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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영의 빅 데이터, 세상을 읽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중앙일보] 입력 2017.07.28 02:28

살면서 서로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월하노인의 붉은 실처럼 천생의 연을 이어주는
선들이 있고, 여행 중 잠시 만나 가볍게 얻은
소셜 네트워크 계정과 같이 점선처럼 이어진
선들도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위의 붉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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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관계를 ‘강한 연결(strong tie)’이라 하고,
점선과 같은 관계를 ‘느슨한 연결(weak tie)’이라

부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그래노베터 교수는 정서적 연결이 강하지 않은
‘느슨한 관계’가 의외의 힘을 지녔다는 걸 1973년도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구할 때 아주 친한 사람보다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일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페이스북도 1700만 관계 분석을 통해 많은 사람이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최근 55개
국가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위의 분류에 의하면 가족은 강한 연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촌 당숙과 조카 사이라면 강한 연결일까요?
어떤 분은 당연히 그러하다 하실 터이지만 4촌의 얼굴도 수년간 보지
못했다면 “글쎄…”라고 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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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김 부장과 이 대리는 강한 연결일까요? 만약 김
부장이 그렇다고 생각해도 이 대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일주일 내내 야근으로
고생한 금요일 저녁, 치하와 위로를 겸한 김 부장의 맥주 한잔 제안이 이
대리에겐 또 다른 근무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 대리의 건강을 걱정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김 부장이 토요일 함께하는 등산을 청한다면 이 대리에겐
역시 사역과 같은 주말이 될 것이고요.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과 개인 중심 사회로의 이동은 결속력이
강하다고 여겨진 관계들이 예전 같지 않게 ‘느슨한 연결’로 변화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위의 연구에서도 강한 연결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적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직과 역할이 저절로 강한 연결을
만들어 주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고 때로는 강한 연결 속에서 상호
오해가 쌓이지 않으려면 나의 마음속 상대를 향한 배려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쏟은 애정과 관심의 메아리가
다시 같은 주파수로 합쳐져 그 힘을 더할 때 ‘강한 결속’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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