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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고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 동안 삐삐, 
휴대폰, 문자, 싸이월드&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진화해왔으나 점차적으로 단순화를 추구하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간관계가 대중화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SNS에 열광하는 이유와 SNS의 사용목적, 선호도 등을 설문 방식의 적용으로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서론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다. 길을 가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10명 중 4명 정도는 스마트폰을 쓸 정도이다. 이러

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 활용되고 있다. 이렇

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

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꼽을 수 있

다. SNS는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

뮤니티형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미국의 트위터, 마이

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

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현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

거나 정보를 공유·검색하는데 SNS를 일상적으로 이

용하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열광하고 SNS

를 사용하는 목적과 선호도 등의 내용을 설문 방식

의 적용으로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기획재정부에서 정의한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의하

면 SNS를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

뮤니티형 웹사이트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

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정보 공유 및 검색

등의 이유로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SNS는 이외에도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

비스로 사용자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한다. 연예인은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각 나

라의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ixDegree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자신의

프로필, 친구 리스트 등을 개제하는 기술을 선보였

다고 한다. 물론 이 전에도 친구리스트의 공개나 프

로필을 개제하는 사이트는 많았지만 지금의 SNS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는 SixDegrees라고 생각

한다. Sixdegrees.com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메세

지를 보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비즈니스

화 하는데에는 실패를 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몇몇 개인의 프로필과 친구들을 대중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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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AsianAvenue, BlackPlanet, MiGente 같은 사

이트가 생기면서 SNS는 다시 대두되었다. 이들은

타인의 승인없이 친구를 맺을 수 있었고 메세지를

보내는 기능이 가능하였다. 한국에서도 싸이월드가

1999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스웨덴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SNS의

첫 번째 물결이라 할 수 있다. 2차 SNS 물결을 주

도한 것은 Ryze라 할 수 있다. Ryze는 샌프란시스

코에 있는 business, technology 멤버를 위한 커뮤니

티였으며 이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결속력을 다져왔

다. 그 후 SNS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트가 생겨났고

이 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2][3].

3. 선호도 설문조사
본 논문에서는 SNS 사용 목적 및 선호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스마트폰 SNS를 사용하고 있는

20대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아

래 [그림 1]은 설문조사 양식지를 나타낸 것이며 [그

림 2]에서 [그림 6]은 각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SNS 선호도 설문조사 양식

1번  문항. “현재 당신은 SN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고 있으십니

까?“ 에 대한 답변

예 : 89.6 % 아니오:10.4 %

[그림 2] 1번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

1-1번 문항. “SN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써주

세요." 에 대한 답변

사생활침해: 40% 사용방법 어려움: 40% 기타: 20%

 

[그림 3] 1-1번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

1-2번 문항. “SN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를 써주세요.” 

에 대한 답변 

 한 번에 여러 명과 소통가능: 7 %

문자 메시지보다 저렴하다 : 69.8 %

유명인들과의 소통 : 23.2 %

[그림 4] 1-2번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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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항. “SN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십니까?” 에 대한 답변 

카카오톡 ： 48 % 마이피플 ： 36 %

트위터　 ： 13 % 페이스북 : 3 %

   

[그림 5] 2번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
  

3번 문항. “지금 이용하고 계신 SNS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만족

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에 대한 답변

  매우좋음: 66.67 %   좋음: 31.25 %    보통: 2.08 %

[그림 6] 3번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

4. 설문조사 분석
[그림 2]를 보면 SNS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

는 사람이 89.6%가 쓰고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해 10.4%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림 3]을 보

면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를 느낀다고 40%가 응답을

하였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경우를 보면, 트위터 이

용자가 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여

SNS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사용방법

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사

람들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는 이용자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스마트 폰을 어려

워하는 것처럼 SNS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이 SNS를 어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스마트폰에 대한 거부감을 방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SNS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용자들은 [그림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NS 이용

자들이 문자 메세지보다 저렴하다는 것에 반응하였

다. 예를 들면 핸드폰의 요금 제한이 된 학생들의

요금제를 보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데 한도가 있

다. 이렇게 한도가 있다 보니 학생들의 경우 문자

메시지보다 SNS어플리케이션을 유용하게 쓰이는 것

으로 보이며 이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

표적 SNS어플리케이션으로는 [그림 5]와 같이 카카

오톡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로써 스마트폰의 SNS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용되고 선호되

는 것으로 분석된다.

5. 결론
SNS 문화가 발전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영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급부상되는

SNS는 모두 영어를 기반으로 한 구조이다. 이는 영

어라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중, 장년층에게는 큰

장애물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SNS가 성공

을 하려면 완벽한 국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트위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는 트위터 사이

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영어보다는 한

글을 매우 선호하는 한국인의 특성도 반영된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한국 정서에 맞는 한국형 SNS를 개

발, 보급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인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열광하는 이유를 설문 방식의 적용으로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친숙도를 향상

시킴으로써 스마트폰 SNS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정 전문 분야를 지원하

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SNS 매니아층

을 형성하고 이를 점차 넓혀나가면 한국형 SNS도

보급,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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