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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웹 2.0의 개념과 기술의 확산과 함께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 , 트 터 등의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에 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온라인 사회  자본에 한 조사를 수행
하 다.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  정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동기  사용행태, 온라
인 사회  자본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한국과 국의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추가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통한 온라인 사회  자본
의 강도를 설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 인과 계를 악하고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사회  자본을 확인하고 서비스 기능과의 계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개발
에 있어 고려해야 할 속성들을 단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ABSTRACT

In the past, the existing Internet service was used to simply gather information and 
show, with the development of Web 2.0 where everyone is allowed to access and share 
information.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and the technology of the Web 2.0, the 
user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such as Facebook, MySpace, Youtube, Twitter, 
etc., have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we researched into the Social Capital formed by 
using SN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We constructed the survey to obtain the 
dem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users, motive of using the SNS and the evaluation of 
the On-line Social Capital. The survey was aimed for the Korean and the Chinese. In 
addition, a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and the Online Social Capital.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a relationship between the Online Social Capital form and func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Therefore,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when developing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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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10월 오라일리미디어사(O’reilly Me-

dia, Inc.)의 표인 Tim O’reilly에 의해 웹 

2.0(Web 2.0) 기술의 개념이 소개되었다[23]. 

웹 2.0은 특정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웹이 곧 랫폼이라는 의미에서 기존

의 웹 1.0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웹 1.0

이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모아 사용자들에

게 보여주기만 하는 기능을 제공하 다면, 

웹 2.0은 사용자가 직  데이터를 다룰 수 있

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이 듯 웹 2.0에서는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 자 없이 구나 손쉽게 데이

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인터넷 환경이 사용자 참여 

심 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웹 2.0

은 웹 1.0 서비스와 달리 사용자에게 도구

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그 도구를 이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는 이 특징이다. 이러한 웹 2.0 기술의 확

산과 함께 싸이월드(CyWorld), 페이스북(Face-

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 터(Twi-

tter), 미투데이(me2DAY), 유튜 (YouTube), 

블로그 서비스(Blog Service) 등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계에 의해 형성되는 

유무형의 가치에 한 논의이다[20]. 사회학

이나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논의되어온 사회  자본은 최근 인터넷

의 발 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그 

용 범 가 기존의 오 라인을 넘어서 온라

인까지 확장되었다. 기존의 사회  자본에 

한 논의와 연구들이 주로 오 라인 상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제 인 계에 하여 다루

고 있었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계 형성은 

Granovetter[14, 15]가 말하는 약한 유 (Weak- 

tie)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생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 인 형성이라는 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4, 31, 32, 

33].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련

된 사회  자본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와 사회  자본을 연계한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5, 26, 30]. 오 라인 상에서 계

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쉽고 특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약한 유

를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소

셜네트워크서비스의 장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자본 이론’을 기반

으로 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으로 형성

되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사회  자본에 한 조

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사회  자본 이론을 

조사하고, 한국과 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

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서비스 

사용행태, 온라인 사회  자본을 분석하 다. 추

가 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온라인 사

회  자본과의 계를 분석하기 한 다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그 인과 계를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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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ce;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공통

의 심사를 지니고 있는 사용자들 간의 

계형성을 지원하고, 이 게 형성된 지인 계

를 바탕으로 인맥 리, 정보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

비스를 의미한다[2]. 일반 으로 온라인커뮤

니티 서비스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온라인커뮤니티 서비스는 공통의 심사를 

지닌 사용자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활동

하는 집단 심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의미하

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용자 개개

인이 심이 되어 다른 사용자와 계를 형

성하고, 이러한 사용자들 간의 계가 축 되

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에

서 온라인커뮤니티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정의 에서 연구

자들에게 가장 리 인용되고 있는 것은 Boyd 

and Ellison[7]의 정의로서 “소셜네트워크서

비스는 개인의 로필을 구성하고, 개인들 간

의 계를 통해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 최

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련된 온라인 

기술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따른 

사회  향에 한 주제들이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다[7, 12, 13, 27, 29].

최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다양한 형태

의 콘텐츠와 결합하여 웹 2.0 서비스들의 

격한 성장에 있어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음악, UCC(User Created Contents) 등

의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을 통하여, 네트워크

를 통해 형성된 지인 계를 기반으로 공유

와 배포를 원활하게 하는 주요 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야후와 구  등의 형 포털

과 마이크로소 트도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확장의 흐름에 동참하여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결합한 야후

360, 라이  스페이스 등의 서비스를 오 하

다. 한, 동 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튜 , 사진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커와 미투데이, 개인의 북마크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 딜리셔스, 문 비즈니스와 

련된 계형성을 목 으로 하고 있는 링크

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들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의 올드 미디어나 콘텐츠 제공 서비스들도 

차 소셜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세는 단순한 유

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온라인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

츠의 생산, 소비, 유통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

면서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향력을 확

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변

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차세  온라인 서

비스는 소셜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를 용할 것인가에 따라 서비스 자체의 성

패가 좌우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2.2 사회  자본 이론

사회  자본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3]. 실제 삶의 역에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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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과의 계를 제외하고서는 기본 인 

삶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회

 자본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삶의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자본

은 단순히 일반 인 삶의 역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인 

형성을 통해 하나의 ‘자본’으로서 창출되고 

재생산된다는 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일반 인 형태의 ‘자본’들이 소비가 되는 반

면 사회  자본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계와 

교류를 통해 차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가 차 복잡화됨에 따라 사회  계의 

역이 확장되고 계의 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  자본 이론에 한 심도 커지

고 있다. 학문 인 차원에서도 사회  자본은 

신뢰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 계를 경험  

분석을 이용하여 보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자본과 

련하여, 개인이 맺고 있는 계의 정도와 양

상에 따라 사회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0, 21], 그리고 정치·경제 으로 발 된 사

회를 이루어나가는데 사회  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24, 34]. 이러한 다차원 인 연구

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은 커뮤니

이션 연구 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  자본은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일반 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력과 

사회  거래를 진시키는 일체의 신뢰(trust), 

규범(norm), 연결망(network) 등의 사회  

자산을 포 하여 지칭한다. Bourdieu[6]는 

“상호 인지  계로부터 제도화된 지속  

계망을 소유함으로써 재 이고 잠재 으

로 존재하는 자본”, “친근감이나 서로가 알고 

있는 계의 제도화를 통해, 혹은 지속 인 

연결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 으로 

는 가상 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기회 그

리고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 하 으며, Coleman 

[10]은 “사회구성원이 가용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자원”으로 정의하 다. 한 Putnam 

[23]은 “사회  자본은 사회  참여(engage-

ment)에 의해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 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사회

 자본에 한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으며, 오 라인으로 

형성된 기존의 계를 유지하는것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계를 형성하는데 있

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인터넷에 한 근이 장년층에 

비해 청소년층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의 의미와 향력이 사회

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1].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사회  자

본을 연계한 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5, 

26, 30]. 이는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로필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들 간의 계를 

형성하고,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교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참여자들 간의 

사회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

서 사회  자본 연구와 한 연 성을 지

니고 있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특

징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의 사용과 개인의 사회  자본 형성

에 련된 연구들을 진행하 다. Dona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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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성개념  조작  정의

변수  설문문항 정  의 련 연구 척도의 형태

Bridging Social Capital

정서 으로 한 계가 아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나 새로운 을 제시함으로써 형성되는 

개인들 간의 약한 유 계

[14, 33]
7  Likert

5가지 문항

Bonding Social Capital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정서 으로 

한 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개인들 간의 긴

한 유 계

[14, 33]
7  Likert

5가지 문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

으로 기능  사용행태와 련된 설문문항을 수

집하여 재구성함

[9, 10, 18, 19, 

20, 25, 27, 

28]

7  Likert

17가지 문항

Boyd[11]는 다수의 약한 유 를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들이 기존의 오 라인 상에서 계를 형

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쉽고 특별한 비용

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 다. 특히, 

랜드스터(Friendster)나 페이스북(Facebook)

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들은 보다 큰 형

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하게 유

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수 의 사회

 자본인 Bridging Social Capital을 증 시

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11, 32]. 이 듯 사용자들 간의 계형성을 

통한 네트워크에 기 하고 있는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와 사회  자본 간에는 한 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행태에 

한 조사  기능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

라인 사회  자본을 상으로 수행된 Boyd[9], 

Brandtzæg and Heim[9], Joinson[17], Kim, 

Jeong and Lee[18], Lampe, Ellison and Ste-

infield[19], Richter and Koch[25], Steinfield, 

Ellison and Lampe[27], Thelwall[28]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개념과 측정항목을 이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연구개념에 한 조작  정의와 설문문항

은 <표 1>과 같다.

3.1 한국과 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의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과 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행

태를 조사하기 해,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참여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두

지 않았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하는 

학생과 일반인을 상으로 하 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26.3세, 국인의 평균연령은 25.2세로 나타났

다. 한국인 208명과 국인 123명이 참여하

으며, 이  87.9%는 20 의 은 층이었다. 

30 의 참가자들은 11.2%를 차지하 다. 응답

자 가운데 65.3%는 남성, 나머지는 여성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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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표본의 인구통계자료

국가 구분 수 표본수 백분율 계

한국

성별
남성 163 78.4%

208
여성 45 21.6%

연령

20 171 82.2%

20830 34 16.3%

40 3 1.5%

국

성별
남성 53 43.1%

123
여성 70 56.9%

연령

20 120 97.6%

12330 3 2.4%

40 0 0.0%

 

<그림 1> 한국(上)과 국(下) 응답자의 주요 사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들이었다. 응답표본의 인구통계자료에 한 

요약은 <표 2>와 같다.

한국 응답자들은 평균 2.80개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한국의 응답자들은 싸이월드(76.9%)

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싸

이월드 이외에 트 터(6.3%), 유튜 (5.8%), 

페이스북(4.8%)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응답자들은 평균 3.89개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QQ(56.1%)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QQ 이외에 싸이월드(18.7%), 

샤오네이(18.7%), 카이신(4.1%), 페이스북(3.3%)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1> 참조).

한국과 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

의 이용행태와 련된 자료의 기술  분석결

과는 <표 3>과 같다. 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사용시간에 한 분석결과 한국 응답자들

은 평균 2.10시간, 국 응답자들은 평균 3.17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 비하여 국의 응

답자들의 주당 평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

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시간 이

상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한 한

국 응답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확인횟수( 속횟수) 한 분석결과 한국 응

답자들은 5～10회(33.2%), 5회 이하(27.4%), 

매일(28.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국 응답

자은 매일(48.0%), 5회 이하(17.9%), 5～10회

(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1회 방문 시 이용시간에 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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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집된 자료의 기술  분석결과

내  용
한국 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시간

1시간 이하 65 31.3 13 10.6

1～2시간 51 24.5 13 10.6

2～3시간 40 19.2 14 11.4

3～4시간 24 11.5 11 8.9

4시간 이상 28 13.5 72 58.5

주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확인 횟수

5회 이하 57 27.4 22 17.9

5～10회 69 33.2 22 17.9

10～15회 19 9.1 11 8.9

15～20회 3 1.4 9 7.3

매 일 60 28.8 59 48.0

1회 방문 시 이용시간

15분 이하 84 40.4 13 10.6

15～30분 84 40.4 42 34.1

30～45분 21 10.1 14 11.4

45～60분 7 3.4 9 7.3

1시간 이상 12 5.8 45 36.6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친구 보유 수

10명 이하 23 11.1 3 2.4

10～50명 62 29.8 19 15.4

50～100명 58 27.9 31 25.2

100～150명 38 18.3 24 19.5

150명 이상 27 13.0 46 37.4

라이버시 설정
공개 (Public) 50 24.0 32 26.0

비공개 (Private) 158 76.0 91 74.0

는 한국 응답자들은 평균 24.16분, 국 응답

자들은 평균 39.04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

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친구의 

수에 한 분석결과 재 이용하고 있는 소

셜네트워크서비스 내의 친구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한국 응답자들은 평균 73.27명, 

국 응답자들은 평균 104.1명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국과 국 응답자들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라이버시 설정에 한 분석

결과 한국은 76%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계정

을 비공개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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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도 한국과 비슷한 74%의 응답자들이 

비공개 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사용자의 계정을 공개 (Public)으로 설

정하는 것은 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

게 자신의 계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개 (Private)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신과 

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과 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

들의 이용행태에 한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세계 으로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페

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 터에 한 사용은 

상 으로 낮은 반면, 자국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싸이월드, QQ, 샤오네이 등의 서비스에 

한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

일 인터넷 사용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련 

사용시간, 계정 확인횟수, 친구목록에 등록되

어 있는 친구의 수에 한 분석결과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측면에서 국의 응답자들이 좀 더 활발하고 

극 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 정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과 이용행태에 

한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된 17개의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설문 문항의 의미에 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문가  사용자로부

터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보다 유의한 요인

을 도출하고, 사 에 요인 구조를 정하여 세

부 질문의 순서를 무작 로 배치함으로써 설

문 진행에 있어 순서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

기 해 HCI 문가 6명과 Pilot Test에 참여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 15명을 포함

한 총 21명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설문 이 에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표 

4>과 같다.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수집된 자료의 손

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히 이

기 한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 고, 요인

의 회 으로는 직각회 방식  VARIMAX 

회 방식을 선택하 다. 요인분석 결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을 살펴보기 한 측

정항목이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요인분석 결과가 체변수에 

한 변동을 72.965%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

항들의 의미에 기 하여 5개의 요인을 <표 

5>와 같이 정의하 다. 한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동일한 개념에 

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신뢰성이란 측정의 안정성, 일 성, 측

가능성  정확성 등이 내포된 개념으로서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일 성 있게 측정되었

는가 는 측정결과에 한 오차가 존재하는

가를 의미하게 된다[16]. 동일한 개념에 하

여 여러 개의 복수문항으로 측정을 하는 경

우 일반 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내 일

성의 여부를 측정하 다.

<표 4>에 제시된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들을 살펴보면, 요인 5(.621)를 제외하고 

반 으로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의 신뢰성이 높은 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 5(.621)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신뢰도 수치를 보 지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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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  사용설문 요인분석결과

설문 문항

구성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Cronbach’s 

α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 해 알기 해 

사용한다.
.897 .126 .034 .017 .045

.822동일한 공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 해

사용한다.
.835 .200 .006 .120 .184

문 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해 사용한다. .705 .236 -.034 .207 .265

상 방의 의견에 한 나의 견해를 표 하기 해 사용

한다.
.268 .789 .081 .142 .150

.840
친구목록(연락처)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해 

사용한다.
.331 .703 .231 .192 -.022

친구나 동료들과 화를 나 기 해 사용한다. .110 .626 .142 .045 .451

나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기 해 사용한다. .465 .600 .150 .101 -.067

고향 친구나 동창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해 사용한다. .055 .158 .866 -.050 .135

.795

학교나 직장에서의 개인  계를 유지하기 해 사용

한다.
.030 .068 .833 .079 .147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해 사용한다. .118 .021 .804 .239 .038

멀리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주고받기 해 사용한다. -.043 .156 .720 .393 -.049

외부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배포하기 해 사용한다. .161 .163 .129 .863 .155

.749음악이나 동 상 등을 공유하기 해 사용한다. .145 .075 .171 .733 -.031

알고 싶은 정보를 찾기 해 사용한다. .395 .222 .117 .628 .035

개성을 표 하기 해 사용한다. .041 .084 -.058 .152 .827

.621기분이나 감정을 표 하기 해 서비스를 사용한다. .109 .113 .322 .137 .737

최근 상황들을 업데이트하기 해 사용한다. .130 .385 .117 .187 .573

설명분산 20.080 16.738 14.836 12.845 8.466

분산 20.080 36.818 51.654 64.499 72.965

주) 
*
： 을 이용해 강조된 재값의 경우, 해당 요인에 한 재값을 보여주고 있음.

도계수 값은 일반 으로 0.6 이상이면 유효하

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검증을 

해 사용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 변수

들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16].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온라

인 사회  자본과의 계분석

각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들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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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에 한 정의

요 인 정  의

요인 1 EXPERT SEARCH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평소에 만날 수 없었거나 문 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하는 기능.

요인 2 COMMUNICATION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친

구들과 화를 나 기 한 기능.

요인 3 CONNECTION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 라인 상으로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과 연락하면서 계를 유지하는 기능.

요인 4 CONTENT SHARING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고 싶은 정보나 음악, 동 상 등의 콘텐

츠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기능.

요인 5 IDENTITY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최근 상황이나 기분, 감정 등을 표

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 하는 기능.

인 사회  자본과의 계를 분석하기 해 

설문에 응한 한국(208명)과 국(123명)의 응

답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한국은 EXPERT SEARCH와 

COMMUNICATION 기능이 Bridging Social 

Capital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EXPERT 

SEARCH와 CONNECTION이 Bonding Social 

Capital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국은 EXPERT SEARCH, CONNECTION

에 추가 으로 IDENTITY와 COMMUNICATION 

기능이 Bridging Social Capital에 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EXPERT SEARCH, CONNEC-

TION과 함께 CONTENT SHARING 기능이 

Bonding Social Capital에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은 한국의 이용자들에 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

여 사회  자본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  분석 부분에서 

친구의 수나 사용 시간 등에 있어 국의 사

용자가 한국 사용자들에 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다 극 으로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국의 사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평소에 만날 수 없었거나 특정한 지식을 소

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자신의 의견

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화를 나 는 기

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Bridging 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의 계를 형성하고 오 라인 상으로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Bonding Social Capital

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의 사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최근 상황이나 기분 감정 등을 표

하고,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나 문

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하

며,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화를 나 는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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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온라인 사회  자본 다 회귀분석 결과

국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설명력(R 2) 표 화 베타 계수 t-value 유의확률

한국

Bridging

Social

Capital

IDENTITY

.567

- - -

EXPERT SEARCH .504
*** 9.203 .000

CONNECTION - - -

COMMUNICATION .350
*** 6.379 .000

CONTENT SHARING - - -

Bonding

Social

Capital

IDENTITY

.344

- - -

EXPERT SEARCH .448
*** 7.881 .000

CONNECTION .326
*** 5.731 .000

COMMUNICATION - - -

CONTENT SHARING - - -

국

Bridging

Social

Capital

IDENTITY

.631

.173
* 2.032 .004

EXPERT SEARCH .390
*** 5.593 .000

CONNECTION .227
* 2.217 .029

COMMUNICATION .168* 2.306 .023

CONTENT SHARING - - -

Bonding

Social

Capital

IDENTITY

.451

- - -

EXPERT SEARCH .286
** 3.505 .001

CONNECTION .248
* 2.622 .010

COMMUNICATION - - -

CONTENT SHARING .272** 2.699 .008

주) 표 화 베타 계수, t-value, 유의확률 값이 표시되지 않은 독립변수는 다 회귀분석의 Stepwise 변수

선정 과정에서 제거된 변수이다.
***

p < 0.001 미만, 
**
p < 0.01 미만, 

*
p < 0.05 미만.

의 Bridging 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계를 형성하고 오

라인 상으로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연

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싶은 정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Bonding 

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에 있어 특이 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국, Bridging과 

Bonding Social Capital의 모든 측면에 있어 

Expert Search 요인이 두드러진다는 이다. 

이는 Expert Search의 경우 상 으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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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명한 행 로써 사용자들이 명확한 목

을 가지고 이용하는 기능이 주가 되기 때

문에 설문에 있어서도 보다 확실한 수를 

부여한 것으로 단된다. Connection 항목에 

서 한국의 경우에는 Bonding Social Capital

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반면에 국의 

경우에는 Bridging과 Bonding Social Capital 

모두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 한 바 있듯이, 국 이용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극 인 이용 행태를 보

이기 때문에 오 라인 상의 계를 유지함으

로써 Bonding뿐 아니라 Bridging Social Capital

까지 구축하려는 의도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한다. 한, 한국 사용자의 경우 Identity 요

인이 어떠한 사회  자본과도 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익명성에 한 연구

와 연결하여 향후 추가 인 분석의 단 가 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

국과 국의 사용자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발

략이나 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할 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기능에 한 정의에 있어서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와 이용행태와 련된 자료를 

기 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련성이 높은 

설문문항을 기 으로 정의하는 과정에 다소 

한계 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기

능에 한 정의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환경

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는 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에 수행될 연구들에서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하여 좀 더 세분

화되고 명확한 정의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을 상으로 ‘사회  자본 이

론’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사용으로 형성되

는 온라인 사회  자본에 한 연구를 수행

하 고, ‘문화  차이에 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문화  차이와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사용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과 이용

행태에 한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의 기능을 EXPERT SEARCH, COMMU-

NICATION, CONNECTION, CONTENT SH-

ARING, IDENTITY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 다. 추가 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

능들과 온라인 사회  자본과의 계를 분석

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한국의 사용자들은 소셜네트워

크서비스를 통해 평소에 만날 수 없었거나 

특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

하고,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화를 나 는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개인

의 Bridging 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사회  자본의 형태와 서비스 기능과의 계

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 결

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들을 요인화

하여 종합 인 시각으로 도출되었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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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주요 기능에 용하여 악할 수 있다는 

에서 학문  의의 뿐만 아니라 실제 인터넷 

사업 분야의 참고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이 특

정 연령(20 ～30 )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

며, 이에 따라 반 인 연령에 한 평가가 

하기 이루어지지 못하 다. 한, 국 

응답자에 한 이용행태 분석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응답(23.0%)에서 싸

이월드(Cyworld)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존 

국에 한 연구나 조사자료 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설문 응

답자에 한 샘 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분석결과에 편향된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추가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의 정의와 범 를 다소 범 하게 설정함

으로써 응답자들의 혼란을 래한 것이 한계

으로 남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차

후에 수행될 연구들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의 범 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표본 집단의 

구성과 분류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보다 

실증 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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