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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SNS(Social Network System)중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경험 비교에 관한 연구이다. 감성인터페이스 모형을 통해 사용자 경험의 요소를 
나누고 사용자 경험 수준을 분석하였고, 평균 분석과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화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바일 사용자경험에서 기능성 요소의 메인 페이지의 직관적 구성 항목과 편
리성 요소의 시각적으로 정보 전달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두 SNS의 사용자 경험
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 경쟁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용자 경험 요소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SNS, 사용자 경험,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 모형, 비모수통계분석, 윌콕슨 부호화순위 검정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omparing the mobile user experience of Facebook and Instagram which are 
most often used among the recent SNSs by the people in their 30s and under. This study analyzed the user 
experience level after dividing the user experience factors through the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 
and suggested the mean analysis as well as the result of Wilcoxon rank test which is a nonparametric statistics 
method. As a result of study, the Display information visually factor in functional factor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main page in convenient factor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bile user experience of 
Facebook and Instagram.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help seeking the user experience factors to be 
promoted preferentially in a competitive situation through the statistical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experience 
of two SN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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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최근 SNS(Social Network System)  30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경험 비교에 한 

연구이다.

SNS란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

향과 활동을 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한 

온라인 사회 계의 형성에 을 둔 서비스이다[1]. 

SNS는 과거에는 문서를 디지털로 장하는 소극 인 

미디어 역할과 포털 심의 패러다임에서 재는 사용자

가 직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의 핵심 주제가 되었

다. SNS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8가지 유형으

로 나뉜다. 특정 사용자나 분야의 제한 없이 구나 참여 

가능한 로필 기반, 업무나 사업 계를 목 으로 하는 

비즈니스 기반, 개인 블로그를 심으로 하는 블로그 기

반, 사진, 비즈니스, 게임, 음악 등 특정 심분야의 공유

하는 버티컬, 공동 창작  업 기반의 업 기반, 채 , 

메일, 동 상, 컨퍼러싱 등의 커뮤니 이션 심, 분야별

로 심 주제에 따라 특화된 심주제 기반, 짧은 단문형 

서비스로 형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의 틈세를 공략

하는 마이크로블로깅으로 나뉜다[2]. 

SNS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목 도 변화하고 있

다. 1세 는 기존의 형성된 오 라인 인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제한된 계 형성으로 싸이월드와 블로그가 해

당되며, 2세 는 참여와 공개의 목 인 트 터와 페이스

북이, 3세 는 큐 이션과 제한  네트워크가 목 인 인

스타그램, 핀터 스트 등이 이에 속한다[3]. 

1.2 문제 제기

2015년 국내 SNS 최근 월간활성이용자(MAU :  

Monthly Active Use)와 연령비율을 보면 국내 SNS 월

간활성이용자가 많고, 30  이하의 연령  비율이 높은 

SNS는 페이스북(69.9%)과 인스타그램(88.1%)으로 나타

났다[4]. 

페이스북의 2014년 4분기 실 보고서에 의하면 페이

스북 체 이용자수 10억 6천만 명  모바일 이용자 6억 

8천만 명으로 기존 웹서비스(PC) 이용자를 추월하기 시

작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PC에 비해 시공간  근성

이 뛰어나고, 이용이 간편하여, 사생활이 보장되기 때문

에 앞으로도 꾸 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

 

[Fig. 1] Monthly acitve user & age rate by SNS

SNS 기업들의 주요 수익모델은 고를 통한 매출이

다. 2015년 2분기의 페이스북의 이용자별 평균 수익은 

2.76달러이며 이  94.6%에 해당하는 2.61달러가 고를 

통한 수익이 다. SNS 시장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실제

로 SNS 사용시간은 감소하고 있다[6]. 따라서 고 매출 

증 를 통한 수익창출을 해 SNS 서비스 의존도를 높

이고, 이용시간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7]. 이를 해

서 SNS 모바일 환경의 사용자 경험 평가를 통해 사용자 

경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8]. 

1.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주요 SNS에 한 사용자 경

험을 평가하여 SNS가 개선해야 할 사용자 경험요소를 

도출하고 둘째,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주요 

SNS 사용자 경험의 유의미한 차이에 한 비교를 하는

데 있다.

사용자 경험을 비교할 주요 SNS 선정 조건은 월간활

성이용자수가 높으며, 동시에 30  이하의 연령  비율

이 높은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선정하 다[9]. 

페이스북은 2세 를 표하는 로필 기반의 서비스이

며, 인스타그램은  3세 를 표하는 버티컬 서비스로 이

들의 사용자 경험 비교는 SNS의 이용 목 과 SNS 세

별 차이를 고려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사용자 경험의 측정 상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제한

하 고, 향후 SNS의 경쟁구도를 고려하여 동 상  메

신  기능을 포함한 주요 기능에 한 평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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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사용자 경험 모형

경험은 지각과 인지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측

면을 포함하며,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않으면 얻

을 수는 주 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경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상호작용

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이라고 부른다[10].

사용자 경험 모형은 사용성의 일부가 아닌 독립 인 

기 으로 유희성(Pleasurebility)이라는 개념으로 발 하

고 있다. 패트릭 조던(Patrick Jordan)은 매슬로우(Meslow)

의 욕구단계를 디자인에 용하여 기능성(Functionality), 

사용성(Usability), 유희성(Pleasure)의 계  모형인 

래 빌리티 모형(Pleasurebility)을  제시하 는데 가장 

상 의 단계인 유희성(Pleasure) 단계를 육체 , 사회 , 

정신 , 이상  총 4가지 유희성으로 구분하 다[11].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은 허니콤(Honeycomb) 모

형에서 유용성(useful), 사용성(usable), 매력성(desirable), 

검색성(findable), 근성(accessible), 신뢰성(credible), 

가치성(valuable) 총 6개 사용자 경험 요소를 통해 사용

자 경험을 평가하 으며, 정 인 사용자 경험을 해

서는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10].

2.2 감성인터페이스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

스테  P.앤더슨(Stephen p. Anderson)의 감성인터페

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은 패트릭 조

던(Patrick Jordan)의 계  모형인 래 빌리티 모형

(Pleasurebility Test)의 계  의 감성 요소를 유지

하면서,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모형에서의 

다양한 사용성 요소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감성인터페이

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을 통해서 사용

자 경험 요소별 평가뿐만 아니라, 상 요소와 하 요소

에 한 사용자 경험 비교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수 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12]. 

[Fig. 2]는 감성인터페이스 모형의 사용자 경험 요소

피라미드이다. 사용성 측면의 요소들은 피라미드의 하단

에, 감성 측면의 요소들은 피라미드의 상단에 치하며 

상단으로 갈수록 상 으로 더 가치 있는 사용자경험 

요소라 할 수 있다. 스테  P.앤더슨(Stephen p. Anderson)

은 각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 항목에 해서도 언

하 는데,  상단의 감성측면의 요소들에서만 구체 인 

평가 항목을 제시하 고, 하단의 사용성 측면의 요소인 

유용성(Usable), 신뢰성 (Reliable), 기능성(Functionla)은 

구체 인 평가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감성인터

페이스 모형의 평가 항목은 일반화되어 있는 평가 항목

으로 연구 상  조건에 따라 평가 항목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언 하 다[12].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 인  평가 항목은 스테  P.앤

더슨(Stephen p. Anderson)의 감성 측면의 요소들의 평

가 항목을 모바일을 이용한 SNS의 사용자 경험 측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 고, 사용성 측면의 요소들의 평가 

항목은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 항목을 구성하 다. 기존의 연구 모형에 

의해 도출된 항목이지만, 신뢰도 분석(Reiability Analysis)

을 시행하여 최종 인 평가 항목의 성을 검토하 고, 

이에 한 결과는 4.4.1 신뢰도 분석에 제시하 다. 

[Fig. 2]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

2.3 t검정과 비모수적 통계방법

정량  연구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측정

된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평균의 차이 검정을 

해서 t검정을 한다[13]. t검정은 다른 두 집단의 모집단

의 평균을 비교하기 해서 시행하는 독립표본 t검정과 

한 집단에서 두 개의 변수의 모집단 평균을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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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표본 t검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의 t검정 모

두 사례수가 많을 경우, 정규분포의 가정이 필요 없으나, 

사례수가 을 경우, 반드시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

포임을 확인해야 한다[14].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면, 이때는 t검정을 수행하지 않고 비모수 인 분석방법

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15]. 모수  분석 역시 모

수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표본이 독립일 경우와 응

일 경우로 나 어진다. 두 표본이 독립일 경우에 가장 많

이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콜모고로 -스미르노  검정

(Kollmogorov-smirnov test)이며, 두 표본이 응일 경

우는 콕슨 부호화순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

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14], [15].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감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을 통해 총 6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가설 1: 사용자 경험의 의미성 요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 사용자 경험의 유희성 요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3: 사용자 경험의 편리성 요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4: 사용자 경험의 유용성 요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5: 사용자 경험의 신뢰성 요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6: 사용자 경험의 기능성 요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외에 개방형 문항을 통해 사용자 경험의 부정  요

인을 도출하 다.

4. 연구방법

4.1 설문지의 구성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감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의 6개의 요소를 모두 반 하

다. 의미성(meaningful), 유희성(pleasurable), 편리성

(convenient) 요소에서는 감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의 세부 문항을 활용하 고, 유용성(usable), 

신뢰성(reliable), 기능성(functional)요소에서는 피터 모

빌(Peter Morville)은 허니콤(Honeycomb) 모형의 세부 

문항을 활용하여 설계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감성

 요소  편리성(convenient) 요소의 항목은 단순하고 

조직 인 명확한 정보 달, 시각 으로 정보 달, 정보 

내용의 이해 용이성, 용어나 어투의 성으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유희성(pleasurable) 요소의 항목

은 반 인 흐름의 연결성, 학습지향성, 개인 맞춤형, 인

터페이스의 상황 응성, 매력  경험 유발성의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의미성(meaningful) 요소의 항목은 

사용자와 함께 가치 창조, 랜드와 시스템과의 일 성, 

감정, 정신, 사회  가치 어필성, 자신의 이미지와 연결,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의 총 5개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사용성 요소  유용성(usable)은 어려움 

없이 이용, 정보 공유에 유용, 정보의 내용이나 배치가 유

용, 쓰기  사진 올리기 기능이 유용으로 총 4개의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reliable)은 근가능성, 정확

한 수행, 기능요소의 신뢰성, 디자인 요소의 신뢰성으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능성(functional)요소

는 로그램  기 한 로 작동, 본래의 기능 수행, 텍

스트  이아웃 성, 메인페이지의 직  구성으

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

하 고, 반 인 SNS 사용자 경험에 한 환기를 해 

타임라인  쓰기 기능을 수행하는 태스크 후에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항목은 감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의 측정항목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SNS별로 반 인 사용자 경험  불만족한 내용에 

해서는 개방형으로 응답받았다.

4.2 연구 대상 및 자료 분석

연구 상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경험이 1

년 이상이며, 평균 주 1회 이상 SNS의 주요 기능인 타임

라인과 쓰기 기능을 모두 이용하는 20 에서 30  남

녀 16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 정규성 검정, t검정, 

콕슨 부호화순 검정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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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Age Sample Size (%)

Male
20∼29 4 (25.0%)

30∼39 4 (25.0%)

Female
20∼29 4 (25.0%)

30∼39 4 (25.0%)

Total 16 (100.0%)

<Table 1> The respondent Characteristics

4.3 사용자 경험 요소별 평균 분석

<Table 2>은 사용자 경험 요소별 평균과 표 편차 결

과이다. 표에서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균 4  이상의 

비교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반 으로 페이

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경험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상 요소인 의미성과 유희성 요소에서 더

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 다. SNS별로 살펴보면, 페이스

북은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요소의 항목에서 4  이상

의 평가를 받은 항목이 다수 있었으나, 유희성 항목에서

는 모두 4  미만의 평가를 받았으며, 의미성 요소에서도 

사용자와 함께 가치 창조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4  미

만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기능성, 신뢰

성, 사용성, 편리성의 부분의 항목에서 4  이상의 높

은 평가를 받았으며, 의미성 요소에서도 5개의 세부항목 

 3개의 항목이 4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유희성요소에서 학습지향성, 인터페이스의 상황 응성, 

매력  경험 유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4  미만의 평

가를 받아 유희성 요소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의미성, 유희성, 편리성의 상 요

소와 사용성의 하 요소에서도 사용자 경험의 개선이 필

요하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의미성과 유희성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상 요소의 의미성

과 유희성 요소의 평가가 낮아 이들 요소에 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4 비모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용자 경험 

    차이 비교

4.4.1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감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

의 6개 요소 내 총 26개 항목에 해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 별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 다.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평가 항목의 신뢰도

가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평가 

요소의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

다.

Factor
Facebook Instargram

Mean S.D Mean S.D

Meaningful

Co-creative value 4.5 0.8944 4.25 1

Part of a bigger system 

and brand
3.938 1.0626 4.125 0.8062

Appeal to emotional 3.813 1.1087 3.688 0.8732

Tired to a person's 

self-image
3.938 1.1236 4.25 1.000

Empower people to do 

things 
3.688 1.4009 3.625 1.4549

Pleasurable 

Design for flow 3.750 1.0646 4.000 1.0954

Leverage game 

mehanics/learning theoy
2.938 1.2366 3.000 1.3166

Have a personality 3.625 1.0878 4.375 0.8062

Interface for adapting to 

situation
3.688 0.7042 3.938 0.7719

Elicit desire 3.313 1.0145 3.875 1.0878

Convenient

Simple and clear 

information presented
3.438 1.2093 4.000 1.2111

Display information 

visually
3.688 0.9465 4.688 0.4787

Easier to understand 4.000 0.8944 4.500 0.8944

Use language for more 

natural interaction
3.938 0.9979 4.063 0.9979

Usable 

Used without difficulty 3.75 0.9309 4.000 1.1547

Useful for the sharing of 

information
4.500 0.8165 4.063 0.8539

Useful content and 

layout of information
3.875 0.8851 4.125 0.8062

This useful feature 

writing and posting 

photos

4.125 0.8851 4.125 1.0247

Reliable

Accessibility 4.688 0.6021 4.438 0.9639

Perform accurate 4.063 0.9979 3.813 1.0468

Reliability of the 

functional element
4.125 1.2042 4.25 1.0646

Be reliability of the 

design elements
4.188 0.8342 4.375 0.6191

Functional 

Programs and works as 

expected
4.190 0.834 4.125 0.9574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4.125 0.9574 4.438 0.8139

Text and layout 

appropriateness
4.188 1.0468 4.188 1.1087

Intuitive configuration of 

the main page
3.688 1.0782 4.375 1.0247

<Table 2> The Factor Mean and S.D by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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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ronbach’s a 

Facebook Instargram

Meaningful 0.724 0.739

Pleasurable 0.558 0.753

Convenient 0.683 0.794

Usable 0.766 0.659

Reliable 0.785 0.864

Functional 0.818 0.880

<Table 3> The Reliability(Cronbach’s a value)

4.4.2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경험의 응표본 차

이검정을 하기 ,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정규성 검정인 콜로모고로 -스미모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하 다. 페이스북의  

정규성 검정 결과, 유희성 요소의 반  흐름 연결성

(p-value 0.098), 학습지향성(p-value 0.200)항목, 의미성 

요소의 자신의 이미지와 연결(p-value 0.058) 항목만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이외의 항목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경험 항목별 정규성 검정 

결과, 유희성 요소의 학습지향성(p-value 0.136) 항목만

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이외의 항목은 정규분포를 따르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경험 차이 검정은 부분의 항목이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모수  방법인 콕슨 부호화순 검정

을 우선 으로 수행하고, 모수  방법인 t-test를 병행하

여 통계  유의성을 비교 검토하 다.

4.4.3 윌콕슨 부호화순위검정과 대응 t검정

응표본 차이검정의 비모수  분석방법인 콕슨 부

호화순 검정 결과, 유의수  a= 0.05일 때 사용자 경험

의 평가 항목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기능성 요소

의 메인 페이지의 직  구성(p-value 0.047), 편리성 요

소의 시각 으로 정보 달(p-value 0.002) 항목이다. 

모수  분석방법인 응 t검정의 분석결과도 비모수

 분석방법인 콕슨부호화 순 검정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메인페이지의 직  구성과 시각

 정보 달 개선을 가장 우선 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다.

Factor

Willcoxon 

singed-rank test
paired t-test

z value p-value t value p-value

Meaningful

Co-creative value -.877 0.38 0.939 0.362

Part of a bigger 

system and brand
-.447 0.655 -0.716 0.485

Appeal to emotional -.359 0.72 0.436 0.669

tired to a person's 

self-image
-.791 0.429 -0.924 0.37

Empower people to do 

things 
-.333 0.739 0.324 0.751

Pleasurable

Design for flow -1.224 0.221 -0.719 0.483

Leverage game 

mechanics/learning 

theory

-.4390 0.660 -0.222 0.827

Have a personality -1.910 0.056 -2.158 0.048

Interface for adapting 

to situation
-1.265 0.206 -1.291 0.216

Elicit desire -1.683 0.092 -1.711 0.108

Convenient

Simple and clear 

information presented
-1.355 0.176 -1.496 0.155

Display information 

visually
-3.025 0.002 -4.472 0.000

Easier to understand -1.513 0.13 -1.651 0.119

Use language for more 

natural interaction
-.5770 0.564 -0.565 0.58

Usable

Used without difficulty -.970 0.331 -1.000 0.333

Useful for the sharing 

of information
-1.563 0.118 1.518 0.150

Useful content and 

layout of information
-.791 0.429 -0.845 0.411

This useful feature 

writing and posting 

photos

-.061 0.952 0.000 1.000

Reliable

Accessibility -1.069 0.285 1.074 0.300

Perform accurate -1.633 0.102 1.732 0.104

Reliability of the 

functional element
-.702 0.483 -0.460 0.652

he reliability of the 

design elements
-.791 0.429 -0.824 0.423

Functional

Programs and works 

as expected
-.302 0.763 0.293 0.774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1.406 0.160 -1.431 0.173

Text and layout 

appropriateness
-.122 0.903 0.000 1.000

Intuitive configuration 

of the main page
-1.990 0.047 -2.3 0.036

<Table 4> The result of Willcoxon signed-rank 
test &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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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용자 경험의 불만족 요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반 인 사용자 경험  

불만족한 내용에 한 정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페이스북은 과다한 고노출과 뉴스피드 노출 내용의 부

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의 댓

을 보게 되는 것과 동 상 공유에 한 부담감, 많은 양

의 사진을 확인하다 잘못 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스

크롤 해야 하는 불편함을 꼽았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쓰기 기능이 없고, 사진 업로드 시 사진 규격의 제한 과 

같은 기본 기능에 한 불편함을 언 하 다.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정성  결과는 사용성 측면에 한 불만

을 주로 언 하 다. 따라서 정성  결과만을 가지고 사

용자경험의 반 인 수 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정성  결과는 정량  결과

에 한 원인 악과 사용성이 감성  사용자경험에 미

치는 향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페이스북의 원래의 목 은 불특정 다수와의 계 확

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조차 제한된 계에 

한 욕구(needs)가 있으며, 이런 충족되지 않은 욕구

(needs)와 과다한 뉴스피드와 고의 노출과 사진을 확

인하다가 잘못 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야하는 사

용성 측면의 불편함이 사용자 경험의 하 요소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이로 인해 계  모형의 사용

자 경험의 상 요소에 한 품질 한 낮게 나타났다. 반

면, 인스타그램은 제한  계 내의 심사 공유라는 애

의 목 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교

 단순하고 가벼운 기능  요소의 불만은 사용자 경험

의 하  요소인 사용성 차원이나 사용자 경험의 상 요

소인 경험차원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5. 결론 

감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모형

을 이용한 사용자 경험의 평균 분석 결과,  페이스북은 

의미성, 유희성, 편리성의 부분의 항목에서 4  미만의 

평가를 받아 사용자 경험 상 요소의 품질 개발에 주력

해야 하며, 어려움 없이 이용하거나, 정보의 내용이나 배

치가 유용하다는 기본 인 사용성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

를 받았으므로 기본 인 사용성 항목을 포함한 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의미성과 

유희성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4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상 요소의 의미성과 유희성 요소의 평가가 

으로 낮은 만큼 향후 유율 확 와 사용시간 증

가를 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모수 분석방법인 콕슨부호화 순 검정을 통해 두 

SNS의 사용자 경험의 통계  유의성을 비교한 결과, 페

이스북은 인스타그램에 비해 기능성 요소의 메인 페이지

의 직  구성과 편리성 요소의 시각 으로 정보 달 

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

라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동일 시장의 경쟁자로 규

정할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이

들 항목을 우선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성  결과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들도 원래의 

SNS 이용 목 이 불특정 다수와의 계 확 임에도 불

구하고 제한된 계에 한 욕구(needs)가 있음을 확인

하 다. 한, 과다한 뉴스피드와 고 노출로 사용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의 하  요소는 물론 상  요소에도 부

정 인 결과를 보 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제한  계 

내의 심사 공유라는 애 의 목 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뷰에 언 된 단순한 기능  요소의 

불만은 사용자 경험의 하  요소는 물론 상 요소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재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제한된 계 선호 상과 반 인 사용자 경험 항목에

서 페이스북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 비해 시각  정보 달력과 직

인 메인페이지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우수한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시장 유율과 이용시

간, 충성도에 더 정 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페이스북은 시각  정보 달력과 직 인 메인페이지

의 사용자 경험 품질을 우선 으로 개선하여 인스타그램

과의 사용자경험 수 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감

성인터페이스(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모형의 

상  요소인 사용자경험 요소인 의미성(meaningful), 유

희성(pleasurable), 편리성(convenient) 요소의 사용자경

험이 상 으로 낮게 평가 되었으므로 이에 한 진

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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