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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을 행동주의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독해함으로써 이 현상
이 저널리즘과의 연관 속에서 야기하는 논쟁적 측면을 탐색한다. 유튜브 정치 채널의 유행과 더불
어 유튜브 플랫폼이 저널리즘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에 관한 메타 저널리즘 담론들은 유튜
브 저널리즘 현상을 대안 저널리즘의 가능성에 주목하거나, 또는 이상적 저널리즘과 합리적 공론
장의 건전한 담론 윤리와 소통 규범을 저해하는 비저널리즘적 병폐로 간주하는 단면적인 사고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유튜브 저널리즘 담론들은 그 현상을 저널리즘의 경계 외부로 손쉽게 단정하
거나 규범적으로 선정화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경계 안팎에서 변화하는 맥락과 그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은 행동주의의 부상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될 때, 저널리즘
과 행동주의 사이에 설정되는 새로운 긴장과 저널리즘의 탈경계화는 보다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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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단체대화방 이용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이 MIM 단체
대화방 내 잠복 관찰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MIM 단체대화방 잠복 관찰 정도가 MIM 단체대화방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성격 5요인, 자기감시성, 소속감, MIM 단체대화
방 효능감, 자기노출 성향, 외로움이 MIM 단체대화방 잠복 관찰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이용자(N = 306)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문제와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성격 및 심리적 요인 중 성실성과 신경
증, 소속감, 자기노출 성향, 그리고 외로움이 잠복 관찰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MIM 단체대화방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요인 중 소속감과 MIM 단체대화방 효능감 역시 MIM
단체대화방 만족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카오톡 서비
스 이용기간과 MIM 단체대화방 잠복 관찰 정도는 MIM 단체대화방 만족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MIM 단체대화방 공간을 대상
으로 잠복 관찰 행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MIM 단체대화방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
인지 밝혔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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