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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정치ㆍ사회적 관계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 및 지식을 정부와 시민이 공유하는

이른바 '소셜정부'가 등장하였고, 선거방식도 익명의 고립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

는 '대중선거'에서 정치 성향이 알려진 연결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선거'

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셜미디어가 탁월한 대중동

원 효과와 시민 조직화 능력을 발휘하며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정치의 질과 정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

치참여가 확대되고 경제·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부 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국정 혼란이 초래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확산으

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로는 첫째, 시민이 방관자에서 탈피하

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익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과거 무임승차를 하던 개인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다. 둘째,

정부와 시민 간 소통방식이 간접 소통에서 직접 소통으로 변모할 것이다. 콘텐츠

가 신속ㆍ광범위하게 유통되어 기존 매스미디어의 여론중개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여론 형성에 있어 정부와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가 주도하던 소

수 과점형 구도가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지며 다수가 참여하는 분산 대중형

구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과정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집단 대신 개인 주도의 어젠다 설정이 증가할 것이다. 정부가 대안을 수립한

후 시민의 의견을 사후에 듣는 현 정책 결정방식이 대안 형성 단계부터 시민이 참

여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 결정 방식으로 변모할 것이다. 또한 시민이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생산에 일조하는 '프로슈머(Prosumer)'

가 되어 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부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

셜미디어가 확산되면 여론이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책과정에 포퓰리즘이

침투하고 사회갈등을 자극하는 발언이 확산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포퓰리즘을

걸러내고 갈등을 관리하려면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개방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숙의(Deliberation)'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활용

해 여론 형성과정에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정보를 적극 발신하고 정책에 대한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능동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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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셜미디어의 정치·사회적 파장

소셜미디어가 정치·정책 지형의 변화를 야기

□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변모시키며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부상

-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소셜정부'가 태동1)

ㆍ정부·시민 관계: '수직적 1대 多' → '수평적 1대1'

- 선거방식이 익명의 고립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선거'에서 정치

성향이 알려진 연결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선거'2)로 전환

ㆍ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투표

독려활동이 전개

ㆍ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투표율이

37.1%로 2006년 지방선거(29.6%) 대비 7.5%p 상승

2010년 6.2 지방선거 연령별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8. 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ㆍ분석." 보도자료.

1) Drapeau, M. (2008. 8. 7.). Government 2.0: A Theory of Social Government. Mashable.com.

<http://mashable.com/2008/08/07/theory-of-social-government/>; Hinchcliffe, D. (2010. 2. 28.).

Making Government More Open and Social. ZDNet.com. <http://www.zdnet.com/blog/hinchcliffe/

making-government-more-open-and-social/1252>
2) 장덕진 (2011). "4.27 재보선을 통해 본 소셜선거의 특징과 전략." 『소셜미디어포럼: SNS 정치

두려워할 것인가』. (pp. 1-7), 5월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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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도 이집트 민주화 시위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탁월한 대중

동원효과가 입증

- "소셜미디어는 대중을 조직화하는 21세기형 팸플릿"3)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은 페이스북 혁명

▷ 구글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마케팅 책임자 와엘 고님이 개설한 페이스북 팬페이지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 이전부터 무바라크 독재에 항의하는 시민 네트워크로 성장

- 2010년 6월 이집트 사복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한 청년 사업가 칼레드 사이드를

추모하는 팬페이지 'We Are All Khaled Said'에는 2011년 1월 말 35만명이 가입

▷ 페이스북에서 형성된 반정부 네트워크는 반정부 시위의 신속한 조직화에 기여

- 튀니지 민주화 시위가 성공한 후 와엘 고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집트 반정부

시위를 제안해 3일 만에 5만명이 동참 의사를 표시

- 페이스북이 시위 참여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장벽을 넘도록 도와주면서

1월 25일에 시작된 민주화 시위 규모는 수백만명으로 눈덩이처럼 확대

- 결국 무바라크의 30년 독재는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18일 만에 붕괴

(자료: The Facebook Freedom Fighter. (2011. 2. 13.). Newsweek.)

소셜미디어는 정부 경쟁력 제고의 기회이자 위협

□ 소셜미디어를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정부 경쟁력은 세계 22∼30위 수준(IMD 국제경쟁력 지수)으로

경쟁국에 비해 미흡

- 소셜미디어는 정책정보의 저비용 확산, 여론의 실시간 피드백,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등을 통해 정부 경쟁력 개선에 기여

ㆍ한국이 26위에 불과한 '정책의 투명성' 등은 소셜미디어의 효과로

제고가 가능4)

3) Social Media Sparked, Accelerated Egypt's Revolutionary Fire. (2011. 2. 11.). Wired.com.
<http://www.wired.com/epicenter/2011/02/egypts-revolutionary-fire/>

4) Godwin B., Ettner, M. & Greenfeld, S. (2009). Open Government, Transparency, and Social

Media. GSA Office of General Counsel Annual Conference (pp. 1-87), April 1. Chicago:
Illinois, USA.; Schaefer, M. (2011. 4. 12.). Five Mega-trends: How Social Media Is

Transforming Government. business2community.com.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808호

3

한국의 정부 경쟁력지수: 세계 1위 국가와의 비교

주: 2011년 기준이며, 각 점수는 0∼10 사이의 수치

자료: IMD (2011). World Competitveness Online.

□ 반면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가 정부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SNS 등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분출하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 정부 과부화 현상이 야기될 위험

-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

정치참여 확대의 부작용

▷ '문명충돌론'으로 유명한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제도의 발전이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 정부, 의회, 정당 등 대의민주주의 기구의 이익대표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

하지 않으면 대중의 참여 확대는 '정치적 퇴행(Political Decay)'으로 귀결

(자료: Huntington, S. (2006).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Yale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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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셜미디어와 정책환경의 변화

1. 정책환경을 변화시키는 소셜미디어의 3가지 속성

□ 정책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소셜미디어의 속성은 ① 여론

빅뱅, ② 강력한 확산성, ③ 익명성 완화 등으로 대별

① 여론 빅뱅: 다양한 의견과 이슈의 생산

□ 마이크로블로그5)와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콘텐츠 생산 부담이 줄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생산

- 기존 인터넷 게시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일상사를

표출하고 자연스럽게 공적 이슈 소통에 참여

ㆍ소셜미디어는 단문 메시지로 소통하기 때문에 기존 블로그처럼

잘 다듬어진 장문의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경감

-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의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현장감 있는 실시간 게시와 피드백이 폭발적으로 증가

□ 언론·방송 등 기존 매스미디어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이슈를 제기하여

여론을 형성

- 관심분야가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사적인 일상사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콘텐츠도 적극 공유

ㆍ트위터 사용의 첫 번째 이용 동기가 '정보 교환을 통한 사회 이슈

참여'로 나타나는 등 소셜미디어를 공적 미디어 채널로 활용6)

5) 마이크로블로그란 짧은 텍스트로 사용자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블로그의 일종으로 트위터와

미투데이가 대표적
6) 심홍진, 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

학보』, 24(2), 192-234.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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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는 이슈 제기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발굴한 이슈가 사회 전반에 반향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

ㆍ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에서 구금된 한지수 씨의 사연이 트위터로

알려지면서 구명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결국 한지수 씨는 2010년

11월 25일 무죄 판결을 받음

② 강력한 확산성: 콘텐츠의 신속ㆍ광범위한 유통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속보성 콘텐츠를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를 신속

하게 형성하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용이

- 소셜미디어는 몇 명만 거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

ㆍ트위터의 경우 평균 4명만 거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결이 가능7)

-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사이트에서 상대방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는 구독 기능과 재전송(RT) 및 추천 기능 등이 있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규 콘텐츠를 확인하고 반응하는 것이 가능

□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기존 인터넷 미디어서비스가 연계·통합

- 링크를 걸거나 소셜 댓글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콘텐츠를 소셜미디어로

이동시켜 많은 사람이 재해석과 비판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

ㆍ언론사 사이트, 블로그 등의 페이지에 위치한 트위터, 페이스북

아이콘만 클릭해도 해당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손쉽게 게시

7) Kwak, H., et al. (2010). What is Twitter, a Social Network or a News Media? The 19th

International WWW Conference (pp. 1-10), April 26-30. Raleigh: North Carolin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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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이슈, 집단행동 등을 거꾸로 매스

미디어에서 뉴스로 보도하여 재확산

ㆍBB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지의 사건 정보와 콘텐츠를 수집해

뉴스에 반영하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 Hub'를 운영

③ 익명성 완화: 자기검열과 자기정화

□ 본인 실명과 신분을 바탕으로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지인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익명성이 완화

-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을 넘어 '사람 관계 과잉(Social

Networking Overload)'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엄선된 소통을 추구

- 현실의 상당수 사회관계가 소셜네트워크로 이어지면서 온·오프라인

에서의 평판을 동일시하고 지인을 의식해 행동

ㆍ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오해와 왜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기검열 경향이 나타남

□ 오보, 거짓, 왜곡, 인신공격 콘텐츠에 대한 비판과 확산 억제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

- 소셜미디어에서는 익명성 완화로 온라인상의 자기정화 기능이 강화

- 관계 끊기, 메시지 차단하기는 물론 잘못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시하거나 유포자를 고발하는 행위 등이 빈번

ㆍ악성 콘텐츠 유포자와 관계를 끊거나 메시지를 차단하면 유포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고립되어 영향력이 저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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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환경의 변화

□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정책환경이 ① 참여 행동 확산, ② 정부와 시민

사회의 직접 소통 증진, ③ 집단 대중으로의 권력 이동 등으로 변화

① 시민사회: 무임승차 → 참여 행동

□ 소셜미디어로 인해 '참여에 따른 효용'이 높아짐에 따라 소극적 참여자

(Slacktivism)8)가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

- 소셜미디어는 관계 형성 및 콘텐츠 생산, 구독에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

ㆍ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이력정보를 활용해 지인을 자동으로 찾아 추

천해주고 업데이트된 게시물을 식별해 상단에 노출

ㆍ트위터는 신문과 같은 '구독체계(팔로우)'에 기반해 신규 메시지를

구독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해 메시지 접근의 편의성을 극대화

- 비용은 절감된 반면, 짧은 시간에 획득되는 대중의 동조와 지지를

통해 한 개인의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은 극대화

□ 소셜미디어상의 기술적 장치도 집단행동의 조직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소셜미디어는 '지지'나 '동조'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개인의 행위를

구조적으로 유도해 특정 이슈에 대한 세력화가 용이

8) 슬랙티비즘(Slacktivism)이란 '게으른 사람'을 뜻하는 슬랙커(slacker)와 '행동'을 의미하는 액티비즘

(activism)이 결합한 신조어로 사회 현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소극적 사회참여자들을 지칭. 이들은 단순한 서명운동이나 리본달기 같은

사회적 의사를 표출하는 데 개인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소극적 행동만을 선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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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트위터의 팔로우(follow) 체계, 재전송(RT), 해시태그(#)9) 등은

이슈의 확산, 동조, 분류를 기술적으로 촉진하는 장치

□ 집단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편익만을 누리던 '무임승차'가 소셜미디어

에서의 '상호 주목(Mutual Attention)' 문화의 확산으로 식별되기 시작

- 정보 생산자로서 자신이 발신한 콘텐츠를 상대방이 구독, 동조, 재확산

하기를 희망하는 '주목의 시대(Attention Age)'가 도래10)

- 상호 유대를 위해 자신이 받은 주목과 관심을 되돌려주는 선물경제

(Gift Economy) 메커니즘이 작동11)하며 '상호 주목'의 문화가 확산

- 소셜미디어상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개인의 입장과 태도가 상시 관찰됨에

따라 익명으로 숨어 있던 무임승차자들이 평판을 의식해 직접 행동에

참여

ㆍ공공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

참여에 대한 '상호 주목'의 대표적 사례 '투표 인증샷'

▷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사회

유명인사와 연예인을 중심으로 '투표 인증샷' 열풍이 확산

- 소설가, 방송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투표 참여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팔로어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발신 →

소셜테이너(Socialtainer)의 등장

(사진 출처: 이외수 트위터. <twitter.com/oisoo>)

9) 동일한 주제를 하나의 창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 기능
10) 설진아 (2009). "소셜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pp. 35-57), 2월 12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11) 선물경제란 비경쟁재(non-rival goods)를 주고받고 보답하는 것이 의무화된 교환 시스템인데 소셜

미디어상에서 벌어지는 상호 소통이 선물경제의 메커니즘과 유사(윤영민 (2011. 2. 27.). "소셜

미디어의 사회관계를 하나의 포틀래치(potlatch)로 보면 어떨까요?". 정보사회학의 페이스북커뮤니티.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8491893488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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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통방식: 간접 소통 → 직접 소통

□ '정부-대변인-시민'으로 전개되던 정부의 메시지 발신경로가 변화

- 대변인 체제는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빨라진 정보 확산과 이슈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

ㆍ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이 정치인 또는 정부 당국자 개개인과 빠르게

직접 소통하는 사례가 확산

□ 시민이 정책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는 것도 정부-시민 간 소통방식의 변화를 촉진

- 정보 획득 및 여론 발신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시민의 매개자

역할을 하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축소

ㆍ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 이용자의 42%가 매스미디어가

아닌 소셜미디어상의 직접 소통을 통해 선거정보를 획득12)

- 소셜미디어는 실시간 뉴스속보뿐 아니라 여론 지도층의 뉴스해석까지 제공

정부, 매스미디어, 시민 간의 소통관계 변화

12) 이원태 (2010). "트위터의 정치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0-06).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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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발신경로의 다각화를 모색

-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정부가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SNS를 통해

정책정보를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발신하는 것이 가능

ㆍ정부 웹사이트와 블로그는 네티즌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메시지

발신효과가 제한적

ㆍ정치인과 정부 주요 인사도 SNS를 사용하면서 유권자 및 시민과

일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

공무원의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한 영국

▷ 2009년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공무원의 업무활동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도록 각 부처 공무원의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

- 고든 브라운 정부의 공무원 트위터 지침

① 인간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태도

② 구어체 영어 사용

③ 하루에 2~10개의 트윗을 작성하되 트윗 사이에 최소 30분 간격을 둘 것

④ 시민들이 공무원을 팔로잉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을 팔로잉하지 말 것

⑤ 선거 관련 메시지 전달 금지

⑥ 정부 목적에 맞게 사용

- 국가재난 발생 시 정부가 피해상황과 정부대책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고와 美 연방정부의 대응

▷ 2010년 4월 BP의 멕시코만 심해 유정 폭발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

- 5개월간 약 1.72억∼1.85억배럴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

ㆍ1.8억배럴은 2011년 1/4분기 한국 내 석유소비량의 약 72% 수준

- 멕시코 만 연안 지역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막대한 경제적 피해 등을 초래

▷ 오바마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

- 정보 공개창구로 포털사이트(RestoretheGulf.gov), 트위터(@Oil_Spill_2010)와

페이스북(DeepWater Horizon Response) 계정을 개설해 기름 유출량 데이터를

공개하고, 복구작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자료: 5 Ways Government Works Better with Social Media. (2010. 5. 10.). Masha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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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력구도: 소수 과점형 → 분산 대중형

□ 정부와 시민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며 정부의 정보우위가 약화

- 개방과 공유의 철학에 기초한 소셜미디어로 인해 시민사회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가 집결되어 재분배

ㆍ정보 유통경로가 '전문적인 소수가 다수에게 나누어주는 구조'에서

'다수에 의해 결집된 정보가 소수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변화

- 어젠다 설정, 정책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보독점 현상이 완화되고

시민사회의 협상력이 증진

□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가 주도하던 과점형 여론 주도권 구도가 변화

- 오피니언 리더는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똑똑해진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부담에 직면

ㆍ소셜미디어 시대에 '발신'하지 않는 사람은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

획득이 불가

- 여론 형성에도 집단지성에 기반한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13)이

등장

ㆍ시민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능가하는

집단의 통찰력을 구현

-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언제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

워크를 제공해 여론의 주도권이 특정 소수에서 각 개인에게로 분산

ㆍ소수 중심의 노드형 여론 주도권 구도가 조밀한 네트워크로 분산된

균질형 구도로 변화

13) 군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외부 대중의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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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여론 주도권 구도의 변화

□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이 강화

-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정책정보와 관련한 보안 비용이 증가

ㆍ특히 모바일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특정 사이트와 메일계정 차단

같은 업무용 PC에서의 전형적 보안조치가 무력화

ㆍ오사마 빈라덴 사망 시에도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정보가 유출되어 1,0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14)

- 반면 시민의 정보 획득경로가 다양해지고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져

권력 집중이나 남용을 보다 쉽게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최근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개도국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민들의

정부감시 활동이 활발

ㆍ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4월 총선에서 시민단체와 유권자가

트위터와 유튜브를 부정선거 감시 도구로 활용15)

14) 빈라덴 사망과 관련하여 오바마 美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비서관을 역임했던 키스 어번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고, 『뉴욕타임스』 기자 브라이언

스텔터가 이를 리트윗(RT)하면서 1시간 20분 만에 1,500만명에게 전파
15) Ajayi, R. (2011. 4. 19.). The Revolution is Being Tweeted. thenewblackmagazine.com.

<http://thenewblackmagazine.com/view.aspx?index=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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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의 변화로 공론장이 활성화

▷ 참여 행동 확산, 직접 소통 증진, 대중으로 권력 이동 등 환경 변화로 공론장

활성화

▷ 소셜미디어상의 소통이 공론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된 '트윗(트위터에 게시되는 글)'을 분석

- 분석대상 이슈로는 정책영역에서 '3색 신호등'과 '게임 셧다운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카이스트 학생 자살'과 '나는 가수다 재도전'을 선정

- 기존 연구문헌에서 제시된 공론장 형성 요인(① 주장에 대한 근거 및 출처 제시,

② 반대의사(혹은 비판) 표현 시 근거 및 출처 제시, ③ 논의 주제의 일관성,

④ 쌍방향 소통 및 관여 등)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 주장의 근거/출처 제시, 자체 재해석, 주제의 일관성, 양방향 소통 등에서 소셜

미디어가 공론장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발견

- 근거 없는 주장이나 비판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근거(URL 또는

전문가의 트윗)를 포함한 트윗의 비율이 50% 내외를 기록

ㆍ'나는 가수다 재도전'의 경우 연예뉴스의 특성상 URL 포함이 낮은 것으로 추정

- 토론 이슈와 무관하거나 인신공격성 콘텐츠는 3.1∼7.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주요 이슈 관련 트윗 분석

구분 정책 사회ㆍ문화

이슈 3색 신호등 게임 셧다운제
카이스트 학생

자살 건

나는 가수다

재도전

검색 기간 2011.4.18~5.24 2011.3.25~5.13 2011.4.7~4.21 2011.3.18~4.1

분석 트윗 수(개) 6,448 5,828 7,926 4,394

주장에 대한

근거 및 출처 제시

URL 포함 비중(%) 65.1 34.7 41.5 22.1

전체 RT 중

코멘트가 담긴 RT 비중(%)
46.5 45.9 48.5 53.6

반대의사(비판) 

표현 시

근거 및 출처 제시

반대(비판) 콘텐츠 중

URL 포함 비중(%)
63.8 30.8 41.3 25.0

반대(비판) RT 중

코멘트가 담긴 RT 비중(%)
51.5 48.3 45.5 51.6

논의 주제의 일관성
다른 이슈나 인신공격 표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비중(%)
92.2 96.9 94.9 94.8

쌍방향 소통 및 관여 Reply 및 Mention 비중(%) 51.4 44.6 54.1 40.4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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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 정책과정의 변화상

□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 어젠다 설정 → 정책 형성 → 정책 채택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의 5단계로 구성

□ 소셜미디어 등장에 따른 새로운 정책환경은 정책과정에 변화를 야기할

전망

- 정책 어젠다 설정: 집단 주도 대신 개인 주도의 어젠다 설정이 증가

- 정책 형성 및 채택: 시민의견의 사후 청취 대신 대안 형성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16) 결정이 증가

- 정책 집행 및 평가: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로 변모

새로운 정책환경과 정책과정의 변화

① 정책 어젠다 설정: 집단 발의 → 개인 발의

□ 소셜미디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정부, 정당, NGO, 매스

미디어 등이 정책 어젠다 설정을 주도

16) '오픈소스'란 원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발방식에서 유래. PC 운영체제 리눅스, 웹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이

오픈소스를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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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NGO, 매스미디어 등 중간매개 집단이 시민이 인식하는 문제를

사회 이슈화함으로써 정부가 정책 어젠다로 채택하도록 유도

-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정책 어젠다로 채택한 후 정책 홍보를

통해 사회 이슈화하는 '동원형' 방식도 존재

□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개별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 어젠다 설정이 증가

- 시민 개개인이 중간매개 집단의 도움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한

문제의식으로 여론을 형성해 정부가 어젠다로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

ㆍ특히 파워유저가 이슈의 발화를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

- 시민이 정부의 정책 어젠다 홍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기가

용이해지므로 정부 주도의 어젠다 설정 비용이 증가

소셜미디어의 어젠다 설정 능력: 인도의 반부패법 제정운동 사례

▷ 인도에서 공직자 부패는 매우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

- 2008년 국회의원 4분의 1이 인신매매, 횡령,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기소

- 집권 의회당(Congress Party)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공공연하게 매수

▷ 인도의 사회운동가 아나 하자레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문제를 이슈로 제기

- 인도정부는 시민사회의 반부패법안 제정 요구를 1969년부터 줄곧 거부

- 2011년 4월 아나 하자레는 정부가 반부패법 제정을 수용할 때까지 단식을 선언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수백만명의 지지자를 확보해 정부를 압박

- 단식 4일째에 인도정부는 반부패법안 작성을 논의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발표

(자료: Gupta, T. (2011. 4.12). The Real Indian Idol Wins Fights Against Corruption.

World Bank Blog.)

② 정책대안의 형성과 채택 : '오픈소스' 정책 결정

□ 소셜미디어 이전에는 정부가 정책대안을 수립한 후 시민 의견을 청취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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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정책대안 형성은 정책과정 중

가장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단계

- 단, 정부는 정책대안을 법령으로 채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승인을 구하는 절차로 공청회를 활용

□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정책대안 형성 단계부터 다양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오픈소스' 정책 결정이 확산

- 오픈소스 정책 결정이란 정부가 시민과의 숙의(Deliberation)17)를

통해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방식

- 최근 선진국은 정책대안의 개발과정에서 시민과의 숙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 참여를 도입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오픈소스 정책 결정 사례

▷ 캐나다 밴쿠버 시는 2040년까지 지속될 교통정책 개발을 위해 2011년 6월 1일

부터 3주간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

- 시민 참여자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2주간 전문 중재자의 도움으로 페이스북

토론을 진행해 정책대안을 산출

- 산출된 정책대안은 1주일간 페이스북에 게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2년 초에 밴쿠버 시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 오바마 정부는 2010년 '도전과 포상'의 콘셉트로 시민제안 플랫폼 Challenge.

gov를 개시

- 개별 연방행정청이 정책 어젠다를 발신하면 시민들이 해결책을 제안

ㆍ美 농무부는 아동ㆍ청소년 비만억제에 좋은 학교급식 식단을 공모

(자료: The City of Vancouver (2011. 6. 11.). Exploring Vancouver's Transportation

Future. <http://apps.facebook.com/VanTransportFuture>; Challeneg.gov: Government

Challenges, Your Solutions 홈페이지. <http://challenge.gov>)

17) '숙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의 이슈에 대해 상호 의논(discussion)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Elster, J.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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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의 집행 및 평가: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프로슈머화

□ 소셜미디어 등장 이전에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

- 시민은 온·오프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

- 시민의 공공서비스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일선 집행기관의 재원과

인력은 제한되어 정부의 과부하 문제가 야기

□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정부와 협업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변모

-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정부와 공유

ㆍ샌프란시스코 시는 시민들이 도로 파손, 담벼락 낙서, 수도관 누수

등을 SNS를 통해 제보하는 SF311 서비스를 실시

- SNS 이용자가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 위기 가구를 발견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에 알림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 시민들이 조세포탈,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을 발견하면 SNS를 통해

관계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집행비리 탐지에 기여

필리핀의 시민참여 조세집행 시스템

▷ 필리핀 재무부는 2010년 8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 제보용

채널 'Pera Ng Bayan(시민의 돈)'을 개설

- 필리핀은 페이스북 이용률이 전체 국민의 24.8%를 기록할 정도로 SNS 사용이 확산

- 시민들이 탈세 의혹이 있는 사업자, 밀수업자, 비리 또는 권한 남용 공무원 등에

대해 제보하면 국가는 포상금을 지급

- 2011년 1∼4월 필리핀의 조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4.3%, 관세수입은 2.1% 증가

ㆍ2011년 4월 필리핀의 재정수지는 지난 25년간 최고치인 263억페소 흑자를 기록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2010), Pera Ng Bayan. <http://www.perangba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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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소셜미디어의 리스크에도 유의

□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퓰리즘이 정책과정에 침투하는 것이 용이

- 시민들의 정책요구가 여론으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

어젠다 설정 및 정책 채택에 압력으로 작용

- 특히 온라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워유저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U 헌법안을 부결시킨 프랑스의 시민 블로거

▷ 2005년 3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정부는 우호적인 여론하에 EU 헌법안을 국민

투표에 회부

- 정부와 주요 정당이 EU 헌법안을 지지했고, 여론도 6대 4로 찬성이 우세

▷ 마르세유의 고등학교 교사였던 에티엔 슈아르가 개인 블로그에 EU 헌법안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한 후 반대여론이 확산

- 선거가 임박하면서 슈아르의 블로그는 일일 방문자 수 2만 5,000명을 기록

- EU 헌법안은 5월 29일 국민투표에서 반대 54.7%, 찬성 45.3%로 부결

(자료: Bloggers Take on European Elites. (2005. 6. 2.). BBC News.)

□ 소셜미디어는 오프라인에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위험도 존재

- 사회갈등을 자극하는 사회지도층 관련 사건이나 발언이 쉽게 확산

ㆍ소셜미디어는 개인이 직접 메시지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여과 없이 발산 가능

- 시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증대

ㆍ소셜미디어로 집단행동의 조직화가 용이해지면서 소득불평등, 이념

차이 등 갈등요인은 큰 변화가 없어도 갈등관리 비용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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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숙의로 소셜미디어 리스크에 대응

□ 정책과정에서 숙의를 강화해 소셜미디어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 숙의는 여론에 의한 의사결정이 갖는 중우정치의 문제점을 정책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성적 토론으로 보완

- 결정(Decision) → 공개(Announcement) → 방어(Defence)의 '폐쇄형

방식(DAD)'을 숙의(Deliberation) → 결정(Decision) → 공개

(Announcement)의 '개방형(DDA) 방식'으로 전환

숙의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가치

▷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에서 숙의는 폴리스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

- 아테네 시민들은 폴리스에 모여 국정을 의논하고 추첨으로 공직자를 선출

▷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의회민주주의에서도 숙의적 요소가 발견

- 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의회는 기계적 이익 대표기관이 아니라 의원의 자율적

판단과 협의에 기초한 '숙의적 대표기관(Deliberative Assembly)'이라 주장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제헌의회(1787. 5.∼1787. 9.)는 각 주 대표자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헌법을 제정

(자료: Elster, J. (1998). Introduction. In Elster, J. (ed.), Deliberative

Democracy (pp. 1-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숙의가 공적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

- 한국은 정부 주도 압축성장, 창의적ㆍ비판적 사고 대신 입시 중심

교육 등의 영향으로 숙의를 구현할 사회적 여건이 척박

- 반대의견에 대한 존중, 콘텐츠의 창의적 생산, 정보의 비판적 해석

등 '소셜리터러시(Social literacy)' 교육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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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론 형성단계부터 능동적·선제적 참여

□ 정부부처의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기획·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홍보 전문가를 충원해 주요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발신

- 현재 거의 모든 중앙부처에서 소셜미디어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로

이벤트 홍보나 업무 관련 언론보도 게시 등의 용도로 활용18)

- 각 부처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정책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에 대한 오보,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적극 대응

□ 개별 공직자가 비공식 온라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별 사용자

지침을 개발해 지원

-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공사 영역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각국은 공직자의

일상적인 소셜미디어 이용도 시민과의 소통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시작

- 소셜미디어 사용자 지침은 공무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

美 해군은 사병의 SNS 이용을 권장

▷ 미국에서는 보안이 중시되고 엄격한 명령과 통제의 조직인 군대도 소셜 미디어

이용을 권장

- 美 해군은 사병이 개인 SNS를 통해 소속 부대와 해군 전체의 비공식 대사

(ambassador)로 활동하며 군의 사회적 평판을 제고시켜줄 것을 기대

ㆍ연간 美 해군 신규 입대자는 2000년 5만 5,147명에서 2010년 3만 4,180명으로 감소

- 美 해군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지침: ① 작전보안 준수, ② 자신의 실명, 계급,

직위 공개, ③ 해군 관련 사안 언급 시 개인 의견임을 명시, ④ 저작권 준수,

⑤ 해군에 대한 오해는 정중히 사실대로 정정해주되 설전은 삼갈 것, ⑥ 자신의

온라인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그 사실을 명시, ⑦ 가족 및 개인 정보 노출 방지

(자료: U.S. Navy (2010). Navy Command Social Media Handbook.)

18) 2011년 5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 페이스북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1부ㆍ1처ㆍ4청, 트위터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1청에 불과하고, 블로그는 전 기관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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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6. 7 6. 8 6. 9 6. 10 6. 1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달러/유로(뉴욕시장)

1,082.00

80.145

1.45790

1,080.10

80.170

1.46860

1,082.90

79.935

1.45920

1,082.60

80.315

1.45130

1,085.90

80.345

1.43360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CD (91일, %)

LIBOR (3개월, %)

4.29

3.52

3.46

0.25175

4.29

3.52

3.46

0.25025

4.32

3.57

3.46

0.24950

4.39

3.65

3.56

0.24850

4.40

3.66

3.56

0.24700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WTI(S, $/배럴)

CRB 현물가격지수

108.22

99.22

558.50

109.41

100.77

560.85

111.18

101.85

562.62

112.04

99.30

562.63

111.41

97.26

560.21

주가지수(KOSPI, 종가) 2,099.71 2,083.35 2,071.42 2,046.67 2,048.74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98 98 99 99 ..

< 월별 지표 >

2009년 2010년 2011.1월 2011.2월 2011.3월 2011.4월 2011.5월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0.2

74.4

1.8

16.7

81.2

3.9

14.0

84.8

4.7

9.3

82.4

0.2

9.2

82.5

3.0

7.1

80.5

3.1

..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총취업자 수(만명)

3.6

88.9

2,350.6

3.7

92.0

2,382.9

3.8

91.8

2,319.6

4.5

109.5

2,333.6

4.3

107.3

2,384.6

3.7

93.6

2,430.3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2.8

-0.2

2.1

2.9

8.6

3.3

4.1

6.2

4.7

4.5

6.6

5.2

4.7

7.3

4.9

4.2

6.8

4.1

4.1

6.2

3.8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3,635.3

(-13.9)

3,230.9

(-25.8)

4,663.8

(28.3)

4,252.1

(31.6)

446.3

(45.2)

418.2

(32.6)

386.2

(16.9)

362.3

(16.7)

480.6

(28.8)

453.9

(27.6)

491.5

(25.1)

440.1

(23.9)

..

..

..

..

외환보유액(억달러) 2,699.9 2,915.7 2,959.6 2,976.7 2,986.2 3,072.0 3,050.8

1) 통계청 (2011. 5. 31.) “2011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1. 5. 16.) “2011년 4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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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1년

1분기

GDP 성장률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2.3

1.3

-1.0

-2.8

0.3

0.0

-9.8

3.4

8.5

6.6

29.1

4.3

7.5

3.5

30.5

-2.3

4.4

3.6

26.6

-3.1

4.7

2.9

15.9

-2.9

4.2

3.0

12.0

-11.9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38.5 53.2 51.9 52.7 52.2 51.8 49.2

SERI 경제행복도지수2)

(연간은 연말 기준)
0.599 0.486 0.559 0.606 0.630 0.673 ..

개인금융자산(조원)3)

개인금융부채(조원)

1,683.7

802.3

1,946.5

854.8

1,998.0

863.6

2,045.5

877.7

2,102.3

896.9

2,176.4

937.3

..

..

재정수지(조원) 11.9 -17.6 -7.0 -11.4 7.0 16.7 -4.4

경상수지(억달러)4) 32.0 327.9 2.6 88.6 99.3 91.6 26.1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5) 3,174 3,454 3,558 3,515 3,659 3,600 3,819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1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0

5.8

3.8

-2.6

9.3

-0.4

3.7

9.7

2.3

1.7

9.5

1.1

2.6

9.6

1.1

3.1

9.4

1.5

1.8

8.8

2.7

일본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1.2

4.0

1.4

-6.3

5.1

-1.4

9.1

5.0

-1.1

0.2

5.3

-0.7

3.8

5.0

-0.6

-3.0

4.9

0.0

-3.7

4.6

0.0

유로

지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4

7.5

3.3

-4.1

9.5

0.3

0.4

10.0

1.6

1.0

10.1

1.5

0.4

10.1

1.9

0.3

10.0

2.2

0.8

9.9

2.7

중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9.6

4.2

5.9

8.7

4.3

-0.7

11.9

4.2

2.4

10.3

4.2

2.9

9.6

4.1

3.6

9.8

4.1

4.6

9.7

..

5.4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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