기술적 조건에 따라 또 다른 행태
를 보일 변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로, 집단들 사
이의 관계 또한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지배적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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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새로운 집단의 크기가 확대되기도 하고, 그 정도
에 따라 지배적 집단과 새로운 집단 사이의 (이탈) 거리는 더 멀어지기도
한다. 세 번째로, 결국 이와 같은 역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들로
구성되는 전체 양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런 변화는 방법론적
으로 흔히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3) 탈구의 세 차원: 이벤트, 세션, 장소

그렇다면 미디어 이용 관습 및 그 변화를 ‘탈구’라는 역동적인 새로운 관
점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는 결국 탈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탈구가 벌어지는 차원을 미디어 이용 이벤트, 이용 세션, 이용 장소 등
세 가지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각각 미디어, 시간, 공간의 차원이
다. 미디어 차원에서 미디어 이용 이벤트는 미디어 이용을 구성하는 요
소들의 선택과 조합을, 시간 차원에서 이용 세션은 미디어 이용이 지속
되는 단위 시간을, 공간 차원에서 이용 장소는 미디어 이용이 발생하는
지리적 위치를 통해 분석한다.4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 세 차원이 분리된
세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 미디어 이용 관습이 보
여 주는 탈구는 “몰적” 중심성에 대항해 세 차원에서 발생하는 “분자적”
운동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동학이다. 후술하겠지만, 세 차원의

4 세 차원이 미디어 이용의 탈구를 구성하는 고정된, 불변의 차원은 아니다.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미디어 이용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게 됐다는 점, 시공간을 미디어 이용
자체의 속성으로 적극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 차원을 탈구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가장 중
요한 지점으로 보았다. 이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을 설명했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의 몰적 관습을 설명했던 동시화, 가내화의 이론적 맥
락을 잇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 시간, 공간 차원의 탈구는 분석적 수준에서 선행 연구들의 다
양함만큼이나 다차원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구에 대한 시론적,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각 차원을 미디어 이용 이벤트, 이용 세션, 이용 장소라는 대표적 속성만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론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 세션, 이용 장소 차원에서 발생하는 변이와 분산의
분석 결과를 탈동시화, 탈가내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음을 아울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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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디어 이용 관습 변화의 벡터: 방향과 크기

“분자적” 움직임은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레이어 조합 변이, 탈동시화,
탈가내화인데, 이의 통합적 동학이 바로 미디어 이용 관습 변화의 방향
과 크기, 즉 벡터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연구 결과에서 보듯, 이를 경험
적 조사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미디어 이용 이벤트

세 차원에 걸친 탈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차원들의
구성 모두에 핵심적인 개념인 미디어 이용 이벤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와 달리, 컨버전스 이후의 미
디어는 그 요소들의 분리와 재결합으로 특징되어 한 마디어 규정하기 어
렵다. 이는 미디어를 정의할 때는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함을 의미한다(이
재현, 2014a). 하나는 미디어는 다중적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고, 다
른 하나는 미디어가 미디어 이용이라는 경험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라는 콘텐츠는 종이 미디어라는 ‘기기’와 결합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다른 미디어 기기와 결합되기도 한다. TV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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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소비될 수 있
었다면, 이제는 오픈 인터넷 플랫폼으로도 유통된다. 이런 관찰은 미디
어라는 개념이 단일한 차원이 아닌 복합적, 다중적 차원으로 구성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이재현, 2014a, 110∼111쪽). 이와 같이 미디어가 복
합적으로 구성되는 계기는 미디어 이용이라는 경험의 맥락이다. 이재현

(2013; 2014a)은 ‘레이어 은유(layer metaphor)’를 사용해 개별 콘텐츠
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기를 “미디어 이용 이벤트”로 명명하
고 미디어 이용을 통해 결합되는 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레이어
로 구분하였다(괄호 안은 다양한 분류 중 대표적인 분류의 예시임).

(1) 단위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멀티미디어 등/방송 프로
그램, 신문 기사, SNS 포스트 등)

(2) 콘텐츠 패키징(시간적 조직화, 공간적 조직화, 복합적 조직화
등)

(3) 미디어 플랫폼 (방송 진화형, 전신전화 진화형, 패키지 미디어
진화형 등)

(4) 전송 네트워크(유선네트워크, 무선네트워크 등)
(5) 미디어 기기(종이 미디어,TV 수상기, 라디오 수신기, 컴퓨터,
전화기, 그림 미디어, 오디오 미디어, 비디오 플레이어, 게임기
기, 공간 미디어 등)
이용자는 미디어 이용이라는 경험의 계기에서 각각의 레이어에 포
함되어 있는 요소들 중의 하나를 (즉, 다섯 가지 레이어별로 하나씩 총
다섯 가지 요소를) 선택해 이들을 조합(combination)함으로써 구체적
인 “미디어 이용 이벤트(media use events)”를 구성해 낸다. 이런 점에
서 미디어는 결국 “미디어 이용 이벤트를 통해 형성되는 그 무엇”이다

(이재현, 2014a, 120쪽).
그렇다면 레이어별 요소들의 선택과 조합이라는 ‘미디어 이용 이벤
트’는 탈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여기서 핵심은 선택과 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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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자체의 역동성인데, 이는 요소들의 선택과 조합이 갖는 지배력,
그리고 그것의 변동을 의미한다. 선택과 조합의 지배력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수많은 조합들 중에서 특정한 몇몇 조합들이 사회적으로, 개인적
으로 ‘선호’된다는 것이다. 이재현(2014a)은 선택과 조합으로 만들어지
는 개별적인 미디어 이용 이벤트는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64∼

1971)가 신화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결합 변이형(combinative
variations)”이라 할 수 있다면서, 특정한 조합이 갖는 지배력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이는 무한히 보장되는 것인가? 이는 바르트
(Barthes, 1964/1967, p. 62)가 소쉬르가 느꼈을 난점을 논의하며 언어
에서의 “결합의 자유도(combinative freedom)”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문제이기도 하다. 바르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계지우는 고정된 통합체들(fixed syntagms)이 있으며, 따라서 언어
의 통합체들은 일정한 형식(regular forms)에 따라 구성되기 마련이라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점을 미디어 영역에 적용하면, 미디어 이용 이
벤트 또한 무차별적으로 변이가 생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일반화하여 표현하면, 특정 시공간적 계기에 ‘지
배적인 결합체들(dominant combinations)’, 즉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preferred)’ 미디어 이용 이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21쪽)

이와 같은 특정한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지배력은 한편으로 사회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미디어 전통과 테크놀로지 발전 정도, 다른 한편으
로는 개인적-미시적 차원에서의 문화 자본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
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선
호’되는 특정한 미디어 이용 이벤트(들)의 지배력이 변동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크기와 방향, 즉 벡터는 당연히 사회적-거시적 조건들과 개
인적-미시적 조건들의 변화에 기인한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일어난,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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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용 관습의 변화는 이와 같은 지배적인 조합의 변동이며, 이것이 바
로 이 논문이 강조하는 탈구의 첫 번째 차원이다. TV 시청을 예로 들면,

‘(케이블TV와 같은) 방송 플랫폼-가정용 수상기-실시간 시청’이라는 조
합이 지배적인 TV 시청 이벤트였다면, 최근의 흔한 예로 ‘(웹하드와 같
은) 인터넷 플랫폼-PC-VOD 시청’이라는 조합은 새로운 TV 시청 이벤트
에 해당한다. 새로운 조합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확산, 개인적 선호, 미
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그 양상과 발생 정도가 결정된
다. 이것이 바로 들뢰즈와 과타리가 말하는 작지만 벌떼 같은 “분자적”
움직임들이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기존의 지배적인, 즉 “몰적”인 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미디어 이용 세션

두 번째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탈구다. 미디어 이용의 시간성은 시간 의
식과 같은 다른 측면들은 제외하고 탈구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일정한 시간적 범위에서 분산 또는 집
중되는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분포(distribution)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
어 이용 이벤트들의 이런 분포가 만들어 내는 리듬(rhythm)이다.
먼저,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분포와 관련해, 특히 라디오 방송 등장
이후 일차적인 관심은 산업적 관심이든 학술적 관심이든, 특정한 시간대
에 미디어 이용이 집중되는가 하는 것에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
의 대상이 된 미디어는 단연코 미디어 산업의 ‘주역’인 TV인데, TV 시청
의 시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동시화(synchronization)”다

(이재현, 1994). 이는 산업에서 흔히 주시청시간대라 불리는 특정한 시
간에 TV 시청이 집중됨으로써 집합적으로, 즉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
가 시간의 행동 패턴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낮
시간에 전개되는 “노동의 동시화”(Thompson, 1967)에 이어 나타난 현
상으로, 이재현(1994)은 이에 따라 노동과 여가 시간 전 영역에서 생활
패턴의 동시화가 이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재현(1997)이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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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며 TV 시청의 동시화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최근의 경험적 조사 결과들은 이러한 경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보다 일반화해서, 시간적 구획(temporal fraction)과 집중(temporal

concentration)으로 특징지어지는 동시화로부터의 이탈을 ‘탈동시화
(de-synchronization)’라 부를 수 있다면, 최근의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는 이 개념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미디어 이용
시간성의 두 번째 측면인 리듬, 보다 조작적으로는 세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이용에 대한 리듬 분석(rhythm

analysis)은 미디어 이용이 기본적으로 강약과 장단의 리듬이라고 전제
한다(이재현, 2015). 즉, 미디어 이용의 리듬을 이해한다는 것은 “긴 요
소와 짧은 요소, 그리고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의 반복”을 드러내는 것이
다(84쪽).
미디어 이용의 리듬은 “개별적인 하나의 미디어 이용 이벤트가 지
속되는 시간(duration)”, 즉 세션(session)이라는 기본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이재현, 2015). 어떤 경우에 길게는 2시간 이상 미디어 이벤트
가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 몇 초에 머물기도 한다. 세션이 미
디어의 속성인지 상황적 속성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의 미디어 이용 이벤트가 지속되는 시간, 즉 세션이 유
의미한 관찰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의 리듬, 나아가 미
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VOD를
활용한 여러 회 연속 시청, 시간 이동(time shift), 모바일 시청 등은 리듬
변화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관습들인데, 이런 리듬 변화는 TV에만 국한
되지 않고 신문, 책, 음악 등 모든 미디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현, 2015, 88쪽).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이 강조하는 탈구의 두 번째
차원이다.
리듬, 분석적으로는 세션의 분포가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 즉 탈
구의 동학을 기술하는 주요 차원이 되는 것은 리듬 자체의 속성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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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다. 르페브르와 레귤리에(Lefebvre & Régulier, 1986/1996)
의 논의를 종합할 때, 첫째, 리듬은 다중적이고, 둘째, 인간은 각기 다른
리듬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으며, 셋째, 리듬은 다중성, 갈등, 이질성을
가지기에 끊임없이 타협하고 도전받는 “메타안정적(metastable)” 상태
에 있다. 이 점이 바로 리듬의 역동성이자 이 논문이 주창하는 탈구의 동
학이다.
보다 거시적인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
화는 사회적 삶에서 미디어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미디어화

(mediatization)” 이후의 리듬 변화인 셈이다(이재현, 2015).
‘미디어화 이후의 리듬(rhythm after mediatization)’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관심의 대상은 ‘포스트TV’ 시대의 리듬, 그리고 모바
일 리듬이 될 것이다. 포스트TV 시대의 리듬은 여가 영역을 식민화하
고 나아가 동시화하는 TV의 위상이 “시간 이동” 시청과 같은 관습이 확
대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모바
일 리듬은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미디어 리
듬, 그리고 사회적 삶의 리듬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한다.(115쪽)

세션 분석으로 구현될 리듬 분석은 바로 이 논문이 탐색하고자 하
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 탈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표현을 따르면, 동시화 및 지배적 리듬의 지속이 “몰
적”인 운동이라면, 탈동시화 및 리듬의 불안정성은 “분자적” 운동에 해
당한다.
(3) 미디어 이용 장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간적 차원의 탈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
어 이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

228

적으로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영
화관의 영화, 길거리의 공중전화 등 미디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론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된 장소는 가정이다.
일찍이 영국의 문화 연구자들은 “가정의 기술화(technologization)”
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는 윌리엄스(Williams, pp. 19∼31)의 말대로

“이동성의 사사화(mobile privatisation)”라는 사회구조적 변동의 결과
다. 사사화에 따른 가정 규모의 축소(핵가족화)와 외부와의 단절로 가정
은 물질적, 정보적 자원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사사화된 가정의 조건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정 설비의 발전을 배경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이어주고 정보(뉴스와 오락)를 공급해 줄 라디오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가정이 아닌 라디오나 가정 설비 등 기술의 관점에
서 보면, 가정의 기술화는 바로 “기술의 가내화(domestication)”이다.
라디오와 같은 기술(미디어)은 가내 미디어(domestic media) 또는 가
내 기술이 된 것이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주로 방송 미디어에 주목했지만 가정의 기술화
또는 기술 가내화의 테크놀로지는 라디오, TV 외에 세탁기, 청소기, 전
화 등도 해당한다. 1970년대 공공장소에 있던 컴퓨터 오락기기에 이어

1980년대 이후에는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가 가내화되기에 이른다. 이
런 점에서 가내화는 콘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나아가 가사
테크놀로지에 이르는 미디어 일반의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몰리(Morley, 2003)의
표현대로 이른바 “가내성의 탈구(dislocation of domesticity)”를 초래
하고 있다. 문화 연구자들의 소극적 인식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
하면, 이는 다름 아닌 미디어의 “탈가내화(de-domestication)”로서, 미
디어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오제(Augé, 1992)가 말하는

“비장소(non-places)”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이
강조하는 탈구의 세 번째 차원이다.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2006)은 오제가 명명한 “비
장소”를 “미디어 침투 공간(mediated spaces)”이라고 본다. 우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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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찾고 경험하게 되는 비장소들, 즉 지하철 공간, 철도 대기실,
공항 라운지, 커피숍, 할인매장, 테마파크, 야구장 등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안내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들로 넘쳐나는 전형적인 미디어의 공간
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스마트폰, 게임기기, 노트북 등 모바일 미
디어를 덧붙일 수 있다.
이런 탈가내화된 미디어의 공간, 즉 “비장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탈구의 동학을 드러낸다(이재현, 2013, 35∼37쪽). “비장소”는 첫째, 공
간적 이동성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이고, 둘째, 모바일 미디어가 이용되
는 전형적인 공간이며, 셋째, 모바일 미디어에 의해 새로운 실재가 창출
되는 공간이자, 넷째, 존재론적 의미에서 고독(solitude)의 공간이기도
하다. 장소적 특성이 어떻든 비장소는 탈가내화라는 탈구의 주요한 측
면을 드러낸다. 결국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는
가정이라는 “몰적” 중심성에서 “비장소”라는 다수의 리좀 장소들로의 이
탈이 발생하는 탈구의 동학이라 할 수 있다.

4.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한 미디어 이용 자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이 2011년부터 수행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2012, 2013년 및
2014년 시계열 자료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KISDI, 2014).
먼저 표본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표본 추출틀

(sampling frame)로 하여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
출하였다. 조사 대상은 각각 2011, 2012, 2013년에 구축된 패널인 전국

16개 광역시도(제주 포함) 5,000여 가구 및 해당 가구원의 만 6세 이상
가구원이며, 실사는 6월에서 8월에 걸쳐 약 10주간 진행되었다. 최종적
으로는 4,400여 가구의 10,000여명(2012년 10,319명/2013년 10.464명

/2014년 10,172명)에 대하여 조사 결과가 수집되었다. 조사는 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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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를 통해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이용 행
태 등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이 중에서 3일간 기입된 개인용 미
디어 다이어리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의 기본 설계는 서울대 이재현 교수가 고안하여 자문한 “레이어 접
근(layered approach)”에 토대를 두었다(이재현, 2014a).
이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이고 시계열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 논문이
추적하려는 탈구의 동학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다만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가 시작된 2011년 데이터의 경우, 조사가 수행된 첫해라는 특성상
다이어리 기입과 중복행동 인정이라는 기존 미디어 이용 조사와의 차별
성 때문에 패널들이 어려움을 느껴 중복 행동 기입이 대부분 누락돼 있
고, 본 연구에서 주요한 콘텐츠 중 하나인 ‘종합편성채널 TV방송 프로그
램’이 2012년부터 조사에 추가되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는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경우

3일 동안 TV 수상기(이하TV),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 콘텐츠 이
용, 즉 ‘시청 이벤트’이고, 세션과 장소는 3일 동안 방송을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세 개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이다. 이벤트의 측정 단위는 15
분이며, 이에 따라 하루는 총 96개 시간대로 구성된다.
2) 지표의 구성

여기서는 ‘탈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차원, 즉 미디어 이용 이벤트,
이용 세션, 그리고 이용 장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이를 토대로 수행될 네트워크 분석의 조작화 및 네트워크 지표에 대
해서는 후술한다.
(1) 미디어 이용 이벤트

이 논문에서는 미디어 이용 전체를 다루지 않고 TV 이용(시청) 이벤트
에 분석을 국한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른 미디어 이용 이벤트는 상대적
으로 발생 건수가 적기에, 미디어 이용의 관습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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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V 시청 이벤트의 구성
미디어 기기

플랫폼

패키징

시청 이벤트 번호

실시간

조합 1

비실시간

조합 2

실시간

조합 3

비실시간

조합 4

실시간

조합 5

비실시간

조합 6

실시간

조합 7

비실시간

조합 8

실시간

조합 9

비실시간

조합 10

실시간

조합 11

비실시간

조합 12

방송
TV 수상기
인터넷

방송
PC
인터넷

방송
모바일 미디어
인터넷

여 주는 TV 시청을 살피는 것이 이용 관습의 변화 추이를 더 잘 드러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TV 시청 이벤트는 시청
을 구성하는 레이어별 요소들의 선택과 조합이다. TV 시청 이벤트를 구
성하는 레이어도 다섯 가지지만, 이 논문에서는 패키징, 플랫폼, 미디어
기기 등 세 레이어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이 논문에서 분석할 대상이

TV 콘텐츠이기에 상수인 셈이고 네트워크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의미
가 적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 거의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현(2014a)의 미디어 레이어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이 논문은 패키징을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플랫폼을
이용 건수가 적은 패키지 미디어 플랫폼을 제외하고 방송 플랫폼과 인터
넷 플랫폼으로, 그리고 미디어 기기는 TV 수상기, PC, 모바일 미디어로
구분한다. 레이어별 요소들의 실제 발생 가능한 조합을 구성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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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총 12가지의 TV 시청 이벤트가 가능하다.
(2) 미디어 이용 세션

여기서 미디어 이용 세션은 “개별 미디어 이용 이벤트가 지속되는 시간

(duration)”으로 정의된다(이재현, 2015).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미디
어 이용 이벤트는 이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미디어 콘텐츠를 특정
한 플랫폼을 활용해 특정한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개별적인 계기라 할
수 있는데(이재현, 2014a, 117쪽), 이런 이벤트는 미디어 속성과 이용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지속 시간을 갖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흔히 휴
대전화의 이용 세션은 영화 관람은 물론이고 TV 시청의 세션에 비해 절
대적으로 짧다고 간주된다.
이재현(2015)은 미디어 리듬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미디어 이
용 이벤트들에 대한 “세션 분석(session analysis)” 기법을 개발, 적용한
바 있다. 이 논문은 15분 단위로 96개 시간대에 분포되어 있는 이벤트들
을 대상으로 세션의 발생 빈도를 카운트하였다. 즉, 세션은 15분짜리 짧
은 세션에서 수 백 분에 달하는 긴 세션까지 다양하며, 발생 빈도 또한 많
게는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그 폭이 넓다.
분석 수준별로는 ① 개별 미디어 이벤트 12개에 대해 그리고 ② 96
개 시간대와 전체 시간대에 대해 그 건수를 집계하였다. 결국 분석 수준
에 따라 네 가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
디어 전체를 대상으로 96개 시간대에 걸쳐 나타나는 세션의 분포다. 세
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기기별로 세션 분포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3) 미디어 이용 장소

미디어 공간은 “미디어 이용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가 이동하고 활동하
는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 내에
서 미디어 또는 이용자가 분포하는 공간이다. 미디어 공간, 즉 미디어를

233

이용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문제로서 이재현(2014b)
은 미디어 이용의 크로노토프 분석에서 미디어 공간을 ① 가정, ② 직장,
③ “비장소1”(이동 공간), ④ “비장소2”(이동 공간을 제외한 비장소)로
구분한 바 있다.
미디어 이용 장소를 분류하는 것은 장소와 공간의 개념 차이(de

Certeau, 1984), 미디어 이용 장소의 특수성, 공간성의 변화 등의 측면에
서 이론적으로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소 분류가 제안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올덴버그(Oldenburg, 1982),
오제(Augé, 1992), 테일러 외(Taylor, et al., 2008) 등이 대표적이다.
올덴버그에 따르면, 제3장소는 카페, 서점, 대중교통 등 집과 직장 외의
장소들, 즉 “가정과 직장 사이에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장소들”
을 지칭한다. 그에 따르면, 이런 장소들은 “자연스러운 기반(natural

ground)”,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장소, 즉 레벨러(lever)”, “대화
(conversation)”, “접근성(accessibility)”, “정규 참여자(regulars)”, “평
범함(low profile)”, “즐거움(playful)”, “또 다른 가정(home away from

home)”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올덴버그의 제3장소는 오제의 “비장소”
와 유사한데,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비장소는 “항공로, 철로, 도로, (항
공기, 기차, 도로 교통수단과 같은)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이동체 객실,
공항, 철도역, 호텔체인, 레저파크, 대규모 소매아웃렛, 그리고 마지막
으로 유무선 네트워크의 복합 체계”(Augé, 1992, p. 79)로서, 미디어 침
투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올덴버그나 오제 모두 미디어 이용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올덴버그와 오제가 각각 “제3장소(the third place)”와 “비
장소(non-place)”로 이름붙인 장소 범주가 미디어 이용 장소들을 과도
하게 단순화하여 하나로 묶은 경향이 있고, 이동 공간이 그 외 제3장소
와 구분되는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재현

(2014b)은 제3장소 또는 비장소에서 이동 공간을 별도의 장소로 구분하
였다.
이 글은 역시 이재현(2014b)의 네 가지 장소 구분에 따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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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디어 이용 장소의 구분
KISDI 분류

4분류
1

집

2

직장/학교

3

이동 공간

4

비장소

1) 본인 주거 공간

2) 타인 주거 공간

3) 직장

4) 교육 시설

5) 본인 주거/사업 겸용 공간
6) 대중교통수단

7) 개인교통수단

8) 개인 이동/대중교통 환승 대기
9) 오락 시설

10) 요식업 시설

11) 체육 시설

12) 문화 시설

13) 상거래 시설

15) 관광휴양지

주: 원자료의 14) 종교 시설, 16) 기타는 비장소에서 제외함.

이용 장소를 ① 집, ② 직장 및 학교, ③ 이동 공간, ④ 이동 공간을 제외
한 제3장소 또는 비장소로 구분하되, 명칭은 ① 집, ② 직장/학교, ③ 이
동 공간, ④ 비장소로 명명한다. <표 4>는 KISDI의 세분화된 장소 구분
을 4분류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3) 분석 방법: 네트워크 분석

(1) 데이터 변환

사회적 관계로 성립된 구조의 의미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난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구성인 사람, 지역, 자원을 나타내는 노드와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
내는 연결(tie)로 구성된다(Kim & Kwahk, 2011; Lyles, 2014). 네트워
크 분석의 목적은 네트워크의 패턴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이기에 노드
의 개별적 속성보다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그 구조적 특성이 중요
하다.

KISDI의 미디어패널 자료는 이용자별 × 미디어 레이어별 이용 시
간량의 형태로 된 이원 모드(two-mode) 자료이기 때문에 이용자 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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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V 시청 이벤트, 세션 및 장소의 경우들과 그 수
차원

조합 수

조합의 경우들
1) 가정용TV－실시간－방송
2) 가정용TV－실시간－인터넷
3) 가정용TV－비실시간－방송
4) 가정용TV－비실시간－인터넷
5) PC－실시간－방송

시청
이벤트

12개

6) PC－실시간－인터넷
7) PC－비실시간－방송
8) PC－비실시간－인터넷
9) 모바일 미디어－실시간－방송
10) 모바일 미디어－실시간－인터넷
11) 모바일 미디어－비실시간－방송
12) 모바일 미디어－비실시간－인터넷

이용 세션

9개

이용 장소

4개

1) 15분, 2) 30분, 3) 45분, 4) 60분, 5) 75분, 6) 90분,
7) 105분, 8) 120분, 9) 120분 초과
1) 집, 2) 직장＋학교, 3) 이동공간, 4) 비장소

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몇 단계의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 <표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TV 시청 이벤트와 관련해, 각각의 이벤트를 그
조합의 가능성인 12개 중 하나의 값을 갖도록 재코딩하였다. 또한 세션
과 장소 역시 앞서 논의한 대로 각각 9개와 4개 중 하나의 값을 갖도록
데이터를 재코딩하였다. 이와 같이 원자료는 이용자 × 이용자 행렬 형태
로 구성된 단일 모드(one-mode)로 전환되었다.
(2) 코사인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이벤트, 세션, 장소 등 세 분석 차원에 걸쳐
행렬 상 이용자 사이의 연결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연
결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산출
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란, 한 명의 패널을 여러 개의 차원 값을 갖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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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로 간주하고, 두 벡터(vector) 간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해 두 벡
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한 것이다.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0°로 완전
히 같을 때의 코사인 값은 1이며, 직교(orthogonal)할 때는 0, 180°로 완
전히 반대일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코사인 유사도에서는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판단하
며 벡터의 크기는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벡터와  라
는 벡터가 각각   부터   까지 개의 차원을 가질 때5 두 벡터 간 코사
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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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벡터가 갖는 차원의 수는 각 이용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레이어 조합의 경우 12개, 이용 장소의 경
우 4개, 세션 길이의 경우 9개이다. 각 차원의 값에는 해당 이용 이벤트
사례 수가 전체 이용 이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할당하였다.
연결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유사도 값 0.9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기준치를 높게 잡아 연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연결의 수는 줄어들지만, 유사성이 극히 높아 다수 집단과 확연하
게 구분되는, 탈구된 소수의 집단을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5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가 몇 개의 차원을 갖는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데다, 벡터의 각 차

원 값이 모두 양수일 경우 0에서 1 사이의 값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차원 양수 공간에서의 유
사도 측정에 특히 유용하다(Singhal, 2001).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두 문서 간의
유사도를 각 단어가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고 단어의 출현 횟수나 빈도가 차원의 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Salton et al., 1975; Singhal,
2001; Pang-Nin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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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네트워크 지표
네트워크 지표

의미

밀도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연결의 수 대비 실제 연결의 수

경로거리

연결 가능한 모든 두 노드 간의 평균적인 거리

(3) 네트워크 지표

각 기준별 인접 행렬에서 밀도(density)와 평균 경로거리(geodesic dis-

tance)라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지표를 도출하여 2012년부터 3년간
시계열 네트워크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다만, 네트워크 분석에서 10,000
명이 넘는 패널들을 시각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12년, 2013
년 및 2014년 조사에 3년 모두 참가한 패널 중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
표본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도구로는

‘Ucinet 6.574’를, 각 기준별, 연도별 네트워크의 시각화에는 ‘Netdraw
2.152’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탈구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한 네트워크 지표는 밀도와
경로거리이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연결의 수 대
비 실제 연결의 수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내 점들, 즉 ‘노드(node)’들이
모두 연결되는 경우 밀도는 1로 최댓값을 가진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이벤트, 세션, 장소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이다. 반대로 밀도가 낮은 것은 집단 수준에서 유사성의 정도가 낮아짐
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로
거리는 두 노드를 연결하는 최소 단계수로 정의된다. 전체 네트워크에
서 그 평균값이 크면 이용자들 간 연결이 발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
계가 증가한 것이므로 미디어 이용 이벤트, 세션, 장소의 유사성 면에서
전체 집단에 단계적으로 분산된 형태, 즉 탈구된 형태를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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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미디어 이용의 탈구
1) 미디어 이용 이벤트

이벤트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3개년도 모두 3개의 집단
이 가장 큰 클러스터에서 같은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분화되고, 소수의
분화 그룹 한 개가 별도로 나타난다. 편의상 가장 큰 원에서 분화된 첫
번째 가지를 ‘집단1’, 두 번째를 ‘집단2’, ‘집단3’이라 부를 경우, 중심의
가장 큰 원은 전통적인 방식의 시청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청자다.
즉, 대부분의 시청이 ‘가정용 TV-방송 플랫폼-실시간’의 레이어 조합을
보인다.

표 7. 시청 이벤트에 따른 전체 분포 표
2012

2013

2014

사례 수
(개)

비율
(%)

사례 수
(개)

비율(%)

사례 수
(개)

비율
(%)

조합1

398276

97.44

403219

97.28

399175

97.23

조합2

621

0.15

343

0.08

263

0.06

조합3

5305

1.30

8165

1.97

8802

2.14

조합4

326

0.08

0

0.00

4

0.00

조합5

985

0.24

76

0.02

79

0.02

조합6

1149

0.28

906

0.22

431

0.10

조합7

37

0.01

15

0.00

20

0.00

조합8

546

0.13

459

0.11

346

0.08

조합9

726

0.18

695

0.17

683

0.17

조합10

431

0.11

462

0.11

463

0.11

조합11

25

0.01

0

0.00

0

0.00

조합12

292

0.07

147

0.04

276

0.07

408719

100.00

414487

100.00

410542

100.00

합계

* 모집단 수: 2012년 10,319명, 2013년 10,464명, 2014년 20,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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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2년도 시청 이벤트

그림 3. 2013년도 시청 이벤트

그림 4. 2014년도 시청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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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분화된 집단1, 집단2 및 집단3은 ‘가정용 TV-방송 플랫폼

-실시간 및 비실시간(조합1＋조합3: <표 5>를 참조할 것)’의 비율이 중
심 집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이용자들이다. 다만 그들 중에서도 조합
의 비율에 의해 집단1, 2, 3으로 구분된다. 단말기와 플랫폼은 동일하기
에 패키징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1의 경우, 실시간 시청과 비실
시간 시청 정도가 비슷하며, 집단2의 경우 실시간 시청보다 비실시간 시
청(다시보기, VOD 등)을 훨씬 더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3의 경우,
실시간 시청은 거의 시청하지 않고 비실시간 시청만을 하는 이용자로 규
정할 수 있다.

2012년의 <그림 2>와 2013, 2014년의 <그림 3>, <그림 4>를 비교
하면 집단 간 거리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2년의 경우에는 앞
서 말한 3개 집단이 중심부에서 거의 같은 거리로 이탈하였지만, 2013년
과 2014년도는 3개 집단이 아래쪽으로 단계적으로 이탈해 집단 간 거리
가 먼 것이 목격된다. 이는 레이어 차원에서 미디어 이용의 분화가 중심
부에서 멀어진 거리만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집단1, 2, 3과
다른 방향으로 분화된 집단4는 조합6과 10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시청자들로, 이들은 TV 이외의 매체를 통한 시청 비중이 높
은 이용자이다. 조합6은 PC-인터넷-실시간, 조합10은 모바일-인터넷-실
시간 이용자다. 즉, 집단4의 성격은 TV 단말기를 중심으로 실시간, 비실
시간 시청을 하는 집단1, 2, 3과는 구분된다.
전체 네트워크의 집중과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밀도와 경
로거리가 사용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세 개 연도의 패턴을 비교하
면 <표 8>과 같다.

표 8.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네트워크 지표
2012

2013

2014

밀도(density)

0.865

0.850

0.856

경로거리(avg geodesic distance)

1.017

1.096

1.108

241

3개년도의 네트워크 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3
년과 2014년 조금 낮아졌다. 이는 전통적인 시청 방식만을 고수하는 이
용자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청 방식의 이용자들이 등장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로거리에서도 확인된다. 2012
년 1.017이던 경로거리는 2013년 1.096, 2014년 1.108로 소폭씩 증가
하는데, 이는 이용자들 간 이벤트의 패턴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값이 여전히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 이벤트 차원에서 탈구는 ‘TV-방송-실시간’(조합1)의
몰적 중심성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분자적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
되는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미디어 이용 세션

미디어 이용 세션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3개년도 모두에
서 가장 큰 집단은 세 개로 나타났다. 편의상 가장 큰 원을 ‘집단1’로, 시
계방향으로 ‘집단2’, ‘집단3’이라 부를 경우, 집단1은 15분 세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용자들이다. 집단2는 한 번 미디어를 이용할 때
보통 30분씩 이용하는 시청자들이며, 집단3의 경우 120분 이상의 이용
자들이다. 이처럼 미디어를 15분 단위로, 즉 짧게 ‘분절적으로’ 이용한다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으로
갈수록 미디어 이용 세션이 30분이나 그 이상의 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패턴 변화다.
네트워크 지표를 살펴보면,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던 미디어 이용
이벤트에 비해 세션의 밀도가 3개년도 모두 비교적 낮고 경로거리는 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세션이 상대적으로 어느 한 유형에 집중
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으로 골고루 분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와
중에도 밀도는 2012년에 비해 2013년과 2014년 조금 낮아진다. 경로거
리 또한 2012년에 비해 2013년과 2014년에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
장 큰 세션 집단인 15분 연속 이용자들(집단1)과 30분 연속 이용자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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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션에 따른 전체 분포 표
2012

2013

2014

사례 수
(개)

비율
(%)

사례 수
(개)

비율
(%)

사례 수
(개)

비율
(%)

15분

69012

43.77

51380

35.72

54474

36.75

30분

20117

12.76

20978

14.59

21245

14.33

45분

9271

5.88

10292

7.16

10506

7.09

60분

14479

9.18

14874

10.34

15303

10.32

75분

4973

3.15

5038

3.50

5565

3.75

90분

5431

3.44

5206

3.62

5325

3.59

105분

3542

2.25

3340

2.32

3342

2.25

120분

10238

6.49

10167

7.07

10551

7.12

120분 이상

20601

13.07

22553

15.68

21923

14.79

합계

157664

100.00

143828

100.00

148234

100.00

* 모집단 수: 2012년 10,319명, 2013년 10,464명, 2014년 20,172명.

단2), 120분 연속 이용자들(집단3)의 연결이 2012년에 비해 2013년,

2014년에 상대적으로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세션의 경우, 미디어 기기별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살펴보면,
모바일 미디어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15분짜리 세션의 수가 확연히 줄
어들고 30분, 45분, 1시간 등 긴 세션의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데, 이는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처럼 문자나 음성통화를 넘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음
을 시사한다.

TV의 경우 확연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모바일 미디어와
PC의 경우 경로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시각화 결과에서도 중앙의 거대
집단이 2013, 2014년에 좀 더 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관련 그림은 부
록 참조). 모든 단말기를 고려했을 때에는 2012∼2014에서 탈구의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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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2년도 미디어 이용 세션

그림 6. 2013년도 미디어 이용 세션

그림 7. 2014년도 미디어 이용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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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디어 이용 세션의 네트워크 지표
2012

2013

2014

밀도(density)

0.157

0.097

0.116

경로거리 (avg geodesic distance)

3.111

3.606

3.571

2012

2013

2014

밀도(density)

0.077

0.091

0.088

경로거리(avg geodesic distance)

4.362

4.170

3.974

2012

2013

2014

밀도(density)

0.011

0.009

0.009

경로거리(avg geodesic distance)

5.327

7.113

7.314

2012

2013

2014

밀도(density)

0.415

0.284

0.282

경로거리(avg geodesic distance)

1.962

2.655

2.782

표 11. TV 단말기 세션의 네트워크 지표

표 12. PC 단말기 세션의 네트워크 지표

표 13. 모바일 단말기 세션의 네트워크 지표

가 약하지만, 단말기를 나누어 보면 PC와 모바일 미디어,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영역에서 탈구가 15분 위주 사용에서 다른 길이 사용으로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PC의 경우 15분, 30분, 45분의 이용이
줄어들고, 2시간 이상 이용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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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이용 장소

장소를 보면, 3개년도 모두 중심에 대다수의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가
운데, 소수의 이용자들이 4개 그룹 정도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화되어
있다. 가운데 큰 원은 거의 집에서만 미디어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
의 미디어 이용자 집단이다. 그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늘어날
만큼 집에서의 미디어 이용은 몰적 지배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각각의 집단 내 이용자들은 집 외 다른 장소에서의 미디어 이
용 역시 중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편의상 우측 상단의 분화된 가지를 ‘집단1’로, 우측 하단
의 첫 가지를 ‘집단2’로, 그 아래를 ‘집단3’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지를

‘집단4’로 명명한다면, 집단1의 경우 이동공간과 비장소에서는 미디어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학교에서만 이용을 하는데 압도적으
로 집에서의 이용 비율이 높다. 집단2의 경우, 집에서의 이용 비율과 회
사/학교에서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집단3의 경우 회사/학
교에서의 이용이 집에서의 이용보다 2∼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
자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집단4는 회사/학교에서는 미디어를 전혀 이용
하지 않고 집과 이동 공간/비장소에서만 미디어를 이용하는 집단이다.

표 14. 장소에 따른 전체 분포 표
2012

2013

2014

사례 수(개)

비율(%)

사례 수(개)

비율(%)

사례 수(개)

비율(%)

집

388033

94.11

394181

94.25

392497

94.54

회사/학교

20266

4.92

20169

4.82

17640

4.25

이동 공간

3727

0.90

3504

0.84

4603

1.11

비장소

286

0.07

363

0.09

429

0.10

412312

100.00

418217

100.00

415169

100.00

합계

* 모집단 수: 2012년 10,319명, 2013년 10,464명, 2014년 20,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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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2년도 미디어 이용 장소

그림 9. 2013년도 미디어 이용 장소

그림 10. 2014년도 미디어 이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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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미디어 이용 장소의 네트워크 지표
2012

2013

2014

밀도(density)

0.808

0.824

0.861

경로거리(avg geodesic distance)

1.215

1.159

1.114

전체적인 그림의 변화를 보면, 크게 두 방향의 탈구를 확인할 수 있
다. 현재는 3개년도 데이터만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기 때문에 탈구된 그
룹이 장소 차원에서 집과 회사/학교, 집과 이동 공간/비장소 사이의 비
율에 따라 분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향후 데이터가 보다 축적되면 회사/
학교와 이동공간/비장소를 이용하는 더 다양한 집단들이 부상하고, 또
그 사이의 비율에 따라 여러 방향의 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양한 방향성을 갖는 집단 분화가 진전된다면, 이는 미디어 이용의 탈구
가 진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소의 밀도를 보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로거리는
감소한다. 이는 장소 차원에서 탈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동 공간과 비장소에서의 미디어 이용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일반적으로 느끼지만, 실제 미디어 이용은 여전히 전통적 장소
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그
몰적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4) 종합: 탈구의 동학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세 차원(이벤트, 세션, 장소)에서
미디어 이용 패턴을 찾아내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각 연도의 미디어 이
용 구조나 관계 패턴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시간에 따라 미디어 이용 패
턴이 실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QAP 상관분석을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QAP 상관분석은 네트워크 간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Kwahk,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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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3개년도 미디어 이용 이벤트별 QAP 상관계수와 p-값
1

2

3

network_2012

network_2013

network_2014

1

network_2012

1.000

0.378

0.229

2

network_2013

0.378

1.000

0.348

3

network_2014

0.229

0.348

1.000

* 모든 경우의 QAP P-Values ＝ 0.000**

표 17. 3개년도 미디어 이용 세션별 QAP 상관계수와 p-값
1

2

3

network_2012

network_2013

network_2014

1

network_2012

1.000

0.129

0.119

2

network_2013

0.129

1.000

0.189

3

network_2014

0.119

0.189

1.000

* 모든 경우의 QAP P-Values ＝ 0.000**

표 18. 3개년도 미디어 이용 장소별 QAP 상관계수와 p-값
1

2

3

network_2012

network_2013

network_2014

1

network_2012

1.000

0.260

0.283

2

network_2013

0.260

1.000

0.342

3

network_2014

0.283

0.342

1.000

* 모든 경우의 QAP P-Values ＝ 0.000**

6 QAP 상관분석은 두 매트릭스 간 유사성 또는 상관성을 분석하는 대표적 통계분석 방법이다.

QAP 상관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종속행렬과 독립행렬 사이의 비교를 통하
여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다. 상관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매트릭스 X의 셀 값은 그
대로 두고 또 다른 매트릭스 Y에 대응되는 동일한 셀 값은 재배열한다(Kwahk, 2013). 2단계에
서는 종속행렬의 행과 열을 무작위로 배열하며 매번마다 독립행렬과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
한다. 이렇게 구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1단계에서 구한 피어슨 상관계수와 비교해 1단계 피어
슨 상관계수보다 클 개연성이 0.05보다 작으면, 1단계에서 구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두 매트릭
스의 유사성 상관계수로 채택한다(Yang,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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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2년도 탈구 벡터

그림 12. 2013년도 탈구 벡터

그림 13. 2014년도 탈구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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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표 16>, <표 17> 및 <표 18>에서 보듯 미디어 이용 이
벤트, 세션, 장소 등 세 차원 모두에서 3개년도의 매트릭스가 모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년도 모두 구조적인
차원에서 미디어 이용 패턴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임을 뜻한다. 그러
나 그 계수들이 작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
만 각각 노드들은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즉, 3개년도에 걸쳐 동일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미디어 이
용 이벤트의 전체적인 형태, “몰적(molar)”인 구조는 항상성을 유지하
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서 “분자적(molecular)” 움직임이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 이용 관습은 몰적-분자적 동학의 양상을 보여준다.
시청 이벤트 차원에서는 가정용TV 수상기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행위가, 미디어 일반을 살펴봤을 때는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고, TV의 경우 60분, PC의 경우 30분 혹은 2시간 이상,
모바일의 경우 15분 이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 행위이자 몰
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이용
행태이자, 가장 지배적인 미디어 이용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과 대비
되는 분자적 이용 또한 목격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다 추정의 오류”를 경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3개년도의 탈구를 세 차원에서 나타나는 벡터값으로 3차원
공간상에 표시하면 다음 <그림 11>, <그림 12>, <그림13>과 같다. 여기
서 벡터(vector)란 변화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내재된 개념이다. ‘탈구’
개념은 스냅샷과 같이 정적인 한 시점의 상태를 설명하는 ‘극화’와는 달
리 변화의 방향 및 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까지 염두에 둔, 보다 적극적
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에 지난 3년간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이후
의 ‘탈구’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디어 이용 관습 및 변화를 ‘탈구’라는 역동적
인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양상으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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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미디어 이용을 시공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점
이다. 이 논문은 탈구가 벌어지는 미디어, 시간, 공간의 차원을 각각 미
디어 이용 이벤트, 이용 세션, 이용 장소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미디
어를 이용하기 위해 미디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합하고 특정한 지리
적 장소에서 얼마만큼의 세션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점은 분리되어 존재
할 수 없다.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 방식에 대응해 미디어 이용 관습이 보
여 주는 탈구는 “몰적” 중심성에 대항해 세 차원에서 발생하는 “분자적”
운동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동학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세 차
원의 분자적 움직임의 통합적 동학, 즉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를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들은 앞서 분석한 각 차원의 네트워크 지표 중 밀도를 3개
미디어 이용, 세션, 장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된 3차원의 공간에 매핑

(mapping)한 것이다. 이는 탈구를 종합적인 양상으로 보여 주는 하나
의 사례로서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밀도를
활용하되,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양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즉

“몰적” 집중만이 나타나는 경우 밀도가 1임을 고려하여 (1－밀도)를 탈
구의 벡터값으로 사용하였다. 2012년의 경우 (레이어 조합 변이, 탈동시
화, 탈가내화) 순으로 표현되는 벡터의 좌표 값은 (0.135, 0.843,

0.192), 2013년은 (0.15, 0.903, 0.176), 2014년은 (0.144, 0.884,
0.139)이다. 다만, 이 값을 해석할 때는 미디어 이용 세션의 경우 상대
적으로 밀도가 낮게, 즉 탈구의 벡터값이 높게 나타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변화를 표시한 <그림 14>를 통해 그 양상을
해석하면, 레이어 조합, 즉 이용 이벤트 및 탈동시화 차원에서 탈구가 발
생한 반면, 탈가내화 차원에서는 차이가 마이너스값으로 나타나 탈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탈구는 미디어 이용 세션의 탈동시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수치는 탈구의 동학
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시로, 직접적인 비교 결과를 단정적으로 나타내
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한 정교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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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2∼2014년도 탈구 벡터의 변화

하다. 다만 강조할 점은 탈구를 벡터로 표시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미디어 이용의 변화를 보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맺음말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 학술적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관습의 변화, 즉 미디어 이용의 ‘분절화’를 ‘탈구’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KISDI 미디어패널조사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탈구는 비정상 또는 위치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사
용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탈하는 힘, 즉 ‘벡터’가 작
용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미디어 이용의 분절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표현과 용어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디어 이용자 집단을 설정함에 있어 다수의 집
단인지, 두 집단인지에 따라 파편화(fragmentation)의 관점과 양극화

(polarization) 관점이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파편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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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양극화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먼저, 파편화 연구와 양극화 연구 모두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정태
적으로만 파악함으로써 변화의 크기나 방향성은 물론, 집단 내부의 밀도
와 같은 동질성의 정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파편화 연구와 양극화 연구는 모두 이용자가 소비하는 프로
그램 장르나 채널과 같은 콘텐츠만을 기준으로 단편적으로 미디어를 바
라보았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은 이용자가 다양한 미디어 요소들을 선
택하고 조합(이재현, 2014a)하는 입체적인 행위이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미디어 이
용의 기본 범주에서 탈맥락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 이용은 시간과 장소, 두 축으로 구성되는 시공간 입방
체, 즉 “크로노토프(chronotope)” 속에서 전개된다(이재현, 2014b). 이
는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 또한 시간과 공간 차원 모두를 고려하여 설
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이 보여 주는 집단 구성의 정태성은 시간
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을
포함하는 미디어 관습의 변화는 지배적인 하나의 집단에서 새로운 집단

(들)의 분화와 확대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바, 스냅샷과도 같은 한 시점
의 행위 데이터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집중으로부터의 이탈이
라는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간의 시계열로 축적
된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 논문이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를 새롭게 설명하고 이론화하기 위해 전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과 그 변화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역동적 과정은 집단의 구성, 그리고 집단들 사이의 관계에서 적극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인 ‘탈구’는 역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태적 개념인 양극화와 구별된다.
둘째, 미디어 이용은 “미디어 이용 이벤트(media use events)”로
구성되며, 미디어 이용과 그 변화는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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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합하는 이론적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 관습의 변화는 말 그대로 시간적 변화이
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의 방향과 크기라는 벡터가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논문은 탈구라는 개념을 시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미디어 이용의 탈구가 산업적 관점에
서 주장하거나 ‘체감’하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며, 여전히 전통
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디어 이용 행위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노
드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디어 이용 세션의 경우 모바일 미디어는 15분 이용이 확연히 줄
어들고 30분, 45분, 1시간 등 긴 이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모바일 미디어가 문자나 음성통화를 넘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매
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차원에서 전
통적인 시청 이벤트 행위에서 벗어난 비실시간 시청, PC와 모바일 미디
어의 인터넷 플랫폼 시청으로의 분화가, 장소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미디
어 이용 장소인 집에서 벗어나 회사/학교와 이동공간, 비장소로의 미디
어 이용 탈구가 진행 중이다.

3년의 데이터로는 탈구의 양상을 뚜렷하게 단정짓기 힘든 것이 사
실이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미디어, 시간, 공간 차원 모두에서 다른
여러 방향으로 분화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양한 방향성을 갖는 집단 분화가 진전된다면, 이는 미디어 이용의 탈구
가 보다 진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탈구라는 새로운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미디어 이용 관습 일반을
설명하되, 과다 추정의 오류에서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크기와 방
향은 ‘정당하게’ 고려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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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미디어 이용 행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미디
어, 시간, 공간 등 세 가지 차원의 틀 안에서 미디어 이용의 변화를 이해
했다는 점, 그리고 분석적 차원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시계열 자료를 토
대로 추적함으로써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56

참고문헌
심미선 (2003). 지상파방송의 편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권 4호,
37∼75.
심미선·김은미·이준웅 (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패턴 연구. 한
국언론학보, 48권 2호, 189∼217.
심미선 (2007). 융합매체환경하에서의 장르이용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175∼220.
심미선·김은실·하예린 (2009). 미디어 이용의 보완 및 대체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보, 23권 3호, 317∼364.
이재현 (1994). 노동과 텔레비전, 그리고 생활패턴의 동시화. 언론정보연구,
31, 117∼143.
이재현 (1997). 방송편성의 합리화와 일상생활 패턴의 동시화. 언론과 사회,
18호, 54∼80.
이재현 (2013). 모바일 문화를 읽는 인문사회과학의 고전적 개념들. 서울: 커
뮤니케이션북스.
이재현 (2014a). 미디어 레이어: 이론화와 활용. 언론정보연구, 51권 2호, 109
∼141.
이재현 (2014b). 미디어 이용의 시공간적 매핑: 크로노토프 접근과 그 적용. 언
론정보연구 51권 1호, 214∼250.
이재현 (2014c). SNS와 소셜리티의 위기. 김우창 외 (공저), 풍요한 빈곤의 시
대: 공적 영역의 위기 (45~66쪽). 서울: 민음사.
이재현 (2015). 미디어 이용에 대한 리듬 분석. 언론정보연구, 52권 1호, 83∼
122.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언론정보연구, 48권 2호, 80∼107.
조성동·강남준 (2008). 수용자 분극화: 채널이용 파편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채널
수용자의 분극화 현상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5호, 323
∼361.
조성동 (2013). 크로스 플랫폼 이용자 분극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57

조용준·김영화 (2007). 사례연구논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세분화 및 전략
방향 제시: 특수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응용통계연구, 20권 1호, 23∼38.
황용석 (2002). 웹 레퍼토리와 집중도 연구: 웹 트래픽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
송연구, 54호, 371∼398.

Augé, M. (1992). Non-lieux: Introduction a une anthropologie de la
surmodernite. Paris: Editions de Seuil; Auge, M. (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J. Howe, Trans.).
London & New York: Verso.
Barthes, R. (1964). Éléments de sémiologie. Communications, 4(1), 91∼135;
Barthes, R. (1967). Elements of Semiology (A. Lavers & C. Smith,
Trans.). New York: Hill.
Bolter, J. D., & Grusin, R. (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 The MIT Press; 이재현 (역) (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Cogburn, D. L., & Espinoza-Vasques, F. K. (2011). From networked nominee
to networked nation: Examining the impact of Web 2.0 and social
media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the 2008
Obama campaign.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10, 189∼213.
Davenport, & Beck (2001). The attention economy. Boston: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Paris: Minuit;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rian Massumi,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Press.
Hägerstraand, T.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Regional
Science, 24(1), 7∼24.
Hasebrink, U., & Popp, J. (2006). Media repertoires as a result of selective
media use: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atterns of
exposure. Communications, 31(3), 369∼387.
Heeter, C. (1985). Program selection with abundance of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1), 126∼152.

258

Iyengar, S., &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Kim, H. J., & Kwahk, K. Y. (2011). Effects of centrality on IT usage
capability: A perspective of social network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0(1), 147∼169.
Kim, S. J., & Webster, J. G. (2012). The impact of a multichannel environment
on television news viewing: A longitudinal study of news audience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6(19), 838∼856.
Kuhn, T. S. (201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wahk, K. Y. (2013). Social network analysis: UCINET applic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Lecture Materials.
Lefebvre, H., & Régulier, C. (1986). Rhythmanalysis of Mediterranean cities.
Peuples Mediterranéens, 37. In H. Lefebvre (1996), Writings on cities
(E. Kofman & E. Lebas, Trans.) (pp. 228∼240). Oxford: Blackwell.
Levi-Strauss, C. (1964∼1971). Mythologiques, I∼IV. Paris: Plon.
Lin, C. A. (1994). Audience fragmentation in a competitive video
marketplac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4(6), 30∼38.
Lyles, W. (2014).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examine planner
involvement in environmentally oriented planning processes led by
non-planning profess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1∼27.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Mas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Sage.
Morley, D., & Silverstone, R. (1990). Domestic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meanings. Media, Culture & Society, 12(1), 31∼55.
Morley, D. (2003). What’s ‘home’ got to do with it? Contradictory dynamics
in the domestication of technology and the dislocation of domesticity.
Cultural Studies, 6(4), 435∼458.
Napoli, P. M. (1999). Deconstructing the diversity principle. Journal of
Communication, 49(4), 7∼34.
Napoli, P. M. (2003). Audience economics: Media institutions and the
audience marketpla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apoli, P. M. (2011). Audience evolution: New technologies and the

259

transformation of media audien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euman, W. R. (1991). The future of the mass aud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ldenburg, R. (1989). The great good places. New York: Paragon Books.
Pang-Ning, T., Steinbach, M., & Kumar, V. (2006). Introduction to data
mining. Cambridge: Pearson Addison Wesley.
Prior, M. (2005). News vs. entertainment: How increasing media choice
widens gaps in political knowledg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594∼609.
Prior, M. (2007). Post－broadcast democracy: How media choice increases
inequality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polarizes ele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ior, M. (2013).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6, 101∼127.
Salton, G., Wong, A., & Yang, C. S. (1975). A vector space model for
automatic index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18(11), 613∼620.
Singhal, A. (2001).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A brief overview. IEEE
Data Eng. Bull., 24(4), 35∼43.
Stroud, N. J. (2007). Polarizing effects of partisan selective exposure. In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TBA.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56∼576.
Stroud, N.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unstein, C. R. (2009). Republic. 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Taylor, C. A., Anicello, O., Somohano, S., Samuels, N., Whitaker, L., &
Ramey, J. A. (2008).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obile internet
motivations and behaviors. Proc. of CHI 2008, Italy, April 2008.
Tewksbury, D. (2005). The seeds of audience fragmentation: Specialization in
the use of online news si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3), 332∼348.
Thompson, E. P.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December), 56∼97.
Webster, J. G., & Phalen, P. F. (1997). The mass audience: Rediscovering the

260

dominant model.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Webster, J. G., & Lin, S. F. (2002). The Internet audience: Web use as mass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1), 1∼12.
Webster, J. G. (2005). Beneath the veneer of fragmentation: Television
audience polarization in a multichannel world. Journal of
Communication, 55(2), 366∼382.
Webster, J. G. (2008). Structuring a marketplace of attention. The hyperlinked
society: Questioning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23∼38.
Webster, J. G. (2009). The role of structure in media choice. In T. Hartmann
(Ed.), Media choi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pp.
221∼233). New York & London: Routledge.
Webster, J. G. (2011). The duality of media: A structurational theory of public
attention. Communication Theory, 21(1), 43∼66.
Webster, J. G., & Ksiazek, T. B. (2012). The dynamics of audience
fragmentation: Public attention in an age of digital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62(1), 39∼56.
Williams, R. (1975).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New York:
Schocken Books.
Yang, B. S., Hwang, W. W., Kim, D. J., & Tan, A. C. (2005). Condition
classification of small reciprocating compressor for refrigerator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support vector machines.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19(2), 371∼390.
Yim, J. S. (2003). Audience concentration in the media: Cross-media
comparisons and introduction of the uncertainty measure.
Communication Monographs, 70(2), 114∼128.

최초투고일 06월 30일
논문수정일 07월 28일
게재확정일 08월 05일

261

부록

2012년 TV의 미디어 이용 세션

2013년 TV의 미디어 이용 세션

2014년 TV의 미디어 이용 세션

262

2012년 PC의 미디어 이용 세션

2013년 PC의 미디어 이용 세션

2014년 PC의 미디어 이용 세션

263

2012년 모바일 미디어의 미디어 이용 세션

2013년 모바일 미디어의 미디어 이용 세션

2014년 모바일 미디어의 미디어 이용 세션

264

A b s tra c t

Dislocation of Media Use
Jae-Hyu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Ji Kang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nwook Choi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Eun Lee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hanging aspects of media use on the
framework of dislocation. Previous studies are insufficient in theorizing
the changes due to overestimation and static conceptualization of
audience differentiation. They have also undervalued space and time in
interpreting the changes.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ept of dislocation
as an alternative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longitudinal data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theoretically as well as methodologically.
Dislocation emphasizes the act of displacing from the dominant status,
which is represented as a vector that has size and direction. With this
concept, we can approach the Deleuzian molar-molecular dynamics of
media use patterns. Dislocation is elaborated in three dimensions in this
study: media, time and space. Each dimension is explored through the
network patterns of media use event composition, session and place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raditional media use patterns
are still dominant, implying that changes in media use are not that radical.
At the same time, however, some noteworthy features of the molecular
movements, such as diversification of devices, are also found. The
findings are summarized in an integrated model based on the vector
values of dislocation, with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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