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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트러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 

전담기구(‘소셜미디어위원회’) 설립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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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ablishing ‘Social Media Committee’ 

Based on the Soci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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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이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관련 정부 차원의 현재의 노력 점검을 통하여 소셜미
디어의 올바른 활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소셜미디어 전담기구(가칭 
‘소셜미디어위원회’)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위원회의 소셜미디어 정책(Policy), 교육
(Education), 기준(Standard)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소셜트러스트, 소셜플랫폼, 소셜미디어 정책, 소셜미디어 평가

Abstract  Although the social media plays leading role in the chang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all fields, it is not really understanded the overall management of social media in society. With 
understandings on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 to make use effectively of social media in society. To achieve th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ponsibility and the effort of government was examined. As a result, the Social 
Media Strategy Broad (tentative title 'Social Media Committee') suggests to protection of the users’ rights and 
active support of the current utiliz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show the meaningful implication of social 
media strategy and standard of the social media utilization in policy, education etc.

Key Words : Social Media, Social Trust, Social Platform, Social Media Policy, Social Media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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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향력이 정치ㆍ경제ㆍ

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1) 를 이용해 자신을 극 으로 표 하여 

수동 인 소비자에서 능동인 생산자로 그 역할을 환하

여 스스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확산의 주체가 되어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은 소셜미디어가 기

반이 된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련 

평가를 공유하고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 과 고

객 리에 나서고 있다. 단편 이었던 개인과 개인이 소

셜미디어를 통해 사회 인 계를 맺고 의견과 정서를 

교환하여 사회 반 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다. 한 

2011년 10ㆍ26 보궐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소셜미

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선거의 당락에까지 향을 

1)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정확한 표현임. 위키백과 참조(http://en.wikipedia.org/wiki/Social_networking_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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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상황이 되었다.2) 이처럼 발 하고 있는 소셜미디

어는 궁극 으로 인간이 심이 되는 소셜 랫폼으로 진

화되어 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이 나타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인포데믹스3), 이용자의 개인 정보 침해, 도용 등의 사태, 

나아가 사이버 스토킹 등 범죄에 이용 될 수 있다는 

까지 소셜미디어와 련된 역기능이 꾸 히 발생하고 있

으며 이에 이용자의 보호가 필수 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그러나 실에서 이용자는 소셜미디어의 한 활용에 

한 객 인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어떤 소셜미디어

를 이용해야 하는 지에 한 선택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이에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방

법 조차 알 지 못하고 있다.

시 의 변화와 책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셜미디어 활용과 련된 기본

인 법제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 지침  기

 등에 한 정부 차원의 교육이나 노력도 이용자의 요

구에 달하지 못하는 지극히 미비한 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략은 발표[18] 가 되었으나 그 략을 실행할 세

부 방안에 해서는 구체  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소셜미디어 활용에 해 이용자의 개인 소

양과 일차 인 자정 능력에만 기 서는 안 된다. 정부 수

의 강력하고 효율 인 방안과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국가정보화 담기구가 여러 가지 문제 들로 

인해 그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했고 소셜미디어 정책 

련 담기구가 없으며 재 정부차원의 고객 창구가 

분산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담기구의 설립은 무엇보다 시 한 요청사항이 되고 

있다. 담기구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실질 인 

정책 생성과 실행, 이용자에 한 포 이고 극 인 

교육 주 , 소셜미디어 련 올바른 기  제시를 통한 공

인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

은 소셜미디어 담기구의 필요성과 정책(Policy), 교육

(Education), 공인된 기 (Standard) 련 담기구의 주

요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소셜미디어의 이해 

2.1 소셜미디어와 소셜플랫폼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해 사용

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랫폼으로, 양방향

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용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를 말한다( 키백과).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는 개인이 심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를 주체 으로 표 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간 커뮤니

이션을 진하고 궁극 으로 사회 인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것으로 트 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이 그 표

인 소셜미디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련 

다양한 정의와 종류가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주의 소셜

미디어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소셜미디어는 기존 매체에 비해 원하는 사람이면 

구나 쉽게 근할 수 있고 제작하는 것이 비교  용이

(易)하며 커뮤니 이션 면에서 즉각 인 반응이 이루어

진다(速)는 에서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열린 환경에서는 구나 정보와 콘텐츠의 

주인이 될 수 있고(開) 생산된 콘텐츠의 종류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게 되므로 다양하고 풍부한 결과물이 만

들어지게 된다(多). 한 이 게 만들어진 소셜미디어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과 연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질 수 있다(擴). 따라서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진화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기존의 콘텐츠 소비자에서 능동 인 

생산자로 환,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 1] 기존 매체와 차별적인 소셜미디어 특성

소셜 랫폼(social platform)이란 기존 정보화 랫폼

이 정보의 수집, 가공, 달 과정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서

2) 선거 6일 전인 2011년 10월 20일자 전자신문은 “SNS 소통과 모바일 경쟁력에서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후보보다 7.6점 앞섰다”고 
보도했고,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7.2%p.와도 비슷한 결과였음. *전자신문 보도는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한 것임. 

3) 인포데믹스(Infodemics):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일
컫는 용어.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이 IT기기나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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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직운 과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인간행 의 모

든 분야에 소셜화4)를 가능토록 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랫폼이란 원래 물리 인 인 라만을 의미하는 

단어 으나 인터넷과 결합되어 기술, 서비스, 실 계

를 모두 연결하는 확장된 네트워크 기반(extended 

network infrastructure)으로 의미가 발 하게 되었다 . 

소셜 랫폼은 기존 인터넷 랫폼인 기술ㆍ서비스 랫

폼에 인간 간의 계형성  상호작용이 연계되면서 계

속 진화,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랫폼은 사회, 경

제, 문화  분야에 걸쳐 거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그림 2] 소셜플랫폼으로의 진화

2.2 소셜미디어의 확산

트 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가  세계 으로 

성장 이다. 2004년 2월 등장한 페이스북은  세계 사

용자수가 올해 들어 7억 명을 돌 했으며 지 과 같은 성

장세라면 2012년 6월 경에는 10억 명의 사용자수를 돌

할 것으로 상된다. 국내에서의 성장도 빠르게 진행되

어 2010년 3월말 40여만 명이었던 사용자가 불과 1년 6개

월 여 만에 400여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그림3]).

  

  

                                             (단위: 천명)
      [그림 3]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규모 

                        (자료: socialbakers.com)

2006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크로 블로그5)의 표 

서비스인 트 터는 2009년 1월 200만개의 트윗이 올해 7

월에는 100배 이상으로 증가하 다. 2011년 9월 하루에 작

성되는 트윗은 평균 약 2억 3천만 개이며  세계 가입자 

수는 약 2억 명 이상이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속하는 활

발한 사용자의 수도 1억 명을 돌 하고 있다. 국내의 트

터 이용 증가세 역시 꾸 하게 이어져 2011년 9월 재 한

국어 트윗 계정은 약 439만개이다([그림4]).

[그림 4] 국내 트위터 이용자 증가추세 
(자료: http://twkr.oiko.cc/count)

2010년 국내 정보문화실태 조사에 의하면(행정안 부

ㆍ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정보문화실태 조사) 국내 

네티즌 10명  7명 정도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주요 

소통 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다.  다른 미디어 이용 

련 조사 발표[24]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 사용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 신문, 잡지와 같은 기존 미디어

의 사용은 뚜렷한 감소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미디어 이용시간변화 
(자료: 에스코토스 컨설팅)

동일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

터, 블로그의 이용 시간이 주말 47.1분, 평일 44.5분으로 

이메일 이용시간인 주말 18분, 평일 24.9분을 앞서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소셜미디어 이용이 표  인터넷 서

비스인 이메일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  스마트 기

4) 소셜화란 기존 인터넷ㆍ정보 서비스를 사회적 관계, 경험, 평판, 추천 등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5) 마이크로 블로그는 140~150자의 단문으로 이루어지는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서비스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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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 으로 인해 그 사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3 소셜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셜미디어는 경제ㆍ사회ㆍ정치  분야에서 큰 향

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신규 개발 비용의 감

소, 마켓   운  비용의 감소,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등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리

게 되었다. 각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극

이고 고객 착 인 마 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율 인 고객 계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회 으로

는 개인이 미디어가 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

유롭게 피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이 일종의 

향력을 가질 수 있는 소셜권력[27]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에서 주요 이슈를 악하고 

그 안을 마련하는 기  창구가 되고 있다. 번 10.26 

보궐선거에서도 트 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가 어

느 정도 당락에 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앞

으로 2012년 선  총선 등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

한 선거운동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상된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는 물리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연결사

회의 심 매개체가 되고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앞서 언 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의 활발한 사용자들  40%만이 

소셜미디어로 추천된 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 다. 정

보의 퍼나르기식 근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정보가 필

터링의 기능 없이 쉽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무

가치하거나 해가 되는 정보가 범람하게 되는 인포데믹스

가 발생하고 있다. 명  훼손이나 라이버시 침해, 근거 

없는 루머 양상 등의 다양한 부작용 역시 생겨나고 있다. 

한 각 소셜미디어의 개인신상 공개 <표 1>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상업  오용, 나아가 사이버 스

토킹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정보도용, 타인

명의 도용계정 논란 등도 험 수 에 이르고 있다. 실제 

LG, 포스코, 스24 등의 기업과 유명 개인 이건희, 이병

헌, 비, 스티  잡스 등의 명의 도용 계정 논란이 이미 발

생한 바 있다.

<표 1> 국내외 주요 소셜미디어의 노출 가능 개인정보 현황

(자료: 소셜미디어의 현황과 법제도적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 기획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이크로 블로그 이

용자의 61.2%가 ‘불법스팸 노출(50.6%)’,’불건  정보 노

출(43.4%)’, ‘잘못된 정보 노출 (28.6%), ‘언어폭력, 모욕

(27.9%)’, ‘개인정보  사생활침해(20.8%) 등의 역기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므로 그 부작용이 매우 심

각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그러나 이러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41.6% 만이 ‘사이트 이용 단’, ‘서비

스 제공자에게 상담ㆍ항의ㆍ신고’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실제 피해를 당한 27.9%의 응답자는 아무런 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마이크로 블로그 역기능 경험 현황 
(자료: 2010년 인터넷 이슈 기획조사)

이처럼 사회, 경제, 정치 반에 걸쳐 엄청난 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그 발 과 진화에 따라 개인

과 사회, 국가 반에 걸쳐 정 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

으나 반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 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 한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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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트러스트 환경 조성을 위한 

   소셜미디어 전담기구 설립

3.1 정부 차원의 소셜미디어 전담기구 부재

재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비 을 제시하고 정보화 

련 정책에 한 총 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한 조

직으로는 2009년 11월 출범한 국가정보화 략 원회6)

(KTOA)가 있다. 국가정보화 략 원회는 국가정보화 

 분야에 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화정책과 련된 

최고기구로 안 한 정보사회 구 , 디지털 복지 환경 조

성,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 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 을 

한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회 구성 원  상당수가 비정보화 분야

의 문가로 구성되어 IT 략에 출 한 CIO들이 없다

는 에서 문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16] 국

가정보화 사업을 조율하기 해 설립되었지만 500억 원

이 넘는 사업만 비 타당성 검토를 하므로 실제로 아무

런 권한도 가질 수가 없고 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통

령 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으

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고 결국 다른 원회와 통합될 

기에 놓여있다[21]. 구보다도 우선하여 소셜미디어

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 실행을 주 해야 하

는 정부 정보화 담 최고 기구가 그 태생  한계로 인해 

즉각 이고 신속한 시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이라고 하겠다. 

한 재 소셜미디어의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피해

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창구가 극

히 제한 이다.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련된 

응 지침이 이용자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련 

기 7) 웹사이트 민원 안내  FAQ 등 어떤 메뉴에서도 

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으로 미디어 련 

분쟁을 재하는 언론 재 원회에서는 소셜미디어 

련 피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방송통신 원회

의 사이버명 훼손분쟁조정부와 개인정보신고침해 센터

에서 이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힌 상 방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신고  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

셜미디어의 정보공개성과 확장성을 고려해볼 때 원작자

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재 각 응 창구의 

역할은 지극히 소극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해서 이용자는 뚜렷한 

책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3.2 소셜미디어 정책 및 전략 실현 방안 부재

행정안 부는 2011년 8월 31일 우리나라 정보화 황이 

포함된「2011 국가정보화백서」를 발간하 다. 이에 따르

면 2010~2011년 상반기(2011년 4월 기 ) 정보화 련 제

ㆍ개정 공포된 법령은 126건, 국회통과 법률은 25건이다. 

특히‘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됨으로써 그간 지 되어 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해 사실상 모든 공공기

과 민간 사업자를 망라하여 규율 상을 확 하는 법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신뢰 네트워크 사

회 구 을 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

나 재 사회 반에 향을 미치고 주요 화두인 소셜미디

어 련 법제 정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

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련

된 스마트 모바일 명과 련된 법  쟁 들에 한 논의

는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나 련 법제 제정에는 실패하

므로 가시 인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방송통신 원회에서는 2011년 5월 소셜미디어 

련「소셜 랫폼 기반의 소통ㆍ창의ㆍ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 략」을 발표하 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소셜 랫폼을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국가ㆍ사회 주체와

의 계에 따라 소통, 창의, 신뢰라는 3가지 가치를 형성

하는 랫폼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

다([그림 7]).

[그림 7]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ㆍ창의ㆍ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 비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6)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http://www.cis.go.kr)
7) 언론중재위원회(http://www.pac.or.kr),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http://service1.nis.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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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랫폼 세 가지 략  소셜미디어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 인 소셜트러스트 기

반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구  

략이 가장 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정

보침해 같은 각종 역기능과 험성에 한 구체 인 

비책이 미흡[26]하며 략이 제시한 비 이 큰 탓 인지 

모호한 과제가 많고 략의 실체를 악하기도 어려우며 

정부‘지원’을 SNS 이용자 보호 규제를 정비하는 정도의 

소극  지원을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산업 발  진

처럼 극 으로 해석하는 실무자도 있으므로[31]  번 

방송통신 원회의 략이 좀 더 실효성을 갖추기 해서

는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좀 더 실성 있는 정책과 그

에 따른 구체 이고 단계 인 실  방안이 필수 으로 

정해져야 한다. 

3.3 소셜미디어 전담기구 신설 

3.3.1 소셜트러스트(Social Trust)와 소셜미디어 

전담기구 필요성

일반 으로 정부의 역할은 치안유지  국방의 수호, 

경제 안정  성장의 추진, 사회복지 공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34]. 정부

를 국민들의 선호에 맞추어 변화하는 존재라는 제로 

가정할 때 재 사회 각 반에 향을 미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활용  역기능 방지를 해 정부의 능동 ㆍ

선제  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한 소셜트러스트 

이용환경 조성이 가장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소셜트러스트(Social Trust)란 소셜미디어를 통해 궁

극 으로 형성하게 되는‘사회  신뢰 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란시스 후쿠야마[37]는 자유 시장 활

동에서의 극단  개인이 단체의 응집력을 괴할 수 있

는 이 될 수 있으며 그 나라의 경제  번 은 단체의 

응집력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  번 을 

해서는 사회  신뢰(Social Trust)와 도덕성을 형성해

야 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세계에서는 사람에 한 경

험과 신뢰 더 나아가서 사회ㆍ문화에 한 신뢰를 믿을 

수 있는 소셜한 미디어를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정 인 소셜한 계[3] 가 발 하여 결국은 소

셜트러스트 환경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소셜미디어 련 법  제도  정치가 미

흡하고 이용자 정보 보호나 권리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기

이 없으며 소셜미디어 련 올바른 교육과 홍보 한 

그 진행이 미비하므로 이를 주 해 나가는 정부의 추

인 역할이 무엇보다 시 하다. 따라서 소셜트러스트 

환경 조성을 해서 시발 이 되는 이용자 간의 정

인 계 형성을 해서 정부 차원의 극 인 지원이 필

수 이다. 정부 지원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재 여기 기 

분산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련 정책, 교육, 평가 등을 단

일화 하다 주 하는 강력한 소셜미디어 담기구를 정부 

조직 내에 신설해야 한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련 강력

한 구심 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소셜

트러스트 기반의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궁극 인 소셜 랫폼 기반의 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

이 가능해 질 것이다. 

3.3.2 소셜미디어위원회(가칭) 신설 제안

기존 국가 정보화 담기구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8)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설되는 소셜미디어 담

기구는 정부, 학계, 민간 업계 등 각계 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의 입장과 제공자의 입장을 모두 포 하

여 변할 수 있는 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련 부처의 정부 인원과 인정받는 민간 문가 등

으로 구성하여 련 법 제정과 집행, 인증  평가 등에 

실질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담기구(가칭‘소셜미디어 원회’9))는 정책과 련 법

제 제정을 한 연구 원회와 이를 상정하고 심의를 진

행하는 운 의회로 구성된다. 연구 원회와 운 의

회를 통과한 정책과 략은 실행 원회에서 실질 인 방

안을 생성하고 그 실행을 집행한다. 실행 원회에는 정

책, 교육, 평가  인증을 주 하는 문 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각계의 련 담당자들로 구성하는 실행지원단

이 있다. 이들 조직들과는 별개로 소셜미디어 련 단일

화된 창구로 고객 제언을 수하고 피해 사례를 해결할  

있는 열린 창구를 운 한다([그림8]). 

8) 본 논문 ‘3.1. 정부 차원의 소셜미디어 전담기구 부재‘ 참고
9) 다른 명칭 안으로 ‘소셜미디어발전위원회’, ‘소셜미디어진흥원’, ‘소셜미디어진흥센터’, ‘소셜미디어추진위원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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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셜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각 역할 (안)

소셜미디어 원회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social media Policy). 소셜미디어 이용자

의 개인 정보보호  기본 권리보호를 해 기 이 되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갖추고 강력한 심의  제재 기구

를 두어 이용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한 성숙한 소셜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을 해 실질

인 교육을 통해 미디어 근 격차, 활용 격차 등을 최

소화하며 리터러시10)  심의 소셜미디어 교육(social 

media Education)을 주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소외

되는 계층 없이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효과 인 리

터러시 교육을 통해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수 의 일차

인 자정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른 역기능인 인포데믹스 방지를 해 정부에서

는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소셜미디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

지에 한 소셜미디어 기 (social media Standard)을 제

시해야 한다. 이를 해 정부에서는 실질 으로 유효한 

공인된 평 시스템, 평가 지수 등의 공인 인증 평가 시스

템을 갖추어야 한다.

<표 2> 소셜미디어 전담기구(소셜미디어위원회)의 역할, 방안 
및 기대효과

4. 소셜미디어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수행 방안

4.1 소셜미디어정책(Social media Policy)

4.1.1 국내외 소셜미디어 정책 현황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발 으로 인한 역

기능에 응하는 련 정책의 필요성을 일 이 깨닫고 

체계화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담조직기구를 설립하

여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통령으로부터 

지방정부에까지 세부 으로 많은 정책을 운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2010년 3월 공식 으로  ‘소셜미디어 

정책’을 발표하며 소셜미디어 운  련 지침들과 정책 

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채 을 열었다. 그 외에도 공군, 

조달청 각 기 에서도 공무원 행동 강령 지침들을 발표

하 다. 국의 국방부에서는 자체온라인 사용지침을 마

련하 는데 군사기 에 련한 정보를 제한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서비스청(UK Civil Service)에서는 

온라인 참여에 련한 규약을 마련하 으며, 호주는 공

공서비스청(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에서 

온라인 미디어 참여를 한 로토콜을 마련하 다.  

각종재난에 응하고자 시민과의 채 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 외에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도 지침을 

마련하 다.

우리나라도 최근 증하고 있는 공직 사회의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 사용 추세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공통 기

이 필요하다는 지 에 따라 몇몇 기 에서 소셜미디어 

련 지침들을 발표하 다. 스마트 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이 2011년 3월에 마련되었고, 주요 추진 

5개의 아젠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통기반의 개

인 맞춤형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한 공직자들이 소

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 부와 문화체육

부가 공동으로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을 2011

년 8월에 발간하여 앙부처에 배포하 고 공공기 이 

많이 운 하고 있는 토종 소셜미디어인 미투데이에서는 

공공기 을 한 ‘공공기  공식 미투데이 운 가이드’를 

제작하여 요청기 에 제공하 다[35]. 이 외에도 련내

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단발 인 지침, 가이드 정도의 수 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소셜미디어 련 실질 인 정책 수

10) 리터러시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며 소셜 리터러시는 ‘소셜미디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
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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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법안 제정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국내의 소셜미디어 정책 현황
기 소셜미디어 정책

행정안 부
스마트 자정부(Smart Gov) 

- ‘소통기반의 개인맞춤형 서비스’

행정안 부ㆍ문화체

육 부
공직자 SNS사용원칙과 요령

미투데이 공공기  공식미투데이 운 가이드

4.1.2 소셜미디어 정책 방향

소셜미디어 정책은 최우선 으로 이용자들의 기본

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일어 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소통의 

도구로써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

를 보장하고 정부 입장에서의 정보 심의 규제로 인해 이

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셜미디어 정책은 가장 근본 으로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소셜미디

어에서는 이용자들의 로 일들이 쉽게 유출 될 수 있

으며 치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용

자 스스로의 정보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본인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는 개인 정보가 쉽게 무한 리트윗(Retweet)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작권 보호를 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셜미디

어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만든 창작물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가공되고 유통되기 쉽기 때문에 작권 문제가 끊

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14]. 그러나 게시물의 댓  등 

단순하고 휘발성이 높은 작물의 경우 그 작권을 인

정해야 하는 지에 한 이견이 분분하다. 소셜미디어 

작권에 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

호해야 한다.

셋째, 소셜미디어의 상업  이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환불규정과 

배송지연, 사기, 조 상품 매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지속되자 주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소비자보호를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고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논란이 되었다[20].  논란이 커지자 뒤

늦게 공정거래 원회가 소셜커머스업체들은 통신 매업

자이므로 환불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고 시정조치에 나

섰지만 여 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넷째,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불

확실한 정보나 루머의 유통 등은 사회 으로 혼란[12]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유해한 정보

를 유포하는 행 를 법에 따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  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화 시킬 수 있

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이

용률(1.6%)은 체국민(15.6%)의 8.3% 수 (2010년 말)

에 불과하여, 향후 스마트폰의 속한 확산에 따라 심화

될 것으로 상되는 모바일기반 신(新) 정보격차에 선제

으로 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원회는[39]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운동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격차를 좁히기 해 장애인 용 스마트폰 

보 (7천 , 2010)  복지시설 내 무료 무선랜(WiFie)구

축(총 58개 구축, 2011.05)을 하 지만 충분한 수에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

고 있고 문화가 바 고 있으며 소셜미디어가 그 심에 

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복지, IT복지의 개념에서 확

되어 일종의 문화  약자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문화  약자들이 소셜미디어 문화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7].

<표 5> 소셜미디어 5대 정책 방향

4.1.3 소셜미디어 관련 정책 및 법안 제정

(1) 체계 인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각 기 별 실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

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원회 내 문 원회의 주 으

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한 민간과 학계를 포함한 통합 

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 기 은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기 에 가이드라인의 목 을 정확히 악하여 버지니

아 주 교육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

률 인 지침이 아니라 각 기 과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가

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계 문가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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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성을 검증하고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실행 권고한

다[30]. 

가이드라인을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는 것도 요하다. 미국 정부용 모바일 앱은 

국방부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포트리 모바일 연구 이 개

발한 ‘육군 소셜미디어(Army Social Media : ASM)’라는 

앱은 국방부의 각종 훈련지침이나 방침, 쟁 게임을 통

한 작  경험, 장에서의 사고 시 응 방안 등에 한 

정보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단  부 의 소셜미디어를 만들 경우 어떤 규정

을 지켜야 하는지에 한 상세한 답안을 ASM 앱 속에 

두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

고 있다[25]. 이처럼 가이드라인 배포, 용을 한 실제

인 방안도 지속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표 6> 체계적인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한 고려할 사항

(2) 제도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과 보고 주의 정책으로 여러 

기 에서 같은 목표로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과 산이 복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셜 리터러시는 단기간이나 일시 인 교육으로는 그 학

습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속 이고 체

계 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ㆍ ㆍ고등학교의 의무 교육에 리터러시 교육

을 필수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각 개인이 고등학교 과정

을 마칠 즈음에는 기본 인 소셜 리터러시가 함양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

디어 교과 과정 신설과 교육 과정 반 을 해 우선 으

로 실효성 있는 교과 과정 제정과 교수자들의 훈련  연

수 등에 한 필요 계획을 지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학교 과정에서는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련 과목을 교양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졸업 자격에 포함

시키고 IT 련 자격증 시험범 에 소셜미디어 련 항목

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공공기   기업에서도 일반 사회

인을 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의무 교육은 기술 주의 교육 이라

기보다는 미디어를 하는 태도와 방법을 학습시키는 교

육으로 소셜미디어 시 의 가치  교육이라고 할 수 있

겠다.

<표 7> 제도적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제안
교육 상 련 제도

ㆍ ㆍ고등학교 리터러시 교육 의무교육에 포함

교육자  공직자 리터러시 교육 지도 훈련  연수

학교
교양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졸업자격에 

포함

IT 련 자격증 

시험
시험범 에 련 항목 포함

공공기   기업
일반 사회인을 상으로 의무 교육 실

시

(3) 소셜미디어 이용자 보호 법안 강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보호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시

하게 요청되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트 터 해킹에 한 

뉴스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 해킹으로 인한 자 융 피싱이 증하고 

있다. 3,500 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SK컴즈의‘싸이월

드’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

한 우회 해킹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23]. 

따라서 기업과 해당기 은 이에 한 응력을 높여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응 매뉴얼과 련 기  제재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상의 상이 아닌 트 터는 익명

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명 훼손의 여지가 크다. 트

터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명 훼손 문제가  세계

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32]. 소

셜미디어는 유해한 정보들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각 소셜미디어

를 심의하고 정정 제재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8].

(4) 소셜미디어 고객 열린 창구 개설

소셜미디어 련 실제 피해 사례 발생 시 이용자가 

극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

하여 보 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의 피해 내용을 분류하

고 상황에 맞는 처 방안을 제시하여 이용자 스스로 피

해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 

련 기 에 배포하여 정보 제공자들은 이를 강제 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지침 시행 시 소셜미디어 련 정부 웹

사이트 개정11)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이를 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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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홍보한다.

[그림 9] 소셜미디어 창구 단일화

한 소셜미디어 피해 련 재 분산 개설되어 있는 

창구들을 단일화하여 담기구 내에 고객 열린 창구를 

개설한다. 재 미디어 련 분쟁을 재하는 정부 차원

의 기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재 신청은 실제 

피해를 입힌 상 방을 알아야만 수가 가능하다. 그러

나 소셜미디어의 정보공개성과 확장성 을 고려해볼 때 

원작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 각 응 창구

의 역할은 지극히 소극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언론

재 원회 수상담 에 따르면 SNS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피해 확산은 크다고 하나 아직 법 개정이

나 입법화가 되지 않아 재하지 않고 있으며 한 SNS

가 워낙 퍼 나르기 식이어서 원천 찾기가 힘들어 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2) 따라서 고객의 자유로운 

제언이 가능하고 소셜미디어 이해시 실제 피해가 발생했

을 경우 이를 수, 처리하는 단일화된 창구가 반드시 필

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확실하고 근본 인 응

이 이루어 질 수 있다.

4.2 소셜미디어 교육(Social media Education)

4.2.1 소셜미디어 활용 격차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게시물 양산으로 인한 콘텐츠 

가치 하락, 개인정보 노출, 청소년 사이버 폭력, 기업의 

소통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정부는 문제 발

생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인

식  정보의 소통 지원을 한 소셜미디어 교육(Social 

media Education)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체계

이고 교육 시행을 통해 이용자 개개인이 수  높은 리터

러시를 함양하게 됨으로써 소셜미디어는 1차 인 이용자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한 정보가 주 에 넘치지

만, 소셜미디어에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한

다. 실제로 연령별, 인종별, 지역별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

스(SNS) 이용에 차이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18세~33세

의 SNS 이용 비율은 83%에 이르는 반면, 55세~64세는 

43%에 머물 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계와 흑인이 휴

화로 페이스북에 속하는 비율이 각각 36%와 33%

지만, 백인은 19%에 불과해 다양한 격차를 보 다[47].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이용에 차이가 존

재한다. 연령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별 정보격차도 만

만치 않다. 나이가 어릴수록,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살

수록 소셜미디어 활용이 많다. 부분의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한 부정  견해를 가져 거부감을 

느끼거나 정확한 지식이 없어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해서 

최우선 으로 소셜미디어에 한 정확한 이해를 한 교

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 이용자들을 한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정의와 구체 인 활용 사례를 통하여 소셜미디어의 부정

인 측면만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 을 바로 잡

아  연령 의 소셜미디어 참여를 도모하고 정보의 소

통을 지원해주어 소셜미디어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각 계층을 고려한 극 인 소셜미디어 사용 교

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선정  자료의 무

분별한 배포 등의 소셜미디어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근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4.2.2 지역 사회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교육

국내에서의 소셜미디어 교육은 정치인 는 계 공

무원 등 소수를 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인을 

상으로 한 정부 주체의 교육은 재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계층을 고려한 소

셜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기 해서는 지역 사회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극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주의 교육은 큰 공간  이동이 필요 없어 참여율이 높고 

작은 단 까지의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으므로 그 효

과가 높다는 장 이 있다.

올해 2월,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구 단 로 소셜 네트워

킹 서비스 사용 교육을 시행하여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

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장 규모가 30석에 불과해 교

11) 언론중재위원회(http://www.pac.or.kr),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개인정보신고침해센터 (http://privacy.kisa.or.kr, 전
화 118), 사이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센터(http://www.ctrc.go.kr) 등

12)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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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상에 선정되기 어렵고, 특정 시, 군에서만 실시한 단

발성 교육이라 시간 , 공간  제한으로 인해 소수의 참

여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표 8> 2011년 공공기관 주최 SNS 교육 실행 현황13)

따라서 소셜미디어 담기구는 일차 으로 지역 주민 

센터를 활용한 교육 로그램을 개설하여 운 하여야 한

다. 이러한 지역 주민 센터는 이용자들이 쉽게 교육에 참

여할 수 있고 작은 단 로 교육이 가능하여 그 변 확

가 깊고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는 강 을 가진다. 문

원회는 일반 이용자를 고려한, 실생활과 연계된 쉽고 

실용 인 교육 로그램을 정규로 개설하고 이를 지역 

자치단체와 력하여 진행한다. 구나 동 등의 지역사회 

단 를 기 으로 상 지역  교육 상을 확 하여 궁

극 으로 일반 국민이면 구나 정보 격차 없이 자유롭

게 수  높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림 10]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 프로세스

4.2.3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취약 계층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한 웹 근성 련 

정책과 방안에 정부의 심이 지속되고 있다. 웹 근성

이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

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14). 그러나 재 정부기 , 국･공

립 기  등 일부에서만 웹 근성을 수하고 있으며 

련 교육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상태이다. 

취약 계층의 소셜미디어 이용도 웹 근성 련 측면에

서 극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령자의 소셜미디어 이

용에 한 극 인 지원을 하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

서도 취약 계층을 배려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개발, 운

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담기구에서는 장애인  고

령자를 한 지침을 마련하여 련 계층과 서비스 제공

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들이 정

보 제공 면에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면 면(面

面) 사용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인과 다르

게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교육 습득의 단계가 더디고 개

개인의 환경에 따른 어려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을 한 교육은 조  더 친 하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 인 방안으로 기존 사활동을 하는 자원 사자, 

사회복지사 등이 소셜미디어 교육 로그램을 숙지하고, 

자택을 방문하여 사할 때 이 같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거나, 보건소의 인 라를 이용하여 고령자를 한 

방 종을 시행 할 경우, 검진 기시간에 SNS 교육을 진

행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기 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한 별도의 로그램 교육을 시행한다

면 정보취약계층도 소셜미디어의 극 인 이용 계층으

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4.2.4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소셜미디어 교육

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하나

는 회원가입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연령도 묻지 않은 채 

간소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다. 청소년들은 필터링 없

이 해지는 콘텐츠를 정화 능력 없이 그 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므로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표6>.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소년 계층을 한‘청소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시 히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소셜 네트워킹 

13) 2011.01~2011.10까지의 공공기관 주최 교육 실행을 조사한 결과
14)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따르면 웹 접근성의 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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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가이드’는 ㆍ ㆍ고생 각각의 이해 수 에 

맞춘 높이를 고려한 지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년별 

연령 에 맞춘 내용과 단어 사용으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한 교사와 학부모용으로도 각각 제작ㆍ활용하

여 자녀들, 학생들과의 소셜미디어에 한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9> 청소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피해 사례

사례 1. SNS 사용 청소년 약물 사용 확률 높아

사례 2. 청소년 18.4% ‘사이버 왕따’ 경험… 

        증오 메일·굴욕사진 피해

사례 3. 페이스북 이용 어린이  100만 명은 사이트 내에

       서 괴롭힘 당한 것으로 조사

사례 4. 죽음을 부르는 ‘배트맨놀이’ SNS타고 확산

한,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학습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 으로 받는 것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직 단이 미숙할 수 있는 청

소년들에게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능동 으로 비 하

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리터러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재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정보윤리 교육 교

과서를 배포하여 학습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만 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각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들

에게 실제 인 도움이 되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

청각자료와 컴퓨터를 활용한 테스트도 병행해야 한다.

새로운 매체의 출 으로 차 소비 주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유아들도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정

보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기 교육을 통해서 미리 수용력

과, 비평력, 창작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도교

사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아의 수 에 맞는 상

자료와 놀이학습 등의 커리큘럼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표 10>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방법 예시
교육 상 교육방법

유치원 놀이학습

등학교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상학습

·고등학교 시청각자료 활용, 교육 테스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올바른 사용 교육을 각 

연령 에 맞추어 진행하 다면 교내 소셜 네트워킹 서비

스 우수 활용 경진 회를 개최하여 소셜 네트워킹 서비

스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도록 

참여 분 기를 조성한다. 경진 회에서 우수 활용자로 

입상한 학생은 수행평가 등의 학생 참여 수에 가산

을 부여하고 학 입시에 내신자료 정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올바른 리터러시 함양을 길

러  수 있는 실  방안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리터러시 소양은 청소년 개인이 아닌 교사

와 학부모도 함께 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 가이드 

용에 동참해야만 올바른 함양을 길러  수 있다. 이를 

하여 원회는 매월 청소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동향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여 청소년 사이의 화

제가 되는 이슈나 동향을 통해 분석한 문제 을 사 에 

공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무

심코 방치해두기 쉬운 소셜미디어 련 청소년의 문제를 

사 에 바로 알고 공유하므로 교사와 학부모 자체 으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사용 가이드에 근하기 해

서 재미있고 유용한 교육 어 리 이션(application)을 

배포ㆍ활용 할 수 있다. 140~150자의 짧은 메시지의 소통

으로 인해 ‘띄어쓰기’와 ‘맞춤법’능력이 청소년 층 사이에

서 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단어

를 이거나 오타를 범용어처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한  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표기법에 한 잘못된 정보가 확

산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한 올바른 맞춤법 사용을 

권장하는 ‘맞춤법 어 리 이션(application)’을 스마트폰 

온라인마켓에 무료 배포하도록 한다. 

[그림 11] 전문위원회의 청소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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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을 쓸 경우 해당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잘못된 맞

춤법을 지 해주고 올바르게 자동 변경시켜주므로 바른 

언어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

<표 11> 청소년·학부모를 위한 소셜미디어 교육 방안

소셜미디어 원회에서는 이러한 연령 별 맞춤 교육, 

교사  학부모 교육 가이드, 교육 APP 배포 등을 주

하여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

도록 극 으로 지원한다.  

4.2.5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소셜미디어 교육

조사에 의하면 포춘 선정 로벌 100  기업의 79%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41]. 

그러나 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3월 조사에 따르면 국

내에서는 상장기업 403곳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기

업 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은 65곳(16.1%)에만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그 활용도 신제품 소개 등 홍보성 

콘텐츠에만 국한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련 많은 개선과 발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82%의 기업 최고 

마  책임자(CMO)는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확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과의 연결을 확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이를 어떻게 도입, 활용해

야 하는지에 여 히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담 기 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

용한 우수 사례집을 배포하여 단순 제품 홍보에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리, 마 , 시장 

리, 고객과의 소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의 소셜미디어 활용도 극 으로 지원한다. 각 사례집

은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여 실제 기업 

운용에 참고 할 수 있을 유용한 내용을 담는 것에 을 

맞춰야 한다.

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우수 활용자의 ‘멘토링 서

비스’를 시행한다. 멘토링 서비스란 필요성은 느끼나 이

를 제 로 활용하지 못해 고객과의 소통이 무지하거나 

정보  소외를 느끼는 기업에게 여러 소셜 네트워킹 서

비스에서 팔로워(follower)  반응  등의 부문에서 

향력을 가지며 그 향력으로 올바른 성공 마테이 사례

를 이끌어낸 사용자가 직  기업의 멘토가 되어 기업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끌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업은 직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하여 홍보･마 분

야, 고객 리분야 등 각 사용 목 에 맞는 문 컨설 을 

시행하여 방향성을 도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한 단순 지식 취득자가 아

닌 수많은 경험과 우수 사례를 이끌어낸 이용자가 멘토

가 되어 참여 기업과 함께 논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 인 기업 발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2] 기업 멘토링 서비스 도입 프로세스

소셜미디어 원회는 각 기업이 기업 기 리를 한 

‘소셜 모니터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제

시한 기업을 한 교육으로 인하여 기업의 높은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 참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후 이로 인한 

기업의 기 리법 한 원회에서 제시해주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요하지만, 어떻게 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어 기업 경쟁력에서 좌시해서

는 안 되는 필수 인 부분이다. 정부는 기업이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를 통해 기에 착했을 경우, 그에 한 

책을 상시, 잠재 기 시, 기 발생 시 등으로 구분하

고 그 기 역시 일정 기 에 따라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

계에 맞춰 략 , 체계 으로 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15) Companies slow to take on social media, survey finds : http://www.computer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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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야 하며, 이런 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소

셜 모니터링 체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기업 소셜 모니터

링을 통해 악의  소문 등 부정 인 내용은 선제 응하

여 책을 마련하고 정 인 내용은 으로 홍보  

확산시켜 기업의 랜드 가치 향상을 지원해  것이다. 

일반 으로 이용자들은 작은 제약에도 권리를 침해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띄지 않으

면서도 정 인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체 으

로 정화하는 로그램을 만들어 자발 으로 참여하는 문

화를 이끌도록 한다. 이미 여러 기업과 기 에서 소셜미

디어를 이용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음주 운  방재단

에서 실시한‘음주운  방캠페인’과 SK기업에서 실시

한 ‘재능기부 캠페인’이 그 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력이 문화 반에 미치진 못하고 않다. 소셜미디어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해 각 기 들과 기업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련 캠페인을 독려하고 약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만들어 내고 평가하여 정 인 향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한다.

<표 12>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소셜미디어 교육 방안

4.3 소셜미디어 기준(Social media Standard) 

4.3.1 국내외 소셜미디어 지수 평가 현황

소셜미디어는 일반인들의 상호작용과 계를 통해서 

이슈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공공기 에서는 그 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 기에 정부 차원에서 표

화된 소셜미디어 지수를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어떤 기 이 되는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재 외국

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각 기업 랜드 언  

횟수, 언  매체 규모, 요도 등을 합산하여 낸 지수나 

언어와 국가부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용자의 향력

을 평가하는 등의 평가 지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

인 사례는 <표 8>과 같다.

<표 13> 외국의 소셜미디어 평가지표 현황
평가지수 명 평가내용

소셜미디어지수

(Social Media 

Index :   SMI)

리꾼들이 정보와 사회활동을 공유하는 블

로그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에서 각 기업 

는 랜드를 언 한 횟수, 언 된 매체의 

규모, 요도 등을 합산해 집계한 것

에델만의 

트윗 벨&블로그

벨

(TweetLevel &   

BlogLevel)

에델만이 제작한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언

어와   국가의 트 터 이용자, 블로거를 추 하

고 향력에 따라 4가지   항목(Influence, 

Popularity, Engagement,   Trust)별로 수

를 채

클라우트(Klout)

소셜 네트워크의 향력을 평가하는 서비스 

가운데 인정받는 서비스로 도달률(True 

Reach)과 력(Amplification   Probability), 

네트워크 향력(Network Influence)등 항목

에서 50개 이상의 변수를 용해 100  만 으

로 환산한 지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사례와 같은 평가지수가 일부 존

재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웹, 앱 평가 문 벤처

기업인 웹발 연구소 등에서도 소셜미디어 지수의 기

을 세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웹발 연구소 표인 문

형남 교수는 UN이 자정부를 평가할 때 용하는 웹 

발  단계 모형 등을 참고하여 만든 정보제공, 상호작용, 

표  3가지의 기 으로 만든 PIS 평가 모형(Publication: 

정보제공, Interaction: 상호작용, Standard: 표 )으로 소

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모형으

로 최근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과 박원순의 ‘SNS 소통’과 

‘모바일 경쟁력’ 평가에 활용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일부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평가지수는 아직 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 심의 공 인 소셜미디어 

평가 기  확립이 매우 시 한 상황이다. 

소셜미디어 원회에서는 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의 

노력들을 포함하여 학계와 민간 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지수설립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내 소셜미디어 상

황에 맞는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객  기 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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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문형남이 개발한 웹발전연구소 PIS 평가 모형
분류   

(2개 항목)

분류   

(5개 항목)

소분류   

(10개 항목)

SNS를 활용한 소

통 평가(페이스북, 

트 터, 미투데이, 

블로그, 카페, 싸이

월드   등 평가)

<70 >

정보제공성

(Publication)

<30 >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최신성

상호작용성

(Interaction)

<40 >

사이버 인맥

활성화 정도

신속성

(답변 등 응)

연계성(홈페이지와의 

연계)

모바일 

경쟁력 평가

(모바일 웹 평가)

<30 >

 

정보제공성

(Publication)

<10 >

정보의 양과 질 

 최신성

상호작용성

(Interaction)

<10 >

사이버 인맥과 

활성화 정도  

신속성과 연계성

표  수

(Standard)

<10 >

모바일 웹 표

4.3.2 소셜미디어 평가 기준 방향

소셜미디어의 정보 신뢰성이 떨어지고 인포데믹스

(infodemics)가 양산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어떤 소셜미

디어가 좋은 것이고 어떤 소셜미디어가 해로운 것인지, 

 좋은 소셜미디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에 한 근본 기 (표 )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과 국내

에서 평가 지수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국내에 화 되

지 못하고 있다는 과 정부 주체의 평가 기 이 아니기

에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문제 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원회는 기 이 되는 평가 지수를 

마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표 을 제시하고 이용자

와 제공자 모두에게 올바른 사용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

다. 우수 평가를 받은 활용사례는 일반 사용자에게 올바

른 사용의 시가 되어 분 기 조성을 이끌어야 한다. 

한 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문제 으로 거론되고 

있는 역기능을 일으키는 콘텐츠에 한 평가 기  확립

으로 그 결과에 따른 콘텐츠 수정  삭제 등의 규제 지

침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궁극 으로 원회에서 제시

하는 소셜미디어 기 은 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

하게 생성되는 부 합한 콘텐츠의 양산을 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트러스트 기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SOTONG 지수>와 부 합한 

콘텐츠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CLEAN 지수>로 나 어 

평가 기 을 제시한다.

 

4.3.3 소셜미디어 평가 기준 제정

(1) SOTONG 지수

SOTONG지수란 Social media Organizational Tree 

Of National Government의 약어로 앙정부의 소셜미디

어 조직계통의 평가지수라는 의미이다. 소셜트러스트 기

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SOTONG

지수는 소셜미디어 원회에서 제정하여 표 화함으로 

신뢰 네트워크 구 을 한 요한 근본 지침이 된다. 

SOTONG지수는 [그림11]과 같이 본 논문에서 소셜미디

어의 특성으로 정의한 사용 근성  제작의 용이성

(易), 반응의 신속성(速), 정보 공개성(開), 콘텐츠 다양성

(多), 연결성과 확장성(擴)을 평가 기 안으로 정하고 이 

다섯 가지의 항목에 하여 세부 평가기 을 만들고 이

를 5  척도로 하여 매우 미흡 1, 미흡 2, 보통 3, 양호 4, 

매우 양호 5로 평가하며  기 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고,  기 을 정하기 어

려울 경우에는 상  기 을 용하여 평가한다. 이 세부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총합을 낸 후 상, , 하로 

나 어 SOTONG지수를 도출하여 각 사용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SOTONG지수 등 을 부여한다.

[그림 13] SOTONG 지수 평가 기준 지침

SOTONG 지수로 등 을 부여한 후 기 은 인증마크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다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차이를 두고자 상/ /하의 색을 아래의 

<표 3>과 같이 나 다. 이 평가와 인증마크제로 인해 

/하의 인증마크를 받은 사이트들은 다음 평가 까지 더 

신뢰 할만 한 정보들을 생산하고 콘텐츠의 다양성 등 각 

평가 기 들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결과 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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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 선택 여건을 제공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15> SOTONG지수 마크 색 예시

(2) CLEAN 지수

CLEAN지수는 SOTONG지수와 별개로 ‘언어폭력･모

욕’,’허  정보 유포’ ‘잘못된 정보노출’등의 역기능으로 

단되는 콘텐츠의 평가 기 으로, 평가 항목 련 일정 

횟수를 배하는 콘텐츠일 경우 권고  삭제가 가능하

며 계속되는 불법콘텐츠 양산 시 사용 IP차단 시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결과 으로 음란물  폭력물 등 부

합한 콘텐츠 생산에 강력히 처할 수 있는 평가 지수가 

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청소년 보호 지수로 평가 기

에 따라 청소년 이용 근성 등  부여로도 활용될 수 

있다. 

평가 기 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루머･허 사실 유포 

빈도수, 부 합한 단어사용 횟수, 무의미한 콘텐츠 생성 

횟수의 4가지 기 을 평가 기  지침으로 삼는다.

<표 16> CLEAN 지수(청소년 접근성) 등급 평가기준
개인정보

 노출

루머·허

사실 유포

부 합한 

단어사용

무의미한 

콘텐츠 생성

개인정보

노출 여부
발생 빈도수 발생 횟수

반복 

생산 횟수

가. 개인정보 노출

주민등록번호 노출  개인의 신상정보는 의도치 않

은 순간에 여러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로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재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한 이

게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도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에 해당 정보공개노출은 필히 평가 상이 되어야 한다. 

13자리의 주민등록 번호를 감지할 수 있는 로그램을 

주기 으로 실행하고 이로 인해 공개되는 콘텐츠는 수정 

여부를 권고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루머 허 사실 유포

유명인 등과 련된 존재하지 않는 루머들은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 특징인 반응의 신속성으로 인하여 무서울 

정도로 빨리 되고 재생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결과

를 양산한다. 이를 방지하기 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상에 루머나 개인정보 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생산

될 시 콘텐츠에 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단하고 련 

단어를 신속하게 필터링하여 연 되는 루머의 콘텐츠는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

공개 설정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청하고, 콘텐츠 생

산자에게는 수정  삭제를 권고한다. 

다. 부 합한 단어사용

일반 사용자에게 향을 끼칠 수 있는 비속어나 선정

 단어들은 필터링할 수 있는 로그램을 주기 으로 

실행하여 검색 필터링에 지속 으로 걸리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원회의 요청으로 부 합 단어 사용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해 콘텐츠의 사용자 근

을 제한한다.

라. 무의미한 콘텐츠 생성

무의미한 정보생성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같은 정보

를 계속해서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그런 정보들은 결과

으로 소셜미디어 검색에 노출되면서 같은 정보가 나열

되어 체 인 콘텐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에 문제

가 있다. 이는 질 높은 정보의 소통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주기 으로 반복  검색에 노출되어 무가치 정보

생성을 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단되면 최  콘텐츠

를 제외한 반복  콘텐츠는 원회의 주  하에 모두 삭

제 처리하게 되며 지속 으로 문제 발생 시 해당 서비스

업체는 권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셜미

디어 체 인 콘텐츠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CLEAN 평가기 은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하며, 더불어 

청소년 근성 등 에도 활용한다.  청소년 근성 등  

평가기 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청소년이 근하

기에 유해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라고 인정하고 아래 <표

12>와 같이 색으로 된 인증마크를 발 하고, 한 가지

가 해당된다면 그에 맞는 권고조치를 취한다. 반면 한 가

지도 해당되지 않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는 녹색의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이러한 인증마크는 청소년이 이용하기

에 좋은 사이트라는 마크와 성인들만이 이용을 권장한다

는 마크로 구분될 수 있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선도하

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수 있어 교육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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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CLEAN지수 마크 색 예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이

용자에게 선택의 기 을 제시하는 공식 인 표 이 되는 

SOTONG지수와 사용자에게 유해한 향을 끼치는 콘텐

츠 근 을 목표로 하는 CLEAN지수를 병행 시행한다면, 

깨끗한 소셜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으로 궁극 으로 이용

자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이 강화되며 안 하고 투명한 

소셜트러스트 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

5. 결 론

소셜미디어의 정 인 방향으로의 진화ㆍ발 을 모

색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궁극 인 사회 신뢰 계 형

성을 해서는 재처럼 이용자에게 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 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고 소셜미

디어 련 정부 차원의 재의 노력들을 검하고 정부

의 실질 이고 극 인 지원을 해 소셜미디어 담기

구 수립을 제로 각 주요 역할을 제안하 다. 

담기구(가칭‘소셜미디어 원회’)는 정책과 련 법

제 제정을 한 연구 원회와 운 의회로 구성되며 실

행 원회에서 실질 인 방안을 생성하고 그 실행을 집행

한다. 실행 원회에는 정책, 교육, 평가  인증을 주 하

는 문 원회와 실행 지원단을 둔다. 이들 조직들과는 

별개로 단일화된 고객 열린 창구를 운 한다. 소셜미

디어 원회에서는 체계 인 소셜미디어 련 가이드라

인 제정, 제도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이용자 보호 법안 

강화 등의 소셜미디어 정책(Social media Policy)을 담당

하며  계층, 청소년  학부모, 기업 가치 향상을 고려

한 소셜미디어교육(Social media Education)을 주 하게 

된다. 한 SOTONG 지수와 CLEAN 지수를 기반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셜미디어 이용 시 일정한 기

을 제시한다.

소셜미디어 원회의 기본 제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책과 실행 방안이므로 그 수립에서부터 각계의 요구를 

최 한 반 하기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학계, 

민간 문가, 제공자 표, 주요 이용자 표 등으로 구성

된 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극 으로 반 하며 공청회, 국민 평가 등을 통한 수차

례의 개선 작업을 통해 보다 합리 인 담기구 구성안

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것은 담기

구 수립을 한 모든 차의 신속한 진행이다. 소셜미디

어는 변, 성장하고 있으므로 최 한 빠른 시간 안에 

담기구를 설립하여 정부 지원의 토 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 조직을 유연성 있게 구성하여 시행착오가 있다

면 실제 운 하면서 단계 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한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담기구 수립과 운 을 통한 극

인 지원이 있어야만 사회 으로 소셜트러스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소

셜미디어를 통한 신뢰네트워크 사회 구 이 가능해질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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