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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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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윌리엄 패터슨 대학, 뉴저지, 미국 

 

정의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를 사람들의 감각 형성 

경험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드러나는 환경으로서 

연구한다. 미디어 생태학자들은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단지 사람 외부의 물체 또는 정보전달을 위한 
도관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학자들은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물리적, 감각적, 지각적 그리고 상징적 
환경이나 구조로 검토한다. 미디어 생태학의 이론적 
관점 또는 지적 전통은 1800 년대 생태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다수의 학문분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개념의 용도 

미디어 생태학의 주요 사상가로 게데스, 멈포드, 

해블록, 이니스, 옹, 매클루언, 아이젠슈타인, 캐리, 

포스트만 등을 들 수 있다. 미디어 생태학 이론은 

미디어와 문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역사, 미디어 철학, 미디어 민속지학, 

미디어와 대중문화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생과 연구자에게 유용하다.  

문화간 대화와의 관계 

하나의 이론적 시각으로서, 미디어 생태학은 기술과 
문화 사이의 공생관계를 중점적으로 질문한다. 이 

학문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감각 형성 경험을 바꿀 수 있는지, 혹은 그 

반대로도 가능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와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공생관계로 개념화한다. 문화간 대화를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는 미디어의 존재, 혹은 의사소통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구조에 

의해 수반되는 기회와 도전을 고려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학술 방향 

지금까지 미디어 생태학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거의 연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디어 생태학적 
개념은 특히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간 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미디어 생태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는 다른 매체나 커뮤니케이션 형식에 
의해 야기되는 "거래"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a) 
3 개월 동안 전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수행되거나 (b) 
동일한 기간 가정 환경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십대 청소년의 상호 작용이나 
감각 형성 경험에 내재된 상대적 장단점은 

무엇인가? 문화간 대화를 조사하는 학자의 연구나 

국제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작업에 이러한 

거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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