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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김 유 정*,  조 수 선**

본 연구는 SNS의 특유의 특성과 기능을 반 한 연구들이 언론학분야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언론학 역의 학술지에 발표된 총 72개의 논문을 상으로 메타분석 하 으

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SNS 연구는 미디어 연구 발전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별로 구분해서 볼 때

제3 역인 효과연구가 가장 많은 반면에 제4 역인 SNS 개선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SNS 연구

에서 동원된 연구방법은 양적 분석이 질적 분석보다 많았고 양적 분석은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 내용분석의 순으로 행해졌

다. 셋째, 국내 SNS 논문들에 적용된 이론적 배경으로 이용과 충족이론이 제일 많이 동원되었으며 그 다음 사회적 자본이었다.

넷째, 국내 SNS 논문들이 연구 상으로 삼은 관심 미디어는 트위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내 SNS 연구들이

주로 논의하고 있는 SNS 특성은 정보제공 및 추구와 관계형성이 양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 으며 상 적으로 자아노출의 연구

는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SNS 연구동향,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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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al view point of SNS research published by

scholarly journals in communications vis a meta-analysis. A total of 72 articles dealing with SNS

issues from 2006 to 2012 were analysed by research theme, related sub-theme, methodology, theoretic rationale,

targeted media, and characteristics. Effect research get the largest portion and then user research in terms of a

developmental model of media research agenda. A major methodological trend is an online survey and theoretical

background is Uses and Gratification. Twitter is the most popular medium researched and SNS is mainly

characterized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seeking as well as relationship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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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터넷을 통한 인맥관리나 상호교류의 기능이 확

장되고 강화되면서 사회연결망 기능을 제공하는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부각되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은‘2011년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만 12세 이상 49세 미만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76.4%가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

다. 2011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4978만 명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각각 544만

명, 535만 6000명으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인구 10

명 중 1명꼴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국내 SNS 이용률은 40%로 미국(46%), 폴란드

(43%), 국(43%)에 이은 세계 4위라는 해외조사결

과도 보도된 바 있다(헤럴드경제, 10/12/16). 이처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접속 서비스 중

SNS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SNS

를 통해 친구나 지인들과 직접적으로는 메시지를 교

환하고 간접적으로는 사회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상

호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SNS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은 학술적

관심으로 이어져 언론학분야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

고 있는 역도 SNS이다 보니 이에 관한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정 역에 한 연구가 전개

되면 관련 연구들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

가 있어 관련 분야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추이를 파악

하여 왔다. 인터넷에 한 연구관심이 집중하게 되자

Kim, et al.(2002)는 인터넷 관련 연구에 해 메타

분석을 시도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인터넷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전반적인

인터넷 연구(우형진, 2005; 황상재 외, 2004)를

상으로 하거나 또는 역을 세분화하여 온라인저널

리즘(황용석, 2006)이나 정책연구(김유정, 2010) 등

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연구들이 수행되어 언론학

역에서의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들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최근 SNS 연구에 한 관심을 반 하여

SNS 연구에 관한 동향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들어 미디어 역에서

주요 관심의 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연구하기

위해 언론학분야에서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메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기존

에 발표된 문헌이 데이터가 되어 이를 상으로 체계

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주제에 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메타분석을 통해 언

론학분야에서 SNS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SNS 이용이 확장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 접목되어 인접 학문분야에서도

SNS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언론학 역에서 SNS의 특유의 특성과 기능

을 반 한 연구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확인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SNS 연구에 한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

의 분석 상, 연구주제, 적용 이론, 방법론을 분석하

고자 한다. 그동안 SNS에 한 세간의 관심을 반

하듯 다양한 역에서 SNS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심사와 전공분야로

인해 SNS에 한 주요 연구주제 및 논의사항, 접근

방식, 논의를 풀어가는 연구방법 또한 상이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SNS를 미디어로 간주하여 SNS를

통해 행해지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로 해석하

여 분석하려는 언론학 역에서의 연구들을 택해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인터넷 관련 연

구의 주요 관심 역인 SNS의 연구동향을 확인함으

로써 언론학 역에서의 SNS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

어 왔고 그 지평이 어떠한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II.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출현과 의미

SNS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이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이지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이 변형되고 확

장된 것이다. CMC를 활용하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

하여 물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공간이나 역 형성이

여의치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

인과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된

다. 그 공간에서 기술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적인 프

로파일을 작성하고 프로파일을 통해 친구를 확인하

고 언어, 문화, 국가를 초월하여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여 교류하는 것이 SNS이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이

전의 유사한 기능이 가능했던 사이버커뮤니티, 블로

그, 미니홈피도 포함된다.

SNS에 한 정의는 소셜 미디어에 한 정의에서

파생되어진다. Shipley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

험, 관점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미디어 플랫폼을 소셜 미디어로 정의

하 다. 소셜 미디어 중 정보공유를 실천하면서 개인

의 참여에 의한 사회적 상호교류를 충족시키고 관계

맺기가 원활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SNS이다. Boyd(2006)는 SNS에 해 프로필이 첨

부된 웹사이트가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네트워크라고 정의하 다. 이용자 개인이 자신과 관

련된 사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타인과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SNS를 개인상호교류 홈페이지라는 주장

(Davis, 2010)도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정리하면, 친

구나 지인을 상으로 자아노출을 하고 그 결과로 관

계맺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또는 시스

템을 SNS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NS는 친구나 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연결

망과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성행되는 관계맺기

를 온라인으로 끌어온 인맥형 서비스로 불린다. 통용

되고 있는 SNS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관계형성을

지원하거나 발전시키는 기능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실제로 싸이월드는 일촌관계를 기반으

로 하는 서비스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유사한 관

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만남이나 가상적으로 어떤

주제에 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공간을 제공하

고 있다. 

SNS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블로그(Blog)는 미

국에서 시작되어 1977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

며 일반인이 개인의 관심사를 칼럼, 일기, 기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1

인 미디어 웹사이트이다. 원래 개인적인 자료나 일기

등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블로그는 제작

과 관리가 용이하여 웹상에서의 자기표현의 공간으

로 활용되었다. 블로그의 운 주체가 개인이고 운

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채운다는 점에서 개인

미디어가 지칭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블로

그 형식에 보다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더해진 또 하나의 개인 공간인 미니홈피가 등

장하여 자기표현의 창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니

홈피의 표주자인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개

시하 으며 사진과 등을 통한 자신의 일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싸이월드

는 인터넷상에서 개인미디어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

계로 이어주는 친구맺기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급속도로 확장되어‘싸이질’이라는 유행어까

지 만들어냈다. 페이스북은 2004년 하버드 학 캠

퍼스 내 학생들을 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용

참여 범위가 확 되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네트워킹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페이스

북이 지향하는 것은‘all friends in one-place

solution’으로 이름, 비 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

하면 자동으로 친구를 찾아주고 바로 그들과 화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프로필을 작성하여 자신의 정보

와 최근 근황이나 활동상황을 알릴 수 있으며 담벼락

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포스트한 메시지가 제공되고

다른 사이트, 동 상, 사진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들이 첨부될 수 있다. 트위터는 2006년 초 미국의

벤처기업에서 휴 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웹에 결합시

키는 방식을 찾던 중 개발되었다. 장문이 아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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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한정된 단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블

로그로 불리며 짧은 을 교환하는 사용자의 행동이

새들의 재잘거리는 소리(Tweet)와 흡사하다고 여겨

트위터라는 명칭이 붙어졌다. 트위터 이용은 트윗이

라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의

을 빠른 속도로 리트윗하면서 이루어진다. 트윗의

재잘거림은 리트윗과 팔로잉으로 엮어지면서 삽시간

에 퍼져나가는 위력을 갖는다. 연결망이 폐쇄되어 있

지 않아 지인들과의 연결망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리트윗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파될 뿐만 아

니라 팔로우를 통해 전파력이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

이렇듯, 자기만의 공간을 갖추어 자신을 노출하고

방문자들과의 관계맺기를 하는 싸이월드, 친구맺기

를 통한 교류에 주력하는 페이스북, 짧고 신속한 메

시지를 전달하는 트위터는 특유의 속성을 갖고 있어

SNS 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SNS의 특

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친구나 지인들과 직접적으

로는 메시지를 교환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보를 검색

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교류하는데

있다(Ellison, et al., 2007). 이러한 특성은 SNS

이용동기에도 반 되어 나타난다. 여러 연구들을 통

해 확인된 SNS를 이용하는 이유에는 거의 모든 미

디어 이용에서 제시되는 오락요인 외에 공통적으로

자신의 사회관계형성 및 친구맺기, 자아노출, 친구

및 지인에 한 정보검색이 있다(심홍진 외, 2010b;

Joinson, 2008). 주요 이용동기로 지적된 정보획

득, 사회적 상호작용(교류), 개인 정체성확인에는 관

계맺기, 자아노출, 정보교류의 SNS 특성이 반 된

것이다. 따라서 SNS가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간에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네트워크로 이

용자의 자아노출, 관계맺기 등의 욕구를 충족해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고 검색되는 공간

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상 방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전통적인 관계맺기와는 달리

SNS에서의 관계맺기는 다소 느슨하게 엮어진 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처럼 단순히 메시지를 공유

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관계에 불과해 교

류와 공유를 하고 있지만 친 감은 확신할 수 없는

관계일 수 있다. 또한 SNS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되므로 관계형성의 허브는 자

연히 이용자 본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주도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내 스스로가 참여

하여 만드는 관계맺기가 가능하다(정재기, 2007).

어떤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교

류를 위한 자아노출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페이

스북의 프로필이나 트위터의 제한된 자 내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성향 등이 표현되고 노출된다.

SNS에서의 자아노출은 이용자 자신이 부여하며 자

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알리고

싶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통제한다. 그

러므로 SNS에서 제공되는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

즉 일기, 개인 사진과 동 상, 정치적 소견, 취미나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자

아를 설정하고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신의 모

습을 자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교

류가 목적인 SNS에서는 정보추구 및 제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추구 및 제공은 자기 자신, 타인, 또

는 세상주변에 관한 지식, 중요한 것에 한 의식을

확장하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특히 관심이 있거나 알고자 하는 주제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식검색이나 위키토피아를 방

문하듯이 특정 주제에 해 자신의 동료나 주변 사람

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과 같은 SNS를 이용한다. 

III. 미디어 연구에 한 연구동향 분석

1. 미디어 연구동향의 유형

국내 미디어 연구에 관한 동향분석은 연구자가 기



정보화정책

존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비슷한 유형

의 연구들을 탐색적으로 분류하여 설명을 취하는 탐

색적 분석과 각 연구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여 객관

적인 분류기준을 먼저 구성하고 이에 맞추어 규칙성

을 발견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메타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분석과 메타분석을 시도

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면서 특히 SNS와 성격

상 가깝다고 생각되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뉴미디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 문

화연구에 한 동향분석으로 윤선희(2003), 이 주

외(2004)의 연구가 있다. 또한 문화연구적 관점이

아니면서 탐색적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문화연구 그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해방 후

10년간의 한국 언론학 동향을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이민주 외, 2008)와 모바일 광고

연구 관련 동향분석(이시훈, 2010)의 연구가 있다. 

이시훈(2010)의 주제는 뉴미디어와 관련성이 있는

2000년 이후 모바일 광고 연구에 한 국내외 표

적인 연구를 소개 형식으로 다루었다. 연구경향을 크

게 인식조사, 수용에 미치는 태도 연구, 광고효과 등

으로 분류하면서 국내에서는 수용에 미치는 태도 연

구 분야가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소셜 미디어와

의 접목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 다. 반면

문화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의 기준을 도출하여

인터넷관련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해 메타연구방

법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강진숙

(2010)은 질적인 연구가 주 분석 상이 됨에도 불구

하고 메타분석의 틀을 취하여 인터넷 비평의 주제범

위와 방법론적 범주를 검증하 다.

연구동향 분석은 해당 역의 연구들을 몇 가지로

묶어 탐색적 분석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분야에 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경우, 전체 연구

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메타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된다(김유

정, 2010). 국내 미디어 연구분야에서는 2000년 이

후 주로 뉴미디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메타분석이 시도되었다. 그 중 인터넷

과 관련된 연구동향이 주를 이룬다. 제일 먼저 시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황상재 외(2004)의 연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인터넷 연구

의 주제,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분석 상의 수준

(차원), 관심 미디어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이

들은 이용자 중심보다는 미디어 중심의 연구가, 이론

보다는 특정한 세부개념을 측정하는 연구가 많았다

는 점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인터넷 연구임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을 통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희소

하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관련 담론

이 주로 활용에 치우쳐 있는 경향 등 초기 인터넷 연

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우형진(2005)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터

넷 연구, 그리고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우형진 외

(2011)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터넷 연구를

분석한 인터넷 연구동향을 발표한 바 있다. 우형진

(2005)의 메타분석 결과는 인터넷 자체의 특성이 강

하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인터넷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조사 역

이 수용자, 내용, 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

로 인터넷 연구의 다양성 부족에 해 논의하 다.

이는 황상재 외(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형진 외(2011)의 연구는 초기의 인터넷 그

자체의 특성에 관한 주제 역 보다는 인터넷 이용 및

이용자, 그리고 효과 연구에 집중된 것을 발견했고

첫 번째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인터넷 개선과

관련된 연구 역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 다. 이는 두 연구가 동일한 분석의 틀을 적

용하여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수행된 결과이기 때

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은미 외(2008)의 연구는 앞에서 거론된 연구들

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연구의 상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터넷관

미디어 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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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논문들로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 시기적으로도 거

의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차별성은 미

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동향의 변화를 살펴보

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인터넷관련

시기로 구분하여 제1기(1985~1995년)의 텍스트기

반 PC통신 시 , 제2기(1996~1998년)의 PC 통신

과 인터넷의 과도기, 제3기(1999~2003년)의 온라

인 커뮤니티 및 시민 저널리즘의 전성기, 제4기

(2004~2008년)의 일상화, 중화, 개인화의 시기

로 규정하 다. 인터넷 연구동향은 인터넷 환경 변화

의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

론지었다. 특히 제4기에 있어서는 사회연결망 사이

트, 동 상 유통, 상업적 관심, 디지털 문화의 중

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동향 역시 주제나 상

이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 다. 이러한 다

양성의 발견은 우형진 외(2011)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 외 인터넷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터넷과 연관하여 보다 큰 개념인 방송통신융합(송

종길 외, 2009), 또는 더 세분화한 온라인 저널리즘

(황용석, 2006), 인터넷 규제정책(김유정, 2010)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도 있다. 송종길 외(2009)의

연구는 방송통신융합 및 이와 관련된 미디어인

DMB, Wibro, 디지털 케이블, IPTV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연구단계 및 역, 연구방법 등의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 다. 연구방법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

석의 비율이 거의 7:3으로 나타나 질적 분석이 우세

한 가운데 극히 일부분의 이론만이 적용되었으며 정

책연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 다. 온라인 저널리즘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황용석(2006)은 온라인 저

널리즘을 나타내는 연구주제를 미디어의 특성과 역

할모델, 저널리즘 외부환경,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

행위, 이용자, 법적∙윤리적 문제라는 큰 주제로 나

누어 각각의 소주제를 다시 구성하여 분석하 다. 그

중 이용자 연구가 전체에서 과반의 비율을 넘는 5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매스미디어 이

론이 가장 폭 넓게 적용된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었

다. 김유정(2010)의 연구는 인터넷 전반이 아닌 인터

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규제정

책 연구동향은 미디어 개선 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정 서비스에 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다는 것

을 발견하 다. 이는 인터넷 전반에 걸쳐서는 미디어

개선 역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우

형진(2005)의 연구와 비를 보 다. 따라서 인터넷

전반에 걸친 연구동향과 인터넷 정책규제 역의 연

구동향은 연구주제별 그리고 시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존의 연구동향분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미디어 연구에 한 동향분석은 주로 인터넷 그리

고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수행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황상재 외(2004)의 연구에서의 메타분석의 기본

단위인 연구논문을 총 8개의 학술지-광고학연구, 방

송학보, 방송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언론과

사회, 언론정보학보, 한국광고학보, 홍보학연구-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 고 학술 회 발표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은 제외하 다. 우형진(2005)의

연구는 총 6개의 학술지-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

보, 한국언론정보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광

고학연구, 홍보학연구-를 통해 발표된 논문으로 분

석단위가 되는 논문의 범위를 제한하 다. 우형진

(2005)의 연구의 틀을 그 로 적용한 우형진 외

(2011)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된 총 6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상으로 하 다. 김은

미 외(2008)의 연구는 총 3개의 학술지-한국언론학

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인터

넷 관련 논문을 분석단위로 정하 다.

송종길 외(2009)의 연구는 방송통신융합시 의

미디어 연구 동향분석을 시도하면서 총 8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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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논문을 분석단위로 하 다. 한국언론학보

와 한국언론정보학보는 언론전반을 표하는, 한국

방송학보와 방송(통신)연구는 방송분야를 표하는,

광고학연구와 광고홍보연구는 광고분야를 표하는,

그리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와 정보통신정책연

구는 통신분야를 표하는 학술지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황용석(2006)의 연구는 연구가 진행된 당시

의 학술등재 및 등재후보지 총 8개 학술지-한국언론

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언론과사회,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언론과학연구, 방

송연구-에 실린 논문들이 분석단위가 되었다. 김유

정(2010)의 연구는 총 6개의 학술지-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방송통신연구, 언론과학연구, 사

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정보화정책-에 게재된 인터

넷 규제정책 관련 논문들을 분석단위로 추출하 다.

각 동향분석 연구는 분석단위가 되는 논문을 선정

하는 과정에서 총 학술지의 수나 종류는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론학 유관학회 소속의 학술

지로 한정하고 학술 회 발표문이나 석∙박사 학위

논문은 제외시켰다. 학술지 논문만을 상으로 하는

이유는 익명의 심사위원이 익명의 연구자를 심사하

는 시스템을 통과된 연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증명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디어에 관한 동향분석들은 거의 부분

Wimmer, et al.(2000)의 미디어연구발전모델과 이

들 연구를 토 로 인터넷 연구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Kim, et al.(2002)의 연구주제 분류를 동소

이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황용석(2006)

을 제외한 황상재 외(2004), 우형진(2005), 우형진

외(2011), 김은미 외(2008), 송종길 외(2009), 그리

고 김유정(2010)의 연구가 연구주제를 분류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 다. 예를 들어, 주제

와 소주제(김은미 외, 2008), 역과 연구주제(김유

정, 2010; 송종길 외, 2011), 면(phase)과 연구주제

(우형진, 2005; 우형진 외, 2011) 등으로 연구주제

를 분석하 는데 Wimmer, et al.(2000)의 단계별

구분과 관련논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들 연구들은 단계별로 미디어 자체의 의미와 개

념, 이용자, 효과와 변화, 마지막으로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 다. 한편 김은미 외

(2008)의 연구는 제4단계로 규정되는 미디어 개선

역이 지나치게 정책적 논의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개

선 역 신‘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새로운 이해나 해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네 번째 주제로 분류하 다. 그러나 이‘이론적 논

의’라는 개념이 가장 나중에 발전되는 단계로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 관련 논의

들은 효과나 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연

구이론들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Wimmer, et al.(2000)의 미디어연

구발전모델과 더불어 인터넷 연구동향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Kim, et al.(2002)의 연구주제 분류를 기

본으로 국내 인터넷 연구동향 연구들의 연구주제 분

류를 참조하고자 한다. 그 외 동향분석에 필요한 항

목인 방법론, 이론, 분석 상 미디어, 특성 등을 보

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서 보았듯이 국내의 미디어 연구 동향분석 연구

들 중 메타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수적으로 많지는 않

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사용

한 분석기준을 토 로 SNS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기

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SNS 연구에서 다룬 주제는 미

디어연구발전모델의 각 역에서 어

떠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국내 SNS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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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국내 SNS 연구는 어떠한 방법론을

동원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국내 SNS 연구는 어떠한 이론을 적

용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5> 국내 SNS 연구는 어떠한 미디어를

상으로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6> 국내 SNS 연구는 어떠한 SNS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2. 연구방법: 분석단위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학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발

표된 SNS관련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메타분석을 동원하 다. 메타분석은 한 분

야의 누적된 연구에 한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 하

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칙성

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 기존 연구경향에 한 실질적

인 분석과 비판적 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할 점을 찾게 해준다(Allen,

1999). 또한 전체 연구에 한 형식, 유형, 특성 등

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접근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6년 6개월간, 2006년 1월

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언론학관련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SNS관련 논문이고 주요 학술지의 범위는 한

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로 한정하 다. 인터넷

과 비교해 볼 때 SNS 관련 연구는 상 적으로 새로

운 미디어 역의 연구이지만 그동안 등재지의 수가

늘어 게재 학술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

다. 우선 언론학관련 학회와 기관의 주요 학술지로서

15개가 선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

션학보과 정보화정책은 학제간 연구를 강조하는 학

술지로써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게재 학술지의 수는 총 17개가 되었다. 자료수집은 1

단계로 각 학회 및 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SNS

관련 키워드인 SNS, 소셜미디어, 블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술지의 게재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를 모두 전수조사 하 다. 이단계로는 이러한 키워드

로 검색된 논문들 중 SNS 관련 개념들을 중심적으

로 다루고 있는지의 정도를 판단하여 최종 자료로 선

정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상이 된 SNS관련 게재

논문은 총 72개로 선정되었다(<표 1> 참조). 한국언

론학보 15개, 한국방송학보 12개, 사이버커뮤케이션

학보 8개, 그리고 한국언론정보학보, 언론정보연구,

광고연구가 각각 5개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이론

4개, 언론과학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홍보학연구

가 각각 3개, 그리고 미디어, 젠더&문화, 방송통신

연구가 각각 2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학연

구, 미디어경제와문화, 방송과커뮤니케이션, 커뮤니

케션학연구 그리고 정보화정책이 각각 1개씩으로 나

타났다. SNS 관련 논문은 2006년부터 2009년 이전

까지 4년 동안의 11개로 나타나 산발적으로 이루어

진 감이 있으나 2010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2

년 6개월 동안 61개로 나타나 수적으로 급증했다고

할 수 있다. 

3. 분류방식과 기준

1)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에서 중요하게

논의하거나 부각시키는 주요 개념 및 주제를 의미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SNS와 관

련하여 어떠한 주제나 개념을 논의하 는지를 분석

하 으며 분류기준은 Wimmer, et al.(2000)의 미

디어연구발전모델에 제시된 항목들을 근거로 하

다. Wimmer, et al.(2000)은 미디어연구발전모델

을 4단계의 역으로 분류하고 각 역에 세부항목

을 제시하 다. 1 역은 미디어 자체에 관심을 갖는



정보화정책

미디어 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접근 또는 탐구이며 미디어에

한 법제도적, 철학적, 개념적, 산업적, 기술적, 서

비스적인 의미, 현황 등이 포함된다. 2 역은 미디어

를 이용하는 형태와 이용자에 관한 것으로 산업적 접

근, 수용자, 내용, 교육 도구로서의 이용, 민주주의

도구로서의 이용, 저널리즘 도구로서의 이용, 웹사이

트 평가가 해당된다. 3 역은 미디어 이용에 한 효

과 및 향에 관한 것으로 개인, 조직, 공동체, 국가,

사회문화차원에서의 효과와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

및 향이 포함된다. 4 역은 미디어 개선에 관한 주

제를 다루며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관련된 미디어의

기술적인 개선,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개발, 국제간

기술 및 내용, 새로운 미디어에 적용할 관련 개념 확

장, 조사방법론 개발이 해당된다.

메타분석을 통한 미디어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 중 Kim, et al.(2002)은 법과 정책, 이용과

지각, 경제, 광고와 마케팅 , 정치, 민주주의와 개발,

문화와 사회적 이슈, 역사 혹은 철학적 논의, 개인

혹은 조직에 한 효과, 기술적 이슈, 교육적 활용,

웹사이트 평가, 연구방법, 기타가 포함된 12개의 연

구주제를 제시하 다. 그 외에 황상재 외(2004)는

Kim, et al.(2002)이 적용한 연구주제를 참조하여

14개의 분류기준을 제시하 다. 우형진(2005)은

Wimmer & Dominick의 미디어발전모델을 토 로

미디어자체, 미디어 이용 및 이용자, 미디어효과, 미

디어개선의 4개의 역으로 분류된 25개의 세부주

제를 지정하여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메타분석 연구를 참조하여

SNS 연구분석에 적합한 24개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

를 다시 Wimmer & Dominick의 발전모델을 참조

<표 1> 연도별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분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한국언론학보 3 4 3 5 15(20.8)

한국방송학보 1 2 4 5 12(16.7)

한국언론정보학보 1 4 5(6.9)

방송통신연구 2 2(2.8)

커뮤니케이션이론 2 2 4(5.6)

미디어,젠더&문화 1 1 2(2.8)

언론정보연구 5 5(6.9)

언론과학연구 2 1 3(4.2)

언론학연구 1 1(1.4)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 1(1.4)

미디어경제와문화 1 1(1.4)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 1(1.4)

광고연구 3 2 5(6.9)

홍보학연구 1 2 3(4.2)

한국광고홍보학보 1 2 3(4.2)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 2 3 2 8(11.1)

정보화정책 1 1(1.4)

합계 3 1 6 1 10 30 21 72(100)

연도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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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 역으로 유형화하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주제 분류기준과 역분류 기준은 <표 2>에 제

시되어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우선 유형별로 양적 분석, 질적 분석,

혼합 분석으로 분류한 다음 세분화하 다. 양적 분석

은 실증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한 경우로 내용

분석, 설문조사, 실험연구, 군집분석, 관계망분석 등

이 포함되었고 온라인상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와 실

험연구는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와 온라인 실험연구

로 분류하여 측정하 다. 질적 분석은 문헌고찰, 사

례분석, 참여관찰, 심층면접,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를 포함시켰다. 혼

합분석은 양적 그리고 질적 분석이 한 연구에서 같이

수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양적 분석을 한

후 이 결과에 의해 사후질적 분석을 한 경우나 심층

면접을 통해 관련 변인들을 발전시킨 후 양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포함하 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과정

과 절차에 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히 설문문

<표 2> 역분류 기준과 연구주제 분류기준

역분류기준 연구주제 분류기준

1 역
(SNS 자체에 관한 역)

법, 정책, 규제, 윤리: SNS 관련 관련법과 제도, 미디어정책, 윤리

SNS 현황, 특성, 기술적 의미: SNS의 보급현황, 기술적 구조

SNS 역사. 철학적 의미: SNS 출현, 역사, 철학적 함의

SNS 상호작용성, 기능, 서비스: SNS 상호작용적 기능

2 역
(SNS 이용 및 이용자

역)

SNS 산업적 접근: 소셜 커머스, 소셜 비즈니스, 광고

SNS 수용자: SNS 이용자 특성, 만족도, 이용동기

SNS 내용: SNS 콘텐츠, 메시지

교육 도구로서 SNS 이용: 교육적 차원에서의 활용/응용

민주주의 도구로서 SNS 이용: 정치참여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정치 역에서의 활용

저널리즘 도구로서 SNS 이용: 안적 언론매체, 저널리즘 기능 및 역할

SNS 평가: SNS 이용 편의성, 유용성 평가

3 역
(SNS 이용에 따른 향

및 효과)

개인에 미치는 SNS 향: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에 한 효과

조직에 미치는 SNS 향: 조직의 인식, 태도, 행동에 한 효과

공동체에 미치는 향: 공동체의 인식, 태도, 행동에 한 효과

정치에 미치는 향: 정치적 참여, 민주주의, 국가의 인식, 태도, 행동에 한 효과

사회, 문화에 한 향: 문화, 가족, 종교, 사회적 가치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 한 향

경제에 미치는 향: 경제, 비즈니스, 산업에 한 효과

전통 미디어에 한 향: 기존 미디어에 미치는 향

SNS의 부정적 효과: 외설, 도박 등 부정적 향

4 역
(SNS에 한 개선)

새로운 SNS 콘텐츠 제작과 개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개선

SNS 기술적 개선: SNS 관련 기술개발

국제간 기술, 내용, 형태의 표준화: 새로운 기술에 따른 법적, 정책 표준화

SNS 관련 개념 확장: SNS 관련 현상을 이론적으로 확장

SNS관련 조사방법 개발: SNS연구에 한 조사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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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한 경우는 혼합 분

석으로 취급하지 않고 양적 분석으로 분류하 다.

3) 이론과 개념

Kim, et al.(2002)은 문헌연구에서 논의된 이론

과 가설이나 연구문제에서 언급된 이론을 분석에 포

함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분석 상이 되는

논문 내용 중 문헌연구에서 논의된 이론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검토,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등에서 거론된

이론을 근거로 분류하 다. 따라서 이론은 이론이라

고 분명하고 독립적으로 소개한 경우와 더불어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관련 개념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 다.

이용과 충족은 이용과 충족이론 및 이 이론에서 파

생된 개념인 이용동기를 포함하여 측정하 다. 사회

적 실재감, 사회적 자본, 개혁의 확산, 기술수용모

델, 의제설정 등은 비슷한 이론이나 개념이 중복되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장은 공

론장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사회참여, 시민참여 등의

개념을 포함시켜 측정하 다.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인상관리, 인관계상황, 자아노출, 상징적

상호작용 등의 개념을 포함시켜 측정하 다. 사회 및

문화이론은 사회 및 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의미한다. 설득커뮤니케이션은 설득커뮤니

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설득지식, 브랜드 충성

도, 정교화 가능성 이론 및 개념을 포함시켰다. 의견

지도자는 이단계유통이론을 포함시켜 측정하 다.

그밖에 특별히 중심적인 이론이나 개념이 있기 보다

는 연구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이론과

개념을 열거한 경우는 종합으로 분류하 다. 또한 이

론이나 개념보다는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한 경우는 사

례로 분류하 다.

4) 관심 미디어 역/SNS 관련 서비스

SNS에 관한 연구들이 SNS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

상을 SNS 유형별로 분류하 다. 따라서 블로그, 싸

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특정

서비스를 지칭하지 않을 경우 SNS 일반으로 분류하

다. 

5) SNS의 미디어적 특성

일반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서비스와 차

별되는 SNS의 특성으로 자아노출, 관계형성, 정보

제공 및 추구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 다.

한 연구 안에서 SNS 특성을 한 가지 이상 다루고 있

는 경우 각각 중복코딩을 하 고 SNS 특성을 명확

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개념 속에 포함하여 다

루는 경우 일반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 다. 기타에

는 SNS를 하나의 상품 또는 브랜드로 다루어 상업

적 광고나 홍보 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고 광고

나 홍보의 효과 측정에 초점을 둔 연구를 포함시켰다.

V. 분석결과

1. 연구주제

최근 7년간(2006-2012년)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SNS관련 연구논문들의 주제를 4개의 역으

로 분류한 결과 제4 역 중 SNS 효과와 관련된 연

구가 35편으로 약 절반인 48.6%(예, 금희조, 2011;

김민정 외, 2012 등)을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 미

디어 이용과 이용자 역이 33.3%(예, 김 주,

2006; 박유진, 2008 등), 미디어 자체가 12.5%(예,

강진숙, 2012; 이재현, 2012 등)이며 제4 역인 미

디어 개선 역은 5.6%(예, 박종구, 2011 등)에 불과

하 다. 따라서 SNS에 관한 연구는 개인, 사회, 경

제, 정치 및 전통 미디어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산업, 내용 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SNS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규

제, 현황, 특성, 철학적 의미, 상호작용성, 기능에 관

미디어 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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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와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

념, 방법론 개발에 관한 논의는 상 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모든 역의 SNS관련 연

구는 공통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더 많이 수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발전모델에 준해 볼 때 SNS 관련 연구는

제3 역과 제2 역에 크게 치중되어 분포되어 있으

며 SNS 연구를 위한 개념 및 방법론 확장과 기술적

협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 다. 뉴미디어를 상으

로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 검증하거나 새로운 모델

을 추론하는 연구가 미비한다는 지적(김성태, 2009)

이 SNS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제4 역의 주제

들은 SNS 이용에 한 현상을 검증하는 연구이기

보다는 새로이 적용해야 할 기술적 의미, 개념 및 연

구모델에 관한 탐색적 논의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다. SNS 연구가 이용에 주력하고 새로운 논의를 이

끌어내기 위한 연구시도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개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관

한 결과는 <표 4>에서 <표 7>까지 제시되어 있다.

SNS 자체에 관한 연구 중에서 법과 규제를 다루는

정책 연구(예, 이경락 외, 2010 등)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는 SNS에 한 새로운 내용규제 및 규제

체계를 논하면서 법과 정책적으로 SNS를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예. 이경락 외, 2010; 이동

훈 외, 2010)가 다수 수행된 결과이다. 그다음으로

SNS 보급현황 및 기술적 구조(22.2%, 예, 곽해운

외, 2011), SNS에 한 역사적, 철학적 함의

(22.2%, 예, 강진숙, 2012) 및 SNS의 상호작용성

(22.2%, 예, 윤명희, 2008)을 다루는 연구들은 수치

상으로는 동일한 비율로 수행되었다.

미디어 이용 및 이용자에 관한 연구는 이용자에 관

한 연구가 다수(62.5%, 예, 김유정, 2011; 심홍진

외, 2010b)를 차지하 다. 이는 SNS를 왜 이용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페이스북(김유정, 2012), 소셜네

트워크서비스(김종기 외, 2011), 마이크로블로깅(심

홍진 외, 2010b), 트위터(조창환 등, 2011)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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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NS 관련 연구의 주제 연도별 추이

<표 4> 주제1 SNS 자체 역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빈도
주제 1 

중 비율
전체
비율

법, 정책, 규제, 윤리 1 1 1 3 33.4 4.1

현황, 특성, 기술적 의미 2 2 22.2 2.8

역사, 철학적 의미 2 2 22.2 2.8

상호작용, 기능, 서비스 1 1 2 22.2 2.8

합계 1 1 4 3 9 100 12.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SNS자체 1 1 4 3 9(12.5)

SNS 이용, 이용자 2 2 3 10 7 24(33.3)

SNS 효과 1 1 3 1 5 13 11 35(48.6)

SNS 개선 역 1 3 4(5.6)

합계 3 1 6 1 10 30 21 72(100)

연도
주제

연도
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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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및 만족도를 파악하려는 연

구가 다수 행해진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가 12.5%(예. 김은미 외, 2011), 산업적 접

근과 콘텐츠 내용에 관한 연구가 8.3%(예, 권택주

외, 2012), 민주주의 도구에 한 연구와 평가는

4.2%(예, 성민규, 2012)를 차지하 다.

효과 및 향에 관한 연구 중에는 정치적 참여, 민

주주의, 국가의 인식, 태도에 한 향을 다루는 정

치 역에 관한 연구(34.3%, 예, 송현주, 2011)가 가

장 많이 수행되었다. 그다음으로 개인의 의식, 태도,

행동에 한 향을 다루는 개인에 한 효과는

28.6%(예, 이재신 외, 2008), 문화, 가족, 사회적 가

치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효과연구는

20.0%(예, 윤미선 외, 2012), 경제 및 산업에 한

효과 연구는 11.4%(예, 이성준, 2010)이었다. 특히

SNS 특성을 반 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예, 금

희조, 2011; 김봉섭, 2010; 심홍진 외, 2010a 등)들

이 다수 있었다. 반면에 조직과 공동체에 한 향

을 다루거나 부정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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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제 2 SNS 이용 및 이용자 역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표 6> 주제 3 SNS 효과 역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빈도
주제2

중 비율
전체
비율

산업적 접근 2 2 8.3 2.8

이용자 1 1 3 8 2 15 62.5 20.8

콘텐츠 내용 1 1 2 8.3 2.8

교육도구이용 0 0.0 0.0

민주주의도구이용 1 1 4.2 1.4

저널리즘도구이용 1 1 1 3 12.5 4.1

SNS 평가 1 1 4.2 1.4

합계 2 2 3 10 7 24 100 33.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빈도
주제3

중 비율
전체
비율

개인관련 효과 1 2 1 1 1 4 10 28.6 13.8

조직 역 효과 0 0.0 0.0

공동체 효과 0 0.0 0.0

정치 역 효과 1 2 6 3 12 34.3 16.7

사회문화 역효과 1 2 3 1 7 20 9.7

경제 역 효과 1 3 4 11.4 5.6

전통 미디어에 한 향 2 2 5.7 2.8

부정적 효과 0 0.0 0.0

합계 1 1 3 1 5 13 11 35 100 48.6

연도
주제 2

연도
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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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개선 역에서는 SNS 연구에 있어서의 개

념 확장을 논의하는 연구가 절반 이상(59%, 예, 이

은주, 2011)을 차지하 으며 기술적 개선(예, 김도경

외, 2011)이나 조사방법의 확장(예, 박종구, 2011)을

논의한 연구는 각각 25%를 차지하 다. 그러나 발표

된 논문 편수가 4편에 불과해 동향을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방법론

국내 SNS 연구논문들이 동원한 방법론을 분석하

기에 앞서 먼저 각 연구논문들을 연구유형별을 양적,

질적, 혼합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8> 참

조). 그 결과, 양적 분석(70.8%)이 질적 분석(19.4%)

을 이용한 논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

상재 외(2004), 우형진(2005), 김은미 외(2008), 그

리고 우형진 외(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

나 위의 연구들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양적, 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유형(9.7%)의 논문도 나타났다. 위

의 연구들 중 우형진 외(2011)의 연구는 두 가지 이

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을 따로‘복수연구’분류

하여 측정하 으나 정의를 내림에 있어‘양적, 질적

방법을 병행하거나 양적 연구만을 중복하거나 질적

연구만을 중복한 연구도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 의

미하는 혼합 분석을 한 연구의 수와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형진(2005)과 우형진 외(2011)의 연구

에서 두 가지 이상 연구방법을 이용한‘복수연구’는

각각 5.3%, 6.4%로 나타나는데 이 연구들을 다 혼

합 방식이라 가정하더라도 본 연구의 비율보다는 낮

은 수치이다. 따라서 인터넷 연구에서보다 SNS 연

구에 있어서 혼합 분석의 연구유형이 더 높게 나타난

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동원되었는가는 중복코

딩 되었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양적

분석 중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27.7%, 예, 이수

외, 2010)가 가장 많았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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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제 4 SNS 개선 역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표 8> 연도별 연구유형의 분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빈도
주제4

중 비율
전체
비율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개발 0 0.0 0.0

기술적 개선 1 1 25 1.4

국제간 기술, 내용, 형태의 표준화 0 0.0 0.0

관련 개념 확장 1 1 2 50 2.8

관련 조사방법 개발 1 1 25 1.4

합계 1 3 4 100 5.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양적 2 6 1 6 22 14 51(70.8)

질적 1 1 2 4 6 14(19.4)

양/질적 2 4 1 7(9.7)

합계 3 1 6 1 10 30 21 72(100)

연도
주제 4

연도
연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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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예, 김종기 외, 2011), 내용분석(9.6%, 예,

정동훈 외, 2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실험

(3.2%, 예, 김선정 외, 2012), 관계망(3.2%, 예, 이

원태 외, 2011), 온라인 실험(2.1%, 이유나 외,

2011)이 있었다. 내용분석이나 관계망분석은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을 합산하면 온라인상에서의 동원된 방법론은 전체

방법론들 중 40.5%로 나타나고 양적인 유형에서는

77%를 차지하 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특이한

것은 양적 분석 중에서 온라인상에서 동원된 데이터

수집이 오프라인상의 데이터 수집 방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황상재 외(2004)의 연

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미

비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와는 달리 SNS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 수집 접근방법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 분석은 사례연구(12.8%, 예, 이경락 외,

2010)가 가장 많았으며 심층면접(9.6%, 예, 박경우

외, 2011), 문헌연구(7.4%, 성민규, 2012)의 순이었

다. 그 외 군집분석(2.1%, 예, Park, et al., 2012),

사후질적(1.1%, 예, 박종구, 2011)이 있었다. 2차자

료(4.3%)의 경우는 양적 분석이 3개(예, 이원태 외,

2011)와 질적 분석 1개(예, 김준호 외, 2011)로 나타

났다.

3. 이론적 배경

국내 SNS 논문들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국내 SNS 연구들에 적용된

이론적 배경은 이용과 충족이론(예, 김유정, 2011;

심성욱 외, 2011) 및 이 이론에서 파생되는 개념인

이용동기(예, 윤정미 외, 201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4%). 이는 SNS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상 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이나 이미 인터넷

미디어 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표 9> 연도별 SNS 연구방법론의 분포(중복코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설문조사 1 2 3 5 5 16(17.0)

온라인 설문조사 1 3 1 6 10 5 26(27.7)

실험 1 2 3(3.2)

온라인 실험 1 1 2(2.1)

내용분석 1 5 3 9(9.6)

관계망분석 2 1 3(3.2)

2차자료 3 1 4(4.3)

군집분석 1 1 2(2.1)

문헌연구 1 1 2 3 7(7.4)

사례연구 1 1 10 12(12.8)

심층면접//FG 1 1 1 3 3 9(9.6)

사후질적 1 1(1.1)

합계 3 1 6 1 13 35 35 94(100)

1) 예를 들어 이 연구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 미디어에 관한 기존 이용동기 연구들에 근거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속성을 정보탐색, 상호작용, 정체성 확인, 편리성, 습관성, 여가/오락 등 6개 속성으로 설정하여 SNS미디어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도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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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미디어나 서비스로서 그 개념이 선행적으로 연

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디어 그 자체보다는 수

용자의 이용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한 것

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며 기존의 인터넷 관련 메타분

석을 한 연구 결과들(황용석, 2006; 우형진 외,

2011)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용과 충족이론은

2012년에 들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SNS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미디어가 아닌 일상적인 미디

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동기’라는 개념은 한 연구의 주요 개념이라기

보다는 여러 독립 변인들 중 하나로 채택되거나 다른

변인들의 선행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

이 발견되었다.

이용과 충족에 이어 문화 및 사회(8.9%, 예, 강진

숙, 2012)가 8개, 사회적 자본(7.8%, 예, 금희조,

2011; 최 외, 2011)이 7개, 개인간커뮤니케이션

(6.7%, 예, 김민정 외, 2012; 손 란 외, 2010) 이론

이 6개로 그 뒤를 이었다. 개혁의 확산(예, 김도경

외, 2011), 의견지도자(예, 황유선 외, 2010), 공론장

(예, 한혜경, 2010)은 각각 5개로 5.6%를 차지하

다. 그 다음, 기술수용모델(예, 장용호 외, 2010), 사

회적 실재감(예, 이은주, 2012), 설득커뮤니케이션관

련 이론 및 개념(예, 권택주 외, 2012)이 각각 4개로

4.4%를 차지하 다. 그 외에 의제설정이론(2.2%,

예, 최진호 외, 2011)은 2개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이론이나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주제와 관련

여러 가지 이론적 개념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거나

(27.8%, 예, 이재현, 2012) 사례를 분석한 경우

(2.2%, 예, 황용석, 2012)도 30%로 나타났다.

4. 관심 미디어 역/SNS 관련 서비스

국내 SNS 연구자들이 연구 상으로 삼은 관심 미

디어의 동향을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 SNS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은 트위터(30.3%, 예: 박노일 외, 2011; 우공선

외, 2011)에 가장 많이 쏠려있었다. 이어 SNS를 총

체적으로 다룬 연구(28.2%, 예, 금희조, 2011a; 이

정보화정책 제19권 제4호

<표 10> 연도별 SNS 연구의 이론적 배경 분포(중복코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이용과 충족 1 4 6 2 13(14.4)

사회적 실재감 1 3 4(4.4)

사회적 자본 1 5 1 7(7.8)

개혁의 확산 1 3 1 5(5.6)

공론장 1 1 3 5(5.6)

개인간커뮤니케이션 1 3 1 1 6(6.7)

문화 및 사회 2 3 3 8(8.9)

설득커뮤니케이션 4 4(4.4)

기술수용모델 1 1 2 4(4.4)

의견지도자 1 3 1 5(5.6)

의제설정 1 1 2(2.2)

종합 2 3 10 10 25(27.8)

사례 1 1 2(2.2)

합계 3 1 7 1 13 39 26 90(100)

연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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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외, 2012), 페이스북(14.1%, 예, 두진희 외,

2012; 설진아, 2012), 블로그(9%, 예, 김봉섭,

2010), 싸이월드(9%, 예, 김유정, 2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투데이에 관한 연구는 1.1%로 아주 미

비하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트위터에 관한 연구는

2011년에 가장 많이 행해졌으며 페이스북 관련 연구

는 2011년부터 많이 발표되었다. 이는 SNS의 이용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트위터가

페이스북보다 먼저 확산되어 이용되었으며 페이스북

이용이 2010년 후반부터 크게 급증한 것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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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SNS 연구의 관심 미디어의 년도 별 분석(중복코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블로그 2 1 3 2 1 9(10.6)

싸이월드 1 1 3 1 1 1 1 9(10.6)

트위터 6 16 8 30(30.3)

페이스북 7 5 12(14.1)

미투데이 1 1(1.1)

SNS 일반 2 11 11 24(28.2)

합계 3 2 6 1 12 35 26 85(100)

<표 12> SNS 연구의 관심 미디어의 연구주제 별 분석(중복코딩)

블로그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SNS일반 합계

법, 정책, 규제, 윤리 3 3

현황, 특성, 기술적 의미 1 1 1 3

역사, 철학적 의미 2 2

상호작용성, 기능, 서비스 1 1 2

산업적 접근 2 1 3

이용자 1 1 8 2 1 4 17

콘텐츠 내용 1 1 2

민주주의 도구로의 이용 1 1

저널리즘 도구로의 이용 1 1 1 3

SNS 평가 1 1 1 3

개인관련 효과 1 5 3 1 2 12

정치 역 효과 2 8 1 3 14

사회문화 역 효과 2 1 1 1 3 8

경제 역 효과 1 2 2 5

전통 미디어에 한 향 2 2

기술적 개선 1 1

관련 개념 확장 2 2

관련 조사방법 개발 1 1 2

합계 9 9 30 12 1 24 85

연도
미디어

연도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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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블로그와 싸이월드 이용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2011년과 2012년의 연구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

된다. 

관심 상인 SNS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싸이월드는 개인의 인식과 태

도에 관한 연구(예, 김유정, 2009)가 많았다. 이는

싸이월드가 개인적 미디어로 이용자들의 자아노출에

한 관심을 반 한 연구들이 수행된 결과로 보인다.

트위터와 SNS 일반을 통해 이용자들의 특성, 이용

동기 및 만족도를 상 적으로 많이 연구하 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정치적 역에서의 향을 상 적으

로 많이 연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예, 류정호 외,

2011). 이는 트위터가 트윗과 리트윗 과정을 통해 여

론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려는 연구

들이 수행된 결과일 것이다.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SNS관련 연구는 블로그

와 싸이월드를 상으로 주로 수행되었으나 2010년

이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주 상으로 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NS 중 활용되는 서비

스의 변화가 반 되어 SNS관련 관심 미디어의 추이

또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SNS 특성

국내 SNS 연구들이 주로 논의하고 있는 SNS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가

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SNS 특성은 정보제공 및

추구(34.5%, 예, 김현숙 외, 2011)와 관계형성

(33.6%, 김민하, 2011)으로 두 특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노출(17.7%, 예, 이재신

외, 2008)은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특성을 일일이 논의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포

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인 일반(12.4%, 예, 이

동훈 외, 2011)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미디어적 특성을 포괄적으

로 논의하는 일반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

어 SNS는 위에 열거되는 특성이 강조되기보다는 다

양한 특성을 갖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미디어로 인

식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1.8%, 예, 장우성 외,

2012)는 SNS의 특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하나의 미

디어 기술이나 상품으로써 다룬 경우를 포함시켰다.

VI. 맺는말

SNS는 인터넷상에서 출발되었지만 현재는 스마트

폰을 통한 전달방식에 힘입어 더 활성화되고 있는 단

계이며 기술적으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무의미하

게 한다. 초기의 SNS 연구는 주로 인터넷상의 커뮤

니티 연구에 포함되어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싸

이월드의 등장으로 개인미디어로서 사회적 연결을

주도하는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

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

정보화정책 제19권 제4호

<표 13> 연도별 SNS 특성 분포(중복 코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자아노출 2 4 5 5 4 20(17.7)

관계형성 3 4 1 6 17 7 38(33.6)

정보제공 및 추구 2 2 6 19 10 39(34.5)

일반 1 2 5 6 14(12.4)

기타 1 1 2(1.8)

합계 7 1 10 1 20 46 28 113(100)

연도
SNS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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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서비스인 SNS의 특

성과 기능을 반 한 연구들이 언론학분야에서 어떻

게 전개되어왔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인터넷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그러

나 SNS 미디어 역은 인터넷 전체와는 또한 구분

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SNS를 하나의 연구

역으로 보고 이에 한 연구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

악하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메타분석

을 실시하 다. 인터넷의 한 서비스가 아닌 독립적인

서비스로서의 SNS 미디어에 한 연구의 시작은 최

근이라 할 수 있으므로 2006년 1월부터 2012년 6월

까지, 6년 6개월 동안 언론학 학술지에 발표된 총

72개의 논문을 상으로 메타분석 하 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SNS 연구가 미디어연구발전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별로 구분해서 볼 때 어떤 양상을

나타나는가를 조사하 다. SNS 연구는 제3 역인

SNS 효과연구가 가장 많았고 제2 역인 SNS 이용

과 이용자, 제1 역인 SNS 자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4 역인 SNS 개선 역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국내 SNS 연구에서 동원된 연구방법은

우선 연구유형별로는 양적 분석이 질적 분석보다 많

았고 그전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양적∙질

적 혼합유형의 연구도 간간이 발견되어 방법론상 융

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적 분석에서의

개별 방법론은 온라인 설문, 설문, 내용분석의 순으

로 많이 행해졌고 온라인상의 자료수집 방법이 활성

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국내 SNS 논

문들에 적용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이용과 충족이 제

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사회적 자본의 순

이었다. 넷째, 국내 SNS 논문들이 연구 상으로 삼

은 관심 미디어는 트위터가 가장 많았으며 2011년에

집중적으로 연구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페이스

북은 2011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트위터 확산 후 페이스북이 확산된 경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내 SNS 연구들이

주로 논의하고 있는 SNS의 특성은 정보제공 및 추

구와 관계형성이다. 상 적으로 자아노출은 감소하

는 반면 여러 가지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SNS 연구는 새로

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여러 가지 주제를

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치중되어 있는 분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SNS가 인터넷에서 출발하여 진화되고 있는 중

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초기의 제1 역 연구가 충분

히 진행되지 않고 곧장 이용자와 효과 역의 연구가

활성화 된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

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개선 역은 이

제부터 서서히 진행될 연구 역으로 예측된다. 황상

재 외(2004)의 연구와 우형진(2005)의 연구는 미디

어 자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중심의 연구가 이

용자 중심의 연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보다는 이용자 역의 연구

가 더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

자 중심 및 효과에 치중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형진 외(2011)의 연구와 황용석(2006)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역보다

는 효과 역의 연구가 더 많이 나타났다. 효과 역

의 연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인터넷과 달리 SNS 역은 초기의 연구단계를 빠르

게 지나치고 활성화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법론은 양적 분석이 질적 분석보다 현저하게 많

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종길 외(2009)의 연

구와 김유정(2009)의 연구는 질적인 연구가 양적인

연구보다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달리

이들의 연구는 주로 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김은미 외(2008), 우형진(2005), 우형

진 외(2011), 황상재 외(2004), 그리고 황용석

미디어 역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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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처럼 본 연구는 미디어를 상으로 하

고 있는바 질적 분석보다는 양적 분석이 우세하 다.

또한 과거의 인터넷 메타연구에서와는 달리 온라

인상에서의 자료수집 방법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황상재 외(2004)의 연구에서는 온라

인상의 현상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이용

한 자료수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상의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내용분석, 관계망분석, 실험 등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

의 경우 인터넷 조사회사의 패널에 너무 의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패널이 얼마나 모집단에

한 표성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확

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제기되는 부분

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자료수집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차 자료분석은 상 적으로 드물

었고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

으므로 이 분야에 한 방법론상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론적 배경에서 이용과 충족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디어발전모델에서의 제2

연구 역인 이용과 이용자 역의 연구의 수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 메

타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용과 충족은 비평

연구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 강진숙(2008)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구결과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된 이론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고 본 연구결과 역

시 일치하고 있다. 이용과 충족이론 다음으로는 사회

적 자본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사회 이론이 사회적

자본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 및

사회이론은 여러 가지 관련 이론을 묶어서 유목을 만

든 것이므로 단독 이론 및 개념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SNS 미디어는 기존

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개인간 상호작용 및 커뮤니

케이션을 활성화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론적 역에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이론보

다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이론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스미디어 연구가 상 적

으로 중요시되어온 국내의 언론학 연구의 전통과 무

관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SNS 연구의 관심 미디어 역은 현재 우리 사회

에서의 각 미디어의 실제 이용양상이 그 로 드러남

을 알 수 있다. 싸이월드에 관한 연구의 감소추세,

페이스북 연구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트위터 연구의

활성화, 이와 더불어 트위터의 여론형성 기능에 주목

한 정치적 역 주제와의 연결성 등이 그 예가 된다

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제 막 중화되기 시작하고 있어 연구 역시 2011

년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심 미디어 역

은 실제 미디어 이용률과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므로 추후 새로운 미디어의 중화 여부에 따라 변화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SNS 연

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SNS 특성의 경우 정보

제공 및 추구와 관계형성이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고

자아노출은 상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아노

출의 감소역시 국내 싸이월드의 이용률 감소와 맞물

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굳이 각 특성을 강조하

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고 그

외 미디어 그 자체로써 하나의 상품이나 브랜드로 다

루고 있는 시각도 나타났다. SNS 연구에서 나타나

는 미디어적 특성 역시 실제 미디어의 이용정도에 따

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SNS 연구의 동향은 SNS가 인터넷을 근간으

로 발전해 온 관계로 인하여 초기의 연구동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주제, 방법론, 이론 등이 적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효과 역, 온라인 설

문조사, 이용과 충족 등 치중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외 주제, 방법론, 이론 등에 관한 다양한

접근 역시 동시에 발견되고 있어 연구의 활성화 또는

미래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연구 상이 되

는 SNS 미디어 역이나 SNS 특성의 경우는 실제

미디어의 이용률, 중화, 성공여부에 따라 연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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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미디어의 성공에

좌우되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으로 연구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써 6년 6개월 이

라는 기간은 한 분야의 연구동향을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6년의 논문부

터 분석하 지만 SNS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

은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중화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

를 SNS 미디어로 취급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관련 연구조차 발견하지 못하 다. 이는 시기적으로

짧은 연구기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연구가 새로운 분야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간의 연구에 한 분석은

초기의 연구동향 분석으로써 가치가 있고 앞으로의

SNS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SNS 연구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동향 분석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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