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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story in modern civil society was begun in earnest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in capitalism and the establishment in modern state. Civil Society,
which developed recently centering on online, is still containing the character of
modern civil society, which had been already diverged actively in the past. The
meaning in civil society, which had been limited mainly to the political sphere in
the meantime, has the character of liberalistic civic society,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economic sphere. Even a company is facing this with diverse
branding strategies. In conclusion, This phenomenon is also appearing in the field
of tourism, and some tourism experience that failed to be a tourism product
revives new cultural contents in an online space through expansion of connectional
relationship. Companies make efforts to implement different management
strategies to gain profit, while civil societies do to share values among different
groups and enforce the benefits of the products. In short the changes of civil
societies in accordance with tourism in an online space may be seen as the return
to liberalism of moder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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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근대 시민사회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발달 및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온라인 공간 내에서의 시민사회는 상품화 등의 개념을 통해 그 영
역을 확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과거 논의되었던 근대적 시민사회의 성격
을 많은 부분 내포하게 되었다. 온라인 정보공간에서의 시민사회는 경제영역과 밀접한 관
련성을 지니는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업 역시 이 같은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에게 맞서고 있다. 관광을 둘러싼 사회하위
영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접속관계의 확장을 통해 기존 상품관계에 편
입되지 못한 체험 영역이 상품의 형태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
를 맺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 이윤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으
며, 시민사회 역시 이에 대응하여 조직 간 가치를 공유하고, 상품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컨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관광을 둘러싼 시민사회조직의 변
화는 상당부분 과거 근대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모형으로 일정부분 회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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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정보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희소자원의 소유 구조가 외부와의 연계망
의 수, 강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같이 정보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조
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그들 간의 권력 관계를 성립시켜 나간다. 그
중 주목해야 할 전형적인 사회하위부문의 관계는 ‘국가(정부)-시민사회-시장(기업)’ 간
나타나는 연동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들 간 관계 속에서 사회 각 하위부문들은 새
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영역을 변용(變容)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와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위상을 지니고 있던 시민사회의 영역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급부상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한 정치적 개념의 시민사회의 논의에서부터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국
가와 구별되는 의미는 아니었으나, 근대로 오면서 시민사회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발달,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 정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한편 최근의 시
민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동안 공간적 개념 속
에서 실존하지 않았던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가상공간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시민사회

카

990; 주성수, 2004).

가 본격적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다 시 이노구치, 1
이 온라인 시민사회의

활동은 시장과 관련된

‘근대적 시민사회’의 성격을 많은 부분 내

포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시장(기업)영역 역시 이 같은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용하여 다양
한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에게 맞서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역시 다양한 소비자 운동 등

견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근대사
회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특징은 비단 그들 온라인 영역 내 구성원들의 운영원리 뿐
아니라 그들의 활동 조직체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강대현, 2006; 다카시 이노구치, 1990).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가 개방 체계의 특징을
지니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전형적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신뢰(trust) 관계가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민사회는 정책적 영역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특정 산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시민사회의 이상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
양한 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여러 산업 영역 중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
석할 관광산업 부문에서도 이 같은 논의에 부합하는 시민사회 영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오랜 기간 물리적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상품 가치를 추구
해 온 삶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개인적 경험과 오락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자원의
을 통한 근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대내외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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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를 위한 관광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가상공
간에서 실현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성과 상호성의 문화는 디지
털 통신 기술과 문화 상업주의 실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특히 이는 디지털 통신
기술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살아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구성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관광영역에서의 본격적인 경험의 시장화, 상품화 현상은 여러 가
지 복합적 영향요인에 의해서 외생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이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민웅기, 2010; 오관석, 2010a).
하지만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관광소비자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상
품판매시장의 범주 내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즉 고객의 상품구매 특성과 시장의
이윤창출 과정이 연구의 주요 주제범주였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소비자집단의 성격 및 그 구축과정에 내재된 본원적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위해
서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적응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거시적 측면에서의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조직론적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김인수, 2003).
한편 이와 관련하여 관광활동은 인간 활동 중 개인의 성찰적 속성과 정체성을 구현해
주며, 사회구성원 각자가 문화적 차원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생활정
치를 가능하게 한다(민웅기, 2012). 즉 개인의 선택권을 근거로 성장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 해석가능하다(주성수, 2004). 오프라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
부환경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공론화시키기 용이한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사회는 꾸준히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김종길, 2004).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광소비자
집단은 이 같은 시민사회의 성격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온라인 관광소비자공동체는 원래 관

재 활동적, 성찰적, 실천적 속성과 온라인 시민사회의 참여적, 주체적, 해방적 속
성이 연계된 새로운 시민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최근 관광시장에서 중요한 고객으
로 기능하고 있는 온라인 관광소비자는 현대 정보사회의 새로운 시민사회적 특성이 내재
광에 내 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의 시민사회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시민사회가 사회 구조 속에서 지닌 위상의 변화상을 고찰해보고, 최
근 온라인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장, 경제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성격이 관광소비자집단에 내재되는 과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공
간의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관광분야에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적용가능할지에 대
한 이론적 연계성과 이와 관련한 개괄적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본고는 추
후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로의 이행을 위해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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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시장 영역과 관계 맺으며 활동하는 시민사회
의 위상이 일정부분 근대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모델로 외현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온라
인 관광 공동체의 활동에 적용하여 시론적, 이론적 수준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본 문
1. 시민사회의 변천과정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천

1) 시민사회의 역사적 변 과정에 대한 개념적 고찰

행 왔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본격
적으로 논의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국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식된 근대 이후
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에 나타난 시민사회의 개념은 현재의 모
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시민사회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로
서의 의미가 강했다(강대현, 2006).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공간은 도시국가를 배경으로 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달리 시민사회의 기원을 국가에 반하는 교회공동체를 중
심으로 논의한 테일러(Taylor) 등의 사상도 있는데, 이는 후일 로크(Locke), 몽테스키외
(Montesquieu)의 시민사회론으로 분기하여 이어지게 된다(강대현, 2006; 김상준, 2003).
이 같은 시민사회의 개념적 논의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국가와 사회가 지금처
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편 18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로크(Locke), 홉스(Hobbes), 루소(Rousseau) 등
이 정치적 지배 체계로서의 국가와 경제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분리된 별개의 개
념으로 이해하면서 시민사회개념은 또 다른 의미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많은 학
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근대시민사회론은 헤겔(Hegel)과 마르크스(Marx)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겔은 시민혁명의 격변을
배경으로 시민사회를 정치적 영역과 분리된 사회의 영역, 즉 시장과 교환을 매개로 욕망
을 구현하는 부르주아의 영역으로 규정하였다(박형준, 1992). 헤겔은 시민사회 내의 공동
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치열한 이익에 영합하여 움직인다고 보고, 그동안 존재한 이상
향을 추구하는 실체들이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같은 논의는 오히려 시민사회와 반대개념인 국가가 도덕적 이상사회로 등장하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헤겔사상의 전향적 전환에서 시작한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는 시민
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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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구체적으
로 시민사회의 범위를 내부에 존재하는 시장까지 포괄했다(강대현, 2006; 김종길, 2004;
주성수, 2004).
최근 시민사회의 개념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담론 및 실천 공동체 형성의 영역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시민
사회의 개념은 하버마스(Habermas)에 의해 다시 개념적 논의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효율적으로 정당화되는 과학기술이 의사소통
관계에서 사회화된 생활세계의 영역들, 즉 사적 영역에 침입해 들어가며, 그 결과 일상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간섭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체계의 복잡성과
상대성이 증대함에 따라 생활세계가 위협당하는 현상을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 개념화했
다(Habermas, 1979).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의와 관련하여 킨(Keane)은 체계화된 사회의
구성 원리를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이분법적 논의를 근거로 분석했다(Keane, 1988). 한
편 이 이분법적 논의에 새롭게 대응하여 나타난 모델이 코헨과 아라토(Cohen & Arato)가
제시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분모델인 것이다(Cohen & Arato, 1992). 본격적으로 바
로 이 삼분모델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친밀성과 결사체의 영역, 사회운동, 그리고 공공의
의사소통 형태로 구성된 영역을 지칭하게 된다(김종길, 2004).
상술한 시민사회의 이론적 연구 과정 속에서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동체의 새로운 공간구획 활동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
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모 을 내부의

2)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새로운 활동공간과 관
련한 시민사회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특징을 강화된 시민사회와의 협력 문제로 분석한 연구(조이 리디코트, 2013), 시민사
회의 참여적 속성을 종교영역과 연계시켜 논의한 연구(이진구, 2013), 시민사회문제
를 교육영역으로 쟁점화시켜 교수-학습 시스템 및 운영공간과 관련시켜 분석한 연
구(김경은·이나라, 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찰
한 연구(하경수, 2012), 시민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해 분석
한 연구(이영애, 2012) 등이 그것이다.
0

14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에 대한 조직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적 고찰

활동 영역 중 하나가 사이
버 공간이다. 오프라인의 일상생활공간보다 환경적 제약이 적은 인터넷 공간의 특징은 시
민사회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온라인 시민활동의 연구가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블로그와 트위터(Twitter)등
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집합적인
의견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들 매체는 풀뿌리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을
대체할만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한 예로 트위터의 리트윗(retweet)은 개인의 의
견을 폭발적으로 확산 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부과했다. 시민사회의 여론형성 매체
로서 존재한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은 유지
하면서 적층된 더 폭넓은 시민사회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 내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소셜미디어가 지닌 의사소통의 편리함이며, 이는
뉴미디어의 신속한 확산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다(홍주현, 2011).
이처럼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 확장된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영역을 새롭게 이론적으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해보아야 할 새로운 시민사회의

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민사회영역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으로

술

템

반

이용되는 미디어 기 과 시스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 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셜
견 생각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툴(tool)과 플랫폼(platform)을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기술결정론
자들의 논의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술발전을 통해 소셜컴퓨팅(social computing)이 확
산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웹
(web)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고속화,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확산된 SNS를 지원하는
고도의 어플리케이션 수단 중 하나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이 기술적 발전은 소셜
미디어 상에 존재하는 온라인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현재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오관석 2010b).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정보공간에는 이미 기업의 다양한 시장기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네트워크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
츠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되는 중개 영역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특
정 미디어에 종속되지 않는 통합플랫폼이 등장한 것이다. 이 통합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
에 이용자의 통제권을 발효시키면서 정보, 거래,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가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연결 역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광장화되고 있으며, 동영상, 음향, 플래시 등의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조합
된 웹 콘텐츠를 모두 갖춘 리치(rich) 콘텐츠가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정
보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형성하며, 상거래를 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오픈
시민사회 영역 확산에 기여한 소 미디어는 사람들의 의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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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나타나게 된다(송해룡, 2009).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현재 정보공간의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일부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의 주요 시장논리이기

범위 및 규모의 경제 등이 주요한 경영수단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플랫폼 서비스를 거쳐야 새로운 구성물로서의 콘텐츠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띠게 되었는데, 플랫폼 서비스의 독점영역을 둘러싸고 기업
들의 엄청난 경영전략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의 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시장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스스로 돕는다. 일반
적으로 온라인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셜미디어 전략은 소통(communication),
공유(share), 연계(connection), 참여(participation) 등으로 나뉠 수 있다(박선주·정원모,
2010; 송해룡, 2009). 소통은 시민과 시장, 시민과 시민간의 소통을 의미한다. 공유는 정
보공유운동 등을 통해 다방향적인 실시간 정보를 함께 소유, 접속하며, 혁신적인 시장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로 실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연계는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생활 내 여러 매체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발생한다. 참여는
시장, 국가 영역과의 실천과정 전반의 실질적 시민 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대안이
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정보 공간 내 다양한 사회하위영역들의 활동들은 시민사회 내 이
해 관계자들 간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해준다(박선주·정원모, 2010; 오관석, 2010b). 이
같은 소셜미디어의 전략은 시민들의 소통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해 집단의 구심점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여기에 더하여 모바일이라는 기술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적합성 역시 시민사회
의 활동 영역 확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오관석 2010a).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
자 적합성을 구현해내었다는 것은 특정 상품 사용자, 구매자의 요구, 행동에 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모바일 사
용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것이 자유로운 시민적 활동 공간의 중요
성을 인지하게 된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
감이 좁혀진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
들어 준다(Kushchu & Borucki. 2004). 이를 통해 사용자 집단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
도 한 속도의 경제,

성되고, 공공 서비스 공간이 창출된다.

셜

향 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 미디어의 발달은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영 을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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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받

민사회의 소통 구조에 동 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자들은 개별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

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시민사회의 성장은 미래의 시장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 예로 이미 사이버공간에서 SNS, 위키
(Wiki), 위젯(Widget), 팟캐스트(Podcast), UCC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나성욱·이윤희·지순정, 2010). 정보공간에 존재하는 시장영역은 이
같은 시민사회영역 내 소비 집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새로운 구성물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 유통에서 플랫폼의 역할
이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인 push모델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pull모델로 빠른 속도로 변
화하게 된 것은 정책, 제도 등의 실질적 수단을 통해 정보통신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서비스의

는 국가의 역할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에 일
정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과 시장 간 의사소통 구조

방 체계로서의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특징과 시장과의 관계

1) 개

시장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구조는 새롭게 등장한 정보경제에

재

더욱 증대되었다. 정보경제에서는 생산, 소비, 유통과정에서 정보
기술, 경영의 질 등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생산 요소들의 효율적 결합을 중요하게 인식하
게 된다. 또한 지식과 정보 응용이 강화되며, 지위의 우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물
질적 생산유무에서 정보처리활동 여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경제에서는
시장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중요해진다. 이 정보사회의 경쟁체제는 정보기술로 말미암아
생산과 무역단위에 변화가 나타나며, 정주하는 공간이 아닌 흐름의 공간을 통해 기능적
재통합이 나타나게 된다(Castells, 1993).
상술한 바와 같은 정보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온라
인 공간의 시민사회조직은 이에 적합한 다양한 조직체계적 특징을 지니며 확산되고 있
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사회 조직은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들의 체계적 조합
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직 체계 내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활
동을 하는 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프레임워크(framework), 조직의 목표와 기
준의 맥락에서 자율규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버네틱 체계(cybernetic system), 조직
성장의 막대한 임무를 이행하는 성장체계 및 환경에 대한 지식 구조로서 정보를 수집하
고 상세한 지각과 자아의식을 보유하게 하는 이미지 체계(image system) 및 상징처리
서 그 존 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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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방

체계(symbol-processing system) 등이 존 한다. 이는 전통적인 조직이론에서의 개 체

998). 개방체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개방적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각 하위 부문들이 생존을 위한 자기조절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개방체계에서의 사이버네틱 모델은 온라인 공간의 시민사회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사이버네틱 모델은 다른 부분들의 변화에 잘 반응하는 부분들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연구의 개방체계적 관점에서는 집단 내 하위 구성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하위조직들이 완전히 자율적인 행위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암시한다. 소위 말하는 약한 연대의 강한 효과(weak tie & strong effect)가 온
라인 시민사회조직의 설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하위체계
들은 훈련된 시민운동 조직원들을 위한 다른 하위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시민사회 구
성원들의 조정과 훈련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을 유도한다.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 개
방체계에서 시민사회조직과 시장과의 관계는 강조되어야 한다. 개방체계에서의 조직 구
계적 특징이기도 하다(Scott, 1

성을 이용한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외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유지하기 위

무

행

배

한 전체조직으로서의 직 들을 이 한다. 이는 시민들의 분 문제, 시장

생산물에 대한

질적인 통제의 실행과 과거 판매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소비자 선호 등의 연구에 적용
가능하다(Scott, 1998).
앞서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시민사회의 구조를 시장과 연계시켜 조직론
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는 사이버 공간 내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하게 분기하고 있는 소비자 운동 역시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가능하다. 이
같은 시장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석은 근대 헤겔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에서 이미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개방 체계적 관점
은 이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한 논의를 강화시켜준다. 개방체계는 환경으로부터
의 자원 투입에 기초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수많은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개방된
외부 시장 경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
만 온라인 공간의 시민사회를 시장과의 적대적 상호관계만을 강조하여 논의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외부 시장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이 지닌
개방체계 조직으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시민사회활동이 잘못된
시장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기 위해 연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시민사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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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

은 시장과의 일정한 경계유지를 위하여 상호간 에 지를 소비하기도 한다. 조직의 개

때문에 결정과 선택은 임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그 내부에 복합 정체성(multi-identity)으로 구현되는 일
정한 층위가 있는데,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김호기,
1995).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각 조직 체계들의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과 각
소비부문들 안에 포함된 역할들의 복합적 구성관계를 파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체계적 특성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온라인 시민사회의 체계들이 주로 시장

항

처럼 온라

논리에 근거하여 이에 적응, 대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
넓은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일반적인 시민사회조직의 개방체계 관점은 복잡성과 가변성, 느슨한 연결망
등으로 대표되는 개방체계의 특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 연계되어 있다(Scott, 1988).
시장의 독점적 권력 행사에 대응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조직들은 공식적인 구조
와 비공식적인 구조 모두로 구성된다.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공식적인 조직 내 구성원
들을 비공식적인 규범과 행위패턴을 중심으로 응집시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행위로는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다른 가입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
로 블로깅(micro blogging)에 의한 의사소통이다(Kayne, 2010).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나랑(Narang)은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읽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네트워킹
과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를 ‘트위터사회적네트워크모델(Twitter social network
model)’로 새롭게 정의했다(Narang, 2009). 한편 온라인 시민사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
는 의사소통방식이기도 한 ‘트윗(tweet)’은 트위터 네트워크에서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
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팔로어들(followers)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트윗 후 자
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리트윗(re-tweet)’
과정을 통해 그들은 소비활동과 관련한 여론을 형성한다. 이 같은 개방적 행위과정은 앞
서 말한 비공식적 삶의 구조가 그대로 구조화된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운영 및 관계망
형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시
민사회조직에서 형성되는 의사표현들은 다른 팔로우의 반응이 없으면 쟁점화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Diakopoulos & Shamma, 2010). 물론 온라인 공간에
서의 시민사회조직은 이같이 소비자 개인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의 확보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상황 아래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들은 좀 더
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개 체계 관점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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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적응전략을 위해서 개 체계의 운영 원리를 수용하면서 그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천 옮기도 있다. 만약에 시민사회조직이 스스로의 생존이 위험할 경우, 그들은 생존
을 위해서라도 공인된 미시적인 목표 추구를 수정,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앞
서 헤겔이 말한 영악한 시민사회 영역의 특수한 목표 추구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들은 시장과의 대립과정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
합행동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그들 조직의 존립을 위하여 새로운 행
위과정을 창출하고 있다. 온라인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행위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
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복잡다단한 개방적 환경과 그들 조직의 대응,
운영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 에

2) 온라인 공간의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시장의 대응체계

행위에 대하여 시장 영역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을 통
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 의 대
상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이 아니며, 영리한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구성원들이 되었다. 현재
시장영역은 개방적 혁신을 위해 기업형태, 관리자 역할, 전략 수립과정, 리스크 관리 등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개방형 혁신 전략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보경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글로벌화, 소프트화, 네트워크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송해룡, 2009).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업들은 지속적으
로 이어져온 그들의 사업모형과 원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소위 말하는 와해적 사
업 모형과 원가구조를 취하여 현재 최상의 서비스 및 맞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일대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 직접적으로 거래함으로서 맞춤형 상품판매를 통해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인수, 2003; 송해룡, 2009).
시민사회의 민감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업 내부 업무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
하여 비용절감과 효율성 창출을 노리기도 하고, 상품 판매 공간을 마켓플레이스 모델로
바꾸어 외부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특히 e-marketplace에서는 원하
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조직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장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시민사회조직의 시장 참여로
인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두 가지 경영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송해룡,
2009). 더불어 시장은 온라인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친밀감 증대를 위한 상호작용을 꾸준
히 시도하고 있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네티즌들의 관여를 일부 허용하여 그들을 활동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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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키기도 하고, 기업과 시민사회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조직 운영의 문제점
들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자사의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펼
에

치기도 한다.

반

쟁

잠재적인 효율성과
혁신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게 된다. 이는 곧 시장에서 통
합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핵심 요소에 대한 경쟁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또는 자신이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표현되기도 한다. 온라인 네트워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통제 행위는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서 시민사회조직과 충
돌할 수 있는 중립성 문제와 관련이 깊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
민사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루트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가들보다
좋은 사업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설비를 개방하지 않거나 기존 네트워크를 통
해 제공되는 트래픽들을 차별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연
스럽게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송해룡, 2009). 바로 이것이 온라인 시장의 선점과
진입장벽의 문제로 외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온라인 기업 간 경
합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시장 통제의 행위를 막음과 동시에 복수 네트워크 경쟁 구조에서 지배적 콘
텐츠 사업자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공급을 차별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시장의 영역 역시 시민사회조직에 대응하여 그들의 새로운
경영상의 전략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개방체계 내에서의 시장이 추구하는 전략경
영은 시민사회와의 단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체계에서 시민사회와의 관
계 형성을 통한 친화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품과 거래를 둘러싼 시장의 전
략적 제휴 노력과 시민사회의 공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참여 행위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 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경 이 증가하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3. 온라인 시민사회조직 특성의 관광영역으로의 적용 가능성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활동은 시장과의 대
응과정을 통한 경제적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장 영역에
서 강조되는 시민사회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유사 개념은 근대 시민사회론에서 이미 논
의되었다. 고전적 시민사회론이 국가가 중심이 된 공공선에 기반한 공화주의적 시민사회
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근대 시민사회론은 국가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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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강대현,
2006). 이 시민사회론적 분석은 시장에 대한 대응 및 평가와 함께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향을 상정한다. 근대 시민사회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체계를 인정하
고 받아들였으며, 시민들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계산적 인간으로 상정하였다.
근대사회를 지배했던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은 현재 시장에 대응하는 온라
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장의
활발한 활동과 이에 대해 연계 및 대응전략을 세우는 시민 활동은 전형적인 근대 자유주
의 시민사회론으로 논의가능하다(강대현, 2006). 자유주의 시민사회에서 강조하는 시민
사회 내에서의 노동 분업과 시장 연계에 의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정보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과 재생산, 문화적 교류, 경제적 자율권을 확보하
기 위한 온라인 시민사회의 노력은 결국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지향하면서 존재
하게 되는 것이다(다카시 이노구치, 1990; 주성수, 2004). 이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이 시장영역에서 욕구충족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도화가 이루어짐과 동시
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욕구에 따라 다양한 유무형의 재화들이 재분배되며, 개인의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 확장되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시민사회-시장’ 영
역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하위부문의 관계 속에서 시민
사회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그들 욕구를 체계적
으로 확인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실존 대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그것이 바로 급변하는 개방체계에서 외현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 활동의 본원적 목
적 중 하나인 것이다.
정과 연대의 경제사회를 상정한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이라고 개념화시

최근 이 같은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특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 관

넷

표

술

광산업분야 및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터 으로 대 되는 정보통신기 의 발달은 다

술 융합을 야기하여 이를 둘러싼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했다.
관광산업 역시 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광소비자 집단은 그간 상
품 공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관광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온라인 공간 내에 관광소비자 집단들 간 상품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발달된 정보통신시스템 및 기술력을 바탕으
로 한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관광소비자 공동체의 근원적인 존재 의미와 조직론적 특성에
양한 문화상품과 정보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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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연계시켜 이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간 한국사회에서의 관광과 관련한 온라인, 인터넷과의 연계적 논의들은 인터넷 정보시
스템을 마케팅 활동과 관련시켜 진행한 연구(권점옥·박수완, 2013; 서원만·황장익·구본
기, 2012; 조미혜, 2011), 인터넷 기술과 정보를 하나의 관광상품 구매수단으로 분석한 연
구(임연우, 2011; 정철·이준남, 2010), 온라인 공간을 관광안내 및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
체화하여 분석한 연구(선수균, 2013; 양성수·허향진·박시사·최병길, 2007)등이 그 주를 이
루었다. 최근에 와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활동 유형과 관광소비자들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전유희·이대용·정남호·구철모, 2014; 정
남호·한희정·박상철·구철모, 2014), 이 역시도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의 상품구매행동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가 발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광영
역에서도 온라인 관광소비자 집단을 거시적인 시민사회 조직 활동과 연계시켜 그 본원
적 의미와 추후의 전망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구현물이라 할 수 있는 관광은, 이 같은 이론적
논의를 더욱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분석은 추후 전체 관광소비자 조직이 어떤 형태와 가치를 중심으로 변
화하는지를 예측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미 온라인 고객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대응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 내에서 관광소비자집단은 상품정보
공유 및 동시적 집단행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장 영역에서 관광기업은 소비자의 구
매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전효과의 빠른 확산을 경계하면서 상품의 질적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속도와 파장효과가 오프라인보다 더욱 크
대해서 현대 사회의 거시적

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광 상품은 다른 제조상품에 비해 위험요인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소비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김종건·현용호·박영아, 2013). 온라인공간에서 활동하는 관광을 위한 시민사회조
직의 정보 공유 및 집단적 참여는 전술한 관광상품 소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의한 위
험에 대처하는 생산적이며, 현명한 소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 상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그들 활동을 늘 예의 주시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
는 개방체계에서 시장 영역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이며, 동시에 시민사회
의 참여적, 능동적 활동에 대처하는 시장의 적응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관광상품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관광상품을 둘러싼 문화적 소외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적 공동체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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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광상품 소비의 다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이들 소비자 집단 개개
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역시 가능하게 하고 있다(조광익, 2010). 이 같은 시민
사회조직의 활동은 집단지성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간 욕
구의 충족을 위해 기능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상 상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덧붙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기술적 하위구조의 발전
역시 이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의 생산, 소비 과
정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즉각적인 의사표현 및 이를 통한 소통과정은 특정 시점에
형성된 순간의 소비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소비자 개개인의 의견피력 역시 가능하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의 조직 원리를 소비자행동의 정서적 측면과 연계하여 진행한 최근
연구들은, 인간 욕구와 온라인상의 조직운영 속성이 관련이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Ku,
Liang & Chen, 2006; Pang & Lee, 2007).
이처럼 정보기술매체들은 관광을 둘러싼 온라인 시민활동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최근 관광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활동의 대중화는 어플리
케이션 기술의 개발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
위터(Twitter), 미투데이(Me2Day), 페이스북(Facebook), 링크트인(Linkedin), 유튜브
(Youtube), 세컨드라이프(Secondlife) 등은 관광정보가 폭넓게 시민들에게 공유되며, 실
제 그들의 일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결국 상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달은 문화자본에

서 온라인 시장 영역 내에서 관광이 입지를 공고하게 유지하게 된다. 온라인 관광시장

영역은 최근 온라인 관광 소비자집단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영역과 연계를 맺으면서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더불어 근대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온라인 시민사회 조
직의 가치 출현은 관광기업의 전략경영 방법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된 다양한 마케팅 원리로 운영되고도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된 스마트폰의 이용은 관광상품의 전자 상거래 뿐 아
니라 이를 둘러싼 지역공동체 간 효율적인 연계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 내 정보통신 기술력의 발달에 의한 참여는 실질적인
관광소비자집단의 영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들은 근대
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속성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미디어와 적극적 공생관계로 발전하
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수동적 관광고객에서 벗어나 적극적 프로슈머(prosumer)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관광고객의 특성 변화에 따라 그동안 일방적으로 시장 영역에 맡
겨진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소비자 집단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그 성격이 바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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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 맞는 관광상품 패키지화·표준화, 관광상품 및 숙박시설, 교
통시설의 연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소비자 집단의 콘텐츠 이용 시간과 소비하는
장소에 따라 콘텐츠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
노력에 따른 표적화된 수용자 집단에 잘 전달되는 관광콘텐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공
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민사회의 활동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관광소비자 행동패턴의 디비전스(divergence) 현상 역시 나타나게 되는데, 소비
고 있다. 관광소비자의

가치 확대에 온라인 시민사회 집단은 이에 많은 부분 기여하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루

활동 동력은 상호연동, 연계, 확장 등을 통한 합리적 소비를 추
구하는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가치 창출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기
존의 물리적,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커뮤니티 중심의 관광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까지 가능하게 했다(이지선·강신겸, 2010). 그 과정에서 나
타난 온라인 공간에서의 통제권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관계망의 회복이 활동의 주된 가
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어진 시민사회조직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구성된 관광 소비자공동체는 시장 영역과 관련

델

음 알 수 있었다. 이를

한 근대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적 모 을 상당부분 구현하고 있 을

음

정리하면 다 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활동은 시장과
의 배타적 관계 설정이 아닌 끊임없는 연계와 근대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이 상정하는 모
형을 구현해내고 있다. 관광소비자집단은 기존 관광시장과의 공유, 소통의 가치를 실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과거 관광상품 공급자 및

매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질서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변화를 주게 되었다.
둘째, 현재의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은 시장 환경의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보이
는 개방체계로서의 시민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다
른 산업에 비해서 외부 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른 조직운영형태의 가변성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현재의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은 환율, 재해, 이동거리 등으로 대
표되는 시장 환경과 관련한 쟁점의 생산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참여하면서 창조적 반응
던 시장

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온라인 관광소비자집단은 견고한 관광상품 시장의 구조 속에서 소비자로서의
시민 개개인의 비공식적 담론형성 및 성찰적 관광소비과정을 중심으로 시장의 이윤추구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역시 사적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근대자유주의 시민사회의 특
성을 드러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 내에서 나타나는 관광소비자집단의 관계적, 과정적, 운영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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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명해준다. 시장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영
향력을 행사하는 외부환경에 대해, 개방체계를 상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사회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이론에 근거한 온라인 관광시민사
회의 조직론적 분석은 추후 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예측해준다는 측면에
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속성을

III. 맺음말
재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과거
시민사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조직적, 관계적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았다. 현재 온
라인 시민사회는 개방체계적 조직의 속성과 기술력을 통해 자본과의 대응 및 협의적 관
계를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시민들은 시장과의 네트워크 관계구
조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조직은 시장영역의 영향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
하되, 그들과의 합리적 의사소통 및 교호작용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추구한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의 규범적, 합리적 체계로서 기능하며, 네트워크에 의한 유기
적 모델을 지향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은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시간, 노력, 비용 추구 과정에서 조직 유연성을 도모하고, 개방
체계를 상정한 활동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조직 내 노동 유연성의 불평등한
결과들과 함께, 노동시장 재구조화 과정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온라인 시민사회조직
의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시민 네트워크와 조직의 유연성은 시
장과의 중재된 관계 속에서 소비관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하위부문이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온라인 관광정보공간에 생산적으
로 적용하기 위해서 관광소비자들의 구매행위의 의미,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의 감시와
비판, 성찰적 의사소통 구조 등을 면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본 연구에서는 현

온라인 관광소비자공동체는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원리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모

환

즉각적이고 주체적인 반응과
대처, 시장 구조에 대한 개별 구성원으로서의 소비자 행동과정의 특징은 그 논리를 뒷받
침해준다. 거기에 더하여 기존의 담론구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전자적 공론장은 정확한
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외부 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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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주의 시민사회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관광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시장 영역과 협의하는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관광상품 정보들이 구성

저 본고의 이론적 기여로는 온라인 관광관련 공동체를 분석함에 있어 이미 그 연구가 지

반
능
했
는 점이다. 추후 관광정보시스템의 생태계 구현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본격적으로 고
속되어 온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기 에 근거한 새로운 조직 연구의 가 성을 제시 다
찰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시민 권리와 연계하여 그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시론적 정보

했

겠

를 제공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 다. 이는 관광과 연계된 온라인 공동체의

초료

능

조직론적 분석을 위한 기 자 로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초
추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관광소비자들
의 심리·행동적 패턴의 특징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본고의 기 적 논의들을 근거로 관광기업들이

는 점이다. 온라인 관광공동체가 지니는 시민사회적 특징은 결국 개별 관광소비자들의

욕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연구과정에서의 한계점 역시 지
니고 있다. 온라인 관광정보생태계의 생산적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특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소비자 행동을 중심으로 실제 상품 구매 및 네트워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시장 부문에 대응
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사회조직의 전략들을 고찰하기 위해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사회에

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경험적 데
이터나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례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단위와 연구방법을 제공
대한 논의 하에 시론적, 이론적 연구를 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온라인 관광조직의 시민사회론적 특성에 대한

능

이론적 고찰은 이를 가 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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