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온라인 누리집)의 특성과 상호작용성
블로그는 각 게시물이 다른 블로그와 자유롭게 연결되어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유형으로는 게시물이 일기 형태로 게재되는 한국형 블로그
인 미니홈피류(싸이월드), 페이스북, 포털 사이트가 블로그의 형식을 
제공하여 주어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인 블로
그, 이글루, 올블로그 등과 같은 전문 블로그 사이트 등 다양하다. 
블로그의 특성상 이용자들은 처음에 정보 생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이
용 능력, 개인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정보생산능력을 활용하여 
블로그에 정보를 생산하고, 블로그에 게재한 포스트에 대하여 수용
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응하는 행위의 상호작용을 한다. 
출처 :김경희(2009), “한국사회와 인터넷 저널리즘”,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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