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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티콘의 강화 혹은 역감시?: 블랙박스의 확산과 

새로운 감시 주체의 등장*1)

재․조주은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가 확산되면서 블랙박스에 의한 감시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고 발생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블랙박스를 구입하고, 블랙박스로 자기 자신

을 감시한다. 블랙박스 감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놉티콘 감시와 구분되는 탈파놉티콘 

감시의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블랙박스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감시 도

구이며, 다른 하나는 파놉티콘 감시하에서 감시 대상이던 개인이 감시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블랙박스동호회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사람들이 블랙박스로 

무엇을 하는지, 구입 의도대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 블랙박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

른 용도로도 사용하는지, 그리고 블랙박스가 기존의 감시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블랙박스로 자기 자신, 타인, 보험회사 등 다양한 대상을 감시하면서 감

시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구입 목적과는 달리 자기 보호보다 타인 감시

에 블랙박스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  둘째, 인터넷 동호회는 일종의 시놉티콘으로 작용하

였는데, 일반 대중이 블랙박스 이용의 모델을 제시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셋

째, 블랙박스 감시는 ‘신고’ 행위를 통해 감시 어셈블리지에 연결되고, 파놉티콘 감시 권

력을 강화시켰다.  넷째, 블랙박스와 그에 의한 신고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블랙박스 

감시를 내면화하고, 감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사고발생시 보

험회사가 판단한 과실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또다른 시놉티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개인에 의한 블랙박

스 감시는 파놉티콘 감시체제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역감시도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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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블랙박스로 명명)가 개

인 운 자들에게 속히 확산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 블랙

박스 장착률은 61.1%에 이르 으며, 자동차 보유자  운 자의 91.5%

가 블랙박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마이크로 엠 인, 

2015).  다수의 사람들은 ‘가해자가 잘못을 부인할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서’, ‘피해자가 군지 애매한 사고시 잘잘못을 가리기 쉬워

서’ 블랙박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한마디로 사고 발생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하여 블랙박스를 필요로 하 다. 

그런데 보호는 감시  통제와 동 의 양면을 이룬다.  랑스어에서 

기원한 ‘감시’(surveillance)는 자 그 로 ‘지켜보다’(watch over)라는 

의미가 있다.  컨 ,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료진은 입원한 환자의 건

강을 호 시키기 하여 특정한 기 을 가지고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

고 지한다.  즉, 환자를 지켜보면서 보호하는 동시에 통제한다.  한 

감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효율성과 편리함에도 동반된다.  우리는 효율

성과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인터넷 쇼핑과 SNS를 이용하

고 치 추 을 허용한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

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감시의 도가 

 커지는 것은 일부 자본가들의 음모나 권주의  충동의 해악이 아

니라 이동성과 속도, 안 과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에서 우

리 스스로 조성한 복잡한 정치경제  계의 산물이다(라이언, 2014).  

한편, 정보사회의  다른 이름은 ‘감시사회’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이 산업사회가 실제로는 차 감시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을 은폐하는 그릇된 명칭이라고 지 하기도 하 다

(Gandy, 1989).  감시가 정보화의 그림자가 된 오늘날, 가장 요한 감

시 수단은 정보통신기술이다.  이제 감시는 개인 정보를 장하는 것과 

가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감시는 장된 개인 정보를 통해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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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고 감시 

사회가 체주의 사회는 아니다.  질서와 통제는 여 히 감시의 요한 

동기이지만 과거에 비해 덜 엄격하고 덜 일방 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라이언, 2014).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감시가 사회의 모든 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감시 활동은 체 감시 활동의 일부분으로 축소되

고, 민간 기업 등 사  역에서의 감시가 증하 다.  뿐만 아니라 탈

근 화와 더불어 감시의 방식이 억압에서 유혹으로, 감시의 목 은 생

산에서 소비로, 혹은 통제에서 배제로 변화하는 등 지배의 양식이 놉

티콘(panopticon) 감시에서 탈 놉티콘(post-panopticon) 감시로 변화

하 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블랙박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탈 놉티콘 감시의 특징을 지닌다.  하

나는 블랙박스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된 감시 도구라는 

이다.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주행을 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지칭하

며, GPS와 마이크가 함께 장착되어 있다.  블랙박스는 차량의 충돌 

후의 사고를 기록해서 사고 정황 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 으

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를 해 CCTV와 유사하게 피사체를 촬 하

는 촬상부와 상기록을 보 하기 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블랙박

스는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나 정차해 있을 때에도 작동하며, 차량의 속

도, 안 벨트 착용, 주행 방향, 이크 작동, 충격량 등 차량의 조작정

보와 운행정보, 운 자 정보까지 장한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집

약체로서 블랙박스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차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

은 낮아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블랙박스가 개인들을 잠재 인 감시 주체로 등극시켰다

는 이다.  ‘자발  감시’는 탈 놉티콘 감시의 가장 큰 특징  하나

인데(바우만·라이언, 2014), 블랙박스 감시에서는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

면서까지 자기를 감시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기존의 감시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명 인 상이다.  지 까지 개인은 권력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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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감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감시 상인 

동시에 감시 주체가 된 이들은 블랙박스로 무엇을 하는가? 구입시 의도

로 자기 보호를 해서만 블랙박스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

로도 블랙박스를 사용하는가? 이것이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블랙박스의 확산은 세계 인 상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블

랙박스의 시장규모와 성장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 이다.  다시 말해

서 국내의 속한 블랙박스 확산 자체가 매우 이례 인 상이다.  블

랙박스 시장규모와 성장률은 사생활 침해에 한 인식, 련 제도, 자

동차보험, 교통사고 처리방식 등 사회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컨 ,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블랙박스에 의한 음성녹음

이 규제되고, 블랙박스 상이 법  증거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따른다.  

스웨덴에서는 2013년 ‘카메라감시 련법’이 발효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사  허가 없이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불법으

로 되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국에서는 블랙박스에 의한 사생활 

침해보다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 확보를 시하면서 택시, 버스 등 상업

용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블랙박

스를 장착한 차량에 자동차보험 혜택이 제공되면서 블랙박스 확산이 

더욱 진되었다.  이 듯 블랙박스의 확산 수 은 사회마다 다르고, 

기존의 감시체계 역시 사회마다 다르다.  이외에도 정보화, 언론 등 블

랙박스와 감시체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표 인 감시사회학자인 막스(G. Marx)는 감시 연구의 동향을 분

석하면서 감시 연구가 메타이론에 치 하여 경험  연구가 으

로 부족하다고 평가하 다.  특히, 감시 주체로서의 개인에 한 연구

가 미흡하다고 지 하 다(Marx, 2007).  이에 이 연구는 감시 주체로

서 개인에 을 맞추고, 다양한 요인들과의 계 속에서 블랙박스가 

개인의 감시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경험 으로 검증하고

자 한다.  이를 해서 블랙박스 련 인터넷 동호회 게시 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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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보

고자 한다. 

2. 이론  자원과 연구문제

1) 이론  자원

감시는 일반 으로는 개인의 동선과 활동을 기록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감시는 인간 사회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런데 

근 사회가 되면서 감시는 과거와 달라졌다.  감시가 일상화되고, 체계

이며, 체 인구에 해 지속 이고 피할 수 없는 형태로 향을 미

치게 된 것이다.  감시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분류되어 사람들을 범주

화하고 그들의 삶의 기회–취업, 입학, 복지 수혜, 처벌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되었다.  이 게 감시가 근 사회에서 사회 제도

의 심에 자리매김 하면서 국민국가의 형성, 자본주의의 발달 등 근

사회에 한 사회학 이론들은 각각의 에서 감시를 설명해 왔다(라

이언, 1994).  하지만 감시 연구는 푸코(M. Foucault)가 벤담(J. Bentham)

이 구상한 원형감옥 ‘ 놉티콘(panopticon)’으로 근 사회의 권력과 감

시를 통찰력 있게 설명한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벤담(2007)은 1791년에 죄수를 교화할 목 으로,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건축구조로 놉티콘을 설계하

다.  놉티콘에서 죄수는 간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행동하게 되면서 규율을 내면화한다.  

푸코는 놉티콘에 내재해 있는 ‘감시에 의한 권력의 작동방식’을 설명

하면서 놉티콘의 감시 원리가 근 사회 규율권력의 토 라고 분석하

다(푸코, 2003).  이러한 푸코의 분석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

데, 놉티콘 감시가 정보화의 결과로 나타난 자 감시와 흡사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홍성욱, 2001).  푸코의 분석 이후에 매체의 



120 사회연구 통권 28호(2015년 2호)

- 120 -

발달, 정보화, 탈근 화 등 새로운 사회 변화에 한 논의와 함께 놉

티콘의 변화  감시 권력의 새로운 작동방식에 한 다양한 논의들–시놉

티콘(synopticon), 수퍼 놉티콘(super-panopticon), 바놉티콘(ban-opticon), 

디지털 놉티콘(digital panopticon) 등–이 제기되고 있다(Gandy, 1989; 

Poster, 1996; Mathiesen, 1997; 휘태커, 1999; Boyne, 2000; 바우만, 2009; 

Simon, 2005; Bigo, 2006; Caluya, 2010; 한병철, 2014).  놉티콘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감시 양식들을 탈 놉티콘(post-panopticon)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그 에서 블랙박스 감시의 두 가지 특징–개인이 감시 주체라는 

것과 디지털화된 감시–을 고려하여 주목할 만한 이론  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티센(T. Mathiesen)의 시놉티콘이다.  마티센은 근 사회에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놉티콘뿐만 아니라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매체, 특히 TV도 동시에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후자를 

시놉티콘으로 개념화하 다(Mathiesen, 1997).  마티센은 시놉티콘이 

소수 권력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선 하고 여론 형성에 향을 

미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놉티콘 권력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다수의 시선이 더욱 확장되고, 

소수 권력의 노출이 증 되면서 이러한 시놉티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바우만은 마티센의 을 발 시켜서 시놉티콘이 놉티콘을 

체하 다고 주장하 다(바우만·라이언, 2014).  그에 의하면 치안활동

과 감시탑이 욕망의 주조로 체되면서 규율은 유혹으로, 강제  복종

은 자발  복종으로 체되었다.  페이스북과 구 의 이용자들은 스스

로 시놉티콘을 창출하고, 그 결과 놉티콘은 감시자 없는 감시, 개인

의 DIY(Do It Yourself)식 놉티콘으로 바 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마티센이나 바우만과는 달리 시놉티콘의 강 을 다른 측면에

서 악할 수도 있다.  놉티콘에서는 감시 상인 다수가 시놉티콘에

서는 ‘감시 주체’가 되었다는 이 그것이다(Doyle, 2011; 이복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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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연구에서 다수 혹은 개인은 주로 감시 상으로만 다루어져 왔는

데, 시놉티콘은 그들을 감시 주체로 악한 것이다.  즉, 감시주체인 다

수가 소수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함으로써 역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시놉티콘의 역감시 가능성을 

더욱 높 으며, 역감시를 넘어선 역 놉티콘(reverse panopticon) 개념

까지 등장하 다(Froehling, 1997, 홍성욱, 2001에서 재인용).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감시 주체가 된 블랙박스 감시에서 시놉티콘의 두 

가지 가능성– 놉티콘의 강화 혹은 역감시– 에서 어떤 것이 지배

으로 실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론  자원은 들뢰즈(G. Deleuze)의 ‘어셈블리지(assemblage)’

로, 이 개념은 오늘날 감시의 가장 요한 특징인 디지털화된 감시의 

작동방식과 감시 체계의 성장을 이론 으로 잘 설명해 다(라이언, 

2011).  들뢰즈는 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보화가 진행되는  

사회를 ‘통제 사회’(societies of control)로 명명하면서 푸코의 규율 사회

(disciplinary society)와 비시켰다.  규율 사회가 방벽을 통해 개인들

을 포 하고 격리시켰다면, 통제 사회는 컴퓨터를 통해 개인들을 ‘추 ’

한다.  오늘날 휴 폰으로 통화하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인

터넷으로 검색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상 속에 감시는 편재하고 

있다.  즉, 휴 폰,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다양한 공/

사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로 달되고 장되는 것이다.  어셈블리지에서 

감시는 장소들로부터 신체를 추상화하고, 그것들을 이  자료

(data-doubles)로 재결합시킨다(Haggerty & Ericson, 2000).  어셈블리

지는 이 에는 분리되어 있던 개인 정보들을 연결, 교차참조, 결합하면

서 추 을 가능하게 한다(Deleuze, 1992).  디지털화된 장비들은 권력 

행 를 임· 리하는 기술  매개인 연장(extension) 혹은 모듈화

(modulation)에 의해 탈 심화된 권력의 수가 된다(이 석, 2013).  

디지털화된 장비인 블랙박스도 탈 심화된 권력의 수가 되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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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수집하고, 어셈블리지에서 그것들은 다른 정보들과 결합·활용

될 수 있다. 

감시 어셈블리지에 의한 추 은  사회의 특징인 이동성과 연

이 있는데, 이동성은 유목민 인 세계와 유동 인 사회질서를 창조한

다.  어셈블리지는 느슨하게 결합된 체계들의 집합으로, 계 으로 

앙집 화된 감시 권력의 작동방식과는 구분된다.  그것은 발 이

며 불안정하고, 국가와 계가  없는 다른 것들을 넘나들며 작동

한다.  그러한 감시는 특별한 조사를 통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발생한

다.  이는 감시가 분산된 권력에 의존하게 음을 의미하며, 감시의 분

산, 탈 심화, 지구화를 잘 설명해 다.  이에 라이언(2011)은 오늘날 

“감시를 앙집 화된 권력과 분산된 어셈블리지  어느 것으로 이

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9/11 이후의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감시 어셈블리지가 통 인 ‘강한 국가’의 목 에 흡수되

고 있다고 주장하 다(라이언, 2011).  그러나 국가만 감시 어셈블리지

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 수 에서도 합법 /비

합법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이종과 손 우(2011)는 ‘타블로에게 진

실을 요구합니다’ 카페를 분석하여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합법 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로 일링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

는데, 여기에서도 감시 어셈블리지의 단 를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해킹이나 기업 활동에 의한 어셈블리지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들이 감시 어셈블리지와 

연결되어 감시 권력으로 작동하는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오늘날의 감시가 놉티콘 감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모든 연

구자들은 감시의 새로운 지배양식으로서 감시 상의 ‘자발  참여’를 

강조한다(바우만·라이언, 2014).  오늘날 감시 상이 감시에 자발 으

로 참여하는 것이 놉티콘에서의 억압  감시와 다르다는 것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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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감시는 정보처리과정에 기 한 실천 속에서 진행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검과 시험을 받고, 평가되며, 값이 매겨지고 정받는 것을 

허용한다.  사람들은 감시에 참여해서 얻는 혜택, 컨  신용카드의 

편리함, CCTV의 안 성, SNS의 정보와 재미 때문에 그것이 래하는 

감시의 험을 허용한다.  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시 

권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감시가 일상 속에서 편재할 뿐만 아니라 안

하고 효율 인 것이라는 정당성까지 획득하면서 권력이 네트워크 속

에서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놉티콘에서와 달리 감시가 겉으로 드

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쉽게 순응하고 감시를 받아들인다

(이희은, 2014).  포스터(M. Poster)는 디지털화된 감시를 수퍼 놉티콘

으로 개념화하면서, 놉티콘에서는 항하는 ‘주체’들을 생산하지만 

수퍼 놉티콘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컴퓨터에 의해 해석되는 것을 깨

닫지 못하는 ‘ 상’들을 만들어낸다고 지 하 다(Poster, 1996).  그 결

과 사회체제는  감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감시를 허용

하지 않는 선택지는 축소되어 결국 선택의 여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감시에 한 공모, 력, 항의 정도는 사회문화  환경과 

인식의 향을 받는다.  컨 , 9/11 이후 미국에 형성된 공포 체제하

에서 들은 9/11 이 보다 더 많은 침해, 심문, 감청 등을 견뎌내려 

할 것이고, 그것은 ‘자유’와 ‘안보’ 사이에서 극단 인 선택을 강요하는 

매체들에 의해 증폭된다(라이언, 2011).  이 연구에서는 자발  감

시도구인 블랙박스가 어떠한 사회문화  환경과 인식 속에서 이용되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  결과를 래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지 까지 검토한 이론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체화하 다. 

첫째, 감시 주체로서 개인은 블랙박스로 구를 감시하는가?  소수 

권력을 감시하는가?  아니면 다수인 을 감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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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블랙박스는 감시 어셈블리지에 연결되는가?  연결된다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앙집 화된 권력을 강

화시키는가?  아니면 감시 권력을 분산시키는가? 

셋째, 블랙박스는 어떠한 사회  인식 속에서 이용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사회  결과는 무엇인가?  감시에의 항을 래하는가?  아니

면 감시를 더욱 허용하는가?    

3. 연구방법

1) 연구 상 사이트 선정

사람들이 실제로 블랙박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블랙

박스 련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하 다.  연구 상 사이트는 2015년 7월 18

일에 선정하 는데, 사이트의 선정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는 종합포털사이트 유율 1, 2 인 네이버(82.1%)와 다음(14.9%)에서 ‘블랙

박스’ 련 사이트와 카페를 검색하 다1). 네이버에서는 1,000개의 사이트와 

2,940개의 카페가 검색되었고, 다음에서는 134개의 사이트와 1,575개의 카페

가 검색되었다.  2단계에서는 연구목 에 합하지 않은 사이트와 카페를 

제외하 다.  먼  블랙박스 제조업체 사이트, 특정 블랙박스 모델 카페, 블

랙박스 기기정보만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제외하 다.  그 다음에는 블랙박

스 상과 련된 게시 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와 카페를 제외하 다.  3

단계에서는 회원 수와 체  수를 기 으로 가장 활발한 곳을 선별하 다.  

그 결과 가장 많은 회원(284,895명)과 가장 많은 체 (555,329개)을 보유

한 네이버 카페 ‘블랙박스동호회’(http://cafe.naver.com/blackboxclub/)2)가 

본 논문의 연구 상으로 선정되었다.

1) 실시간 제공되는 인터넷 통계 데이터 – InternetTrendTM 기 (http://trend.logger.co.kr).

2) 블랙박스동호회는 2008년 12월 11일에 네이버 카페로 개설되었다. 2011년 4월 19일

에는 회원 수가 100,000명을 돌 하면서, 같은 해 네이버 표카페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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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게시  선정

블랙박스동호회에는 블랙박스이모 모(제품, 설치 등의 정보 제공), 

블랙박스 련 상, 교통사고정보교류, 지역별회원참여마당, 벼룩시장, 

구인구직, 블랙박스공동구매, 체험후기, 력업체홍보 등 여러 게시

이 운 되고 있었다.  이 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블랙박스로 무엇을 

하는지”가 잘 드러난 게시 은 ‘블랙박스 련 상’이었다.  따라서 이 

게시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블랙박스 련 상 게시 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3개의 하  

게시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4월1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총 

1,576건의 게시 이 올려져 있었다.  각 하  게시 들은 블랙박스 

상과 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게시 과 이에 한 댓 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들을 분석한 결과 정보, 오락, 감시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

다.  즉, 사람들은 블랙박스동호회에서 블랙박스 상을 심으로 정보

를 교류하고, 즐기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감시 행 를 하고 있었다. 

하  게시 내용 정보 오락 감시

블랙박스사고 상 사고 난 순간의 상 ○

사고 상분석요청 차량 번호  분석  사고 순간의 상 ○

사고처리진행결과 사고 후 보험처리  행정  처리 결과 ○

발진사고동 상 발진 련 상 ○

블랙박스기타 상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설치 치 등 ○

블랙박스아찔 상 사고 험이 높았던 순간의 상 ○

블박사고목격 상 타인의 사고 목격 상 ○

블랙박스양보 상 안 운 , 방어운  상 ○

블랙박스풍경 상 외부 풍경을 담은 상 ○

블랙박스고발 상 법 행 를 포착한 상 ○

블랙박스테러 상 뺑소니 사고 상  차량 번호  식별 ○

블랙박스보도 상 언론에 보도된 블랙박스 상 ○

블박 상방송제보 언론에서 제보를 요구하는 블랙박스 상 ○

<표 1> 블랙박스 련 상 게시 의 구성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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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유형별 하  게시 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 유형에는 블랙박스사고 상, 사고 상분석요청, 사고처리진행

결과, 발진사고동 상, 블랙박스기타 상의 5개 하  게시 이 해당

된다.  이들 게시 은 차량 사고 상과 함께 사고처리에 한 ‘질문’으

로 구성된 게시 과 이에 한 ‘답’을 제공하는 댓 로 구성되어 있다.  

블랙박스사고 상, 사고 상분석요청, 사고처리진행결과 게시 에서는 

사고 순간의 상 분석, 사고 처리방법, 사고 처리 진행과정과 결과에 

한 체계 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발진사고동 상 게시 은 

발진 사고 상을 올리거나 펌(퍼오기)를 통해서 발진과 련된 정

보를 공유하 다.  블랙박스기타 상 게시 에서는 특정 블랙박스의 화

질  제품 소개와 더불어 자신의 교통법규 반 여부 독 요청, 타인

의 교통법규 반 행 , 풍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락 유형의 게시 은 개인의 감정 표 이 핵심으로, 상의 내용이

나 성격에 상 없이 상을 올리는 행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댓 도 

감정 표 이 주가 되었다.  블랙박스아찔 상, 블박사고목격 상, 블랙

박스양보 상, 블랙박스풍경 상의 4개 하  게시 이 여기에 포함된

다.  블랙박스아찔 상 게시 은 운  에 험했던 순간의 상을 올

려놓은 곳으로,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의 험한 운 을 

비난하며 안 운 에 한 요성을 강조하 다.  블박사고목격 상 게

시 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고를 목격한 상을 올리는 곳으로, 블랙

박스아찔 상 게시 과 같이 험한 운 을 비난하고 안 운 을 강조

하 다.  블랙박스양보 상 게시 에서는 안 운 , 방어운  사례를 

소개하고, 블랙박스풍경 상 게시 은 운행 에 목격한 아름다운 풍경

상을 담고 있었다. 

감시 유형은 신고 혹은 제보에 이 맞춰져 있으며, 블랙박스고발

상, 블랙박스테러 상, 블랙박스보도 상, 블박 상방송제보의 4개 

하  게시 이 여기에 해당된다.  감시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블랙



놉티콘의 강화 혹은 역감시?: 블랙박스의 확산과 새로운 감시 주체의 등장 127

- 127 -

박스고발 상 게시 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통법규 반 행 를 

담은 상과 신고 행 에 한 내용이 올려져 있다.  블랙박스테러 상

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찾기 하여 차량 번호 의 식별

을 요청하는 것이 형 이다.  가격이 렴한 블랙박스의 경우 화질이 

좋지 않아서, 는 밤이나 새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두워서 도주한 

차량의 번호 식별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명암 조 , 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도주 차량의 번호를 확인

하고 있었다.  블랙박스보도 상 게시 은 언론에서 보도된 블랙박스 

상을 펌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블박 상방송제보 게시 은 언론

사가 게시 을 통해 특정 상황의 블랙박스 상 제보를 요청하면, 사람

들이 댓 을 통해 련 블랙박스 상을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랙박스보도 상과 블박 상방송제보 게시 은 개인이 자발

으로 먼  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에서 다른 게시 과 차이가 있

다.  하지만 보도된 블랙박스 상 부분이 사건 해결과 련된 경우

가 많고, 제보의 성격이 신고와 유사하여 감시 유형에 포함시켰다.  

감시 차원의 블랙박스 이용행태를 보다 구체 으로 고찰하기 해서 

표 인 하  게시 을 선별하 는데, 그 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

었다.  우선, 오락 유형은 감시와 무 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정보와 감시 유형은 하  게시  에서 표 인 것을 하나씩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정보 유형의 5개 하  게시 에는 비슷한 내용의 

게시 이 올려져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에 을 맞추어 선정하 다.  그 기 으로 참여도, 확산도, 체 도를 

활용하 는데, 참여도는 게시 의 수, 확산도는 조회 수, 체 도3)는 아

이디당 게시  수로 측정하 다(김종길, 2005; 박경, 2006).  그 결과 블

3) 체 도는 이용자 한 사람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공간(부피)을 지칭하는데, 체

도가 크면 한 명의 이용자가 사이트에 미치는 향력이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 도가 극단 으로 커지면 게시 이 일부 이용자들의 독

인 공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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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박스사고 상 게시 이 선정되었다.  감시 유형의 4개 하  게시 들

은 차이가 뚜렷해서 분석 목 에 맞추어 선별하 다.  우선, 블랙박스

보도 상과 블박 상방송제보 게시 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왜

냐하면 이들 게시 은 언론사의 보도와 제보 요구에 이 맞추어져 

있어서 개인보다는 언론사의 블랙박스 이용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블랙박스테러 상을 제외하 는데, 게시 의 부분이 뺑

소니 차량의 번호  식별 요구로, 경찰에 신고하기 한 단계에 한정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에는 경찰에 신

고하기 부터 신고 이후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올려져 있고, 댓 을 통

해 이에 한 반응도 찰할 수 있었다.  이에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참고로,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은 

참여도와 확산도가 높은 편이고, 체 도는 낮은 편이어서 정보 유형 게

시  선정의 기 에도 잘 부합하 다. 

4. 감시의 상

블랙박스는 그것이 설치된 차량을 심으로 주변의 모든 상황을 

상과 소리로 기록한다.  이 기록에 의해 다양한 상을 감시할 수 있는

데, 블랙박스사고 상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에 나타난 감시 상

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 자기 자신

자가 운 이 부분인 실을 고려하면,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 자 자

신이 가장 기본 인 감시 상이 된다.  여기에서 감시는 ‘보호’라는 동

의 다른 면일 뿐이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가

해자가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애매한 상황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에 블랙박스가 자기를 보호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마크

로 엠 인, 2015).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비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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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보호하기 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블랙박스를 구입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자신을 기

록한 블랙박스 상을 타인에게 공개한다.  블랙박스 동 상을 인터넷 

게시 에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 으로 원해서, 스스로 하기 때문

에 감시 혹은 라이버시 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기 감시

는 블랙박스사고 상 게시 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자신의 차

량사고를 기록한 블랙박스 상을 올리고, 보험 처리 문제와 과실비율에 

한 자문을 요청하는 들이 주로 게시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게시 에는 주로 피해자에 해당되는, 즉 과실 비율이 상 으로 

은 경우의 블랙박스 상들이 올라온다.  피해자인  알고 올렸다가 

댓 을 통해 본인의 과실이 상 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

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블랙박스는 자신을 억울함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과실을 증명하는 양날을 지닌 칼이다.

<그림 1> 블랙박스사고 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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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감시의 가장 요한 특징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발 으

로 감시하는 것이다.  감시의 자발성은 바우만이 놉티콘의 종말을 선

언하고 탈 놉티콘으로서 시놉티콘을 주장하는 논의의 핵심이다(바우

만·라이언, 2014).  즉, 놉티콘에서는 원하지 않는 규율을 개인이 수동

으로 내면화하여 감시가 작동한 반면에, 탈 놉티콘에서는 규율이 주

는 혜택에 유혹되어 개인이 능동 으로 내면화하고 감시에 자발 으로 

참여한다.  블랙박스는 스스로를 감시하고 기록과 장까지 하는 완벽

한 개인용 놉티콘이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블랙박스의 자기 감시는 이러한 

자발  감시의 특징을 잘 보여  뿐만 아니라 자발  감시의 새로운 가

능성 한 다음과 같이 보여 다. 

첫째, 사람들은 자발  감시에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감시를 ‘구매’

한다.  감시는 상품화될 만큼 매력 인 유혹이 되었고, 사람들은 수십만 

원을 지불하고 블랙박스를 구매한다.  바우만은 이 게 감시 장비를 구매

하고 그것을 운 하기 한 책임을 감수하는 이들을 ‘재소 희망자’들이라

고 언 하 다(바우만·라이언, 2014).  블랙박스 가격이 하락하고 블랙박

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재소 희망자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둘째, 블랙박스는 자기 감시를 ‘명시 인 목 ’으로 구매한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해 블랙박스를 구매하지만, 그것이 감시를 

통해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  이것은 자발  감시가 감시의 

목 을 노골 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감시를 서비스 

속에 내재시키거나 부수 인 것으로 숨김으로써 참여자들을 감시에 순

응하게 하는 것(바우만·라이언, 2014)과 조 이다. 

2) 타인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통해 자기만 감시하지 않는다.  우연히 타인의 

법행 를 목격하면서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타인을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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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에는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격

(기록· 장)한 타인의 법행  상과 그것을 비 ·비난하는 들이 

게시되어 있다(<그림 2> 참조).  

그런데 타인의 반행 를 게시하는 수 에서 끝나지 않고,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지 않다.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

겠다” 혹은 “신고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 이나 신고 수  조

치에 한 경찰청의 답 을 공개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신고는 블랙

박스 감시를 감시 어셈블리지에 연결시키는 요한 행 인데,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었다.

게시된 들을 분석한 결과, 타인을 감시하는 목 은 크게 세 가지이

다.  첫째 목 은 교통질서 확립, 사고 방 등 ‘안 ’으로, 사람들은 안

을 내세워 타인에 한 감시를 정당화한다.  둘째, 자신의 투철한 시

민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타인의 법행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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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나 신고를 게시 에 올리면, 일반 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받는 댓 을 받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인정’은 특정 행 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인정을 통해 개인은 일종의 세와 평

을 획득하게 되고, 인터넷 공동체에서 평 은 행 의 가장 요한 동기

가 되기 때문이다(Rheingold, 2000; 김용학·하재경, 2009).  셋째, 교통법

규를 반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 의’를 표출하는 것이다.  신고

는 그러한 의를 합법 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블랙박스는 이

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하나는 블랙박스 감시의 우

선순 가 자신에서 타인으로 뒤바 는 상이다.  1차 으로 자기를 보

호·감시하기 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하 지만 그런 상황은 드물게 발

생하는 반면, 타인이 법규를 반하는 상황은 보다 빈번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Winner, 1977, 라이언, 2014, 207쪽에서 재인용)는 기술

이나 시스템의 사용이 애 의 목 을 뛰어넘어 라이버시를 침해할 가

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발 한다고 지 하면서 이를 ‘기능 확장’(function 

creep)이라고 개념화하 는데, 블랙박스도 기능 확장 개념에 부합하는 

이용행태를 보 다.  다른 하나는 타인에 한 감시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진되는 이다.  인터넷 동호회는 ‘인정’을 통해 안 을 내세운 

감시를 정당화하고, 타인의 법행 에 함께 분노하고, 신고를 지지해

주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블랙박스에 의한 타인 감시를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3) 보험회사

블랙박스사고 상 게시 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시시비비보다 본

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시시비비에 련된 들이 더 많다.  가해자

에게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리면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시비는 감소하는 반면에 보험회사와의 

시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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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

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과실 비율은 보험처리에서 가장 요한 문제가 

된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가에 따라서 사고처리 과정과 향후 

보험료 산정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박스 상을 통해 

사고 발생 상황을 사고의 상 자, 보험회사, 경찰에게 입증하게 된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기록한 상 자체가 객 인 과실 비율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과

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의 해석이 매우 요하다.  보험회

사 직원은 피보험자의 리인이기도 하고, 보험회사의 리인이기도 하

다.  피보험자와 가입한 보험회사는 이해 계를 공유하고 있다.  피보

험자의 과실이 많이 책정되면 해당 보험회사가 지불할 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직원은 피보험자의 과실을 가  은 

방향으로 블랙박스 상을 해석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런데 댓  에

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게시 번호: 686880 날짜:2015. 04.25. 아이디:구xxx>

댓 : ... 근데 솔직히 보험회사 직원들 말 믿지 마세요. 가 

도 100%를 통상 8:2로 한다며 그 게 하는 사람들이 보험회사 직원

이거든요...

<게시 번호: 699171 날짜: 2015.06.26. 아이디: axx>

댓 : 100이내요. 그냥 3종 다하세요. 보험회사에서 7:3이라하면 

감원 민원 넣으시고 블박님 보험사에다 필요 없고 바로 소송 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님 보험사 담당자하고 쪽 담당자하고 연

락합니다.  우리쪽 고객님 소송 비해 달라고 했다고. 그럼 쪽도 

알아서 할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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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과실 비율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 하는 댓 이 많다.  그

리고 그것이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이해 계 때문에 나타난 상이라고 인식하 다.  사고의 상 자와 본

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그 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간에는 수많은 사고처리가 얽  있어서 피보험자의 이해 계보다는 보

험회사나 담당직원의 이해 계가 우선시 되어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블랙박스 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사고처리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

고자 한다.  그 결과 인터넷 동호회가 있기 까지 존재하 던 보험회

사와 개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깨어지고, 과실 비율이 보다 객 으로 

산정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융감독원을 통해 

보험회사를 압박하는 방법도 리 공유되면서 개인들이 보험회사를 ‘역

감시’하는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감시 어셈블리지

블랙박스 감시는 개인의 ‘신고’를 통해 감시 어셈블리지에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신고를 통해 수평  감시와 수직  감시가 결합된다.  수평

 감시는 ‘익명의 감시자가 블랙박스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상시 으로 

자 기록하다가 사고 발생 혹은 법규 반 행 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

착하는 것’이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반 내용을 경찰청 등 련 공공기

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수평  감시가 수직  감

시로 연결되는 지 이다.  수직  감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

자의 개인 정보를 추 하여 벌  부과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고에 의한 처벌은 항상 존재하 지만 과거에 그것은 비일상

인 것이었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개인의 신고와 그에 의한 처벌을 일상

인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의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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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 코드: 차량번호

블랙박스가 감시하는 공간은 주로 자동차 도로이다.  그런데 자동차 

도로는 익명성이 소멸되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

는 모든 차량에 번호 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차량번호 은 공식 인 

식별을 목 으로 국가에서 부여한 것으로, 등록 식별자 코드에 의해서 

번호, 문자,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리된다.  

블랙박스테러 상, 사고 상분석요청 게시 에는 블랙박스에 힌 차

량번호 의 식별을 요구하는 들이 많이 게시되는데, 그것을 통해 가

해자가 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듯 도로 의 블랙박스는 

차량번호 을 기록하고, 그것은 블랙박스 상을 감시 어셈블리지에 연

결하여 운 자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식별 코드가 된다. 

2) 자 과 사람 시선의 결합

블랙박스 감시는 기본 으로 디지털 감시이다.  블랙박스에 상이 

자 으로 기록되는데, 이는 감시 내용이 비트로 장되고, 송되고 

복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감시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

른 자 감시체계와 연결된다.  그래서 공  부문의 감시체계와 사  

부문의 감시체계가 연결되고, 국경을 넘어서 자 감시 내용이 유통된

다.  한 디지털 감시는 기계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자가 지켜

보지 않아도 감시가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감시자 없이 상시 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블랙박스 역시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도 작동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내내 감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블랙박스 감시에는 자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감시의 

상당 부분에서 사람의 시선도 함께 동반된다.  그리고 이것이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블랙박스와는 달리 CCTV의 경우, 사람의 시선이 동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을 자 기록한다.  그래서 CCTV는 사고 혹은 

법규의 반이 일어난 후 경찰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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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고의 기능은 거의 없다.  CCTV 리자가 우연히 사고나 법규의 

반을 목격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블랙박스 감시는 

사고 혹은 법규의 반이 발생하는 순간을 운 자나 동승자가 목격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블랙박스가 시(청)각매체라는 특징은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만든다.  사고  법규 반 상황을  혹은 말로 서술하여 신고하는 방

식은 신고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기록에 

의한 신고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인다.  이나 말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기록된 상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치정보, 스마트폰, 용량 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은 신고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손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 하

고 있다.

3) 신고문화 형성

블랙박스 이용자들은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자발  감시의 수평  

네트워크를 형성하 다.  모든 블랙박스 이용자가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 많은 블랙박스 동호회가 있으며 

상당히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인 차원과는 

다른 블랙박스 이용과 결과를 래하고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블랙

박스에 힌 상을 재미로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하거나 보험회사를 

역감시한다.  감시 어셈블리지와 련해서는 타인의 법 행 를 비난·

비 하고, 경찰과 같은 국가기 에 신고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 로 여

기는 인식과 문화를 형성한다.

구분 게시 평균　조회수 평균　댓 수

신고 함 34 (18.2%) 675 16

신고 의사 있음 97 (51.9%) 624 13

신고 언  없음 56 (29.9%) 429 7

계/ 평균 187 (100%) 576.00 12.00

<표 2> 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의 신고 의사 분석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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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고발 상 게시 의 들을 타인의 반행 에 한 ‘신고 

의사’를 심으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게시 이나 댓 에서 신고

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다.  신고했다는 내

용이 포함된 은 18.2%로, 신고에 한 언 을 하지 않은 에 비해 

은 편이었다.  하지만 평균 조회수와 댓 수는 자가 후자보다 많아

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고에 한 언 을 하지 않은 게시 에도 신고를 구하는 댓

이 많이 달렸다(<그림 3> 참조).  신고 의사를 밝힌 게시 에는 신고

를 지지하는 댓 이 많이 달렸고, 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 의 

댓 에는 신고를 지지하는 이모티콘이 부분을 차지하 다. 

( 보)운 자의 실수로 보여지는 반이나 경미한 반에 해서는 

신고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댓 이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고발 상 게시 에는 타인의 법행 에 하여 신고를 부추기는 경향

주: 상품권은 과태료 고지서를 지칭함.

<그림 3> 신고를 구하는 댓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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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배 이다.  “ 는 100건도 넘게 신고했다”, “원활한 신고 상을 

해서 HD(고화질의 블랙박스)도 하나 도입했다”, “신고하세요. 신고

하라고 블박(블랙박스) 달았구만” 등의 댓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댓 들은 신고를 바람직한 행 로 여기는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 감시와 신고에 참여하게 만든다.

4) 신고 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민권익 원회 등 여러 국가기 이 블랙박스

상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고 메뉴를 두거나, 별도의 신고 용 인터넷 사이트와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다.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교통법규 반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http://onetouch.police.go.kr) : 제보를 

받습니다, 교통 반신고

- 안 신문고(https://www.safepeople.go.kr) : 안 신고, 안 제보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공익신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상을 통한 반 신고에 하여 신속하게 조

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감사의 답 을 보냄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었다(<그림 4> 참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사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동 상은 극 으

로 활용되고 있다.  수직  감시는 수평  감시와의 결합을 극 으로 

진시키고, 수평  감시도 이에 능동 으로 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의 과 블랙박스가 공권력의 으로 활용되고, 블랙박스의 감시 

주체가 개인에서 공권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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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찰청의 신고 수  조치에 한 답  

인 목 으로 설치한 블랙박스가 공 인 목 으로 사용되고, 블랙박스를 

설치한 개인의 시선이 공권력의 시선이 되어버린 것이다.

6. 사회  환경과 감시의 결과 

1) 사회  환경

일반 시민이 안보  경찰 서비스를 한 ‘ 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된 것이지만, 신고가 선량한 시민에게 기 되는 의

무로서 정 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과거에

는 다소 비열한 행으로 간주되어 언짢게 생각되던 신고가 이제는 치

안활동을 구성하는 일상이 된 것이다(라이언, 2011).  게다가 우리나라

는 근 화가 압축 으로 진행되면서 라이버시 존 에 한 의식이 

낮고, 지난 수십 년간의 분단체제와 반공의식은 ‘간첩 신고’를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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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규정하면서 시민들의 극 인 신고를 부추겨 왔다.  한 민주

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정보를 극

으로 공개하는 행동주의  경향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하 다(서이종·손 우, 2011).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수십 년 부

터 지 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감시 과정 내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해왔

다.  그리고 이 게 시민에 의한 신고가 일상화된 사회  환경은 블랙

박스에 의한 신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블랙박스 감시와 신고를 정 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에는 언론도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언론은 인터넷 동호회에 블박 상방송제보 

게시 과 블랙박스보도 상 게시 을 만들고,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와 

제보를 극 으로 요청하고 그것의 순기능을 리 홍보하고 있다.  

TV와 신문에서도 범인 검거에 활용된 블랙박스 동 상이 자주 보도되

고, 최근에는 블랙박스 동 상을 심으로 제작된 TV 로그램도 등장

하 다.  언론에서 블랙박스는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안 과 보호의 도

구로만 조명된다. 언론은 블랙박스로 인한 라이버시 침해, 련 법규

의 부재 등 블랙박스의 문제나 부작용에 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언론은 블랙박스 감시의 유용성을 리 하여 을 매혹시키고, 

감시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은 마티센이 논의한 시놉티

콘의 형 인 사례에 해당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정부 등도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운

하면서 신고를 부추기고 있다.  한 개인이 설치한 블랙박스에 해서

는 규제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없다4). 그 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블랙박스 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  이

4) 참고로, 2010년 행정안 부가 발표한 ‘택시 내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 설치 

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보주체의 상

권과 사생활 보호를 하여 촬 범 를 최소화한다. 2.촬  사실을 인지할 수 있

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3.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된다. 4.개인 상은 

임의로 열람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사고발생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의 입회하에서만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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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회  환경은 ‘감시는 안 을 한 필요악’이고, ‘신고가 시민의 당

연한 의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2) 감시의 사회  결과

우리 사회에서 시민에 의한 신고는 속히 증가하고 있다(<표 3> 참

조).  2010년에 경찰청에 수된 교통법규 신고 건수는 64,181건이었으

며, 2011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가하 다.  2012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

가하여 121,013건에 이르 으며, 2014년에는 신고 건수가 412,200건으

로 폭발 으로 증가하 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월

64,181 69,105 121,013 163,614 412,200 435,401

출처: 2015. 10. 6. KBS 7시 뉴스.

<표 3> 경찰청에 수된 교통법규 반 신고 건수 (단 : 건)

  

블랙박스 감시에 의한 신고의 증가는 감시에 한 사회  수용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과 함께 CCTV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이희은, 2014)로, 이미 감시의 사회

 수용도가 매우 높은 수 이다.  감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좋은 시민

이 되겠다는 바람과 함께 기치 못한 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안과 공포는 의심을 낳고 우리 모

두를 감시자로 만든다.  도처에 험이 존재한다고 생각될 때 의심의 문

화가 확산되고, 모든 사람은 의자일 뿐만 아니라 고자가 된다(라이

언, 2011).  의심의 문화는 감시와 신고의 악순환을 래하고, 블랙박스 

감시는 이러한 악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사회 계는 신뢰에 

기반하는데, 블랙박스 감시에 의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의 기반을 약화

시키고 있다.  장기 으로 블랙박스 감시는 건강한 사회 계를 괴시

키며, 이는 ‘사회  자살’(The Surveilance Studies Network, 2006)이 서

서히 진행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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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의 개인  결과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이용하거나 블랙박스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혹은 언론을 통해 블랙박스에 의한 일반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되었음

을 학습하게 된다.  경찰이나 CCTV만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

박스로 나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려 있음을 인

식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언(2011)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은 의심의 내

면화를, 푸코의 표 으로는 규율의 내면화를 래한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 의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의를 두고 의심하기 시작

한다.  감시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도 있었을 행동들을 삼가하

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들도 기피한다.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학습하고, 감시에 순응하고, 감시를 흡수하는 모습을 2012년의 블랙박

스동호회 게시 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 번호: 278738 날짜: 2012.01.14. 아이디:블x>

댓 : 흠... 의 습 은 매일 여기 와서 상 확인하는 일... 혹시 

제가 혔을까하는... ㅋㅋ 운  정말 얌 히 하는 편인데... 혹시 모

르니 매일 와서 보게 되네요. 쩌비.

<게시 번호: 291922 날짜: 2012.02.13. 아이디: 버x>

댓 : 블박 많은 거 인정!! 요즘 는 면허시험 보는 기분으로 운

합니다;;; 까딱했다간 기분 더러워지는 편지 날라 올까 _ _z

<게시 번호: 309948 날짜: 2012.03.21. 아이디:하xxx>

댓 : 도 가끔 불법 유턴도 하고 신호 반도 하기도 합니다(물

론 차가 없는 곳에서.. 가끔..^ ;̂) 여기 들어와서 신고정신이 투철하

신 분들이 많아서 이젠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두 하구요~! 

그런데 2015년에는 동일한 게시 에서 이런 내용의 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블랙박스 확산 기에는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를 의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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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기 감시를 강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의식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상반된 두 가지 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감

시 권력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체로 단기 인 효과에 그친다는 

해석이다.  표 인 로 강도 범죄를 들 수 있는데, 부분의 지역에

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이후 최  약 2년간은 범죄 방효과를 나

타냈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범죄 발생이 차츰 증가추세로 돌아선다(한

국공안행정학회보, 2007, 박혜성, 2012에서 재인용).  이와는 반 로 감

시가 편재화·일상화되면 감시 규율이 내면화되기 때문에 감시를 의식

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해석이다(박혜성, 2012; 구윤희, 2009).  사람들

이 감시를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에 내재시킨다는 것이다.  규율이 내면화되면, 스스로가 검열 주체가 

되어 기 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계획·통제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 

감시자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했던 놉티콘에서의 규율권력(푸코, 

2003)을 의미하며, 블랙박스 확산에서도 이러한 규율의 내면화가 발생

한 것으로 단된다.  즉, 블랙박스에 의한 감시가 당연시되고 내면화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한 의식이나 언 조차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7. 결론

블랙박스 감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놉티콘 감시와 구분되는 탈

놉티콘 감시의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블랙박스가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하는 디지털 감시 도구이며, 다른 하나는 놉티콘 감시하에서 감시 

상이던 개인이 감시 주체가 되었다는 이다.  이 연구에서는 블랙박

스동호회의 인터넷 게시 을 통하여 개인들이 블랙박스로 구를, 왜 

감시하는지, 그러한 감시 행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존의 감시체제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결론 으로 개인에 의한 블랙

박스 감시는 놉티콘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놉티콘  역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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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들은 블랙박스로 자기 자신, 타인, 보험회사 등 다양한 상

을 자발 으로 감시하면서 감시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자신은 사고 발생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하여 감시하고, 타인은 

법규 반 행 를 경찰에 신고하기 해 감시하며, 보험회사는 본인의 

사고처리 과정에서 감시하 다.  주목할 은 처음에는 자기 감시 목

으로 블랙박스를 구입하지만 차 타인 감시에 더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

다.  한 기존의 ‘자발  감시’ 논의에서는 개인이 ① 감시 상으로서 

② 감시를 의식하지 못한 채 감시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블랙박스 감

시에서 개인은 ① 감시 주체인 동시에 감시 상으로서 ② 감시를 분명

하게 의식한 채 ③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감시도구를 구입하면서까지 감시

에 참여한다는 에서 자발  감시의 심화된 형태를 보 다.

둘째, 사람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감시의 수평  네트워크를 형

성하 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놉티콘으로 작용하 다.  여기에서는 소

수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이 스타가 되어 블랙박스 이용의 모델을 

제시하고, 댓 의 ‘인정’을 통해 여론 형성에 향을 미쳤다.

셋째, 블랙박스에 상기록으로 장된 타인의 법규 반 행 는 경

찰청 등 국가기 의 인터넷 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감시 어셈블리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고를 통

해 개인의 감시가 공권력의 감시체계와 결합되면서 놉티콘 감시 권

력은 강화되었다. 시민의 과 블랙박스가 공권력의 으로 활용되고, 

블랙박스의 감시 주체가 개인에서 공권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여기에

서 차량번호 이 식별코드로 활용되었으며, 공공기 이 인터넷 사이트

와 스마트폰 앱으로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 감시 어셈블리지로 연결되

는 통로가 되었다. 

넷째, 인터넷 동호회, 언론, 국가기 의 인터넷 사이트  앱 등은 감

시와 신고에 한 정  인식을 형성하고 신고를 독려하면서 놉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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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을 강화시키는 시놉티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블랙

박스에 의한 타인 감시와 신고가 증가하고 일상화되었다.  그 결과 사

람들은 블랙박스 감시를 내면화하고, 감시에 한 사회  수용도가 더

욱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개인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보험회사

가 단한 과실비율의 정성을 함께 논의하 다.  보험회사가 자신들

의 이해 계에 맞추어 공정하지 않게 과실비율을 책정한 경우에는 문

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공유하 다.  이것은 다수가 소

수 권력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감시하는 것으로, 역감시 형태의 시놉

티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한 의도로 블랙박스를 선택하 지만 실

질 으로 블랙박스는 타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일상화되는, 의도하지 않

은 결과를 래하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블랙박스는 하나뿐인 반

면에 자기를 감시하는 블랙박스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블랙박

스는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놉티콘 권력과 결합하여 감시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소수 권력이 다수를 통해 다수를 보다 효율

으로 감시하는 사회가 도래하 다.  하지만 감시주체로서의 개인은 보

험회사를 상 로 역감시도 하고 있었다.  역감시는 놉티콘보다 더욱 

강력해진 탈 놉티콘 감시체제에서 새로운 항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은 블랙박스 련 인터넷 동호회 게시 을 분석하 기 때문

에 분석내용을 블랙박스 이용자 체의 이용행태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지 하 듯이 인터넷 동호회 자체가 블랙박스 이

용문화를 형성하고 회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

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블랙박스 이용자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블랙박

스를 이용할 것으로 상된다.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블랙

박스 이용자들에 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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