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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소비 및 확산에 나타나는 시공간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며 확산되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확산과정을 분석한다. 특

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탑재된 이후 4~6개월간의 지역별 유튜브 조회 수와 트윗 자료 및 구글 검색 수를 

바탕으로 이들이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의 시공간적 특성을 파악 한다. 분석 결과 뮤직비디오와 같은 문화콘텐츠 상품

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 거리와 무관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확산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전파되는 시점과 전개

과정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언어, 문화적 연관성 및 한류에 대한 호의성 및 배타성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문화

적 거리가 이러한 문화 상품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문화콘텐츠 상품, 확산의 시공간적 특성, 디지털미디어, 뮤직비디오, 문화적 거리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ime-spac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ptions of cultural-contents 
commodities and their spatial diffusion progresses via digital media. For the purpose, we examine the 
spatial diffusion patterns of PSY’s Music Video “Gangnam Style” since it has been launched on the 
YouTube. By visualizing the spacio-temporal progresses of YouTube, Tweet, and Google searching data 
during four months after launching, we examine the time-space characteristics of diffusion patterns of 
the music video via each media. We found that the adapting time and the diffusion progress were not in 
accordance at each country. The results revel that cultural distance such as characterized by language, 
cultural linkage, exclusivism or courtesy for the ‘Hanrue’ affects quite strongly on the spatial diffusion of 
music video rather than physical distance.

Key Words :  cultural contents commodity, spac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diffusion, digital media, 
music video, cultur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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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가·문화·예

술 활동에 대한 노출과 접촉이 많아지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의 높아지면서 문화상품에 대

한 수요가 증대하여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

으로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

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3차 산업의 단순한 확장이

나 발전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정

보, 디자인, 상징 등이 투입되어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액 규모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

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94조 3,000
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성장폭

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콘텐

츠진흥원, 2015). 수출액의 성장세 역시 지속되

어 2010년에 31억 9,000만 달러 규모였던 수출액

이 2014년에는 22억 2,000만 달러가 증가한 54억 

1,000만 달러에 달하여 지난 5년 간 약 70% 가량

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

라에서 음악,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 상품을 수

출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0년 상반기 

9,180만 달러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1억 2,350만 

달러로 1년 새에 35%가량 증가하는 빠른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케이팝(K-Pop)과 영상관련 

매출규모가 1,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

라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의 90%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 부문은 전년 상반기 대비 11%의 증가 수

치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특히 최근 가장 큰 성

장을 보인 것은 음악부문으로 최근 3년간 매출 규

모는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수출 부문은 2012년에 매출이 4조 원 대에 진입한 

이후 2014년 현재 4조 6,000억 원으로 지속적으

로 4조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b). 따라서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장래 유망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상품은 그 생산과 유통 및 소비패턴

이 기존의 상품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보급되고 대중화되면서 다

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

화콘텐츠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콘텐츠 상품들의 유통과 소비도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SNS)와 결합된 스마트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이들이 생성

되어 확산되어 나가는 양상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

르게 전개되고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 지구적이며 동시

에 지역적인 문화적 혼종성의 발전, 인지문화경

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지식, 다양한 문화콘텐

츠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자원의 왕성한 

발전 등을 통해 공간적 지형이 변화하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이병민·이원호, 2014). 
따라서 문화콘텐츠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

한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로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상품이 출시된 후 소멸되지 않고 살

아남기 위해서는 널리 수용되며 확산이 이루어져

야 한다. 공간 확산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현상

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기에 발생한 장소에서부

터 다른 장소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

서 공간적 확산은 시·공간적 과정이다(Brown, 

1968; Gould, 1969; Morrill et al., 1988). 정보

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

는가? 혹은 전염적인 질병이 퍼지는 패턴은 어떤

가? 등 우리의 주변에는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현

상들이 많이 있다. 지리학에서는 거주지 확산, 식

량과 의복의 확산, 전쟁기술, 주거양식, 도시화

의 확산 등의 전지구적 규모의 현상에서부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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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전염병)의 전파, 도시의 확장, 동족 집단의 확

장 등의 지역규모에서의 현상까지 이러한 공간확

산이 지역들의 인문적 자연적 경관을 변형시켜가

는 과정이라고 보아 일찍부터 지리적 연구의 초

점이 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Hägerstrand, 

1967; Brown, 1968, 1981; Gould, 1969; Cliff 
and Haggett, 1979; Eveland, 1986; Morrill et al., 

1988).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On-line)매체의 

확산 메커니즘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영

향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문

화콘텐츠 상품의 확산은 그 확산이 진행되는 시점

이나 전개되어 나가는 양상이 지역에 따라 상당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장순, 

2005). 대표적인 예로 2012년 7월 온라인 상의 유

튜브(YouTube)에 뮤직비디오(music video)가 탑재

된 이후 매우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싸이

(PSY)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은 기존의 확산모형이나 

단순한 통계기법으로는 이러한 문화콘텐츠 상품

의 확산 양상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

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적 공간거리와 무관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소비 및 

확산에 나타나는 시·공간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 인

기를 누리며 확산되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

직비디오의 확산과정에 나타나는 시·공간적 특

성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

되었던 초기 4개월 동안의 다양한 온라인 정보매

체의 실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시각화 모

형을 구축하여 뮤직비디오와 같은 문화콘텐츠 상

품 확산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

여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탑재된 이후 

4~6개월간의 지역별 유튜브 조회 수와 트위터

(Twitter), 그리고 구글(Google) 검색 트렌드를 분

석하여 각 매체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의 시공

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콘텐츠 상품의 확산과정에 

나타나는 시공간적 특성을 파악한다는 경제지리

학적 의미도 크지만 문화콘텐츠 상품의 소비행태

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문화콘텐츠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문화산업경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2. 정보매체의 발달과 문화콘텐츠 

상품의 공간적 확산 

1) 정보매체의 발달과 음악산업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보급

되고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정

보매체의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신문이나 

도서 등의 출판물들도 웹사이트 기술에 맞춰 새롭

게 구현되었는데, 블로그나 RSS 등과 같은 형태로 

독자들에게 서비스되었다. 디지털 정보매체를 대

변하는 인터넷은 개인, 학교, 기업, 정부 네트워크 

등을 한정적 지역에서 전체 영역으로 유선, 무선, 

광케이블 기술 등을 통해 연결하여 구성한 네트워

크들의 네트워크이다(김평수 외, 2007). 이러한 

인터넷에 의해 사람들의 소통방식도 인스턴스 메

시지1), 인터넷 포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진화해 왔다(이상호, 2011).
문화콘텐츠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있지만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

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라는 정의(김평수 외, 2007)와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 라는 정의(백승국, 2004) 등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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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뮤직비디오는 노래의 판매 및 확산 촉진과 

예술적 목적으로 노래와 영상을 결합한 짧은 영상

필름을 일컫는 것으로 음악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미디어에 담은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상품의 하나

이다(Wikipedia, 2012). 뮤직비디오의 역사는 일

찍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문화콘텐츠 상품으

로 뮤직 레코드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마케팅 매체로 뮤직비디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MTV가 미디어매체에 포맷의 기

반을 두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1은 케이팝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콘텐

츠 상품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산업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음악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다소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매

출액과 부가가치액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액은 2011년부터 큰 폭

으로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2.6%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입액은 2.1%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한국음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뮤직비디오와 같은 문화콘텐츠 상품은 그 생산

과 유통 및 소비패턴이 기존의 상품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보급

되고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 상품들이 생산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콘텐츠 상품들의 유통과 

소비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된 스마트공

간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

뀌어서 이들이 생성되어 확산되어 나가는 양상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일상생

활 및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사회연결망에 게시

(posting)하여 자신의 친구와 공유(sharing)한다. 

또 친구의 게시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한

다. 이러한 개인들의 움직임이 소셜네트워크에 의

미있는 거시적 정보흐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토픽이나 트랜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진

화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정보 흐름들을 관심 토

픽별, 또는 키워드별로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재구

성하게 되면 특정 정보흐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보흐름 네트워크에 

대해 커뮤니티 분석을 하고 소속 커뮤니티 내 노

드들의 역할을 분석하게 되면 커뮤니티별로 영향

력이 높은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를 추출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소셜 타깃 마케팅 

광고를 위한 핵심 기술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

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연결망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관심사를 갖

표 1. 음악산업 성장 추이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백만원) 부가가치액(백만원) 수출액(천 달러) 수입액(천 달러)

2009년 38, 259 76,539 2,740,753 1,022,766 31,269 11,936

2010년 37,634 76,654 2,959,143 1,142,896 83,262 10,337

2011년 37,774 78,181 3,817,460 1,597,663 196,113 12,541

2012년 37,116 78,402 3,994,925 1,663,764 235,097 12,993

2013년 36,863 77,456 42,77,164 1,704,877 277,328 12,961

연평균증감률(%) △0.9 0.3 11.8 13.6 72.6 2.1

자료: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산업별 결과, 3장 음악산업,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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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친구 맺기)를 통해 인맥

을 형성한다. 즉, 노드가 다른 노드와 링크를 형성

하면서 소셜네트워크가 형성 된다. 이렇게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된 소셜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

할 때, 글로벌 구조 분석, 커뮤니티 분석, 노드 역

할 분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글로벌 구조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정의되는 각종 지표(네트워크 직경, 

친구끼리 친밀도, 친구 수 분포 등)를 분석하여 네

트워크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한다. 커뮤니티 분

석은 네트워크 내 조밀한 연결 구역을 명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

는 노드들은 외부보다 이들 커뮤니티 멤버들끼리 

조밀한 연결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맺

게 된 원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 또는 프로

필의 유사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타깃 마케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도 커뮤니티 내 각 노드들의 역할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특정 그룹 내 각 노드들의 

특성이 파악되어 최종 타깃팅을 위한 판단 근거

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연결망에서는 

시시각각 사용자가 가입 및 탈퇴, 그리고 새로운 

관계 맺기 형성 및 끊기가 빈번히 이뤄진다. 이러

한 개별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두 커뮤

니티가 합쳐지거나 특정 커뮤니티가 여러 개로 갈

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지속적으로 유지

되면서 팽창하는 것이 있는 반면 점점 그 세가 작

아지고 결국은 사라져가는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존 상품 또

는 정보에 대한 관심사가 같은 별개 커뮤니티들의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다. 또 새로운 토픽의 출현, 

팽창, 소멸 현상도 커뮤니티 생성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디오는 2011년 가트너가 뽑은 톱10 전략 기술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분석은 6위를 차

지하고 있다.2) 사실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술은 이

전부터 있었으며 특히 20세기 말에 들어 네트워

크 사이언스의 출현으로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 기

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복잡계 네트워크 분

석 기술은 이미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의학 등

에 두루 활용되고 있었으나 소셜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응용은 이제 가장 주목 받는 연구영역이 되

고 있다. 복잡계 네트워크의 분석방법들을 접목시

켜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대규모 소셜네트워

크 데이터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2) 문화콘텐츠 상품의 공간적 확산

문화콘텐츠 상품이 출시된 후 소멸되지 않고 살

아남기 위해서는 널리 수용되며 확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혁신의 전파이론(diffusion theories of 
innovations)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각기 다

른 문화를 가진 지역사회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그리고 왜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촌락

사회학자 Roger가 1962년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체계화되

기 시작한 확산이론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발전

되어 왔다. 특히 지리학에서는 Hägerstrand(1965; 
1967)가 시간과 공간을 결합하여 지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시간지리학적 관점에서 확산문제에 공

간을 결합시키면서 공간 확산 문제는 중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질병의 공간적 확

산 연구에서 이용되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Pyle, 1979; Cliff and Haggett, 1979). Horn-
sby(2000)는 질병의 확산 패턴을 유형화하여 확

장적 확산(expansion diffusion), 접촉적 확산(con-
tagious diffusion), 계층적 확산(hierarchal diffu-
sion), 그리고 재입지 확산(relocation diffusion)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Cromley와 McLafferty(2002)
는 여기에 네트워크 확산(network diffusion)과 혼

합적 확산(mixed diffusion)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뮤직비디오 같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확산은 각 지

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어야 하므로 

확산이 전개되는 과정이 지역의 인문사회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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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르게 시·공간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

으로 보인다. 확산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킨 Rogers(1962)는 공간확산의 주요 요소로 현

상(phenomena)과 전파(spread)를 꼽고 있다. 그는 

확산(diffusion)을 새로운 혁신이나 아이디어 혹

은 상품 등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나의 사회체계

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채널들을 통하여 소통되

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하나의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소로 혁신(the innovation)이라는 현상과, 전파와 

관련된 소통채널(communication channels), 시간

(time), 그리고 사회체계(social system)를 제시하

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혁신(혹은 기술, 신상품)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

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서만 확산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용률의 범위 내

에서 혁신이 임계크기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에 급

속히 확산이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포화되는 상

태에 이르게 되어 정체된다고 보고 있다(Rogers, 

1962; Eveland, 1986). 따라서 확산은 S 곡선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로지스틱함수(logistic function)

를 이용하여 다양한 혁신들의 확산 및 시장침투

(market penetration)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은 Rogers(1962)에 따른 혁신의 확산과정

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잇따라 수

용하는 소비자 집단(짙은 색 선)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할당은 궁극적으로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다(옅은 색 선). 초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을 

수용하는 혁신자 집단은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

하고, 그 후 초기 수용자 집단이 13.5% 초기 및 후

기 다수 집단이 각각 34%씩 차지하고, 마지막으

로 늦게 수용하는 집단이 16%를 점유하는 종형 곡

선을 이룬다(Rogers, 1962). 
Rogers(1962)는 혁신의 전파는 수용자의 유형

과 혁신의 의사 결정 과정에 크게 주도되는 것으

로 각기 다른 사회나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

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혁신의 수용자 범주

를 혁신자(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

그림 1. 혁신의 확산 과정(Rogers, 1962)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Everett_Ro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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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ity), 그리고 후발주자(laggards)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과학적인 견지

에서 평가되기 보다는 혁신영향의 전파에 대한 주

관적 인식에 의해 평가된다고 보았다. 즉, 그 과정

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되어 최종적으로 사회

체계에 의해 확산되는 것이므로 확산의 규범, 오

피니언 리더와 변화 요원들의 역할, 혁신 의사결

정의 유형들, 혁신의 결과물들을 결정짓게 된다고 

보았다(Rogers, 1962; Singhal and Rogers, 2001). 
그러나 이러한 로지스틱 모형화에 대한 비판

들도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은 기술은 정적인 것이 아니므로(Giesler, 2012). 
S-curve를 따라 새로운 수용자들에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

으로 S-curve는 단지 ‘1회적으로 일어나는 것(hap-
pen)’이 아니라 본래의 혁신의 다른 버전들을 수용

하는 인구의 다른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종형

곡선(bell curves)’ 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기존

의 확산이론들은 소통과정에서 정보가 한쪽 방향

의 흐른다고 가정한 부분도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된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Roger는 메

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을 설득하려

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의견교환이 거

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변화를 이행하는 사람

이 확산의 방향과 결과를 조정한다고 보았다. 

다양한 사회통신망과 스마트전화 사용의 폭

발적인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제한

을 받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해결하는 디지털유목

민(digita l nomad)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들

이 하나의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기 까지는 지

식(knowledge), 설득(persuasion), 의사결정(deci-
sion), 이행(implementation), 그리고 확정(confir-
mation)의 5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아 혁신의 전

파에서 핵심은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Rogers, 
1962). 일단 혁신이 개인에 의해 채용되면 그것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된다. 인

터넷이 소개되기 전에는 혁신의 전파에 있어, 특

히 단계적 부적절한 부분과 그를 어떻게 해결하

는가 하는 등의 암묵적 지식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나 개인들에게 

컴퓨터 네트워크가 널리 확산되면서 혁신의 전파

는 훨씬 더 잘 이끌어지고 있다고 보았다(Rogers, 
2003). 이에 따라 혁신의 확산을 시뮬레이션 하

기 위하여 다양한 컴퓨터모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Veneris, Grübler, 1990), 수용자의 범주화에 대한 

기반으로서 사회연결망을 이용하여 사회모형(The 
social model)을 확장시키는 등(Valente, 1996) 다

양한 확산모형이 소개되고 있다(Rogers, 1962; 

Eveland, 1986; Cromley et al., 2002; Wejnert, B., 

2002). 
새로운 정보매체들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기능

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

츠 상품들이 창출되고 있으며(백승국, 2004) 그 

생산과 소비 및 유통 구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이금숙 외, 2012). 특히 음악을 담은 문화

콘텐츠 상품은 생산과 소비 및 유통에 많은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김유미·이금숙, 2001). 2000년
대 이후 음반 시장의 몰락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

세를 보이던 디지털 음원시장의 기세가 한 풀 꺾

이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최근 수 년 간 급증한 스마트폰 보급

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Jiang, 2011). 
각종 요금제를 통해 무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

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음원을 따로 저장하는 수

고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 들을 수 있는 간편한 

플랫폼을 선호하게 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따라서 이러한 문화콘텐츠 상품들의 소비

도 실시간성, 다양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된 스마트공간에서 동시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며,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즉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소비되고 확산되어 나가

는 양상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2는 매체별 공간확산의 시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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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페이스북와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대변되는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은 글로벌 환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공

간일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쌍방향

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이

병민·이원호, 2014). 따라서 오늘날의 정보 및 문

화콘텐츠 상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는 실시간성, 

다양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와 결합된 스마트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지리적 문

화적 배경을 지닌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On-line 상에서 문화콘텐츠  

상품 확산의 시공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유

튜브에 탑재된 이후 4개월 동안의 지역별 유튜브 

조회수와 트위터 자료, 그리고 구글 검색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매체별로 확산되어 나

가는 과정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1) 유튜브 조회수의 지역별 확산 양상

유튜브는 케이팝과 한류 시장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터넷 매체이다. 최근 유튜브를 견

제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만들어 음악 방송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하던 방송사들이 개별적 수익구조 창

출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뮤직비디오 

확산에서 유튜브는 여전히 주요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유튜브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지난 2012년 7월 15일에 싸

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처음 출시된 후 2
개월 만에 ‘The most “likes” on YouTube’로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s)을 기록할 정도

로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세계 이

곳저곳에서 시간차를 보이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앞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뮤직비디오 “Call Me Maybe”가 점진적인 증가추

세를 보이는 것과 매우 다른 급속히 폭발적인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림 2의 (나)는 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탑재

된 후 조회 수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두 뮤직 비디

오가 모두 초기에는 낮은 증가추세로 시작하였으

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은 출시된 지 52일이 

지나면서 1억 건을 돌파하더니 98일이 경과하면서 

5배인 5억 건을 돌파하고, 다시 반년 만에 12억 건

을 돌파하는 등 일평균 6백 5십만 건의 조회수를 

표 2. 매체별 공간확산의 시공간적 특성

Media Spatial Time Barriers

YouTube
Twitter

Global Synchronize
Internet 활용능력

SNS 활용능력

TV
Newspaper

Regional  Synchronize 언어 및 영역

Person Local Time-lag 사회적 및 지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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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밖에도 댓글도 

5백만 건을 넘고, ‘좋아요’는 7백만 건에 근접하는 

등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으로 전무후무한 기록

을 세우고 있다. 또한 관련 패러디 영상물은 3개월 

지난 시점에 61만여 건으로 최단기간 패러디 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유튜브의 지역별 통계정보를 보면 확

산이 진행되는 시점이나 전개되어 나가는 양상

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건 수가 1억 11만 5923건이었던 2012년 9월 2일 

기준 대륙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의 52개 국가에

서 총 48,523,316건으로 전체의 48.47%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 북미권(중미 포함)의 14개 국가에서 

23,112,845건으로 전체의 23.09%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유럽의 49개 국가에서 총합 20,374,814
건으로 20. 35%를, 남미권 33개 국가에서 4.12%, 

오세아니아 21개 국가에서 3.08%, 아프리카 51개 

국가에서 0.31%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륙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유튜브에 “강남스타일”이 탑재된 이

후 국가별 조회 수의 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조회 수의 변화과정은 국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

는데 단일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19,366,054건으

로 당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바로 다음으로 

한국이 17,062,827건으로 많은 조회 수를 보인다. 

그 다음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네델란드,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

로 시간 축을 따라 조회 수의 변화과정에도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싸이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가장 빨리 조회 수

가 증가하지만 다소 들쑥날쑥하며 비슷한 규모

를 유지한다. 그 다음으로 빠르게 수용하는 국가

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말

과 8월 초에 Scouter Brown, Josh Groban, Tpain, 

Katy Perry 같은 유명인들이 트윗에서 언급하면

서 CNN과 유튜브에서 이달의 비디오(“Video of 
the month”)로 뽑혔음이 알려지면서 9월 중순 이

후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그 이후 다소 굴곡

을 보이며 그 추세를 유지한다. 그에 반하여 인도

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다소 일찍 조회 수

가 급증하였다가 감소세를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좀 더 늦은 시기에 서서히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는가 하면 영국은 미국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인 공간 확산 이론에서 

지적하는 지리적 거리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

용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                                                                                  (나)

그림 2. 유튜브 탑재 후 조회수 추이 비교

출처: youtube-trends.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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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위터에서의 확산 양상

트위터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140자 이내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트윗한 내

용에 대해 페이스북과는 달리 먼저 상호관계가 맺

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유로이 그에 대해 자

그림 3. 국가별 “강남스타일” 조회수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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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견을 다는 리트윗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

러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고 교환하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는 세계

적으로 2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4백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이

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최근 트위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제어들을 예측 가능성 여부와 지속 가능성 여부

에 따라 범주화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각 범

주별로 그 역학적 관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를 밝히고 주제어들에 대해 트윗(tweet)되고 다시 

뒤이어 리트윗(retweet)되는 과정에 대한 역학관

계에 대한 모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Kwon et al., 

2012). 또한 이러한 트위과 리트윗의 역학적 속성

에 트윗 이외의 외부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를 밝히는 연구도 시도되었다(Kwon et al., 2014).
트위터 분석 사이트인 topsy.com의 분석도구

로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싸

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한 트윗 자료를 분석하

여 본 결과, 출시되던 7월에는 트위터에서 이에 

대한 언급(Twitter mentions)은 미미하였다. 그

런데 7월 말과 8월 초 연이어 Scooter Braun, Josh 
Groban, Tpain, Katy Perry같은 연예계 세계적 유

명인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트위터에서 언급

하고, 씨엔엔(CNN) 방송에서 뉴스화 되고, 유튜

브에서 “Video of the Month”를 차지하는 등 세계

적인 시사매체들에서 언급된 이후부터 트위터에

서 이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기 시

작하여 8월 20일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9월 초

에 다시 급증하여 하루 동안 97,697건의 트위터 언

급(Twitter mentions)이 나타나는 등 정점에 이르

고, 그 이후 한 때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10만 이상의 

트윗 수를 유지하며 확산된다. 트위터들의 성별

(gender)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62%, 남성이 

38%로 여성이 남성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인

다. 또한 연령대별 분포에서 25-34세가 가장 많

고, 20-24세가 그와 거의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

어 트위터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확산시키는 

주도 세력층은 20대와 3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트위터 상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에 대한 언급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트윗 수의 지역별 확산 양상을 보면 싸이의 고

국인 한국의 서울에서 7월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7
월말과 8월 초 세계적 유명인들과 유명 방송매체

들에서 언급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8월 20일 까

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 9월초에 다시 급격한 증가

를 보였으나 이를 정점으로 9월 중하순부터 급격

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해 미국을 대

표로 하는 북미지역권에서는 9월 초까지 서울에

서와 거의 같은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하

고는 다르게 9월 중하순 이후에도 미미한 감소세

를 보이면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림 5는 2012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1년 15일 

까지 4개월여 동안 각 국가의 트위터 상에서 “강남

스타일”에 대한 누적된 언급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적 분포 패턴에 있어 특히 흥미로운 국가는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어 지리적 거리가 가깝

고 문화적으로도 동북아시아의 유교문화권을 이

루는 중국과 일본이 보이는 양상이다. 중국은 전

체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10월 달에 

이르러 정점(peak)에 달하고, 그 이후 다소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양상은 영어권 국

가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

우 다른 한류 문화콘텐츠 상품들과는 달리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는 매우 배타적인 양상을 보

인다. 이는 기존의 한류 뮤직비디오들이 일본을 

기반으로 출발하면서 일본에서 열풍을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미국 등 영어권을 기반으로 

출시되고 확산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

한 배타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에 “강남스타일” 트윗의 국가별 트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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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위터를 통한 “강남스타일”의 확산 과정

그림 5. “강남스타일” 4개월 누적 트윗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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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싸이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다소 들쑥

날쑥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

다가 8월에 한 번 정점에 다다르고 감소했다가 다

시 변동을 보이면서도 증가추세를 10월까지 이어 

가다가 10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에서 국가에 따라 다소 시간차를 보

이기는 하지만 10월을 전후하여 정점에 다다른 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빈

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럽에서도 독

일과 프랑스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늦게 조회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같은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시아권에서는 말레이시

아와 타이에서는 일찍이 8월 중후반 부터 크게 증

그림 6. 국가별 “강남스타일” tweet 수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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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정점에 이르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보다 한 달 정도 뒤늦은 9월 말에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정점에 이른다. 그밖에 남미의 브라질의 경

우 전반적인 추세선의 양상은 북미지역의 국가들

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의 스페인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영어권 국가들과 유사

한 패턴을 보이나 10월 싸이의 호주 방문을 전후

한 시점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3) Google 검색 확산 양상

구글은 2004년 처음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이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이미 하루에 10억 개 이상 검색 요구와 24페타바

이트(petabytes)의 이용자-생성데이터(user-gen-
erated data)를 만드는(Kuhn, 2009) 세계에서 가

장 많이 방문되는 검색창이 되었다(Alexa, 2013). 
2013년 9월에 이르러서는 40개국에 70개의 사

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하였다(Google Inc., 
2013). 특히 구글 검색(Google Search)은 웹상에서

의 검색엔진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는 검색엔진으로 2015년 2월 현재 하루 30억 건 

이상 검색이 이루어지는 세계검색 수용의 70%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Google, 2015). 구글 검색의 

특징 중 하나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많이 연결된 페이지를 더 좋은 문서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을 페이지랭크(PageRank)라
고 하며 구글의 알고리즘은 접속빈도가 잦고 연관

성이 높은 링크를 상위에 노출할 뿐 아니라, 신뢰

성에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특정 링크의 클

릭률이나 특정 링크가 얼마나 많이 링크되었는지

를 기록해 ‘연관성’ 점수를 부여한다. 

다음 그림 7은 케이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2007년도부터 최근까지 케이팝의 구글

검색 트랜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1은 소

녀시대와 슈퍼주니어, 2는 원더걸스, 3,4는 SM 
town의 외국공연, 5,6은 빅뱅의 활동 시기였고, 7
이 싸이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케이팝이 구

글에서 확산되는 과정은 새로운 혁신이나 아이디

어 혹은 상품 등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나의 사

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 에   확 산되는 과정을 나타

낸 Rogers(1962)의 로지스틱 모형과 유사한 양상

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단일 뮤직비디오로 온라인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7월 이후 6
개월 동안 구글(www.google.com/trends)에서 검

그림 7. 케이팝의 구글 검색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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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수의 국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을 검색하

는 Google Search의 트렌드도 대륙별 국가별 유사

성과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글에서 싸

이의 검색빈도에 있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계적

으로 확산되어 가는 지역적 분포 패턴도 트위터 

자료에서와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

다.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탑재되고 1달 정도 지

그림 8. 강남스타일의 구글 검색 수의 지역 변화 양상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2년 8월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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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월까지는 동남아시아 위주로 검색되고, 9월

부터는 오세아니아, 중앙 및 서남아시아, 아프리

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

은 검색이 이루어진다. 그 후 이 지역들에서는 그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약해지며 서유럽 국가 등 

그 외 지역에서 빈도 수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

나며 2013년 1월에 이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지

역에서 검색 빈도 수가 높아진다. 여전히 흥미로

운 사실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어 지리적 

거리가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동북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을 이루는 중국과 일본에서 구글 검색 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미

국 등 영어권을 기반으로 출시되고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반하여 일본과 중국의 경우 다른 

한류 문화콘텐츠 상품들과는 달리 싸이의 “강남스

타일”의 경우는 매우 빈도가 낮은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한류 뮤직비디오들이 일본을 기반으로 출

발하면서 일본에서 열풍을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

여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통

하여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 본 이상의 분석에서 

주류문화의 단방향적인 지역으로 이동이라는 기

존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

으로 문화의 소통을 이루어낸다는 점과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문화콘텐츠의 유통은 전 세계 유통

망을 독점한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을 우회하여 이루어지면서, 독특한 비주

류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 중요한 함의를 갖

는다는 점을 지적한 이병민과 이원호(2014)의 주

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이제까지 언어적, 문화적 한계로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북미와 유럽권으로의 확

산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2015a)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디지털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빠

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케이팝 지형도를 북미권

을 비롯한 서구권까지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실재공간(rea l 
space)에서 작용하는 지리적 거리(geographic dis-
tance)와 무관한 가상공간(cyberspace)인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 본 이

상의 분석에서 뮤직비디오(music video) 등의 문화

콘텐츠 상품들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도 지역에 따

라 시간적 차이를 보이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진

행되는 확산패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는 단순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를 받

아들이는 지역들의 지리적 특성이 상당히 작용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뮤직비디오와 같은 문

화 상품의 경우 언어, 문화적 연관성 및 한류에 대

한 호의성 및 배타성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문화

적 거리(cultural distances)가 이러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온라인상의 유

튜브에 뮤직비디오가 탑재된 이후 매우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출시 후 4~6개월간의 지

역별 유튜브 조회 수와 트위터 및 구글 검색 수 자

료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상품 확산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지

역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확산되어 나가고 

있으며, 그 시간적 차별성과 함께 시간이 경과하

면서 확산이 전개되어 나가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실재공간에서 작용하는 지리적 거리와 

무관한 가상공간을 통하여 전파되는 뮤직비디오 

등의 문화적 상품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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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보이며, 시간의 경과

와 함께 진행되는 확산패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은 문화 상품의 경우 언어, 문화적 연관성 

및 한류에 대한 호의성 및 배타성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문화적 거리가 이러한 문화 상품의 확산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뮤직비디오의 확산과

정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 분석은 문화콘텐츠 상품

의 확산 매커니즘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

의가 크다고 본다. 특히 실재공간에서 작용하는 

지리적 거리와 무관한 가상공간을 통하여 전파되

는 문화콘텐츠 상품들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왜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보이며, 시간

의 경과와 함께 진행되는 확산패턴도 다르게 나타

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

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으로 부가

가치가 높아 모든 국가가 주력하고 있는 문화산업

의 시장 확장의 계획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된 스마트공

간을 통하여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빠르게 전파되는 

문화콘텐츠 상품 확산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양상

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 확산모형

을 좀 더 정제해 나가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

이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실제 트윗 데이터를 통

하여 주제어들을 예측 가능성 여부와 지속 가능

성 여부에 따라 범주화하고, 특정 주제어들에 대

해 트윗되고 다시 뒤이어 리트윗되는 과정에 대한 

역학관계를 밝히는 동역학모형을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된 스마트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빠르게 전파되는 문화콘텐츠 상

품 확산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밝히는 시공

간적 확산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

1) 인스턴스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스키마에 의해 정의된 메

시지 구조의 인스턴스다. 스키마 또는 함께 사용되는 일련

의 스키마는 유효한 인스턴스 메시지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정의한다.

2) 가트너는 매년 IT업계를 이끌 중요한 기술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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