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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창조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관계의 공간적 특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동력을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로 명명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제반 특징과 경제지리학

적 관점에서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는 개방성과 공유, 참여, 협력의 특징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로컬과 글로벌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소위 ‘트랜스 로컬리티’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사회적 지식공유 웹 플랫폼인 ‘위키서울닷컴’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물리적

자원, 인적자원, 정보자원의 특성과 함께 관계자원으로서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공간이 투영

되어, 사회적 관계가 공간에 표출되는 질적 공간의 특성 또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창조경제, 지역발전, 사회적 자본,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 트랜스 로컬리티

Abstract: The creation of new economic paradigm shift in creative economy age have inf luence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space, it leads to the formation of new relationship in space depend-
ing on social network service development. In this paper, it gives a name to ‘social network resource’ the 
power affecting these features and to find the meaning of spatial changes in the economic geography per-
spectives. 
‘Social network resourc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openness, shar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ith features of encompassing all the features of local and global characteristics in space. This features are 
related the meaning of ‘trans-locality’ and can be found in the case of ‘WikiSeoul.com (http:/www.wiki-
seoul.com)’, Seoul’s social knowledge sharing web platform. In particular, physical resources, human re-
sources,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as a resource features was found 
and these features appear in space is projected to the space of social relations,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space regarding social network resource.

Key Words :  Creative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Resource, Trans-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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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산업패러다임은 새로운 지식과 기

술 개발에 기초한 혁신주도형 발전의 도래를 강

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를 거쳐서 새로운 유형의 창조경

제(creative economy)1)가 경제의 핵심메커니즘으

로 등장함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경

제발전을 이끌던 동력들이 변화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이 힘을 얻고, 창의적

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주체가 되고, 

창의적 활동의 수혜자가 사람이 되는 ‘사람 중심 

성장’이 이루어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

운 지식과 문화의 독자적 창조역량, 창의적인 기

술혁신 역량 등이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창의적 지식

과 정보, 문화생산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

며, 특히 다양한 미디어에서 핵심적인 지식과 문

화, 콘텐츠가 기반이 되는 콘텐츠 기반 경제와 창

조적인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창의

성과 문화가 국가경제 및 사회, 지역발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창조경

제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의 주요 동인도 변

화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문화기반 지식전달마당의 다양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식 및 문화향유의 욕구

가 매우 커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통제와 양적성장에 중심을 두

던 경제적 패러다임의 키워드 또한, 설득과 유도, 

파트너쉽, 창의성에 근간한 주제들로 변화하고 있

다(표 1).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대변되는 패러다임의 변

화가 근거하고 있으며, 다양한 힘의 원천의 변화

는 지역발전의 요소에서도 새로운 질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관련

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특정지역에서의 집적효과와 관계망을 중

요시하던 특성에서 다양한 디지털공간으로의 확

장을 고려하는 특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생태계적 특징

을 고려할 때, 개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

하는 창조경제의 특징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발전

의 양상을 낳고 있다.

표 1. 창조경제의 발전에 따른 핵심 키워드의 변화 

창조경제 이전 주요 키워드 창조경제 시대 주요 키워드

중앙집권주의 권한의 이양

조직간의 분리 파트너쉽

지배와 통제 설득과 유도

선도와 지도 협력과 권한 부여

통지와 보고 참여. 독력

양적성장 질적 성장

획일화 다양성

안전성 우선 모험 및 시도

강한 책임과 비난 약한 비난

유사성. 일치 창의성

실패 성공

출처:  Charles Landry, 2006, The Art of City Making, 
chap.1 참조하여 정리 

그러나 창조경제의 발전과 지역단위의 다양한 

발전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시대 창조경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

한 통합적 관점에서 학문적 논의를 실제적으로 정

리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2)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지역발전의 동인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

다. 기존 연구들 또한 사회적 자본의 특징과 창조

산업3) 등의 연장선상에서 기초적인 지역발전의 사

회화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변화 속

에서, 해당 콘텐츠를 분석하고 지역단위로 핵심동

인을 고려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는 지역의 특수성(역사성, 차별성)을 바탕으로 보

편적인 정서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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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 사회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새

로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에 대한 

공간적 특성 분석에 대해 새로운 이론의 개념정립

과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해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기존의 사회적 자본과 달리 다

양한 혁신과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개념을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4)’

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에 집중하고

자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공유와 경제특성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 변

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살펴보려는 것

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화두 속에서, 다양한 사

회적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한 자원의 특징을 추적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론적 특성을 기반으로 관련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협력의 생태계 관련 연구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지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

서 종래의 사회적 자본과 다른 생태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간적인 특징을 도

출하고, 시론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vs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 

(Social Network Resource)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특징

사회과학에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들 사이의 연

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

적 자본은 학자들의 특성에 따라 강조점이 다양하

게 변화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초기에 언급했던 

리다 하니판(Lyda J. Hanifan)에 따르면, 그는 지

역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

조하며 ‘사회적 자본’ 이라는 개념을 고안해 설명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5)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경우는 ‘사

회적 네트워크’, 콜먼(Coleman)의 경우는 ‘사회의 

도덕, 규범, 신뢰’, 퍼트넘의 경우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후쿠야마(Fukuyama)는 ‘신뢰’를 중요

한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강한 유대와 약한 연결의 관계성을 강조하기도 하

였다(장시준, 2006). 
강한 유대를 강조한 학자는 콜먼(Coleman)을 

들 수 있는데, 콜먼(1998)은 사회구조 안에서 규

범과 협력에 대해 강한 연결망(Strong tie)을 강조

하며 강한 유대를 중시했다.6) 반대로 버트(Burt, 
R.S.)는 약한 연결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7)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설명하는 개념이 둘 다 

존재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뢰가 더 돈독한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강한 유대

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곤 한다. 

사회적 자본의 장점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관계

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소속과 공동체를 강화한

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

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강한 유대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윤

활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기술적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대적인 상황을 설명하

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적 발전과 경제 발전

과는 반비례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로버트 쿠싱(Robert Cushing)에 의하면 “창의

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이 높지 않은 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그들은 낮

은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인해 쉽게 지역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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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역이나 대학도시 등을 선호하는 것

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Florida et al., 2002). 
쿠싱(Cushing)이 언급한 지역들은 신뢰가 낮고 종

교 기관에 덜 의존하고, 클럽과 자발적 지원이 더 

적고, 관례적인 정치에 덜 관심을 두고, 도시의 지

도력이 낮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쿠

싱(Cushing)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 수준은 낮지

만 더 높은 사회적 자본을 지닌 지역보다, 하이테

크 지역이 더 높은 소득, 더 큰 성장, 더 큰 소득 불

평등, 더 많은 과학자, 공학자, 전문가들을 갖추었

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기술적 발전, 더 높은 경제 발전과 

반비례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길태, 2002). 이러한 분석에 따르자면, 사회적 자

본의 수준이 높은 공동체는 사회고립과 안정성을 

강하게 선호하여 더디게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이론은 지역 성장에 관해서는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

에 따르자면, 창조적 공동체와 사회 자본 공동체

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 공동체는 다양성과 혁신, 경제 발전의 중

심지이나 사회적 자본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다(이원호 외, 2004). 
경제지리학적인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좀 더 살

펴보면, 시대적으로 산업지구, 즉 제3이탈리아와 

실리콘 밸리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경우는 산업

지구 내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존립하게 하는 사회

적 자본의 내재성을 고려하는 등 근거리에 있어서

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지

고 있다(김태우, 2004). 특히, 제3이탈리아에서는 

비공식적 형태의 사회적 자본, 즉 두터운 신뢰, 포

괄적 호혜성,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 등

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

오한 역사성을 토대로 형성된 공동체는 사회적 자

본이라는 특징에 기반, 즉, 경로 의존성에 지역발

전이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와 달리, 실리콘 밸리에서는 

제3이탈리아와 같은 심오한 역사, 가족적 결속력 

및 구조화된 공동체보다는 산·학간 연계, 벤처캐

피탈, 유연한 노동시장 등의 사회적 자본의 공식

적 형태가 두드러진 경우이다. 이에, 실리콘 밸리

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단기적 생존가능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각자 자신들만의 경로를 형성하는 경

로형성에 기반을 두고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그

리고 산업화를 추구하는 지역적, 경제적, 제도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형성

된 경우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같은 사회적 자

본의 특징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및 적용의 특징

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

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매개하는 변수이자 삶

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등 인류가 당면한 지

역발전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소진광, 200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뢰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

본이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면서 집

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공재이며, 단순히 도덕적 

가치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자원, 즉 ‘경제적 공공재’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사회 구조로서 존재

하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그 집단의 경제적 상호이익 

달성에 기여함을 밝힌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한

성안, 2004).
이러한 자본의 특징은 상호과정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지식기반시대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고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이 산업시대에 

있어 지역혁신체제 관련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관련하여 다른 연

구에서는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최병훈, 2009; 남기범, 2003).
문화적으로는 지역의 문화를 토대로 글로컬라

이제이션 시대에 지역에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맥

락(context)’을 기반으로, 역사성에 근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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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이 지역의 개념을 규정짓기 위한 문화적 관

련 요소들과 연계되어 지역의 배경, 역사, 사회적 

환경, 관계 등을 참조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
tal)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적 삶

의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특징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기도 하는데,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지역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다(이길태, 2002).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특히 글로벌 시대의 사회발전 동력

과 관계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

제라 할 수 있다.

2)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필요성

사회적 자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

경제시대 클러스터 등 집적지 분석에는 의미가 있

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이디

어의 공유가 특징인 현 사회와 글로벌 시대의 지

역 분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를 통한 창조적 공동체에 관한 사회적 분석이 

사회적 자본에서 다른 맥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

황에서,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개념의 등장을 요

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특히 창조적인 공동

체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공간의 한정된 틀을 기

반으로 하는 탓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

로 아이디어의 확산과 공유로 움직이고 있는 융

합시대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

다. 

사회적 자본의 지역에서의 강한 유대는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데, 최

근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관

계망의 발달과 글로벌 시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지역발전의 적용까지는 고려를 못한 탓이다. 이

에, 관계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유용하지만, 지

속적 지역발전의 적용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때로는 새로운 지역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Raunio, 2007).
관련하여 사회적 발전을 논하기 위해 주체들 간

의 관계성이란 특징보다는 다차원적인 수평적 특

징을 고려하여, 생태계 특징에서 동원 가능한 다

양한 보유물을 ‘자원’이라는 특성에 대입해 볼 수 

있겠다. 본디, 자원(資源)이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 또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

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

르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원은 사회

적인 특징을 고려했을 때 사회시스템론에서는 ‘사

회가 그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해결하고 달성

해야 할 일정한 과제와 특정한 목표를 위해 동원

되는 도구적·수단적 가치물(價値物)’로 알려져 있

으며,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 동원되는 시설, 설비, 자금이나 물자, 그 외에 

집단이나 개인이 갖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칭한 말

로 알려져 있다.8)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회시스템론에서 언급하

는 사회자원은 ① 물질·에너지적인 자연자원과 

그 가공물인 물적 자원, ② 지식이나 관념 등, 구

체적으로는 각종 형태의 사회정보인 정보적 자

원, ③ 물적 자원과 정보적 자원의 특수한 조합으

로서의 인적 자원, ④ 이상의 세 가지 자원에 대한 

제어를 포함하는 사회관계로서 성립되는, 지위·

권력·권한·위신·신용 등과 같은 관계적 자원으

로 크게 나누어진다.9) 이는 동원 가능한 가치물이

라는 특성상 대상자의 니즈에 따라, 공급주체의 

차이에 따라, 또한 자원의 질적 차이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으며, 질적 차이에 따라서는 물적자원

과 인적자원으로 크게 대별되기도 한다(전광현, 

2006).
이를 참조하여, 창조경제시대에 있어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별화되는 다양한 지식

이나 기능, 콘텐츠 등의 자원을 총칭하여 ‘소셜 네

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라 칭하기

로 하고,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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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는 관계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포

함하여, 물적인 자원과 정보, 인적자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창

조경제시대의 변화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디지

털환경의 특징과 글로벌 환경의 반영, 다양한 자

원들의 조합으로서의 생태계 특징, 개방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모두 담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개방성, 공유, 참여, 협력, 창

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특징과 모두 관련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는 21세기 후반에 들어서 나타나는 차별화

된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 보여지나, 아직까지는 본격적 개념을 설명하는 

연구가 부재하여, 학문적 토대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 시대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 

공동체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혁신이 강조되는 창조적인 

사회로, 사회적 혁명이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공

공미디어와 개인미디어가 서로 뒤섞이고, 전문가

와 아마추어 생산의 구분이 흐릿해지며, 자발적인 

공적참여 환경을 통해 공유와 참여문화가 조성되

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공유와 참여는 생산과 소

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

한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이 자신의 여가 시

간을 사람들과 함께 모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인지잉여(cognitive surplus)를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유형으로 보았으며, 공유를 

통해 창의성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이충호, 2010).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의 확산과 공유가 

새로운 자원이 되면서 공유를 통한 창의성이 사회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기반 하에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가 중

심이 되는 사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의 확

산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결합조직으로서, 

개인과 사회를 더 단단하게 연결하는 힘으로서 작

용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다면, 창조와 공유의 가능성을 사회적인 특성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확장 가능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집적지 중

심 자원의 활용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개개인의 창조 및 공유 능

력을 유례없는 차원으로 한데 종합하는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미디어에 의해 커뮤니티가 생성되면

서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 공

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유를 통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협력하면서 더 많은 창조 기회를 만

들 수 있게 되었다. 

소비를 생산 및 공유와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특정 경

제 부문에 국한돼 있던 미디어를 값싸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직적 공유 도구로 변

화시키고 있다.10) 오늘날 우리는 한계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원본과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를 무제

한 만들어냄으로써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

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모든 커뮤니케

이션 방식이 시장 논리에 의존해야 했지만, 지금

은 개방과 공유에 의존하는 대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11) 이러한 특징이 새로운 공간변화의 특징

을 낳고 있다

3)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특징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사회적 자본과 달리, 소

셜 네트워크 리소스는 관계자원으로서의 특징 뿐 

아니라, 물적, 정보적, 인적 자원의 모든 요소가 

망라된 종합적 관점에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자본의 특징과 비교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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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콜먼이 언급하였던 자본의 특징과 관련하여 

물리적 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한

다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경우는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이러한 내재된 자본의 특징을 모두 망

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Coleman, 1998). 이에,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장점은 사회적 자본과 달

리,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와 아이디어의 결

합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 문화와 콘텐츠 등 관련 새로운 미디어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기

술적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특

징이 두드러진다. 또한 기술적인 특성을 바탕으

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독점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클라우딩

(clouding)12)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이에, 공간적으로 보자면, 소셜 네트워크 리소

스의 경우는 창조와 공유의 클라우딩을 통한 ‘지역

발전’, 즉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이야

깃거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는데, 지

역의 특수성(역사성, 차별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 정서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소통(com-
munication)의 사회적 자원화라는 측면에서 경제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

러한 특성에는 공식/비공식적 형태의 네트워크

와, 역사성을 토대로 형성된 공동체의 특성, 뉴미

디어 기반 공동체의 혼종성이 모두 공존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 발달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는 정보

공유와 소통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발달된 

미디어로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간의 원활

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활체감형 대민 서비스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제와 교육, 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박선주·정원모, 

2010). 
이는 IT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던 이전의 단순한 

e-플랫폼13)의 발전에 따른 특징과는 또 다른 양상

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e-플랫폼이 경

쟁중심의 시장원리와 연결의 효율성, 양적 신뢰를 

강조하고 강한 상호 유대의 관계성을 강조한 반

면, 소셜 플랫폼의 경우는 연결의 목적점을 다시 

사람으로 옮김과 동시에, 질적인 신뢰와 느슨한 

연대의 견고함과 협업의 원리를 중요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특징에서 사람과 견고한 지역의 특

징을 반영하여, 글로벌과 로컬 단위의 관계성을 

더한 특징을 모두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표 2). 
이런 관계망의 특징은 국가와 지역경제에 있어

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다. 주요국은 소셜 커머스 등 새로운 비즈

니스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산업 정책의 수

립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

우,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부문의 일

자리가 1만 4,000개(2010. 11 기준)로 증가하였고 

소셜 미디어 전략가, 소셜 미디어 매니저, 소셜 미

표 2. e-플랫폼과 소셜 플랫폼의 특징 비교 

구분 연결의 목적점 신뢰의 근본 유대의 형태 유대의 범위 관계의 형태 경로의존성

e-플랫폼
사람을 통해 

콘텐츠로

양적 신뢰(추천, 

조회, 댓글 수)

강한 상호 

유대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
연결

경쟁중심의 

시장원리

소셜플랫폼
콘텐츠를 통해 

사람으로

질적 신뢰(관계에 

대한 믿음)

느슨한 연대의 

견고함

구조적 접근 

(계간 상호작용)

매개와 

재매개

협업기반의 

원리

출처:  이호영 외, 2012a,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 형성 메커니즘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조하여 필자

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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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스페셜리스트 등 관련 일자리와 업무 범주도 

확장되었다(이호영, 2012b).
이렇듯 미디어를 통해 ‘모든 곳’에서 참여와 공

유를 통한 생산 즉 창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글로컬 시대의 핵심이다. 문화를 공

유하는 동시에 창조하는 순환구조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더 공개

적이고 실명 위주의 프로필(profile) 기반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NS)가 각광을 받으면서 온라인에

서의 사회관계는 오히려 강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문화역사적인 배경, 느슨한 형태의 연계, 다양한 

주체들의 쌍방향 지역개입 등 특징이 두드러지며,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공존, 경제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 증대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소셜 네트워크 리소

스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두 개념의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한지는 더 많

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발전 동력의 발

굴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는 데에 유의미하다는 

점, 지금까지 로컬 단위의 사회적 관계 특성 분석

에 용의했던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새로운 시대

의 변화는 새로운 분석 틀로서의 관계망과 가치물

들 간의 수평적 특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비점과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사회적 

자본이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

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에 

근거한다. 또한 집적지 중심의 관계망을 강조한

다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경우는 사회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원되는 시설, 자금이나 물자 그 

외에 집단이나 개인이 갖는 지식이나 기능들을 모

두 수평적으로 망라한다. 또한, 개방성, 공유, 다

양성에 근간하여, 글로컬 특징을 바탕으로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유용한 관계망 분석의 준거 

틀을 어느 정도 제공해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경우는 물

표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특징 비교

구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

정의
•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 사회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원되는 시설, 자금이나 물자 

그 외에 집단이나 개인이 갖는 지식이나 기능

핵심 개념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개방성, 공유, 참여, 협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양성

사회적 특징

• 신뢰와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인프라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구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아

이디어의 확산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결합조직 창

출: 개인과 사회를 더 단단하게 연결하는 힘으로 작용

공간적 특성
• 주로 근거리 단위 클러스터 지역 및 한정된 공간

에서의 관계에 기반

• 글로벌 특징과 로컬의 특징을 모두 망라한 글로컬 특징을 

나타내되, 협력에 근간함

공통점

•지역에서의 이익이 공유되는 특징을 보임

•집단이 공유하는 공공재,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의 사회적 투자로 생산됨

•관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자본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대체 가능함

강조점

•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 이론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한 유대를 중시(오프라인 중심)

•소속과 공동체를 강화함

•집단적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체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함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의 혼용(온라인/ 오프라인)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와 아이디어의 결합을 장려

•기술적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함

•정보, 지식의 공유 통한 클라우딩의 세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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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과 함께, 다양한 지식, 정보자원, 창조적 계

급으로서의 인적인 자원과 글로컬 환경을 기반으

로 하는 다양한 관계자원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하

겠다. 

3.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공간적 특성

산업성장의 단계별 특징을 보면, 패러다임의 변

화에 따라 공간적인 특성이 변한다고 할 수 있는

데, 보통 산업성장 단계에 따라, 시스템이 중심이 

되던 1970~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는 PC가 

중심이 되는 경제로 재편되면서, 힘과 정보의 분

산과 함께 다양한 특성의 다양화가 나타나게 되었

다. 이때는 시스템이 중심지 집적의 공간적 특성

을 나타내며, 중심자원으로는 인프라가 기본이 되

는 물적자원의 무게중심이 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기존 포드주의의 자본에서 

PC로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분산경제가 발달했으

며, 공간적으로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특징에 따라 위성도시 등 다양한 분산적 공간특성

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인력의 이동과 정보자원
14)의 분산 등도 함께 일어나는 특징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제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

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공간적으로는 특정집적지의 경쟁력

이 빛을 발하는 클러스터의 특징과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특성이 함께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나타난 특징이었기

는 하지만, 지역단위로서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연구도 더욱 활발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창

조경제의 시대에는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가 모호

해지는 공간적 특징이 나타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발달하면서, 가상집적의 공간적인 특

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때의 자원의 특징은 

초기의 물적자본에서 인적자본과 정보자본이 중

요시 되는 단계에서, 관계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시 여겨지는 단계를 거쳐, 이러한 자

본들의 생태계적 합으로서의 소셜 네트워크 리소

스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모된다고 할 수 있다(그

림 1).
특히,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발전에 따라 상

이한 집적지에서 발생하는 콘텐츠들의 특징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집적경제의 

외부적인 효과가 네트워크를 통해 향유하는 특징

이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이동성의 증

대, 교통과 통신수단의 혁신, 그에 상응하는 도시 

내, 도시 간 상호작용의 증대를 통해 다수의 지역

에서 규모를 차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

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가상집적’ 또는 ‘네트

워크 도시’의 논의를 통해 이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사실이기도 하다(Camagni & Salone, 1993;1054, 
Moulaert & Djella, 1995, Batten, 1995).

지역, 특히 콘텐츠경제가 왕성한 대도시 지역일

수록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가 창출하는 경제는 고

차의 도시기능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광범위한 지

역네트워크의 일원인 도시집적지에 의해 창출된 

외부경제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시대 

다양한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뉴미디어, 다입지, 

지식집약적 기업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의해 다양한 콘텐츠의 형태를 통해 향유가 된다. 

이를 통해 접근의 욕구를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이

다(이충호, 2010). 다만, 이전의 가상집적의 논의

가 다국적기업 등 에이전트(agent) 형식의 지식전

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미디어

를 통한 문화의 디지털 전파라는 특성이 더 강하

다고 할 수 있다.15) 

이에, 실제로 인터넷의 등장과 이를 플랫폼으로 

한 소셜 미디어는 ‘가상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출했는데, 이러한 이 공간은 가상공동

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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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간에 면대면 만남도 불필요한 곳으로 인

식되기도 한다(이호영, 2012b). 이러한 특징 때문

에,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들 소셜 미디

어가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개별 미디어 사

용자들로 하여금 소통적(communicative)이고 가

상적(virtual)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을 한다는 사실이다(Elliott & Urry, 2010).
관련하여, 레비는 집단지성에서의 핵심은 ‘사이

버공간(Cyber Space)’에서의 집단지성 및 공동체 

구축이라고 보았다. 레비가 말하는 사이버공간으

로서의 새로운 유목 공간은 단순한 양적인 공간과 

지리적 영토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식·

지식·사유의 힘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공간

으로서, 그 안에서 존재론적 자질 및 사교 방식들

이 서로 교류하고 이동하는 질적인 공간으로 발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면서 스스로

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인류의 공간이 된다

(권수경, 2002). 이에, 사이버 공간은 대단위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형식이 실행되는 장소가 

되며, 사이버 공간이 열림으로써 우리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고양하는 집단적 조직 및 조정 방식을 

실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것

은 가상공간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순환하면서 생

성되며, 사이버공간은 인류의 전체적인 집단지성

의 발달에 유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되는 것이

다.

이러한 특징은 글로벌 경계를 뛰어넘어 질적인 

공간으로서의 콘텐츠 중심 커뮤니티를 창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자원들이 혼재되어, 지리

적인 공간의 특성들이 혼용되는 현상을 낳게 된

다.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에

서의 인쇄물이나, 면대면 접촉 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에서의 만남과 영상, 모바일 환경의 기술, 

미디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적자원과 

인적, 정보자원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특성으로

그림 1. 산업성장 단계별 공간과 중심자원의 특성

Source:  Moschella, D. C., 1997, Waves of Power: The Dynamics of Global Technology Leadership, AMACOM, 참조하

여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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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관계자원까지 하나의 질적 공간16) 내에서의 

커뮤니티에서 통용이 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리소

스로서의 다양한 지식과 대화, 토론, 학술적 교류, 

뉴스 등 총체적인 자원들이 교류되는 특징을 낳게 

되는 것이며, 유비쿼터스 커뮤니티로서 그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시대의 발전에 따른 맥락에서 보자면, 물

적 자원과 인프라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나아

가, 정보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총체적인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가 질

적인 공간 내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며, 자원의 교

류가 이루어지고 공유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가상집적과 시너지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콘텐츠 중심 경제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의 제공에 따라 그러한 콘텐츠가 전달되고, 공간

상에서 사회적으로 자원화함에 따라 서비스와 기

술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 글로컬 환경에서의 

국제적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의 

확장된 공간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달되는 정보

와 콘텐츠가 이와 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트랜스 로컬리티(trans-locali-

ty)17)에 입각한 공간적 특징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글로벌로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 특성에 의

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가 전달되는 가상공간이 

구축되어, 기존의 로컬단위의 사회적 관계 특성

에 근거하여, 새로운 공간이 구축, 확장되는 과정

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화의 영향

을 받아 국경이 사라지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세

계의 경제와 문화가 점점 더 밀착하면서 절대적 

경계로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에 국경을 벗어난 초국적(트랜스 내셔널) 연구, 지

역 특수성에 주목하는 지역적(로컬) 연구가 나란

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트랜스 로

컬리티(초국적 특성과 지역특성이 함께 나타나

는)의 특성이 발현된다고 하겠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컬-국가-지역-전 지구로 

이어지는 공간단위의 중첩화, 다원화가 진행되면

서, 로컬을 중심으로 한 공간질서의 구성방식과 

운영원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이상봉, 2008; Lachenmann, 2009). 
먼 거리를 뛰어넘는 장소들이 동시적으로 귀속되

고, 이것들이 결합되어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새

그림 2. 질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와 다양한 자원으로서의 콘텐츠의 교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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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형성되어 공간적으로 트랜스 로컬 네트워크

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복잡한 상호작용

에 의해 독특한 로컬리티(locality)가 그대로 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글로벌 현상의 확장으

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로컬과 장소는 사회적으

로 구성되는 것이며, 그 위에서 펼쳐지는 구체적

인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연계되어 트랜스 로

컬리티로서의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공간을 창출한다 하겠다. 이

에 트랜스 로컬리티가 관계되는 소셜 네트워크 리

소스의 공간은 다양한 물질과 아이디어, 인적자원 

등이 상호연결성에 의해 창조되는 일종의 ‘관계적 

공간’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통한 시공압축에 의한 세계화나 무장소성을 이끌

어내어 ‘탈영토화’를 야기하기보다는 장소적 특성

들이 재배치되고 재구조화되는 ‘재영토화’의 특징

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이영

민, 2007). 베네트(Bennett, 2004)에 따르면 트랜

스로컬 공간의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역 지워

진 공간으로 단순하게 로컬을 개념화하는 것이 지

구화 시대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

기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이 가상공간의 개

념으로 확장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특

징과 연관이 있다 하겠다.18)

4.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적용: 

위키서울닷컴을 사례로 

1)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로서의 특징 

위키서울닷컴(http://wikiseoul.com)은 2012년 

서울시에서 주최한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

디어 대회’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구축된 웹 

플랫폼이다.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

회’ 는 시민이 해결을 원하는 서울의 문제들을 발

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이디어들

을 공모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위키서울

닷컴은 일반적인 공모전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디

어 신청기간동안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해당 플랫

폼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다른 시민

들이 보고 다양한 의견이나 추천을 해주면서 아이

디어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

어진 플랫폼이다. 이런 특성은 로컬 단위의 지자

체에서 웹단위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위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를 

동원 가능한 다양한 미디오와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가치물의 총합이라고 보고, ① 물

적 자원, ② 정보적 자원, ③ 인적 자원, ④ 관계적 

자원의 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특징에 따라 위

키서울닷컴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로서의 특성으로 보자면, 

물리적, 기술적 네트워크와 인적자원과 관계자원

의 결집체로서, 집단지성의 성격을 가상공간 상에

서 발휘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물리적 자원으로서의 종합적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특성을 엿볼 수 있

다. 물리적 인프라 자원은 다양한 관계망을 실질

적으로 형성, 유지, 고무시키는 네트워크와 사이

버공간상의 연결망은 물론, 거리적 관계를 효율적

으로 단축시키는 물리적 자원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대회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아이디

어 공모에 머물지 않고 참여자들이 직접 만나 대

화하고 토론하며 해당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키토크(Wiki Talk)’라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물

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측면

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지식과 정보공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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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e-플랫폼 기반 공

유네트워크와는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쉽게 전달하지 

못한 대회에 대한 세부 정보와 취지를 설명하고 

매 이벤트마다 정해져 있는 주제와 관련된 강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바

로 접수받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올려주는 형태

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한 

아이디어 접수는 단순히 직접 만나 지식과 아이디

어를 공유하며 발전시키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온

라인 매체에 접근성이 적은 환경에 있는 시민들

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공모되는 역할을 해 주게 된다. 단순히, 온라인에

서 물리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아이디어가 모집되

는 경우 매체의 한계로 주로 일반적인 지식이 게

시되는 반면, 물리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특성을 

통해서는 시민들 간의 대면을 통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암묵적인 지식 등도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단순한 사회적 자본의 거래공간과 달리, 

기술적 네트워크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 위키서울

닷컴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대회를 위해 고

안된 기술적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위키서울닷컴

은 기술적 인프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림 3.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로서의 위키서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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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기본 정보 제공은 대회의 기초적인 정보와 

일정을 제공하는데,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 세

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이벤트 

정보의 경우 위키토크라는 서울 아이디어 대회의 

오프라인 이벤트의 세부 일정과 주제들을 제공한

다. 덧붙여, 오프라인 이벤트 후 강연 내용, 행사 

영상 제공 위키토크의 영상이나 강연 자료 등이 

게시된다. 이외 위키서울닷컴은 일반적인 회원가

입과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한 로그인 기

능을 모두 제공하며, 아이디어 작성의 경우 사용

자가 게시하기 원하는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이미지, 영상, 압축파일 등 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전파력을 극대

화하기 위한 특징으로서, 댓글 및 추천의 경우, 사

용자는 아이디어들을 열람할 수 있고 마음에 들거

나 공감을 일으킨 아이디어를 추천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에 생각을 댓글로 달면

서 토론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트위터나 페

이스북의 아이디를 사용해 로그인 했다면 해당 계

정을 통해 추천 시 페이스북에도 게시글이 자동

으로 생성된다. 메시지의 경우는 위키서울닷컴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자체적인 메시지함을 제공하

고 있다. 만약 댓글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다가 좀

더 자세한 애기를 따로 나누고 싶을 경우 이 방법

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또한, ‘활동지

수란’의 경우, 위키서울닷컴상의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여 활동지수로 제공한다. 이 점수를 기반으

로 아이디어를 올린 사용자에 대한 선정에 반영한

다. 이와 같이, 위키서울 닷컴의 기술적 자원으로

서의 네트워크 특징은 주로 일반적인 형식적 지식

들이 공유되지만 아이디어 작성과 토론에 대한 소

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암묵지적인 지식도 함께 

공유되도록 이끌어 단순한 단방향적 기술적 자원 

제공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으로서의 협력네트워크의 특징

을 반영한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이 되는 네트워크

와 관계의 친밀도, 관계의 양적 수준 등이 이 인적

자원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대 시민 대상 공모전의 경우 그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

다. 특히 관 주도의 대회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

는 대회 자체를 주관하는 이들의 인적네트워크가 

해당 현장, 즉 공공 관련 인사들로 주로 이뤄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과

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사회적 경제 활

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

간단체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하자센

터, (사)씨즈, 사회연대은행, 세스넷이 대회 진행 

전반을 주관하여 해당분야 실무자들의 풍부한 참

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협력 단체로 함께 일하는 

재단, 희망제작소, (사)마을, (사)사회적기업 중앙

협의회 서울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시민사

회단테연대회의, Co-Up, 더 체인지 등의 관련 단

체가 참여하여 인적네트워크의 폭을 더욱 넓히고 

부대 행사 및 전문가의 다양성을 더했다. 이는 이

후 서울 각지에서 이뤄지는 강연, 토론 등의 이벤

트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아이디어 모집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 때

문에, 단순한 자원의 제공 특성에서 한 단계 더 나

아가 다양한 인적 자원의 공유와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넷째, 정보자원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료와 

데이터의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관련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데이터, 지식들의 활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 등이 모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위키서울닷컴은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경제

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아카이브도 함께 

연계 구축되어 있다. 이는 주로 정돈된 표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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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이 제공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오프라인 이벤

트인 위키토크의 강연자료와 현장 영상들을 공유

하는 섹션이 따로 있으며 다음 아고라와 연동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슈를 토론하는 기획 토론방

을 별도로 운영한다.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기능

에서도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한

다.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함을 물론, 자유로운 글 

작성 및 프로그램 소스를 활용한 작성 기능을 함

께 제공한다. 또한 동영상, 이미지, 문서, 압출 파

일등 첨부파일을 별도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

며, 필요시 별도의 하이퍼링크도 함께 제공한다.

정리하자면, 위키서울닷컴은 인간들과 아이디

어들 간의 네트워크 결합체로서 하나의 사회적인 

자원의 종합 리스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

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표 4). 

2) 공간적인 특성의 고찰

공간적인 특성은 다양한 연계 인자들이 공간상

에서 어떻게 연계를 맺고 있으며, 가치사슬단계의 

기능들이 배치, 연결되는가 하는 특징이 관련된

다. 이를 토대로 하는 공간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생태계 가치사슬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위키

서울닷컴은 다양한 연계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

다. 위키서울닷컴은 하이퍼링크와 영상, 이미지,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스런 정

보공유와 토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

도록 한 점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특징

이 집단지성을 통해 표현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이를 실질공간과 가상공간적인 측면

에서 가치사슬 특성에 따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가 가능하다.

표 4. 위키서울닷컴의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 특징

자원의 종류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특징 

물리적/

기술적 자원 

- 온라인상의 아이디어 공모와 참여자들의 직접 만남과 대화, 토론/오프라인 이벤트

- 온라인 인프라와 오프라인에서의 지식과 정보공유 인프라

- 정보, 이미지, 동영상 등 자료 DB 구축

- 아이디어 공감/댓글, 추천 및 토론, 메시지 교환 등 

인적자원

-  사회적 경제와 관련 다양한 활동과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

력 체계구축

-  대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등 주관 

-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의 연계 및 전문가 다양성 확보

정보자원

- 자료와 데이터의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

-  서울시와 관련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데이터, 지식들의 활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다

양한 아카이브 자료 등 모두 해당

-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콘텐츠 제공아카이브도 함께 연계 구축 

(위키토크 강연자료와 현장 영상 등 공유)+기획 토론방 별도 운영/다양한 자원들의 접근성 확보(하이퍼링크)

관계자원 

-  웹 플랫폼을 통해 특정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관계자원의 결집체를 만듦

- 시민이 해결을 원하는 서울의 문제들 발견 및 해결

- 단방향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쌍방향적 의견 제시, 취합, 공유, 피드백의 플랫폼

-  로컬 단위의 지자체에서 웹단위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위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관계자원의 사례로 의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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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

이고 있다. 위키서울닷컴은 기획 단계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

한 많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참여

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된 전문가는 물론이고 현

장의 실무자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

자들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

다. 이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지식정보 네트워크

와는 달리, 공간적으로도 자원의 기획 영역이 확

대되고, 계층적인 참여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콘텐츠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특성과는 차별화를 나타낸다. 위키서울닷컴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최 측이 준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콘텐츠와 

아카이브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들이다. 보통 지식과 정보가 생성

되는 콘텐츠 가치사슬상에서의 일반 지식은 쉽게 

생성되고 공유되는 반면 과정과 관련되는 암묵지

적 지식은 쉽게 형성되고 공유되기 어려운데 위키

서울닷컴은 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이

벤트를 통해 서울시민들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

에서의 참여 희망자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일반적인 지식

과 암묵지적인 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도록 하고 

이를 아카이브화 하여 온라인에 콘텐츠화 함으로

서 이러한 점을 극복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식들이 섞여서 조합을 이루고 있어, 사

고의 결과물을 사용자가 작성하여 올리고, 댓글을 

통해 토론하도록 함으로서 해당 어려움을 극복하

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식과 정보자원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위키서울닷컴은 인터넷 웹사이트로 기획

되었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도모

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 등 접근 미디어와 플랫

폼에 상관없이 쉽고 원활하게 유통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서울시라는 해당 공간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미디어환경의 연계와 함

께, 유통의 공간을 넓힘으로써, 가상공간의 확장

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도록 

사용자 접점을 높이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집단지성이 형성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으며,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

하고 있다.

넷째, 가치사슬단계에서의 소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기존의 단순한 e-플랫폼과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위키서울닷컴은 단순한 인터넷공간

에서의 소비구조와는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뛰어넘어, 새로운 중층적 공간을 창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들만 접수 받는 

단방향 형태가 아니라, 접수된 아이디어가 일반에 

바로 공개되고 추천과 댓글을 받는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민과 다양한 공간에서의 소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가 소비되는 동시에 부가

적인 콘텐츠들이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중층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별도의 아카이브를 통해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를 소비한 사용자가 이

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성하도록 돕

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가 소비되고, 다시 또 다

른 아이디어로 재탄생하도록 돕고 있어 자원의 시

너지를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배가시

키도록 돕고 있는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를 

통해 질적인 공간을 재창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에서 이야기한 트랜스 

로컬리티에 입각하여 볼 때, 로컬과 글로벌이 상

호 교류되는 협력적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특징을 

위키서울닷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탈장소화된 주체의 경계넘

기는 장소화된 주체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공간의 확장성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과 일상을 구성하는 실천적 장인 로

컬은 글로벌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니며, 글

로벌과 항상 맞닿아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병민66

개념이기 때문이다(이영민, 2012).
이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지자체단

위의 아이디어가 결집되어 사회적 관계의 공간으

로 재탄생되어지면,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특

성에 기반을 두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용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효과성을 통해 관계

망이 제고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양

한 배경과 의도를 가진 접속자들이 ‘서울시’라는 

공간적 매개점과 장소적 상징성을 토대로 관계자

원으로 묶이는 연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이라고 하는 전통적 사회적 관계성이 

시장되는 로컬 공간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

해 사이버공간상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한계를 벗

어나는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확장으로 

인한 트랜스 로컬리티의 특징이 새로운 관계특성

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이는 지

역의 착근성과 초국적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는 공

간적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이는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드

러내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서, 단순한 양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공간을 재현(represen-
tation)하는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

의 경제지리학에서 이야기하던 가상집적과는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유비쿼터스 커뮤니

티의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의

견 취합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행정과 정치에 반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의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서울이라는 현존 공간에 소셜 네트워

크 리소스가 연계되는 쌍방향 네트워크의 특징이 

이전 공간적 특징과는 차별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대변되

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변화

가 지역발전의 요소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촉구하

그림 4.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와 관계된 트랜스 로컬 공간의 특성 (위키서울닷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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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관계의 특성에서 보자면,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지역에 의미를 불어 넣

어주는 ‘맥락(context)’을 기반으로, 지역의 배경, 

역사, 사회적 환경, 관계 등을 참조하여 디지털 환

경에서 발현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라고 명명

하고, 관계자원으로서의 특징뿐 아니라, 물적, 정

보적, 인적 자원의 모든 요소가 망라된 종합적 관

점에서 살펴보자면,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와 

아이디어의 결합을 장려하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래의 사회적 관계 특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경우가 ‘관계성’

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라면,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

의 경우 전반적인 생태계의 구성과 선순환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은 공간상에서도 다양한 물질과 아이디어, 인적자

원 등이 상호연결성에 의해 창조되는 일종의 ‘관계

적 공간’을 창출하고, 로컬과 글로벌의 특징이 모

두 어우러지는 트랜스 로컬리티(trans-locality)의 

특징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기술 발전을 

통한 탈영토화가 다시 ‘공간’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재영토화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사회적 지식공유 웹 플

랫폼인 ‘위키서울닷컴’을 통해 그러한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자체의 창의적 지식 

나눔의 플랫폼이 인간들과 아이디어들 간의 네트

워크 결합체로서 하나의 사회적인 자원의 종합적 

특성이 공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글

로컬 영역의 확장에 따라, 글로벌 환경(미디어 변

화 등)에 접목이 용이하고, 로컬 단위에서는 지식

과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징이, 가상공간의 형태를 통해 새

롭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셜 네트

워크 리소스의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

만, 지역에의 지식과 인력공급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자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제적인 

지역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

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

조하고 싶다. 

주

1) 본래는 영국 경제학자 존 호킨스(J. Howkins)가 2001년 제

시했던 개념으로 처음에는 ‘문화·예술적 창조력을 활용한 

산업’을 가리킨 경영학적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 전

반에 새 업종과 생산 방식,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콘

텐츠 등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과 차별적으로 여

겨지고 있음

2) 롤런드 로버트슨(R. Robertson)에 의해 널리 알려진 용어

로 세계적 차원의 압력과 요구가 어떻게 지역적 요구와 조

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임. ‘glocalization’에 관해 “세

계적인 것이 동시에 지역적인 것이며, 세계성은 지역성

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된다”라고 규정한 개념에 기초해 볼 

때, 지역성이 세계성을 좌우하는 주체적 요소, 또는 필요

조건인 측면을 반영하는 공간적 특성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R. Cohen & P. Kennedy, 2000, 377쪽; 박치

완·김성수, 2009, 83쪽)  

3)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2001)는 창조산업에 대

해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통

적인 문화산업 외에 문화적 창조성을 확장하여 건설, 제조

업, 미디어 등 타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일컫고 있음

4) 동원 가능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원’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으나, 기존 사회

적 자본과 사회자원 등의 중복적 의미와 혼동을 피하는 한

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로 발현되는 새로운 공간과 사회

적 관계를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차

용하여 한글화함

5) 더 자세한 내용은 정승현 역, 2000, 18쪽을 참조

6) 콜먼(Coleman)이 강조한 강한 연결망을 ‘폐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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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losure)이론’이라고 말함.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폐쇄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의 필수적인 정보의 이동통로

가 되며, 제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

워크 안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임. 이를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자 사회적 연

결망을 통한 자원 동원능력으로 보기도 함(박찬웅, 2000, 

88쪽 재인용)

7) 버트(Burt)가 강조한 약한 연결망은 폐쇄네트워크 이론과 

달리 약한 연결의 강점을 부각하는 이론임. 약한 연결의 강

점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약한 연결은 네트워크나 집단을 연

결하는데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임. 또한 정보의 중복성이 

낮아 다양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구

조적 공백이란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되지 못한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위치라고 정의할 수 있음 (Burt, 1992; 장시

준, 2006, 8~9쪽 재인용)

8) 더 자세한 내용은 이철수 외, 2009 참조

9)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10) 인지잉여의 개념에 따라 미디어의 공유 도구 개념이 바뀌

고 있음(이충호 역, 2010, 42쪽)

1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접근하려면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하지만, 위키피디아에 접근하는 것은 개방돼 있는 특징이 

이러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음. 소프트웨어도 상업적 버전

과 오픈 소스 버전 사이에서 비슷한 변천을 겪었음

12) 관련하여 클라우드서비스란,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 문서 주소록 등 사용자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

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든 다

운로드 후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함. 이러한 측면에

서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특징이 있음

1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연결되는 소셜 플랫폼과의 특징 

비교를 위해 인터넷에서의 단순 연결로 나타나는 전자플랫

폼을 지칭 (이호영 외, 2012a, 22쪽) 

14) 통상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하여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말함.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원 중에서 정보 관련된 부분을 강

조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등

에 대해 상대적 개념으로 설명함

15) 최근에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변방의 국가

들의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현상들(예. 강남스타

일의 성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짐

16) 단순히 지리적 경계에 의한 양적인 공간과 대비하여, 인

식·지식·사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으

로서, 그 안에서 존재론적 자질 및 사교 방식들이 서로 교

류하고 이동하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하여 질적 공간으로 

묘사함

17) 이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성 보다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로컬들의 상호작용, 상호연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

념으로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기에, 

불필요한 개념적 오류를 피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원어 그대로 ‘트랜스로컬리티’로 번역함. 트랜

스로컬리티(translocality)는 ‘경험과 행위가 교차되는 모호

한 공간, 즉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많

은 것들(사람, 아이디어, 물건 등)들의 상호연결성에 의해 

창조되는 일종의 관계적 공간’을 의미(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민, 2012, 13쪽을 참조)

18) 베네트(Bennett)의 경우 음악의 사회관계를 설명하면서 

씬(Scene)이라는 개념을 통해, 맥락적 조건을 로컬씬(local 

scenes), 트랜스로컬씬(trans-local scenes)과 가상씬(virtual 

scenes)으로 구분하면서, 이중에서 지구화시대에 트랜스 

로컬 씬이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큼을 강조함 (Bennett, A., 

Peterson, R., eds, 2004, 2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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