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의 형성, 개념과 이론

1. 역사의 시대 구분의 문제

1) Marx의 고전적 도식 - 원시사회→노예제→봉건제→자본제→공산주의 사회

⇒ 직선적, 도식적 사고로 경제구조 단계별, 단계 내부의 중층성 인식 부재

2) post 의 의미 - 후기(시대 구분 내부에서의 변화), 탈(시대를 벗어난 새 시대)

3) 역사의 시대 구분의 기준 - 중층적 구분 필요하지만, 삶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구조의 변

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 있음. 4) 지금 한국 사회는 정보사회(네트워크사회)인가?  

2. ‘정보사회’의 개념 - 권기욱(2007)이 외재적 비판이라면, 이 개념 정의는 내재적 비판.

1) 기술적(technological) 정의 - 정보 처리, 저장 및 전송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회

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하게 됨. 이에 따른 통신기술 발달. ⇒ 정보시대 

진입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술발달 정도 결정의 난점, 기술이 사회 변화에 선행한다는 기

술결정론(사회부문 연관 무시).

2) 경제적 정의 - ‘정보경제학’(Porat)에서 두 개의 정보부문과 비정보부문 구분. ⇒ 통계의 

범주 구성 방식에 해석과 가치판단 개입, 집합적 자료가 불가피하게 상이한 경제활동을 동

질화시킴.(몇 %가 되어야 정보사회인가?) 

3) 직업적 정의 - 직업 분포의 변화. ⇒ ‘정보노동자’의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는 통계 수치

는 연구자가 범주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할당하는 과정 은폐(철도 신호원은 신호체계 등 지

식 소유해도 육체노동자, 복사기 수리공은 정보노동자로 분류됨), 정보노동에 대한 양적인 

척도는 특정 유형의 정보노동의 증가가 사회생활에 대해 독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숨김.

4) 공간적 정의 - 지역을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을 조직화하는 정보 통신망(network) 강조. 

⇒ 규모가 어느 정도이면 통신망? 

5) 문화적 정의 - 미디어로 가득 찬 사회, 유행의 풍요, 생활양식 다양성. 의미화의 증가(정

보의 홍수). 기호의 죽음(보드리야르): 과거에는 기호에 준거 존재(의상과 지위, 뉴스와 실

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특징을 상실한 기호의 복잡한 그물망(기호의 다양성과 급변, 청

중의 기호 생산,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이 적어져서 기호가 더 이상 사물을 직접 재현하지 

못함. 기호는 자기준거적이 됨.) ⇒ 1920년대와 현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차이 정

도. 더 많은 상징적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감각 이외에 현대사회의 특징 알 수 없음.

* 질과 양의 문제: 정보의 양적 척도 그 자체로 과거 사회와 단절 확인할 수 없지만, 소규

모이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체제상 단절로 인식 가능. 허버트 쉴러나 하비는 정보의 역할 증

가 인정하지만, 더 중요시하는 것은 정보의 범주와 그 사용 목적 구별 필요성 주장. ‘더 많

은 양의 정보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로작은 문명화과정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적 사고’는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 컴퓨터 보급, 신기술, 디지

털화의 통계 숫자에 현혹되어 정보가 사회체계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

3. 정보의 개념 - 정보는 의미를 지닌 것이며, 사물을 지시하는 것. 그럼에도 위의 정보사

회 개념들에서는 비의미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 이런 이론에서는 정보가 비트(bits)로 

측정될 수 있는 양이며 상징이 발생할 확률로 정의됨. 정보에 대한 이런 개념이 기술적, 공

학적 접근에서 발견된다면, 경제적 정의에서는 ‘비트’의 관점에서 정의되지는 않지만 의미론

적 성질은 상실되고 가격이라는 공통분모로 치환됨. 문화적 정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정

보의 양과 상징의 비준거적 특성 찬양하여 정보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유사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