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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프리 보스, 크리스틴 엔시언, 트레이시 케네디, 스테픈 페렐굿, 베벌리 웰먼, 자이올
린 츄의 도움을 받아 1장을 집필했다.

2.

Kurtelling.com/forum 참조.

3.

그룹 재즈Group Jazz라 불리는 리사 킴벌의 회사와 회사의 웹사이트 http://www.
groupjazz.com 참조.

4.

조직 내 네트워크화된 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인 넷에이지NetAge의 수장
인 제시카 립낵. ‘NetAge Endless Knots’. 2007년 12월 7일. http://endlessknots.
netage.com/endlessknots/2007/12/pt-paying-it-ba.html.

5.

로트사 헬핑 핸즈는 친구, 가족, 동료를 조직하는 데 무료이면서도 사생활 보호가 되
는 웹 기반 커뮤니티로, 사용 기간 동안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서클’과 같다. http://
www.lotsahelpinghands.com .

6.

INFJ(Introversion, iNtuition, Feeling, Judging)은 마이어스 브릭스의 16가지 성격 구
분 중 하나다.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의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New York: Davies-Black, 1995] 참조.

7.

피터와 트루디 존슨 렌츠 부부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6월 24일에 겪은 일을
상세히 적어주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받은 이메일 메시지
와 인터뷰 내용을 덧붙였다.

8.

예: 로버트 퍼트넘의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9년.

9.

예: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2년. 제프리 보스와 배리 웰
먼의 ‘Personal Relationships’, Cambridge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아니타 밴젤리스티와 댄 펄먼, 709 - 723페이지, 캠브리지:캠브리지 대학교 출판,
2006년.

26

|

3부_ 네트워크화된 세상의 현재와 미래

10. 후아 왕과 배리 웰먼, ‘Social Connectivity in Americ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 no. 8, 1148-1169페이지, 2010년.
11. 에릭 슈미트는 데릭 톰슨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인용됐다. “Google’s CEO: ‘The
Laws Are Written by Lobbyists”, <더 애틀랜틱>, 2010년 10월 1일. http://www.
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0/10/googles-ceo-the-laws-arewritten-by-lobbyists/63908.

2장
1.

빈센트 추아의 도움을 받아 본 장을 집필했다. 그리고 본 장의 집필을 위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고 통계자료를 준비해준 모함마드 학, 트위터 네트워크 구성에
도움을 준 아나톨리 그루즈, 2008 미국 대선 이전의 서적 구매의 연관성을 보여준 그
림 2.16 통계자료를 구성해 준 발디스 크렙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후안-안토니오 카라스코, 웬홍 첸, 로쉘 코트, 데이비드 길렌, 크리스틴 엔스렌, 미르
나 가자리안, 키이스 햄튼, 잭 하야트, 캐롤라인 헤손스웨이트, 베르니 호건, 트레이시
케네디, 모함마드 케이하니, 알렉산드라 마린, 윌리암 마이클슨, 다이애나 목, 아드리
안 레드, 톰 스미스, 모 광 잉, 에스더와 어빙 제이틀린 부부의 조언에 감사를 표하며,
후안-안토니오 카라스코, 저스틴 쿠쳐, 잭 가르시아, 아나톨리 그루즈, 그레고리 얀셀
윅, 쇼나 코로시, 톰 스네이더스, 릴리아 스메일, 데이비드 토우, 메디 자벳 및 유재니
스 장의 조력에도 감사를 표한다.

2.

이 절에서 보여준 지표들이 권위있는 출처에서 인용되었다고 해도, 학자들은 이 지표
들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논쟁을 벌여왔다. 우리는 이 지표들을 한데 모아서 네트워
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여기서의 우리의 목표이므로, 그러한 논
쟁들을 피해서 언급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국의 사회적
역사에 대해서는 클로드 피셔의 Made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년)을 참조하라.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가치 비교에 대해서는 웨인 베이
커의 America ’ s Crisis of Valu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년)
을 참조하라.
어폴던스에 대해서는 도날드 노먼의 ‘Affordance, Conventions, and Design’,
Interactions (1999년 5월), 38 ? 44페이지 및 에린 브레이드너의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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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ware Adoption: The Social Affordance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ong Distributed Groups.’ 워킹 페이퍼, 캘리포니아 대학, 정보와
컴퓨터 과학부(2000년 2월)을 참조하라.
3.

그림 2.1 : 자동차 여행 데이터는 패트리샤 후와 티모시 로셔의 ‘Summary of Travel
Trends: 2001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USDO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Report 2004 , http://nhts.ornl.gov/2001/pub/STT.pdf.에서 인용했
다. 표 17을 보라: 워싱턴 D.C.의 미 교통국 연방고속도로공사의 1969년 가구 차량
보유 자료는 경트럭(밴이나 픽업트럭)은 포함하지 않는다. 1969, 1977, 1983, 1990
및 1995년 통계조사는 전국 대상의 개인용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다. 2001년 조사는
전국 가구 교통수단 조사였다. J.D. 파워의 자동차 의존성 조사에서 인용한 자동차 의
존성 데이터는 2000년 이후 유일한 연구로, 각각의 3년식 차량에 대해 평균 4.45문
제가 발생한다. 2010년에 그 평균은 1.55였다. 차후 10년이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각 차량 당 3분의 2 (65퍼센트)의 문제가 감소했다. 2010년 자료는 전국고속도로교
통안전공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2010년의 Early Estimate of Motor Vehicle Traffic
Fatalities, http://www-nrd.nhtsa.dot.gov/Pubs/811451.pdf를 참조하라.

4.

그림 2.2: 1인당 항공운송 데이터는 연구혁신기술공사(RITA)의 교통통계국의
Historical Air Traffic, 1954 ? 2007 연감, http://www.bts.gov/programs/airline_
information/air_carrier_traffi c_statistics/airtraffi c/annual/1954_1980와 http://
www.bts.gov/programs/airline_information/air_carrier_traffi c_statistics/airtraffi c/
annual/1981_present.html에서 가져왔다. 소개된 교통 자료는 허가된 대형항공사
가 교통부의 교통통계국 41번 문서형식으로 보고한 자료이며, 대형항공사, 국내항공
사, 대형 지역항공사, 중형 대형항공사 그룹을 포함한다. 허가된 소규모항공사와 출퇴
근용 항공사에 관한 교통 통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탑승기록은  http://www.
census.gov/compendia/statab/2010/tables/10s0002.xls에서 볼 수 있는 미 인구
통계조사국의 인구자료에 기반하여 미국인구 추정치로 나누어 얻었다. 참고할 사항
은 1954년의 1인당 0.22회 비행기 탑승 기록은 몇 명의 사람이 자주 비행기를 이용
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잘못 해석된 수치다. 이는 오로
지 평균치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계학적 혜석 문제다. 조이스 달게이
와 마크 핸리는 영국의 레저용 탑승 및 업무용 탑승에 대한 유사한 데이터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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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Air Travel to and from the
UK,’ Universities ’ Transport Studies Group Conference, Edinburgh, 2001년 11월.
http://www2.cege.ucl.ac.uk/cts/tsu/papers/UTSGAIR2002.pdf.
5.

그림 2.3과 2.4: 전화 데이터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가져왔다. ‘Table 1110:
Telephone Systems Summary,’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10.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2010 . 그리고 클로드 피셔
의 <America Cal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년)과 미 연
방 통신위원회의 산업분석 및 기술부의 유선 경쟁국에서 2008년 낸 ‘Trends in
Telephone Services,’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84932A1.pdf 도 참조하라.

6.

스테판 J. 블룸버그와 줄리안 V. 루크, ‘Wireless Substitution: Early Release of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0 7월-9월 판.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6월, http://www.cdc.gov/nchs/data/
nhis/earlyrelease/wireless201106.pdf.

7.

그림 2.5: 개인용 컴퓨터 자료는 국제통신연맹(ITU)에서 가져왔다.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2008 ed.> Geneva. ITU.  도시에서의
변화 검토에 대해서는 자채리 닐의 ‘From Central Places to Network Bases,’ City &
Community 10, no. 1 (2011년): 49 - 74페이지를 참조하라.

8.

그림 2.6: 국제 전쟁에 관한 자료는 ‘Number of State-Based Armed-Conflicts by
Type, 1946 - 2006,’ <Human Security Brief 2007> (Vancouver: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07년)에서 인용했다. 표 3.3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http://
www.hsrgroup.org/human-security-reports/2007/graphs-and-tables.aspx 다.

9.

그림 2.7: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는 울프람 알파 데이터 아카이브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다. (http://www.wolframalpha.com).

10. 그림 2.8: 그레고리 얀셀윅과 배리 웰먼 작 과일 사인의 합성사진. 피에스타 팜스 슈
퍼마켓, 토론토, 2010년 5월. 세계화에 대한 폭넓은 해석에 관해서는 노벨상 수상
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의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2002년)을 참조하라.
11. 캐나다의 18-65세 인구의 가정에서 비수면 활동에 대한 시간 활용 데이터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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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ocial Survey Cycle 7 (1992)과 Cycle 19 (2005)에서 가져왔다. 이를 통해
본 책의 저자들을 이끌어준 윌리암 마이클슨에게 감사를 전한다. 혼자 먹는 식사에
관한 자료는 마틴 튀르코트의 ‘Time Spent with Family during a Typical Workday,
1986 to 2005,‘ Canadian Social Trends, 2008년 11월 21일, http://www.statcan.
gc.ca/pub/11-008-x/11-008-x2006007-eng.htm에서 가져왔다.
12. 로버트 퍼트넘,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9년. 시드니 태로우, <Power in
Movement> , 최신판.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년); 베스 캔
터 와 앨리슨 파인, <The Networked Nonprofit>  (New York:Jossey-Bass, 2010
년); 미 노동 통계국, ‘ Families and Work in Transition in 12 Countries, 1980 ?
2001,’ Monthly Labor Review, 2003년 9월, 최신판 및 출판되지 않은 자료. http://
www.census.gov/compendia/statab/2008/tables/08s1304.pdf.
13. 표 2.1: 퓨 포럼 온 릴리젼 앤 퍼블릭라이프와 미 종교환경조사에서 발췌한 자료.
2008년 6월, http://religions.pewforum.org/reports. 마이클 훗과 클로드 피셔의
‘Unchurched Believers.’ Working Paper,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9년 12월과 페기 레빗의 ‘ Redefining the Boundaries of
Belonging,’ Sociology of Religion 65, no. 1 (2004년): 1018페이지, 헤이디 캠벨
의 <Exploring Religious Community Online> (New York: Peter Lang, 2005년); 로
버트 퍼트넘과 데이비드 캠벨의 <American Grace> (New York: Simon & Schuster,
2010년)도 참조하라.
14. 그림 2.10: 미 통계청, ‘Table 1095 Utilization of Selected Media,’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10년. TV 광고국에서 펴낸 ‘Trends in Television’
의 연간 보고서에 기반한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2010/
tables/10s1095.xls 자료. TVB 연구 센터, ‘Media Trends Track: TV Basics TV
Sets per Household,’ http://www.tvb.org/media/fi le/TV_Basics.pdf; http://
www.tvb.org.central/MediaTrendsTrack/tvbasics/07_5_TV_Per_HH.asp.
15. 그림 2.11: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비율 자료, 케빈 스토라릭의 허가로 사용. Martins
Prosperity Institute, University of Toronto.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와 그의 슈퍼-크리
에이티브 하위개념은 리차드 플로리다의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Basic Books, 2002년)에서 나온 것이다. 플로리다는 크리에이티브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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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및/또는 새로운 창의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8페이지), 슈퍼-크리에이티브는 “현대 사회의 사고적 리더
쉽…. 쉽게 전수될 수 있고 널리 유용한 새로운 형태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69페이지)로 정의했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현재 텍스트, 숫자 및 도면을 가지
고 일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의 자료에 대
한 논쟁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16. 그림 2.12: 사회학적인 용어로 더 큰 관용과 더 작은 차별은 ‘책임전가’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이는 몰리 안돌리나와 제레미 마이어의
‘Demographic Shifts and Racial Attitudes,’ Social Science Journal 40 (2003년):
19 - 31페이지에 나와 있다. 다른 인종간 결혼에 관한 태도에 대한 자료는 제임스 A.
데이비스와 톰 스미스의 <Social Surveys, 1972 ? 2008> [machinereadable data
fi le]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나온 것으로 GSS의 질문
지에 “모름” 등을 제외한 모든 유효대답을 이용한다: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에 반
대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인의 비율은 질문에 대한 유효 답변
(예 또는 아니오)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샘플 집단은 18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영어
사용자로 구성되었으며, 1972년부터 1978년까지는 오로지 흑인이 아닌 답변자에게
만 이 질문을 던졌고, 1978년부터는 모든 답변자에게 이를 질문했다.  이 차이는 그
림에서 단절된 부분으로 나타난다. 존 아이스랜드, 다니엘 웨인베르그와 에리카 스테
인메츠의 <Racial and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1980
- 2002>, 미 인구조사국, Series CENSR-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2년), 60페이지도 참조하라. 다른 인종간 결혼에 대한 실제 데
이터는 제프리 파셀, 웬디 왕, 폴 테일러의 ‘Marrying Out,’ Pew Research Center,
2010년 6월 4일, http://pewsocialtrends.org/2010/06/04/marrying-out를 참조
하라.
17. 미 국립 과학재단이 재정 지원하는 GSS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저한 대단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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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나 보이드, ‘Taken Out of Context: American Teen Sociality in Net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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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고 내다본 최초의 공공 설문조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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