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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계와 소통 구조를 이해하기 하여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커뮤니티

미디어 참여자 네트워크의 계망 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 상으로 서울시 마포구의 마포FM을 선정하

으며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기 하여 마포 FM의 생산자를 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의 

도와 네트워크 심성을 분석하 다. 한 분석 결과의 해석과 이해를 하여 추가 으로 참여자에 한 

심층 인터뷰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마포FM은 지역 활동가를 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조직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참여의 정도와 소통 방식은 이론  논의와는 달리 낮은 도와 소수에 집

되어 있는 낮은 수 의 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기 하여 참여자 

네트워크에 포함된 활동가들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커뮤니티미디어가 공동체

와 그 구성원을 한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를 어떻게 진작 시킬 것인지를 논의하 다.  

■ 중심어 :∣공동체∣공동체 미디어∣커뮤니티 미디어∣마을 미디어∣참여자 네트워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community media in Seoul to 

discuss the meanings of the media. Community media is constructed based upon the networks 

of relations of community participants, whose characteristic relations of participants within the 

network determines the roles and meanings of the media for the community. Research have 

shown that community media’s unique open, participatory, and horizontal communicative 

structures enable to realize such objects. For this study, we chose Mapo FM to conduct case 

study based upon network analysis of ‘participant network’ of the media. In particular, we tried 

to measure the density and centrality of the network, which can explain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s of the media. In addition, we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participants to better understand the problems and meanings of the community media. The 

findings suggest that unlike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assumptions, the community media 

under the study lacks of open, participatory, and horizontal ways of participation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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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지방자치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들의 참

여에 의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는 행

정  구획과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약한 

공동체는 약한 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1][18][19] 최근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지역과 사회 일

반에 정 인 향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커뮤

니티 미디어는 “풀뿌리 는 지역에 기반을 둔 미디어 

근권을 진작시키는 미디어 조직으로 표 의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에 헌신하고자 하며 한 커뮤니티 

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의 연 를 진작 시키는 데 력

을 다하는 미디어” [2]로 정의된다. 커뮤니티 미디어는 

그 개념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계와 소통의 복원을 통해 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

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내용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들은 다양한 마

을공동체미디어, 즉, 커뮤니티미디어를 조직화하고 미

디어 컨텐츠의 생산과 공유를 주요한 활동 내용에 포함

시키고 있다[3]. 

커뮤니티미디어가 갖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와 소통의 복원은 커뮤니티미디어의 생산방식과 운

방식의 특성에 기인한다. 커뮤니티미디어는 통  

매스미디어와 달리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통일성, 생산

과정과 운 과정의 개방성  참여성, 그리고 이 과정

에서 허용되는 폭넓은 수평  그리고 분권  소통구조

를 갖고 있다[2][4-6]. 이러한 커뮤니티미디어의 참여  

민주주의 소통 방식에 기반한 생산과 운 은 커뮤니티

미디어가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한 주민의 미디

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의 

마을공동체 운동의 주요한 방식  하나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역시 이러한 커뮤니티미디어의 특성을 갖고 있

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높은 심에

도 불구하고 국내 커뮤니티미디어에 한 체계 인 연

구와 평가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국내 커뮤니티미디어의 특성과 역할  그 의미를 

체계 으로 이해하고 이에 한 향후 논의를 한 분석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는 커뮤니

티미디어의 핵심  특성인 참여  생산  운  구조에 

을 맞추어 ‘참여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커뮤니티미디어에 한 최근의 증 되고 심에

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에 한 연구주제는 참여자의 동

기와 공동체의 소속감  권능화와 같은 심리  양태에 

집 된 경향이 있다. 커뮤니티미디어의 참여자와 이들

이 맺는 계망이 공동체와 공동체미디어의 역할과 

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이러한 연

구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한다. 참여자 네트워크는 커

뮤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연결망으로서 커

뮤니티미디어의 생산과 운 에 개입하는 주민들의 

계들이다. 커뮤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계망에 한 이해는 이 미디어의 조직  특성뿐 아니라 

소통 구조에 한 이해의 단 를 제공해 다는 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과연 마을공동체의 계와 소통의 

복원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커뮤니티와 미디어
인터넷은 커뮤니티의 공간  의미를 사이버로 확장

시키며 이용자들의 소속감과 연 의식의 기회를 넓  

왔다. 하지만 이와는 반 로 실제 거주 공간으로서의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계와 소통의 단 이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역사 으로 마을공동체는 산업화, 근

화, 도시화가 진행된 곳 어디에서나 이러한 계의 

단 과 와해의 기를 경험했으며 매스미디어는 이러

한 기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기여해 왔다[7]. 특히, 매

스미디어의 앙과 사회 일반에 한 주요한 심은 지

역과 마을을 소외시키거나 단순히 ‘ 원  시골’로 추상

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매스미디어의 상업  이해

는 모든 마을과 마을 구성원을 집단화된 ‘소비자’ 는 

‘시장’으로 체시키고 마을공동체 고유의 통과 문화

를 소외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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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우 매스미디어는 도시 마을 

공동체를 ‘새마을’과 ‘재개발’의 상으로 주요하게 묘

사하며 도시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거 한 주택 시장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8]. 이처럼, 매스미디어

는 마을공동체를 이상 으로 추상화하거나 소외시키는 

동시에 시장의 하부 요소로만 인식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마을과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  

계와 소통 그리고 문화에 한 사회 일반의 소외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미디어는 이러한 마을과 그 구성원에 한 

소외의 문제, 왜곡의 문제를 극복하고 안 인 마을공

동체 구성원간의 계와 소통의 복원을 진작시키기 

해 조직되어 왔다. 1940년  남미 볼리비아 지역에서 

‘라디오 수크 ’를 시작으로 두된 커뮤니티미디어는 

1960~70년  국과 미국 등 서구 사회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일본, 북미, 그리고 남미 지역 등 

거의  세계 으로 새로운 기를 마련하고 있다[9]. 

이러한 커뮤니티미디어에 한 세계  심의 증 는 

커뮤니티 미디어가 마을공동체의 계와 소통의 복원

이라는 역할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미디어는 

“풀뿌리 는 지역에 기반을 둔 미디어 근권을 진작

시키는 미디어 조직으로 표 의 자유와 참여  민주주

의에 헌신하고자 하며 한 커뮤니티 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의 연 를 진작 시키는 데 력을 다하는 미디

어” 로 정의된다[2]. 커뮤니티미디어의 개념 정의에서

도 나타나듯이 이 미디어는 매스미디어가 추구하는 시

장 심과 상업  그리고 정치  이익 보다 커뮤니티 구

성원의 계와 소통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과 사

회일반의 참여 민주주의에 더 많은 심을 둔다. 이에 

따라 톰슨[4]은 커뮤니티미디어가 국가와 시장 사이의 

제 3의 역을 마을공동체내에 형성하여 참여 이고 

자율 인 커뮤니티 공론장 (community public sphere)

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마을 

공론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참여자 네트워크를 통

해 실체 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2. 커뮤니티미디어와 참여자 네트워크
참여자 네트워크는 커뮤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

가들의 연결망으로서 커뮤니티미디어의 생산과 운 에 

개입하는 주민들의 계들로 정의할 수 있다. 크리스 

애튼[7]은 커뮤니티미디어와 같은 안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은 생산과 운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미

디어 콘텐츠 이용자 사이의 경계가 흐리다는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미디어의 내용과 조직  정체성

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로드리게스는[10] 커뮤니티

미디어가 가장 활발히 조직되고 있는 남미 지역의 사례

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녀에 의하면 커뮤니티미디어

의 매우 사 이며 상호 소통이 활발한 참여자들의 계

망은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친 한 계를 넘어서 구

성원들의 공공 인 사회  이슈에 한 심과 문제 인

식을 증 시키며 공동체의 발 을 한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즉, 커뮤니티미디어의 참여자 네

트워크는 커뮤니티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인 동시에 사

 그리고 공  계와 소통 방식의 개선에서 마을공동

체의 문제 해결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미디어의 참여자 네트워크의 기능은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형성하는 생산자-수용자간의 

계 이고 앙집권 이며 단선  계와는  다른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통일성, 생산과정과 운 과정의 

개방성  참여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용되는 폭넓

은 수평  그리고 분권  소통구조에 기인 한다 

[2][4-6]. 이러한 커뮤니티미디어의 참여  민주주의 소

통 방식에 기반 한 생산과 운 은 커뮤니티미디어가 주

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한 주민의 미디어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게 한다. 커뮤니티마다 상이한 통과 문화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은 문  미디어의 획일 이며 

단선 인 ‘모델’에 기 한 조직화를 비 실 으로 보이

게 한다. 문 인 소수에 의한 계획된 콘텐츠와 이벤

트 등은 생산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유사한 방식의 주

민 계를 재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미

디어는 의식 으로 개방 이고 수평 이며 참여 인 

활동가들의 계망을 구축하는데 특별한 심을 기울

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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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미디어의 개념과 역할  참

여자네트워크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미디

어라는 커뮤니티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를 해 이론  논의에서 제기된 ‘참여자네트워크’의 

계망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과 의미  한계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참여자네트워크 분석
커뮤니티미디어에 한 최근의 증 되고 있는 심

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미디어를 포함한 안미디어의 

참여자와 수용자에 한 체계  연구는 “사실상 알려져 

있지 않은” (virtually unknown)  상태이다[11]. 일부 커

뮤니티미디어 연구들이 참여자들에 한 인터뷰와 참

여 찰을 통해 그들의 계망의 요성과 그 특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부분이 단순한 묘사에 그치거나 커

뮤니티미디어에 존재하는 하나의 당연한 특성으로 제

시하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미디어의 

제작과 운 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반  특성, 

이들의 계의 특성, 그리고 이에 한 참여자들의 인

식 등에 한 체계 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참여자 네트워크라는 계망의 특

성을 이해하기 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활용

하고자 한다. 사회네트워크분석 방식은 네트워크의 사

회 계성의 패턴(patterns of social linkage)을 분석할 

수 있는 방식과 지표를 제공해 다. 구체 으로는, 참

여자 네트워크는 사회  연결망의 특수한 형태로 커뮤

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연결망으로 규정된

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계성 도는 참여자들 간 연

결망이 얼마나 유효한지, 효과 인지를 악할 수 있는 

연결망들의 첩성을 나타내어 다. 네트워크의 구조

를 악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는 심성은 연결

망에서 서로 다른 참여자간 치를 최단경로로 연결시

켜 주는 치에 가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지표이

다. 심성은 계망에서 다른 참여자에 해 가 잠

재 으로 더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 다

는 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

미디어와 같이 네트워크의 수평성과 참여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조에서는 이러한 심성 지표가 해당 

커뮤니티미디어의 참여의 특성을 악하는데 유용하다

고 할 수 있다[12].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의 기본  개념과 지표를 심으로 이상의 이론  논의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한 해답을 얻

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참여자 네트워크의 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참여자 네트워크의 심성은 어떠한가? 

         2-1) 참여자 네트워크의 연결 심성은 어

떠한가?

         2-2) 참여자 네트워크의 근  심성은 어

떠한가?

         2-3) 참여자 네트워크의 매개 심성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특성에 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어떠한

가?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우리는 이 연구를 해 국내 공동체 미디어  마포

FM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방송 원회[13]에 따

르면 마포구의 경우 다른 마을공동체에 비해 지역민간

의 공동체 형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체 평가 역시 마포FM이 성과 조직의 안

정성에 있어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다[13]. 마포FM은 

‘소출력 마포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처음 설립되어 

2005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하 다. 소출력 라디오로써 

마포 FM은 가청취권이 반경 5KM이지만 지리  향

으로 실제 청취권은 반경 4KM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

만 마포FM은 타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 비해 상 으

로 넓은 시청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 에 있어서도 세 

명의 상근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등 안정 인 조직 구조

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체계 인 분석이 가능한 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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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 상자들의 자발 이며 극

인 참여가 필수 이다. 이에 사  조를 한 1차 방

문과 실제 자료 수집을 하여 추가로 2차례의 장 방

문 조사를 실시하 다. 네트워크 자료는 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진행하 는데 최  설

문 상자는 사 조사를 바탕으로 마포FM 제작자 5명 

( 표, 운 장, 상근PD, 비상근PD 2)으로 선정하

다. 이들 내부 제작자 5명은 각각 마포FM 활동과 련

된 다른 5명의 활동가를 제시하 고 연구자는 이를 바

탕으로 25명 (5x5)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확보하고 이 

에서 복되는 참여자 9명을 제외한 16명으로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이들 16명으로부터 

5명씩 참여자 리스트를 요구하 으나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는 복

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으로 우리는 68명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샘 을 구성하 으며 이들 68명이 이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참여자 네트워크의 ‘노드’, 즉, 연

결 들이며 이들의 연결망이 마포FM의 참여자 네트워

크가 된다. 네트워크 분석 외에 연구문제 3에 한 답변

을 한 심층 인터뷰 상자 역시 이 과정에서 확보하

여 이들에 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상자들

의 기본  설명은 [표 1]을 참조). 인터뷰는 1) 커뮤니티 

구성원의 마포 FM에 한 인식 2) 커뮤니티 구성원의 

마포 FM참여 3)  마포FM의 역할 4) 참여의 제한과 

망이라는 네 가지 역의 16개 질문을 심으로 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심층 인터뷰의 특성상 연구 

주제와 문제의 범  내에서 질문 내용은 유연하게 추가 

는 수정되기도 하 으나 반 으로 주어진 구조화

된 인터뷰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ID 성 연령 역할 직업

A 여 40대 DJ 마을 활동가
B 남 40대 게스트 마을 활동가
C 남 20대 PD 제작자
D 남 50대 PD 제작자
E 남 50대 - 구의원
F 남 40대 - 구청공무원

3. 네트워크 변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네트워크의 분석 변인으로 네

트워크의 계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표들을 -  도(Density), 심성(Centrality) - 선정

하 다[15]. 도(Density)는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에 

연결된 정도를 말한다. 이는 체 노드들이 연결 된 개

수로 표 되는데 도가 높다고 하면 연결 된 수가 많

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심성(Centrality)은 한 행 자가 체 네트워크에

서 심에 치하는 정도를 표 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인물이 구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심성

이 높은 행 자가 심노드 는 허 노드가 되는 것이

다. 심성 분석들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 연결정도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이다. 연결정도 심

성(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 노드들이 얼마나 많

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한 개인

이 많은 연결을 가질수록 더욱 많은 자율성과 권력을 

가진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많

은 연결을 가진 개인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한 노드의 근  

심성은 해당 노드가 얼마나 네트워크의 앙에 있는지

를 측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노

드들과의 근 도를 보여 다. 한 노드의 근 도

(closeness)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근

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개념이다. 이를 통

해 연결망 체에서 가장 일반 인 향력을 가지는 노

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 노드는 자신이 가진 

자원 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체 네트워크에 배포하

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

는 개념이다. 개 역할을 ‘ 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하

며 매개 심성이 높다는 것은 개자,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5]. 

4. 분석 방법
네트워크 련 분석은 연결망 분석 로그램인 Ge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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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Ucinet을 이용하 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나타난 참여자 네트워크의 특성의 원인과 배경에 

한 인식을 이해하기 하여 (연구문제 3)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 다. 심층인터뷰는 참여자들의 활동 참

여 동기, 방식, 의미 등에 해 반  질문들로 진행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분

석 결과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련된 인터뷰 내

용을 심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Ⅳ. 분석결과 

1.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내 행 자들을 (node)으로, 이들의 계

를 선(line)으로 표시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계를 나타

낸 그래 를 소시오그램(sociogram)이라고 부르며 마

포FM 참여 네트워크를 가시화 한 소시오그램은 [그림

1]와 같다. 그래 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모두 라벨

(A-BI)로 표시되어 있다. 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라벨(A: 표, G: 운 장, J: 상근PD, P: 비상근

PD, AA: 비상근PD)은 마포FM 주요 제작자 5명으로 1

차 서베이 상이 되었던 인물들이다. 네트워크의 크기

는 네트워크의 노드의 수로서 3단계에 걸친 네트워크 

참여자 수는 모두 68명으로 마포FM의 네트워크 크기 

(Size)는 N=68이다. 기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

소30개의 노드만을 표집 하더라도 통계치가 모수에 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연구에서 N=66은 참

여자 네트워크 분석을 해 합리 인 노드수라고 악

된다.

네트워크 도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유효한지, 효과

인지를 단할 수 있는 척도로써 한 네트워크 내에 

가능한 모든 연결 계들 가운데 실제로 연결되어 있

는 계의 비율을 말한다. 계산된 도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도가 높다고 하면 네트워크 내 연

결 수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 교류활동이 얼마나 빠르고 활발히 이

지는 지를 단할 수 있게 된다[14]. 마포 FM 생산

자-수용자 네트워크 도 수치는 0.023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도 수치가 낮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 계들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따라

서 마포FM 생산자들과 수용자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

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커뮤니

티 미디어는 수용자들의 극 이고 자발 인 참여로 

인해 구 된다는 에서 생산자-수용자 네트워크의 

도가 낮다는 것은 미디어가 공동체 소통 구조에서 제

로 역할 해 내고 있는지에 해 검해야 할 필요성

을 암시한다. 

그림 1. 마포 FM 네트워크 그래프

2. 연결 중심성
심성은 네트워크 구조를 악하는데 가장 흔히 사

용되며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척도이다[14][15]. 연

결 심성은 계 맺기의 숫자가 높은 행 자를, 근  

심성은 최단경로를 통해 다른 행 자와 가장 빨리 연

결될 수 있는 행 자를, 매개 심성은 서로 다른 두 행

자를 최단경로를 통해 연결시키는 치에 가장 많이 

있는 행 자 (일종의 다리 역할)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심성 측정을 통해 네트워크 내 치 뿐 아니

라 향력  역할 등을 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결 심성은 잠재  커뮤니 이션 활동의 지표를 

말한다. 구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별로 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사

람들에게 큰 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보다 유리한 입

장에 놓일 것이라는 생각이 연결 심성을 시하는 

을 취하는 기본 인 근거가 된다. 마포FM 참여자 네

트워크에서 연결 심성 수치는 참여자 A, B, C,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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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A는 마포FM의 표이며 

이를 제외한 네 명의 참여자는 모두 제작자가 아닌 일

반 참여자 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B의 경우 

마을 사업 련 기구 센터장이자 2014년 마포구 출마의

원이었다. 참여자 C는 마포FM  운 원회 회원이

었으며 F 역시 마포FM  제작진  한명이었다. H의 

경우도 마포FM  운 진  한명으로 마포구 민 의 

집 표  한명이었다.  

그림 2. 연결 중심성 관계망

결국 마포FM 참여자 네트워크에서 마포FM과 직

인 련이 있거나 마을 공동체와 련 수 이 높은 

지역 커뮤니티 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연결 심성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결 심성이 네트워

크 내에서의 향력을 나타내는 표 인 지표라는 

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개방 이고 수평  계라

는 통  커뮤니티미디어의 제와는 상충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근접 중심성
근  심성은 독립성이나 효율성(efficiency)의 유용

한 지표로 사용된다. 아무리 계망이 넓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과 직 인 인연을 맺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 있어서 직 으로 아는 사람이 얼

마나 많은지와 더불어, 비록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

라도 필요한 경우 얼마나 쉽게 연 을  수 있는지 하

는 것이 그 사람의 향력이나 치상의 이 을 결정하

는데 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근 심성이다. 마포FM 참여자 네트워크의 근

 심성은 참여자 F, I, L, M, P 에게서 높게 나타났

다. 참여자 F의 경우 매개 심성 상  5명도 속해 있는 

인물로 마포구 여성 련 단체의 표를 맡고 있다. 참

여자 I는 마포구 민 의 집 표를 지냈고 마포 FM  

운 진  한명이었다. I의 경우 2014년 마포구 출마의

원이며 재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마포FM 운 원

회를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역시 재 마포구 의

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참여자 L

은 마포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의 표를 맡고 

있으며. P는 마포구 제작 PD이다. 종합해보면 근  

심성 상  5명에 속해 있는 인물들은 마포FM과 직

으로 련이 있거나 마포구와 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결 

심성에서도 나타나듯이 커뮤니티내 시민정치 사회의 

명망가와 커뮤니티미디어의 심 활동가가 근  심

성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근접 중심성 관계망

4. 매개 중심성
매개 심성은 커뮤니 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참여

자(point)의 잠재력으로서 두 행 자들의 계를 연결

해주는 치에 자리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만약 이 

치에 자리 잡은 행 자가 다른 두 행 자 사이를 연결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단 되고 교류를 하

지 못하게 되는 바, 이런 치에 소수의 행 자가 존재

할수록 그 사이성의 향력은 증 된다. 마포FM 생산

자-수용자의 매개 심성을 측정한 결과 참여자 5명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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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C, B의 수치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

했듯 매개 심성은 특정 행 자와 행 자 사이가 몇 

번의 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네트

워크 내에서 가까이 있는 다른 이들에게 직 인 혹은 

간 인 경로를 통해 잠재 인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4]. 

마포FM 참여자 네트워크의 매개 심성 수치를 살펴

보면 이들  A는 마포FM 주요 제작자  한명으로 연

결 심성 상  5명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B, C 역시 연

결 심성 상  5명에도 속해 있던 이들로 B는 마포구 

의원이며 C는  운 원회 회원이자 마포구 사회 기

업 표를 지낸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F의 경우 마포구의 여성 련 단체 표를 맡고 있는 인

물이며 O의 경우 마포구 지역경제과 공무원이었다. 연

결 심성과 마찬가지로 매개 심성이 높은 이들 역시 

마포구와 련이 높거나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 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잠재

인 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따라서 연결 

심성 상 에도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 A, B, C는 네트워

크 내 직, 간 인 향력이 모두 크며 네트워크 내에

서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4. 매개 중심성 관계망

이상의 참여자 네트워크의 도와 세 가지 심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마포FM은 통  의미의 커뮤니

티미디어의 네트워크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 으로는 마포 FM 생산자-수용자 네트워크 도 

수치는 매우 낮아 참여자간 상호 소통이 활발하지 않

으며 심성 수치는 , 직 마포FM 운 원 는 

, 직 상근자가 높아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상

으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참여자 네트워크에

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나 유력인들의 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포FM이라는 커뮤니티미디어가 지역 

시민사회와 높은 유 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5. 참여자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마포FM 참여자 네트워크는 마을 활동가, 사회 활동

가 혹은 구의원 등 마을과 련이 높은 이들로 구성되

어 있었다. 네트워크 내 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인 근  심성과 매개 심성도 제작자들 보다 이들에

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의 원인과 배경

을 이해하기 하여 참여자들을 상으로 인터뷰 내용

을 분석하 다. 

먼 ,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마포FM 참여가 소수에 

집 되는 경향은 미디어의 제작과 운  과정에서 기존

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의존하거나 마포 

지역 내에서 가시 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을 섭외하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었다.

 

“보통 그쪽(마포FM)에서 이런 활동들을 알고 섭외가 

들어와서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되죠. , 마포FM은 

다양한 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그 기획 단계에서 단체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나와서 게스트로 활동을 하게

끔 섭외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마 단체 활동가들은 

다들 한 번씩 걸릴 겁니다..” (A)

“...마포에 살고, 마포에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

럽게 마포FM을 알게 된 것 같다.” (E)

마포FM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필요

에 의해 마포FM을 자발 으로 찾은 경우, 마포FM 측

의 권유로 시작한 경우로 나 어진다. 필요에 의해 마

포FM을 찾은 경우도 기존의 연계 단체를 통해 참여하

게 되며 마포FM에서 먼  제안한 경우도 제작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 심성이 높은 이들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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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마포FM이 매개한 참여자 네트

워크는 이미 커뮤니티 내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 네트워

크가 커뮤니티 미디어와 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크기

와 성격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마포FM이 상근자의 개인 네트워크와 마을공동체내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마

포FM의 의식  선택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커뮤

니티미디어에 한 일반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 탓에 어

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100명 에 한 2명 2～5%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특성상 알려지기가 힘듭니다.”(B)

“마포FM을 청취하는 주  마을 주민들은 거의 없다

고 생각하고 부분 이용하거나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

요. 마포FM은 마을 문제와 마포FM에 심이 있는 사

람들만 알고 있는 정도이고 주민들 사이에 고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C)

인터뷰 상자들은 체로 우리나라에서 마을공동체

는 여 히 낯선 개념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더욱 그

러하다는 의견을 보 다. 즉, 마을공동체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 히 한국사회에

서 마을공동체와 련 활동들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

리가 있으며 이것이 마포FM과 같은 커뮤니티미디어 

참여에 어려움을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마포FM의 기술  그리고 재정  인  환경 

등과 같은 구조  난맥상과 맞물려 더욱 심화된다는 것

이다.

“출력이 무 낮아서 방송 청취 환경이 좋지 않아요. 

지 으로는 뭐 략 30% 정도만. 청취 가능이 제공되

고 있는데 재 공동체 라디오가 마포 지역 역을 포

하지 못하고 재정 수익, 인력 구조 등이 열악해 사실

상 매체 자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

나 생각해요.” (B). 

“마포 안에서도 주 수 잡기가 힘들어서 지나간 방송

을 온라인으로 듣지 않는 이상은 청취가 어렵다. 차라

리 팟캐스트 형식을 취해주면 좋은데, 마니아층을 형성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코 가 아니면 일반 로그램

들은 팟캐스트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근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청취

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렵다” (D)

 

마포FM 참여자 네트워크 분석결과, 구성원들은 모두 

마포FM에 알고 있고 인지도 평균치는 3.75로 높은 편

이었다.  이들은 부분 제작이나 운 에 기여한 경

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인터뷰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외부의 낮은 인지도는 자율 이며 개

방 인 참여를 확 하기 어려운 기술  제약 환경이 존

재함을 보여 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 내용은 이외

에도 마포FM의 운 을 한 재정  인  구조의 한계

도 이러한 낮은 참여와 인지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매체로써의 특성에 강조 을 두려고 했는

데... 마을에 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기 했지만 생

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재 공동체 라디오

가 마포 지역 역을 포 하지 못하고 재정 수익, 인력 

구조 등이 열악해 사실상 매체 자체로서의 역할을 감당

하기 어렵지 않나. 그 기에 마포 FM은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운동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조  

더 실 인 방향을 취하고 있죠.” (B) 

이상의 인터뷰 분석은 마포FM의 참여자 네트워크가 

낮은 도와 비 칭 으로 편향된 심성을 보이는 다

양한 원인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정리

하자면, 마포FM이라는 커뮤니티 미디어는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참여로 인해 개념  그리고 이론  커뮤

니티미디어의 조직  특성과는 거리를 보이는데 이는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 참여에 기인하며 마포FM을 둘

러싼 기술 , 재정 , 인  구조의 한계 등 구조  배경

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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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 참여자 네

트워크의 사회 계성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참여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참여자 네트워크를 커뮤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연결망으로 정의하고 활동가들의 계망의 

도와 심성 (연결, 근 , 매개)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참여자 네트워크

의 특성의 배경을 이해하기 하여 네트워크 구성원들

이 계망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 다. 

참여자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미디어의 생산과 운

의 특성을 반 하며 커뮤니티미디어가 기존의 매스미

디어와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토 를 제공

해 다. 개방 , 참여 , 그리고 수평  계와 소통 방

식이 커뮤니티미디어의 특성이라면 참여 네트워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포FM이라

는 커뮤니티미디어는 이러한 이상  개념  이론과 달

리 제한 인 개방성과 참여 그리고 소수에 집 된 계

 계와 소통 구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

으로는 [그림 1]의 네트워크 도에서 알 수 있듯 매

우 낮은 수치의 (0.023) 연결망 도를 보이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연결 심성[그림 2], 근  심성[그림 3], 

그리고 매개 심성[그림 4]은 마포FM의 심성이 일

부 주요 활동가와 지역 명망가를 심으로 하는 계  

계가 있음을 보여 다. 

인터뷰 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 원인은 마포

FM이 의도  조직과 운  략은 아니며 오히려 마포

FM의 기술 , 재정 , 인  구조의 환경  요인에 기인

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커뮤니티 미디어의 

참여자 네트워크는 미디어의 구조  환경에 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상이한 

커뮤니티의 환경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미디어 역시 매

우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가지고 조직화하고 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편 마포FM의 참여자 네트워크는 마포라는 지역 

내 존재하는 기존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긴 한 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커뮤니티미디어의 

이론에서도 제시되듯이 ( : [4]) 커뮤니티미디어 자체

가 제3의 역으로서 마을 차원에서 공론장을 형성하

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분석결과가 

말해주듯 이러한 특성은 동 의 양면으로 커뮤니티미

디어의 참여 네트워크에 일반 주민의 자발 인 참여 기

회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사 이

고 친 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회 역시 어렵게 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상의 결과는 마포FM이라는 특정한 커뮤니티 미디

어의 특성들이라는 에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하지만, 마포FM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구조  문제

들은 공동체마다 조 씩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마포

FM이 다른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비해 상 으로 조직

으로 안정 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참여자 네트워

크의 문제들은 오히려 더욱 좋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활발히 조직화되고 있는 

국내 커뮤니티미디어의 황과 문제들을 좀 더 객

이며 체계 으로 악하고 안들을 제시하기 해서

는 다양한 지역과 구성원 그리고 매체 형태를 포함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례연구인 본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본 연구를 바탕으

로 향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 결과들은 재 정부를 비롯하여 서울시  

지역의 자치단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미디

어와 공동체사업 일반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 하기 

한 새로운 근방식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즉, 일반 

주민들이 공동체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참여 사

업에 직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지원체계 구축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는 에서 정책  함의를 가질 수 있

다. 한 공동체미디어 사업을 운 하는 개인과 단체들 

역시 일반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한 방송 제작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

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참여자 네트워크 분석

에서 보다 체계 이고 다양한 계망 분석이 이루어진

다면 커뮤니티미디어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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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 이 연구 결과는 국내 커뮤니티미디어의 

황 실태 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 인 제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UNESCO와 같은 국

제기구에서는 커뮤니티미디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

계 인 지원방안을 구하고 있는 바[16], 국내에서도 

이에 한 한 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한 사례로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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