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톨팔굶따-

됨담담 

긴급재난때응에서 정보공유를 위한 소설 미디어(Social Medi이 

트위터(twi삐er)서비스 활용 

이 영 재 

(동국대학교 교수)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와 같이 인 

터넷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 

분과 인맥을 형성하는 소설네트워킹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가 2 1세기 정보시대에 점차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들 

을 총칭하여 소설미디어 (Social Media)라 한다. 

소설 미 디 어 들 중에서 “ What are you doing?" 이 라는 질 

문에 140글자(1 40바이트) 미만의 간단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트위터 인터넷서비스φ뼈파인쁘쁘‘ 

파따양와m)는 2006년 3월에 벤처기업가 에반 윌리엄스 

(Evan Williams)와 엔지 니 어 잭 도르시 (Jack Dorsey) 등이 

시작하여 이제 만 3년 6개월된 신생 인터넷서비스이자 

벤처기업이다.20081년 11월， 수익은 고사하고 매출도 l원도 

없는 이 조그마한 회사를 페이스북(btt비WWW.做hook.com) 

은 5억달러에 인수할 것을 제안했고 트위터는 거절함으로 

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한 줄로 구성된 블로그인 트위터 서비스의 가장 큰 매 

력은 실시간(real time)으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슈들을 다룬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이슈와 속보를 신문 

이나 TV보다 한 발 앞서서 트위터에서 가장 먼저 게재되 

고 세계에 타전되며 핸드폰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 

란 반정부 시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위구르 사 

태 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트위터 활용 예를 들어보자， 

2008년 1 2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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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활주로에 미끄러져 38명이 다 

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때 한 숭객은 9 11 에 구조요청을 

한 것 이 아니 라 “ Holy sh it, I was just in a plane crash!"라 

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트위터 문 

화의 상징이다 

‘허드슨강 기적’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2009년 I 월 15 

일 오후 3λ1 26분에 일어났다 북 캐롤라이나주의 살렷으 

로 가기 위해 뉴욕의 라과디아공항을 떠난 US 에어웨이 

소속 1549편 여객기는 이륙한 지 l분 만에 두 차례에 걸 

쳐 새 떼에 부딪히면서 엔진 두 개가 모두 고장 났고 연 

기에 휩싸였다. 당시 이 여객기는 뉴욕 상공을 시속 Ikm 

이하로 날고 있었다. 자칫하면 9. 11 사태에 버금가는 끔 

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생과 사의 갈림길같은 순 

간이었다 관제소에서는 뉴저지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항 

으로 여객기를 유도했지만 미국 Airway소속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 3세의 판단에 그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뉴스를 통해 이 상황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입술이 마 

르는데 사고 당시 승객들은 물론 비행기의 운명을 쥐고 

있던 전투기 조종사 출신 베테랑인 그는 과감하게 기수 

를 바꾸어 허드슨강을 따라 수면 위로 착륙을 시도했다. 

이륙에서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4분에 불과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최악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설렌버거는 승객은 물론 미국 대통령，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 항공 전문가 모두가 칭송하는 

영웅이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기장의 결정이 승객과 비행기의 운명을 

가르듯 위기 상황에서 최고위험관리자(CRO)의 결정은 

조직의 생사를 결정한다. 설렌버거로 부터 조직의 책임 

자들이 배울 수 있는 위기관리의 교훈은 냉혹한 현실 인 

식， 즉각 대응， 현명한 의사결정， 평상시 교육훈련으로 

분석할수있다. 

새 떼와의 충돌로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춘 시간이 오후 

3시 27분이고， 설렌버거가 관제소의 제안을 포기하고 허 

드슨강위로 착륙을 시도한 것은 3시 30분이다. 위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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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부터 해법을 판단하기까지 3분이 채 안 걸렸다.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것 

과빠른의사 결정 사이에서 항상갈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뉴욕 허드슨 강에 미국 항공기(US Airway 1549) 

가 비상착륙했다는 첫 소식은 트위터를 통하여 이루어 졌 

다. 현장 근처를 지나던 배에 타고 있는 재니스 크럼 (Krum) 

은 착륙한 항공기를 보자마자 현장 사진을 트위터에 전송 

했고 이 사진은 삽시간에 인터넷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 재난관 

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상시 모니터링체계이다. 사전 

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때 초기정보는 너무나 

중요하다. 재난 대응에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확한 

현장정보는 합당한 재난대웅 자원들을 배치하여 효과적 

으로 재해를 경감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비슷한 사 

고가 사람이 왕래가 거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발생하 

고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 

게 되는것이다. 

올해 뉴욕인근 허드슨 강에서 있었던 기적같은 비행기 

비상착륙사건은 영웅 체슬리 설렌버거 3세의 위기관리 

역량과 이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지원한 구조구급팀의 헌 

신적인 노력에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트위터에 

첫 소식을 전한 재니스 크럼의 신속한 정보전달 역시 칭 

찬받아야 할 것이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정보의 소중함 

을 인식하고 그 신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소설 네트 

워킹 서비스 트위터를 통하여 수범사례를 살펴보았다. 

[트위터의 사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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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설가 이외수， 한글과 컴퓨터 전 대표 이찬진 둥 

유명인들이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여과없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트위터 서비스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우선 기본적 기능으로 이야기 듣기 (Following)가 있다. 

단지 어떤 사람을 내 목록에 추가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 

듣기’만 클릭하면 된다. 다른 복잡한 인터넷 서비스처럼 

양방향으로 무엇인가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 

다. 그저 Following 버튼만 누르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내 

첫 화변에 시간 순으로 배열 되는 것이다. 유명인이나 대 

가의 작성한 글(트위터， twitter)을 읽게 되는 것이다. 

답글(Replies， @userid)은 어 떤 사용자의 메 시 지 에 대 해 

답글을 다는 것으로 @에 사용자 아이디를 적고 내용을 

적으면 해당 사용자의 답글 페이지에 나타난다. 답글 역 

시 또 하나의 글로 취급되기 때문에 메시지 처럼 의미 

있는 글을 적는것이 좋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햇갈리 

는 것이 A가 쓴 답글이 B의 어떤 글의 답글인지가 분명 

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 

리 작성한 답글은 나와 친구의 친구를 이어주는 또 다른 

매개체가된다. 

직접 메시지 (Direct Message, DM)은 켓속말 기능으로 

나를 Follow 한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약속 

한 사람의 화면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DM은 약속을 정 

하거나 비공개해야 할 내용을 전할 때 사용하면 된다 

리트윗(RT， ReTweet)은 트위터 내에서 Follow하고 있 

는 다른 이로부터 괜찮은 정보를 얻었다면 그 내용을 그 

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것을 리트윗(ReTweet)이라고 하고 “ RT 내 생각 @userid 

리트윗 내용”의 형식으로 적는다. 글자 제한이 있으므로 

내 생각을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된다. RT는 일종의 출 

처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펌질’이라고 보면 된다. RT를 

받는 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공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네트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나 

타내는지표가된다. 

전해들은 말(OH， OverHeard): OH는 트위터의 누군가 

로 부터 전해들은 말을 적는 것으로 소문이나 혹평 같은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때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들은 말 

(HT, Heart Through)은 남의 글(RT)과는 달리 현실에서 

“실제로” 들은 말을 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 

누군가가 자신을 FoLlow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Follow 

할 필요가 없다. 한번 방문해 보고 그 사람이 쓰는 글이 

Follow 하면 좋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 하면 된 

다. 인터넷 서비스의 강자들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자동으로 Fol\ow 하는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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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단(B lock)하는 편이 낫다. 

Top 10 Reasons 1 * AM* Following You에서 소개되고 

있는 트위터의 추천 유형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멋진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 현실에서 자신이 알 

고 있는 사람， 친구의 와이프나 남편인 경우， TwitP i c을 

통해 흥미로운 사진을 자주 올리는 경우(글 보다는 사진 

이 사람들 눈길을 끔)， Following 하는 사람의 숫자가 친 

구 수 보다 많은 경우(대부분 이런 경우 유명한 사람이거 

나 오피니언 리더 즉， Big Mouth인 경우가 큼)， 내가 아 

는 다른 사람과 친한 경우 트위터로 블로그 글 쓴 것을 

알리느 경우와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이다. 

국내 트위터 사용자가 적은 편이며 그나마 주로 IT 업계 

에 있는 분들 위주로 쓰다 보니 일반 사용자가 적은 편 

이다. 이 중 무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푹 빠지신 드림위 

즈 이찬진 대표의 경우 가장 인기있는 국내 트위터라 하 

겠다. 

우리 모두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즉각적인 대처 (Improvization)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 

여야 한다. 컴퓨터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 메 

시지로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는 서비스， 재난정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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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매체인 트위터 (twitter)를 활용하 

여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사회가되었으면 한다 

재난현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문화를 형성 

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트위터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동 모든 부문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 

식을 바꾸고 있다 특히 미국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서로 소중한 사람들끼리 평범한 삶의 대화를 통하여 순 

간순간 아끼고 보듬어 안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재난현장의 사진을 전 

송하는 우리나라의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제대로 활용되 

어야 한다. 세계최초로 재난지역의 모든 휴대폰 사용자 

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로 재난정보 전달 모바일서비스를 구현한 나라라는 자긍 

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함께 참 

여하여 재난위험현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가 소셜네트워 

킹 미디어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같은 서비스 

가 활성화되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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