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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기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움이 시급한 전 세
계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모금과 지원요청, 계몽 캠페
인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이스북(Facebook)은 현재 전 세계
인구 6분 1이상인 약 13억 명이 사용하는 최신의 소셜미디어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인도주의
기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미디어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
해서는 1차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 많
은 사람들이 보게하고, 그들이 이 게시물을 많이 공유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스북 상에서 사람들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공유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좋아요(Like)’ 버튼이다. 어떠한 게시물이 많은 수의 ‘좋
아요’를 얻었다는 것은 그 숫자만큼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그 숫자이상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친구들에게
게시물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페
이스북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
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
이스북 게시물 특징들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은 국
제인도주의기구의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고, 그 이유는 무엇
인지 밝혀내었다.
i

UNICEF,

Invisible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공통적으로

이미지

Children,
페이스북

위에

World
게시물

텍스트를

Vision

특징을

적절히

등

주요

살펴본

결과,

삽입하거나

현장의

긴급함을 사실적으로 전달한 게시물들이 높은 수의 ‘좋아요’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1) 콘텐츠 요인, 2) 작성자 요인, 3) 감정적
요인, 4) 개인적 요인, 5) 페이스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콘텐츠 요인에서는 다시 주제적요인, 이미지요인, 내용의 전달력,
효용에

대한

명시, 콘텐츠

언어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요인의 경우 게시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UNICEF와
같은 작성자를 지지하는 경우 ‘좋아요’를 누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적

요인에서는

슬픔보다는

동정심,

동정심보다는

용기가 느껴지게 하는 게시물이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성향에 있어 국제인도주의와 같은 주제에 무관심한
사람은 게시물 내용에 상관없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특징과 관련하여 ‘공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좋아요’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시물을 ‘좋아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홍보분야의 연구와 페이스북 미디어 연구의
주제를

아우르는

국제개발홍보와

융합적

연구로서

관련하여

1)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기존의

많은

연구들처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콘텐츠에 대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홍보에

효과적인

요소가
ii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밝혀냈다. 2)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있어서 효과적인 콘텐츠
요소에 관한 연구를 전통적 미디어에서 벗어나 최신의 미디어인
페이스북으로
연구측면에서는
요소들을

확장했다는
3)

다각적으로

넓혔고, 4) 홍보와

점에서

의의가

‘좋아요’라는

사용자

분석하여

‘좋아요’에

관련하여

알아고야

있다.

또한

페이스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

개념적

이해를

페이스북만의

새로운

할

미디어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국제인도주의기구, 홍보, 페이스북,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인도주의
학

번 : 2012-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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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최신에 가장 괄목할만한 미디어인 페이스북상에는 수많은 정보
와 메시지들이 오고 간다. 대중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국제인도주의기구들 또한 이 최신의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비젼
및 도움을 요청할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러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메시지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게시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정
도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인식하고,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알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 자신
들의 메시지들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기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각종 사회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인류적 차원에서 인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
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질병예방, 교육지원, 의식개선 등의 활동을 하
는 비영리 기구를 의미한다(Gorman,1997;Beigbeder,1991). 유니세프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옥스팜(Oxfam), 세이브 더 췰드런(Save the Children)
과 같은 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국제적 차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중들에게 인적, 물적 도
움을 요청하고, 캠페인을 통해 만성적인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이다(Beigbeder,1991; John Degnbol-Martinussen외,2003).

1

국제인도주의기구에

있어

이러한

홍보활동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 다른 비영리기구들
보다

국제인도주의활동은

의식개선이

전제되어야만

본질적으로
효과가

국제적

있기

차원에서

때문에

지원과

외부세계와의

소통(Communication)을 의미하는 홍보는 국제인도주의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홍보에 있어 적절한 미디어 활용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데
(Coombs외,2009), 국제인도주의기구들 또한 미디어의 발전 양상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들, 예를

들어

전단지,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

국제인도주의기구가

어떠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컨텐츠를 사용했을 때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와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

주목하고,

페이스북

상에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게시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얻을 수 있는 요소를 알아냄으로써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메시지들이
보다 널리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페이스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봤을 때 그것이 갖는 미디어적
영향력과 경제성 때문이다. 그 이유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은 역사적으로 괄목할만한 미디어파워를 지녔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미디어 1 일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약 13억 명 2 이

1

The Wall Street Journal, “Facebook:One Billion and Counting” (검색일 2014.12.12),
http://www.wsj.com/articles/SB10000872396390443635404578036164027386112

2

Statistics Brain, “Facebook Statistics”(검색일 2014.12.28) http://www.statisticbrain.co
m/facebook-statistics/

2

가입하고 있는 최대 단일 서비스이다. 다시 말해 지구상 6명 중에
한 명 꼴로 페이스북을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친구관계를
맺는 일을 한다. 즉 페이스북 가입자 약 13억 명에게 잠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이 오늘날 주요
미디어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모색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게시물 분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페이스북’은
현상이

되었기(Tse,

바탕으로
종류가

이제는
아니라

누구나
2008)

단순히

SNS의

알아야

할

때문이다.

하나의

페이스북은

SNS(Social

대명사로

또

사회문화적

그

Networking

영향력을

Servicie)의

자리잡았다. 더욱이

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페이스북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홍보 수단으로서의 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상 중 하나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미디어에 우선하여
페이스북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들이

페이스북에서는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은
통한

홍보활동을

주요한

대부분

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또한

인기

덕분에

페이지를

보통

홍보에

개설하고
많은

홍보
이러한
이를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국제인도주의기구들도 이용 비용이 들지 않는
페이스북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넷째, 정보 수집에 있어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접근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볼 수 있다. 기존의 편지, 신문, 텔레비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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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홍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리적, 인적 비용을
생각할

때

페이스북은

자료수집에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미디어이다. 더불어 페이스북의 게시물은 비교적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물의

동일한

비교조건을

만들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섯째,
확인할

수

게시물의
있는

‘좋아요’

지표로

수를

활용할

수

게시물의
있기

대중적

반응도를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인 ‘좋아요’는 댓글, 공유하기의 수치와 더불어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미디어, 특히 신문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의 홍보 컨텐츠 효과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앙케이트가 필요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도 그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페이스북 상에서는 ‘좋아요’의 숫자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페이스북 상에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메시지를 널리 알
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들이 이 게시물을 많이 공유하게
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WSI,2013).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페이스북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
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
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페이스북 게시물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었는지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기 위해 그 게시물 상에 얼마나 머물렀느냐를 측정해야하지만, 페
이스북에서 사람들이 특정 게시물에 주목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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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대신 게시물에 대한 관심 이상의 긍정적
피드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게시물 ‘좋아요’ 수를 활용하고
자 한다. 페이스북의 주요 기능인 ‘좋아요’는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게시물 혹은 게시물을 쓴 사람에 대한 호감, 지지, 긍정, 감사, 즐거
움 등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표시의 수단이다 3 . 또한 ‘좋아
요’를 많이 얻은 게시물은 보다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공유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
아요’를 한다는 것은 게시물에 대해 어떠한 의미에서든 공감을 바탕
으로 한 긍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게시물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도
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좋아요’를 얻게 되는 요인들을 알아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홍보 게시물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홍보

게시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실제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Facebook Help Centre, ”Like”,
(검색일 2014.12.10), https://www.facebook.com/help/4524469981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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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국제인도주의기구와 홍보

1.1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정의

본

연구에서

Humanitarian

하는

국제인도주의기구

Organization/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인도주의적

다루고자

Humanitarian

개발원조기구(Development
구호기구(Humanitarian

국제개발협력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등

(International

Aid

Relief

Organization),
Organizations),

Development

다양한

이름으로

Aid

Cooperation

불린다(Gorman,1997;

Beigbeder,1991; Degnbol-Martinussen,2003). 그 명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인류애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존 조건 혹은
그 이상의 복지 실현이라는 인도주의적 기치를 내세운 국제기구들을
의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

국제인도주의기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질병예방, 교육지원, 의식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의 하나로서 국제적 협력 혹은 원조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일련의 비영리기구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빈곤, 전쟁, 자연재난, 종교적 억압, 문화적 폭력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을 구호하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한다

(Beigbeder,1991).

Organization)로서

정부간기구(IGO:International

유엔세계식량계획(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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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venment

유니세프(UNICEF),

유엔개발기구(UNDP)와

같은

유엔산하

기구들이나

세이브

더

췰드런(Save the Children), 월드비젼(World Vision), 옥스팜(Oxfam)과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INGO:International

Non

Gorvernement

Organization) 모두가 해당된다.
국제인도주의기구가 여타 비영리기구들 혹은 정부간 기구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인도주의적

비젼을

실현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어려움이 있는 국제사회 전반을 지원하고자 설정하는
폭넓은 목표 범위 등이다. 또한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이 한 지역사회,
혹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현장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폭넓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Beigbeder,1991;Degnbol-Martinussen,2003;Gorman,1997).

1.2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1) 홍보와 광고에 대한 용어적 이해
홍보와 광고는 모두 설득 커뮤니케이션 중 대표적인 형태로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란

포더링햄(Fotheringham,1966)의

정의에

의하면, 바라는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로 메시지(message)를
통하여

수용자들로부터

과정이다. 누군가를

어떤

의도된

설득시키기

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역동적
홍보와

광고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념의 차이가 있다.
홍보는

Public

Relations(PR)의

우리말

표현으로,

PR은

문자

그대로 번역했을 때 ‘공중관계’이지만 흔히 홍보라고 많이 번역되어
사용된다(차배근,2001).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고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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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PR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PR은 홍보와는 구별되는 표현이다. 통상 홍보는 어떠한 조직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이 되는 공중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을 가리킨다(차배근,2001).
이에 비해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이다(차배근,2001;김광수 외. 2010). 광고가 무엇인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크게는 마케팅 관점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정의가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광고는

유료형태의

판매촉진

방법으로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메시지를 비대인적
방법을 통하여 제시하고, 상품은 물론 용역, 아이디어, 이미지 등도
그 대상으로 삼으며 광고주가 명시되어 있는 설득 행위이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광고란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는 수단에 의해 통제된 명시적 정보의 제공과 설득(Wright
외,1982)으로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것들을 사도록 설득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지니고, 메시지에 관한
모든

것은

광고주에

커뮤니케이션을

매체로

의해

통제되며,

사용한다는

광고주가

특징을

명시되고,

지니고

매스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광고를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정의가 오늘날 더 적합하다.
위의 정의들은 광고의 특성으로 ‘유료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 보베와 아렌스(Arens, Bovee,1994)는 광고의 유료성이
광고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적십자나 암퇴치협회
등과 같이 공익광고를 내는 기관들은 매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차배근,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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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보와 광고의 두드러지는 차이로는 매체의 사용, 통제력,
신뢰성의 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광고는 유료로 매체를 사용하고,
매체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홍보는 매체의 사용이 유도적
매체관리자들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4

이고, 각 언론의
통제력이

낮지만

신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과 같은 광고와 홍보가 매체에 따라서는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있다.

예를

들어

게재하는

어떠한

경우를

설득의

살펴보면,

목적으로

매체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공중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올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광고’의 정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동시에 페이스북 게시물은
각 소유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유도적이지 않고,
통제력이 높기 때문에 홍보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소셜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광고주

혹은

홍보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대중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상에서의 홍보를 정의할 때에는
전통적인 PR, 그리고 광고의 정의보다는 유연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홍보와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하는 여러가지 설득행위 재난,

4

재해

현장의

모습을

알리고,

캠페인을

하며,

잠재적으로

실제 비용부담은 없는 대신에 각 언론의 매체관리자들이 자사에 대하여 보도가

되게끔 많은 유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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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 를 홍보나 광고 둘
중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광고가 반드시 유료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Bovee,1991)의

것이

광고에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행위를

아니라는
대한
광고라고

보베와

정의를
할

수

아렌스(Arens

빌린다면
있을

이러한

것이다.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페이스북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게재하여
대중과 실시간으로 하는 소통행위를 봤을 때, 이는 광고 이상의
홍보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광고보다는 폭넓은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광고보다

포괄적인

언어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홍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목적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업무 중 홍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
다.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물심양면적 지
원을

토대로

국제인도주의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애드보카시

(advocacy), 설득, 펀드레이징, 행사광고, 기구의 이미지 제고 내용
모두를 포함한다. 국제인도주의활동은 본질적으로 공중이라는 외부
세계의 의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들과의 각종 소통(Communication)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핵심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홍보는 그러한 제반의 소통행위와 맞닿아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는 일차적으로 전문인력을 현장
에 파견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
해서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들어가는 많은
10

비용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국제
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거대한 사안들인 만큼 금전적인 지원을 얻어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외부세계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캠페인을 통해 만성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제거하
는 것이 중요하다 (Olberding,2010). 이러한 행위가 곧 홍보로서 국
제인도주의기구의 존립 이유와도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인도주의기구가 영리기업들의 홍보
와 구분되는 특징은 여타 비영리기구와 마찬가지로 유사기관과 경
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공공의 안보나 비시장성에

부합하는 홍

보를 한다는 점이다. 즉,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는 스스로의 자립
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에 절박하게 놓인 사람
들을 돕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다(Minear,1987).
기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좋아 보이는 상품을
노출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브랜드 홍보를 한다
(Kotler,2011). 그러나 국제인도주의기구는 어려움에 처한 개발도상
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구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할 가치가 있
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홍보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로 공중 캠페
인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설득의 작업을 한다
(Parkinson,2005). 따라서 대중들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는 목표에 있
어서는 여타의 홍보와 동일하지만, 주제의식에 있어서는 명확히 다
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컨텐츠 속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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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관한 연구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발협력의 역사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거나 (Middleton 외,1997; Belgrad 외,
1997),

현장에서의

개발성과들을

다룬

연구들(Pallotta,2012;Brandt,2012),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위한

Ake,2001).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연구들이었다(Brandt,1980;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논의하기

불구하고, 전략적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가 드물고, 주로 홍보물에서 사용되는 수혜자의
이미지를

사후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분석한
홍보물

것이

전략이라는

주를

이룬다.

이는

것이

정치적인

요인에

편승하는 국제개발 분야의 분위기에 의해 시대별 경향에 맞춰 홍보
이미지의

컨셉을

변화시키는

정도에

맥락에서

그동안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연구들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분야

그쳤기
홍보

때문이다.
이미지를

연구와

이러한
해석하는

관련해서

주를

이루었다.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있어 이미지에 주목한 것은 인류애에
호소하는 방법 중 감성적 설득의 방법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이고, 이미지가 대중의 감성적 설득을 위한
가장 용이한 컨텐츠 형태이기 때문이다(Shepard,1967; Mitchell,1986;
Bennett외,2000).

관련

연구들은

국제인도주의기구가

사용하는

이미지들의 특징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홍보를
위해 사용한 콘텐츠 전략의 경향성을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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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기구의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홍보를

위한

이미지로서

서구사회로부터

1980년대까지는

착취당한

듯한

굶주린

‘희생자’ 아프리카 어린이의 이미지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의
사용이

계속되었다(Dorga,

국제인도주의적

활동들

중

2007).

제

2차

많은

부분은

세계대전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

대한

서구사회의 반성에서 시작되었고, 서구사회 시민들의 죄책감과 그로
인한

연민의

이미지가

감정을

기금모금에

때문이다(Dorga, 2007).

불러일으킬
유리할

수

있는

불쌍한

것이라는

인식이

어린이들의
팽배했기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굶주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어린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풍요로움 속에서 살면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선진국 시민들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방법을 광고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익광고의 이해,2002).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신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각

인도주의적 비영리기구의 캠페인이 왜 필요하고, 이에 따라 후원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싹텄기
때문이다(Minear,1987). 이로 인해 보다 이성적인 설득의 방식을
홍보에 사용했고, 홍보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이미지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색에

해당하는

것은

Dyck과

Coldevin이

1992년에

진행한 연구이다(Dyck & Coldevin,1992). 이 연구는 월드비젼의
후원금 모금편지 실험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후원모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험의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후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하는
홍보 편지를 세가지 유형(사진이 없는 메시지, 긍정적 사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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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부정적 사진이 있는 메시지)으로 나누고, 이전 년도에 5달러
이상을 기부한적 있는 월드비젼 후원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홍보편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답장의 수와 기부금 액수를 측정하여 홍보 편지의 효과를 측정했다.
각 변수들 사이의 차이는 미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진이 없는 메시지의 응답률이 더 높았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진의 경우가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 등에 힘입어 1990년 중후반에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은 점차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Dogra,2007).

이처럼 국제인도주의기구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
내용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

외에는

대체적으로

정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홍보에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알아내기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연구들이었다(Dogra,2007).

의미가

또한,

특정

무엇인지를
미디어

상에서의

밝히는
홍보

내용들을 분석한 연구들도 홍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미디어
상에서의 콘텐츠를 분석하기보다는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DFID, 2000)

제 2 절 홍보미디어로서의 페이스북

2.1 페이스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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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마크주커버그가

서비스(Social

Network

Degree.com을

시작으로

2004년에

Service;
많은

만든

이하SNS)이다.

SNS가

소셜네트워크
1997년

개설되었지만,

Six

페이스북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SNS로서(Wells, 2014) 2014년
1월 기준으로 한 달간 활동적인 페이스북 사용자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이상인 13억 여
기업과

3천여

개의

명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6만 2천여 개의

비영리기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SNS의 하나가 아닌 주요한 미디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SNS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SNS로서 페이스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SNS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SNS란 개인들이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공공, 혹은 준공공의 프로필을 생성하게 하고,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제시하며,

그들의 연계망 리스트와 그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계망

리스트를

보고

왔다갔다하게

만들어

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Boyd & Ellison,2007; 이재현, 2013; 황유선,2012).
소셜

미디어라는

표현이

SNS와

대체가능한

표현으로

혼용되는데, 이는 SNS의 미디어적 속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서비스’로
부르지 않고, 주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라 부르는데 이는 신문,
TV, 잡지 등과 같은 전통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SNS을 미디어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이다(이재현,2013).
SNS는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오프라인 연결을
15

강화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도

이해할

수

있다(Ellison

외,2007).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는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s)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셜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조직과 같은 행위자 집합체와 행위자들 사이의 이원적 유대(dyadic
ties)로

구성되는

페이스북

같은

사회구조의

SNS는

한

팔로잉이나

형태로

정의된다.

친구맺기

등을

트위터나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관계를 토대로 트윗이나 포스팅 등의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이재현, 2013).
SNS의 이러한 소셜네트워킹 기능은 자연스럽게 정보확산기능을
수반 한다. 특히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친구들 관계가 만들어내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쉽게 포스팅을 하고 공유를 함으로써 정보를
쉽게 확산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Lampe 외, 2012).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는 데에 점차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Lampe 외,2012).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가 오프라인 연계에서
미리 구축하였던 사람들과 개인들을 연결하고(Lampe,2006), 서로
다른

관계적

근접성에

대한

연계를

개인들에게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SNS의 이러한 연결을 정보추구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페이스북의 새로운 미디어적 속성
페이스북은
잡지

등과는

기존의
여러

대표적인

측면에서

매스미디어인

구별되는

새로운

텔레비젼, 라디오,
미디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페이스북은 참가자의 상호작용성, 콘텐츠의 집단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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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을 통한 사회적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심적 미디어
성격을
상호간의

지니고

있다(이종혁,2012).

반응이, 전파되는

정보수용자의

영향력이

여기서

정보의

정보의

종류를

생산과

더

나아가

결정한다는

소비이상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정보

전파

단계에서 또한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은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사용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정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Ritzer외,2010).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계정을 개설한 개인들 모두 자신의 개인
페이지를 갖고 있어 그곳에 자신의 콘텐츠를 남길 수 있다. 나아가
친구들의 페이지나 게시물에 콘텐츠를 남길 수 있어 정보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타인의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기 때문에 정보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정보

프로슈머의

역할을

지님과

동시에 정보 확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페이스북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활동 기록을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친구들이 나의 관심사에
대해 알게 하고, 서로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쉽게 공유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정보
확산자로의 역할을 강화시킨다. 또한, 자신의 페이지 혹은 타인의
페이지에

콘텐츠를

반응(‘좋아요’,

댓글,

남기는

것은

공유하기)을

물론

타인의

남김으로써

콘텐츠에
공유를

통한

일련의
정보

확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Roosendaal,2010). 5 또한 트위터에서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상에서도 링크(Link)를 남김으로써 적극적인
5

‘좋아요’의 정보확산기능과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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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Baek 외, 2011).
셋째, 페이스북 사용자는 정보수용자이자 홍보의 대상을 자신이
직접 타게팅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청중을 특정하기는 어려웠고, 대부분 무작위로
배포하는 형태를 띄었다. 만약 효과적인 타게팅을 하고자 한다면
홍보대행사와 같은 중간 매개자가 홍보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의

친구들이

곧

정보수용자이자 홍보의 내용을 보게될 대상들이므로 결국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신의

친구들로

정보수용자들을

한정하고

결과적으로

타게팅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게시물 공개의 범위설정에
따라 정보수용자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페이스북 사용자는 홍보의
대상을 직접 타게팅한다고 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더 늘려갈 수 있으므로 홍보 대상을 직접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이기도

페이스북

친구는

오프라인에서

하지만(Lampe,2006),

더

나아가

구축했던
서로

인간관계의
다른

관계적

근접성에 대한 연계를 구축한 것이기도 하다(Gilbert,2009). 이러한
페이스북 친구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는 정보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망이 된다(Lampe외,2012). 특히 페이스북 정보확산에서 적용되는
Grenovetter 의

약한

염두에

페이스북

둔다면

유대(weak tie) 효과(Eytan Bakshy,2012)를
사용자는

전략적으로 타게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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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보수용자를

보다

3) 페이스북의 주요기능
페이스북을 페이스북답게 보이게 하는 고유의 기능들이 있다. 그
중 홍보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해야할 기능이자 개념으로 페이지 와
‘좋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여러가지 변형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라고

‘좋아요’라는

할

이름을

수

없다.

붙이고

그럼에도

그

고유한

불구하고
색깔을

페이지 ,

지님으로써

페이스북이라는 SNS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으로 역할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페이지 와

‘좋아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 페이지(Page)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신변잡기적 기록을 하고,
그것을

페이스북상

친구들과

나누기

위한

개인의

소통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개인 차원이 아닌 보다 목적적인 기관이나 그룹의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안에서 페이지(Page)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

페이지 는 기업과 비영리기구의 페이스북 마케팅을 독려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2007년부터 제공하는 기능이다.6
기업과 기관, 단체 혹은 어떠한 캠패인을 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한 개인들은 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의 브랜드, 이벤트, 뉴스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들은 개인의 페이스북
기본 화면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관련된 실시간의 소식들을 이미지,

6

Greenstein, Howard., "Facebook Pages vs Facebook Groups: What's the Difference?".

Mashable.com. Retrieved August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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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동영상의 형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개인계정이 5000명까지 친구를 맺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페이지 는 무한대로 팬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의

정보확산력을

파악한

기업

및

비영리기구들은

페이스북을 중요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Cvijikj 외, 2011;Harris,L.외 2009). 앞서 밝힌 바처럼 현재 6만
2천여 개의 기업들과 3천여 개의 비영리기구가 페이스북 페이지 를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다.

코카콜라,

월마트,

삼성모바일과

같이

세계적인 소비재 브랜드에서부터 유방암사이트(The Breast Cancer
Site)과

같은

비영리재단

등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b. 좋아요 (Like)
‘좋아요’는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빠르게

상징적인

전파되는

데

기능으로서

핵심적인

페이스북이

역할을

전

했다(Xuan외,

2013;Gerlitz,2013).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를

‘좋아요’할

수

있고,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그림1]. 포괄적으로
‘좋아요’를 이해한다면 페이스북의 어떠한 메시지나 기능 모두에
대해 긍정과 호의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단순한 표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지 ‘좋아요’와 게시물 ‘좋아요’를 보다
자세히 이해한다면 그 각각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좋아요’임을
알 수 있다.
우선

페이지 를

‘좋아요’한다는
20

것은 말

그대로

그

페이지 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페이지 를

자신의

관심리스트에

넣거나(‘관심사 리스트에 추가’), ‘좋아요’한 페이지 의 소식 업데이트
알림을

받을

의미한다.

7

것인지(‘알림

받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음을

다시 말해 그 페이지 의 구체적인 게시물의 내용과는

별도로 페이지 소유자를 지지하고 그에 관심이 있기때문에 페이지 를
‘좋아요’하고,

나아가

그

페이지

소유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페이스북 페이지 모습과 '좋아요'

7

한편, 이전에는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면 그 기관의 소식이 바로 자신의 뉴스피드

에 게시되었는데, 팔로우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좋아요’를 눌러도 팔로우 하지 않
으면 뉴스피드에 소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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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한다는

것은

게시물에 대해 어떠한 의미에서든 긍정적인 피드백(예를 들어 호의,
공감,

감사,

지지)을

표현한

것이다(Hopkins,2014;Zarrella,2010).

‘좋아요’는 버튼을 누르는 한 번의 행위로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포괄적인 의사표현을 담아낸다(Laxton,2014). 물론 게시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호의와 지지의 표시로 게시물을
‘좋아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게시물을 ‘좋아요’한다는 의미는
기관

전체의

페이지를

‘좋아요’한다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좋아요’를 남기면,
이에

대한

자신의

활동기록이

저장되고,

‘좋아요’를

한

사실을

페이스북 친구들이 알람을 통해 받거나 뉴스피드를 통해 공유받을
수 있다. 즉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는 ‘좋다’라는 감정표현을 넘어
이 게시물들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보겠다는 공유의 의사표시인
것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는

1차적으로는

게시물에

대한

긍정적 감정 등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8 2차적으로 공유를
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자신이 이
게시물을

‘좋아요’했다는

사실이

업데이트

되기

‘좋아요’를

때문에,

페이스북

친구의

누른다는

뉴스피드에

것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 게시물을 ‘좋아요’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잠정적으로는

이

게시물을

공유하고

싶다는

것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물론 ‘좋아요’는 말 그대로 게시물에 대한 호감도를
이분법적으로 표현한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자가
8

“Like”, Facebook Help Centre, (Wikipedia, Facebook, 검색일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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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좋아요’의 의미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눌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좋아요’를

누르는

일반적인

동기, 혹은

‘좋아요’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미미한데(Wilson외 2012),
다만 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는 동기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다.

Brandtzaeg와

Haugstveit(2014)의

연구에서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동기에
대해

조사하였고,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설문대상자들은
페이지를

크게

‘좋아요’

6가지의

한다고

이유로

밝혔다.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좋아요’, 공감의 표시로서의 ‘좋아요’, 소식 업데이트를
얻기위한 정보적 ‘좋아요’, 온라인 상에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좋아요’,

적은

비용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참여를

위한

‘좋아요’,

특별한 의미없는 일상적 ‘좋아요’의 의미들이 그것이다.
위

연구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의

의미를 세분화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홍보를

위해

만들어지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이 보다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페이지를

‘좋아요’한다는 것은 페이지의 홍보주체 자체나 홍보주체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 호의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비해 게시물을
‘좋아요’한다는 것은 각각의 캠페인, 뉴스, 호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자체에 공감하고, 호의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두

연구

모두

페이스북

‘좋아요’의

의미에

주목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의 의미들을 분석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의

의의가

있지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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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있는

‘좋아요’의

종류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좋아요’는 ‘공유하기’와 ‘댓글’과는 다음의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좋아요’는 한 번의 액션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좋아요’한
게시물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명확히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좋아요’를 한
게시물은 친구의 뉴스피드에 보이지만, 금세 새로운 게시물로 가려져
안보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좋아요’와 더불어 공유의
기능을 하는 ‘공유하기’는 특정 친구를 지정하여 공유를 하거나 내
페이지에 상시 게시물로 공유하기 때문에 노출의 범위가 적다해도
‘좋아요’보다는 공유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댓글달기’는 게시물을 본 사람이 그에 반응하여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을

남기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서

타이핑이라는

수고로운

행위가 필요하고, 텍스트의 형태로 구체적인 반응을 남기기 때문에
‘좋아요’와 ‘공유하기’와는 다른 차원의 반응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중의

‘좋아요’의

반응을

숫자가

이끌어냈다는

크다는
것이고,

것은

그만큼

‘좋아요’는

그

게시물이

공유와

더불어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좋아요’를

많이

얻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및 정보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확산되고, 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아요’를 많이 얻어 페이스북 상에서 게시물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필 Edge Rank에서도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의 숫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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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좋아요’ 수를 얻는 것이 홍보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2.2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의 확산과 수용

1) 페이스북의 정보확산 메커니즘
페이스북의

정보확산

‘Edge

Rank’와

개념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eWOM(eWord

데

of

있어

중요한

Mouth:

전자적

입소문)’이다. 전술한 ‘좋아요’, ‘댓글’, ‘공유’의 숫자는 페이스북이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점수화가 되고, 그 점수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Edge Rank다. 전자적 입소문은 노출된 정보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전파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a. Edge Rank

Edge

Rank는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의

초기

이름으로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피드 (Newsfeed) 10 에 보여지는
게시물들의

순서가

정해진다.

Edge

알고리즘을

부르던

명칭으로서,

그

Rank는
이후에

2011년까지

새로운

이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를 부르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직까지 없다. 11 알고리즘의 정확한 내용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알려진
9
10

바에

따르면

10만

개가

넘는

개별적

변수들이

Wikipedia, ‘Like_button’ (검색일 2014.12.12), http://en.wikipedia.org/wiki/Like_button
News Feed: 개인이 구독하고 있는 친구의 페이지, 혹은 기관들의 페이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내에 사이트이자 기능
11
Marketing Land,”EdgeRank is Dead”(검색일 2014.12.9) http://marketingland.com/edgerankis-dead-facebooks-news-feed-algorithm-now-has-close-to-100k-weight-factors-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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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값이라고 알려져 있다.
페이스북은 실시간 단위로 새로운 게시물이 그 이전 게시물 위에
축적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게시물이 보여지게 하고
싶다면 화면 상위에 게시물을 계속 노출시킬 수 있도록 Edge Rank가
높아야

한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게시물들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중요도에 따라 상단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종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에

알려진

가중치(Weight),

Edge Rank의 취지이다.12
Edge

시의성(Time

Rank의

요소들은

Decay)이다.

13

친밀도(Affinity),

친밀도 는

사용자와

게시물 창작자의 관계값이다. 사용자와 보다 친밀한 관계, 이를 테면
페이스북 상에서 서로의 활동에 반응을 많이 보이고, 공통의 친구가
많은 관계일 수록 친밀도값이 높아진다. 가중치 는 게시된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혹은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정도 등을 측정해서
차이를 매긴 값이다. 예를 들어 영상이나 사진 콘텐츠는 텍스트보다
가중치가

높고, 텍스트

중에서도

링크가

있는

텍스트는

단순한

텍스트보다 높은 값을 갖게 된다. 또한 ‘좋아요’, 댓글, 공유의 수가
클수록 게시물의 가중치가 더 높다. 마지막으로 시의성 은 게시물이
얼마나 최신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최신의 게시물일수록 Edge

Rank가 높아진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Edge Rank의 값에 따라 게시물은 더 자주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Edge Rank값을 높게 받는 것이 홍보효과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친밀도 와 시의성 은 쉽게 조정하기

12

Facebook for business, “News Feed FYI:A Window Into News Feed”(검색일 2014.12.14)https:
//www.facebook.com/business/news/News-Feed-FYI-A-Window-Into-News-Feed
13

EdgeRank,(검색일 2014.12.9) http://edgera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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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변수이다.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Edge Rank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많은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달기’의 호응을
얻어서 게시물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좋아요’, ‘공유’,

‘댓글’ 수를 확보하기 위한 게시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게시물을
뉴스피드의

상위에

노출시켜

홍보에

보다

유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b. 전자적 입소문
페이스북 상에서 ‘좋아요’를 통해 계속해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전자적 입소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적 입소문(eWOM:
Electronic Word of Mouth)은 온라인 상에서의 입소문(Word of
Mouth)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 마케팅 홍보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페이스북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확산

또한

일종의

입소문

효과를

통해

증폭된다. 즉 eWOM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eWOM의

현상에

따라

전파되기 때문이다.
eWOM은 송신자(Sender)가 시장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독립적

의사주체로서, 소비자들이

미디어의

중심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연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2007).
그렇기
발생시킨

때문에
통상의

입소문(WOM)은
정보라고

자기이익적인
마케팅

목적을

가진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여겨진다(Arndt,1967). 따라서

기업과
비교했을

신뢰성

있고

페이스북과

같은
때

주체가
사람들의

믿을
같은

만한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WOM의 관리는 중요하다. 즉, 페이스북에서
27

‘좋아요’를 얻고, 많은 ‘좋아요’의 획득을 통해 페이스북 상에서
게시물이 널리 전파되는 현상이 바로 eWOM으로, ‘좋아요’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 전자적 입소문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확산에는

구전효과가

크게

작용하는데,

콘텐츠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기 전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주위

결정하는
콘텐츠

사람들의

전략을
정보들은

‘입소문’을

통해

의견을

펼치기
정보

바탕으로

콘텐츠

때문이다(정희경,2013).

소비자들

확산되는

사이에

경향이

상호

있다.

소비의
페이스북

평가

통상

여부를
상에

즉, 일종의

어떠한

상품과

관련하여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긍정적인 입소문이 난다면,
소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높다(이재현,2013).

구체적인

이를

소비

행동을

촉구시킬

가능성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홍보에도

적용시켜본다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어떤 게시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보수용과

확산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에서
전술했듯이
정보확산기능을

전자적

입소문

페이스북의
수반하기

효과가

두드러지는

소셜네트워크

기능이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유는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친구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쉽게 포스팅을 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쉽게 확산할 수 있게 하는 eWOM 효과를
만들어낸다( Lampe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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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북 정보수용모델
eWOM에 의해 페이스북 상에서 메시지들이 퍼진다면, 이렇게
전파된

메시지들을

류헤이의

사람들이

AISAS모델을

수용해

적용시켜

나가는

이해해

볼

과정은
수

아키야마

있다. 아키야마

류헤이는 기존의 소비자 행동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 AIDMA모델 :
주의(Attention) à 관심(Interest) à 욕구(Desire) à 기억(Memory) à
구매(Action) (Hall,1920) [그림2]의 각 개념들을 과감히 변형하여
AISAS모델

[그림3]을

보편화됨에
적용시킬

따라
수

환경에서의

있는

소비자

만들었다.

오프라인

AISAS모델은

공간에서의

AIDMA모델의
행동과정을

설명할

소비과정에

한계를
수

온라인

한정하여

극복하고,

있게

쇼핑이

수정된

온라인
것이다.

주의(Attention) à 흥미(Interest) à 검색(Search) à 구매(Action) à
공유(Share)의
정보공유의

과정으로
과정을

설명되는

설명하는

데에도

AISAS모델은
확장시켜

적용해

있다[그림4].

[그림 2] Rolland Hall의 AIDMA 모델(1920)

[그림 3] 아카다마
[그림 류헤이의
3] AISAS모델
AISAS 모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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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볼

수

[그림 4] AISAS 모델을 차용한 페이스북 정보 수용과정 모델

예를

들어,

남수단의

기아

사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재난현장의 이미지가 페이스북 상에 게시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게시물을 보게 된다면 우선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더
궁금하다면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공감한다면 ‘좋아요’를 누를것이고,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친구들에게

다른
이

사람에게
내용을

알릴

공유하게

필요성이
될

있다고

것이다.

여겨진다면

AISAS의

‘구매’의

Action을 ‘좋아요’와 같은 반응의 Action으로 이해한다면 AISAS는
페이스북의 정보공유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차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기

전이라도

쉽게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달기’의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모델에서와 같은 “검색”의 단계가 ‘정보의
습득과 이해’ 혹은 ‘공유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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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고의 주요 연구 문제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이다. 달리 표현하면
‘좋아요’를 많이 얻는 국제인도주의기구 페이스북 게시물들의 공통적
특성이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1)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의 특징은 어떠한가?
2) 사람들은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누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 연구 문제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이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게시하는지,
어떠한

게시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좋아요’

수를

얻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페이스북 콘텐츠 게시 빈도수, 콘텐츠 주제,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수의 평균을
조사,

정리하여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기초적인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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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콘텐츠에

관한

연구 문제 1)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a.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컨텐츠 주제/내용 어떠한가?
b.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컨텐츠 게시 빈도수는 어떠한가?
c. 높은 ‘좋아요’ 수를 얻은 게시물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두번째

연구

문제는

사람들이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사람들이 특정 게시물들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관찰연구에서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드러나지

설문함으로써
않았던

앞선

페이스북

게시물
게시물과

‘좋아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좋아요’

수가

높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의

특징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좋아요’를
했는지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수용자 입장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좋아요’를 누른 이유와 더불어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이유를

설문함으로써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더욱

분명히 알아내고자 한다. 나아가 게시물의 요소들(작성자 프로필
사진,

작성자

이름,

게시물

텍스트,

게시물

이미지,

게시물

좋아요/공유하기/댓글달기 수) 중 ‘좋아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전략을 마련하도록 토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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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좋아요’

연구 문제 2) 사람들은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사람들은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b. 사람들은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c. ‘좋아요’를 누르는 데에/ 누르지 않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시물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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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특징을
관찰 조사하고, 게시물 수, ‘좋아요’ 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좋아요’를

둘째,

설문조사를

하고자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통해

하는지와
인상적인

사람들이

그
게시물

이유를
요소의

어떠한

게시물에

알아낸다.
구체적인

셋째,

특징들이

‘좋아요’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한다. 각 연구의
방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게시물 기초 정보 분석

1.1 분석대상 선정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좋아요’ 수가 높은 게
시물들의 공통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
북 게시물들 특징이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분석대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좋아요’ 수가 많을
수록 게시물과 ‘좋아요’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들의 ‘좋아요’ 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들을 선정하기
로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의 ‘좋아요’ 수가 높을 수록 게시물에
대한 평균 ‘좋아요’ 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많을수록 독립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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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페이지 ‘좋아요’ 수가 높은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지를
관찰하기로 한다.
페이지 ‘좋아요’ 수에 따른 명단 정보는 페이스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큰

사이트

중

하나인

Socialbackers.com을 통해 얻기로 한다. 다만 Socialbackers.com에서
는 NGO를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
이스북 페이지를 갖고 있는 국제인도주의기구를 따로 추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의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권위적인 명단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산하기구들(UNICEF, 유엔세계식량기구, 유엔난민기구)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NGO 중 국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 14(Oxfam,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등)들
중심으로 socialbacker.com 의 NGO 페이지 리스트 상에서 분석대
상으로서의 국제인도주의기구를 추리는 것으로 한다.
Socialbackers 상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NGO
기관들은 총 4846개이고,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은

UNICEF(Invisible

Children ,World Vision USA, Save the Children, UNHCR, International
Commeittee of Red Cross, OxfamGB)

15

순으로

상위에서 차례로 랭

크되어 있어 이들 7개를 선정한다.
끝으로 페이스북은 현재 92개의 언어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
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의 갯수만큼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공식언

14

NGO Branch,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csonet.org/content/documents/E-2014-INF-5%20Issued.pdf (검색일 : 2014.3.5)
15

모두 2014.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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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채택하고 있고, 세계 약 10억 명 16 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영
어로 쓰여진 페이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페이지 ‘좋아요’
수가 상위권에 랭크된 국제인도주의기구라 하더라도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페이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선정된 국
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수집의 범위는 연구계획에 따른
편의상 임의로 2014년 7월 한 달간 게시물 전체로 한다.

1.2 분석내용

각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주로 어떠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올렸
는지, 한 달 동안 올린 게시물의 수, 각 기구의 게시물들의 ‘좋아요’
수는 어떠한지 관련된 기초적인 데이터를 모은다. 그러고 나서 각
기관별로 특징적인 게시물들을 추려내고, 각 기구의 게시물 중 높은
수의 ‘좋아요’를 확보한 게시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내며, 이
특징이 기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설문조사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얻은 후에는 사람들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페이스북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
100여명을
16

모집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Wikipedia, “List of language by total number of speakers”, (검색일 2014.12.16) http

://en.wikipedia.org/wiki/List_of_languages_by_total_number_of_speakers

36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3개에 대해 ‘좋아요’할 의향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설문결과를 통해
국제인도주의기구

페이스북

게시물의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낸다.

2.1 설문 대상 및 인원

연구참여자는 페이스북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페이스북의 사용자의 주 연령대는 20대
학생 그룹이고,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페이스북 게시물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20~3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참여자로

모집한다.

페이스북을

전혀

사용해보지

않고,

페이스북 ‘좋아요’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한다.
최소 목표 연구참여자는 100명이다. 통상의 설문조사가 통계학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표본을 확보해야 하나, 연구진
행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의 범위에서 상정한 수치이다. 수집된 표본 중 오류가 있는 데이
터가 섞여있을 가능성(중복응답을 한 경우, 인터넷 오류로 일부 기
록이 손상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최소 목표보다 여유롭게 응답자
목표치를 150명으로 설정하였다.

2.2 설문의 내용

설문의 내용은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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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된다. 응답자들은 주어진 게시물들 중에 어
떠한 게시물을 더 ‘좋아요’하는지 그 이유들은 무엇인지, 만약 ‘좋아
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낸다. ‘좋아요’ 수가 높
은 게시물들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게시물 ‘좋아요’에 우선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좋아요’수와 상관없이 ‘좋아요’를
하는데 응답자들이 고려하는 요인들을 한 데 묶어 공통의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은
‘좋아요’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좋아요’를 하지 않을 수 있
음을 감안하여 ‘좋아요’에 미치는 요인을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 위
함이다. 기존에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좋아요’와 관련한 기준
을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이유를 묻는 질문들은 주관식으
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1) 페이스북
과 ‘좋아요’의 개념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을 추려내기 위해 페이스
북 사용여부와 ‘좋아요’ 경험 여부, 페이스북 활용 정도에 대한 내용
을 질문한다. 2) 그 다음은 3가지 게시물을 보여주고, 각각에 대해
‘좋아요’를 누를지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 마지막
으로 3)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인 성별/연령대/직업을 묻는다. 이
중 1) 과 2)의 질문 내용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페이스북 사용과 관련한 기초 질문
우선 첫번째 부분에서는 4가지 질문을 진행한다. “1. 페이스북 계
정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은 페이스북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
나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용자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보기는
[표1]에서와 같이 세 가지로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계정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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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활성화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활성화하고 있는 응답자들보다는 덜 적극
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이다. 같은 맥락
에서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하는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2. 페이스
북을 보통 어느 정도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두었다. “3.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보신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본 연구
의 핵심어인 페이스북 ‘좋아요’에 대한 경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1의 응답 내용과 함께 분석대상을 거르기 위한 질문
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최소한 페이스북 계정이 있거나 ‘좋아
요’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좋아요’의 개
념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좋아요’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유의미한 자료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4.
보통 어느 때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십니까?” 로서 국
제인도주의기구 관련 게시물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게시물들을
볼 때 주로 ‘좋아요’를 하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좋아
요’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가 국제인도주의기구 게시물에 대한 ‘좋아
요’ 이유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세 가지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여부 및 이유 질문
설문조사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두번째 부분에 대해 상술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의 설문내용은 어떠한 국제인도주의기구
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난 후에 이 게시물에 대한 질문에 답하
는 형식으로, 총 3가지의 다른 게시물[그림 6,7,8]을 보여주고 각각
에 대한 ‘좋아요’ 표시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묻는 동일한 질문에 답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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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서 제시할 세 가지 게시물들은 UNICEF의 페이스북 게시
물이다. UNICEF의 게시물을 선정한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들 중 가
장 많은 페이지 ‘좋아요’ 수를 보유하고 있고, 게시물 ‘좋아요’수의
평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좋아요’ 수와 독립변인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UNICEF는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인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국제인도주의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게시물 작성자와 게시물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를 돕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UNICEF의 게시물 중 선정된 3가지의 게시물은 게시물 수집기간
이었던 2014년 7월 한 달 동안의 UNICEF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가장 적은 게시물, 중앙값인 게시
물을 각각 선정한 것이다. 이는 ‘좋아요’ 수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미친 게시물들별 이유를 알아내고, 역으로 게시물에 표기된 ‘좋아요’
수의 정보가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좋아요’하는 것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기 위함이다.17 설문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비용
들을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개수는 위의 기준에 따라 3개로 한정하
였다.
설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게시
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지, 누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누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표1]. 질문5, 5-a,
5-b) 이는 본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부분으로서 각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의사 여부를 묻고, ‘좋아요’를 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아내기 위한 질문이다.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17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클수록 사람들이 그 ‘좋아요’ 수를 보고 자신의 ‘좋아요’

표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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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밝혀낸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적 근
거에 기반한 객관식 보기를 주는 대신에, 응답자들이 주관식으로 답
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질문은 “6. 이 게시물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
까?”로서 ‘좋아요’를 표시하기 전에 게시물을 보고 응답자들이 느낀
감정과 ‘좋아요’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보기로 제시된 감
정은

6가지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6가지로

분류한

Paul

Ekman (Ekman 외, 1993)의 기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각 게시물을
봤을 때 느낀 감정을 슬픔, 행복감, 동정심, 신남, 무서움, 화가남의
6가지 중 하나로 표시하게 하고,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감정을
느꼈을 때는 기타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슬픔, 동정심, 무서움, 화가남과 같이 ‘좋아요’와는 무관
해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부정적 감정들 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감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게시물의 요소의 측면에서 가장 인상깊게 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표1], [질문7])을 주고 보기로써 ‘작성자의 이름’,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 ‘게시물 텍스트’, ‘게시물 이미지’, ‘좋아요/댓
글/공유하기의 수’를 주었다. 보통의 페이스북의 게시물은 [그림5]와
같이 5가지의 구성요소(정보)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사람들의 인상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더불어 그 다음 질문8을 통해서 가장 인상깊게 본 게시물 구
성요소가 ‘좋아요’를 누르는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질문9와 질문10에서는 게시물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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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하고자 한
다. 이는 이미지와 텍스트 부분이 게시물 요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텍스트는
각 게시물마다 다양하여 획일화된 보기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
로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파악한 요소들을 대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좋아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 요소와
이미지, 텍스트적 표현들이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그림 5] 페이스북 게시물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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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문에 사용된 UNICEF게시물 – ‘좋아요’수가 가장 작은 게시물

[그림 7] 설문에 사용된 UNICEF 게시물 - '좋아요' 수가 중앙값인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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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설문에 사용된 UNICEF게시물- '좋아요'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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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1] 설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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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문조사 진행 방법

설문조사의

경우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여러 대학교 커뮤니티, 그 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설문참여자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공고하여 진행한다. 이 설문
안내문을 통해 연구내용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알린 다음
연구참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링크를
눌러 온라인 설문지 페이지로 이동한다. 본 온라인 설문지는 구글
폼(Google form)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온라인 설문지 자체에도
상단에

연구의

취지,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명시하여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설문을

모두

응답했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설문의 과정을 마친다.

2.4 분석 방법

본 설문 결과는 수집된 각 응답의 빈도수를 체크하여 두드러지
는 특징들을 추려내는 방식을 정리한다. 본 설문의 목적인 사람들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데에 미
친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해 응답자들이 각 게시물에 ‘좋아요’를 한
이유들을 살펴보고, 세 게시물들의 ‘좋아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요인별로 추려내어 해석한다. 설문 중 그 응답의 형태를
주관식으로 받은 질문내용들 (‘좋아요’의 이유, ‘좋아요’를 하지 않는
이유, 인상적인 이미지 요인 및 텍스트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어피니티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의 방법을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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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하여 분류하고, 더 많이 나온 내용들이 ‘좋아요’에 보다 영향을
미친 요소로 간주하여 정리, 분석한다. 분류의 기준은 표현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거나 의미가 상통하면 동일한 내용
으로 보고 같은 카테고리에 넣는다. 카테고리화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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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 1 절

연구 결과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분석 결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도주의기구들 중
가장 많은 페이지 ‘좋아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 7개 기구 :
UNICEF, Invisible Children,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UNHCR,
International Red Cross, OxfamGB 의 페이지 게시물들을 분석한 결
과 정리한 주요 정보들은 페이지 순위, 페이지 ‘좋아요’, 게시물 개
수, ‘좋아요’ 평균, 기구 내에 20% 수준의 ‘좋아요’ 개수이다. 각 항
목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페이지

순위>는

socialbackers.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서, 페이지 ‘좋아요’ 숫
자크기에 따라 NPO 페이지들 간의 순위를 매긴 것이다. <페이지 좋
아요>는 페이지 개설이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각 기구들이 누
적적으로 확보한 페이지 ‘좋아요’ 수를 의미한다. <게시물 개수>의
수집기간이었던 2014년 7월 한 달 동안 각 기관이 올린 게시물 개
수를 의미한다. <좋아요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의 수집된 모든 게
시물들의 ‘좋아요’수 평균을 낸 값이다. ‘상위 20%’는 각 기관들이
올린 게시물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좋아요’수를 얻은 게시물들의
‘좋아요’ 수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기관의 게시물들 중에서 ‘좋
아요’ 수가 상위 20%에 수준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상
위 20%의 숫자를 상정한 것은 7개 기구들의 한 달 동안 게시물 개
수 평균이 26개로 상위 20%면 5개 정도의 게시물이 해당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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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게시물들의 공통점을 추려낼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정
보의 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 한 달간 주요 통계 18

7개의 국제인도주의기구 중 가장 많은 페이지 ‘좋아요’ 수를 보
유하고 있는 국제인도주의기구, 즉 페이스북 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
는 국제인도주의기구는 UNICEF였다. 대표적인 국제인도주의기구답
게 약 400만 명의 페이지 ‘좋아요’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Invisible Children,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UNHCR,
International Red Cross, OxfamGB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페이지

18

Socialbakcers,

“Npo page” ,(검색일 2014.6.29) http://www.socialbakers.com/facebook-

pages/society검색일 2014. 6.29 , 순위는 NPO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크기에 따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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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수는 130만정도였다.
이들 7개의 국제인도주의기구는 2014년 7월 한 달 동안 적게는
11개에서부터 많게는 64개까지 게시물을 올렸으며,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33개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물을 올리는 빈도와 게시
물 ‘좋아요’수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각 기구의

게시물들의 ‘좋아요’ 평균을 계산한 결과 페이지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UNICEF의 게시물 ‘좋아요’가 9147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페이지 ‘좋아요’수와 게시물 ‘좋아요’의 평균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UNICEF의 상위 20%이내 수준의 ‘좋아요’를 확보한
게시물들의 수는 11491개로 다른 기구들에 비해

약 5배에서 28배

많은 수준이었고, 게시물 개수가 가장 적었던 IRCR의 경우는 한 게
시물 당 ‘좋아요’ 수가 1개당 111개 꼴로 UNICEF 다음으로 높았다.
다음에서는 각 기구별로 페이스북 게시물 특징들이 어떤지 살펴
보고자 한다. 예시로 든 게시물은 각 기구의 게시물 ‘좋아요’ 수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기구의 게시물 특징을 잘 보여주
는 것으로 선정한 것이다.

1.1 각 기구별 게시물 특징

7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게시물을 관찰한 결과, 각 기구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시물 스타일, 높은 ‘좋아요’ 수를 얻는 게시물
들이 조금씩 달랐다. 기구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높은 ‘좋아요’를
얻은 게시물들의 특징은 크게 3가지였다. 우선 이미지 위에 텍스트
를 삽입한 경우에 ‘좋아요’수가 높았는데,

UNICEF와 World Vision

의 경우 이미지 속 화자가 말하는 듯한 내용의 문장을 대화체로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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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게시물이 공통으로 높은 ‘좋아요’를 얻었다. 다음으로 각 기구의
목적이 어린이구호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이의 이미지가 공통적으
로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이미지들도 공통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각 기구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좋아요’ 수가 상위권
인 게시물들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각 기구들이 높은 ‘좋
아요’ 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알고 전략적으로 게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각 기

구내에서 높은 ‘좋아요’ 수를 얻는 게시물들이 일정한 특징들을 가
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UNICEF의 경우는 이미지 속 인물이 말하
는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넣은 게시물이, Invisible Children의 경우는
격언 등의 인상적인 텍스트를 배경사진 위에 넣는 게시물의 ‘좋아
요’ 수가 고루 높았다. 또한, World Vision의 경우는 UNICEF와 마찬
가지로 이미지 속 인물이 말하는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넣은 게시
물이 높은 ‘좋아요’를 얻은 것 외에, 자국 내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이미지에 담은 게시물들이, Save the Children의 경우는 재난 현장에
놓여있는 어린이 이미지가 있는 게시물들이, ICRC의 경우 보다 급
박한 현장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UNHCR의 경우는 재난 현장
에서도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이 높은 ‘좋아요’ 수
를 얻었다. 위에서 예를 든 모든 게시물들은 ‘좋아요’ 수의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높은 ‘좋아요’ 수를 얻었다. 페이지 ‘좋아요’ 수
가 낮은 페이지들일 수록 기구만의 특징이 덜 명확해지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는데, UNICEF USA와 OxfamGB가 그러한 경우다.

51

1) UNICEF
UNICEF는

국제연합아동기금(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약칭으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각종 인도
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기
아와 질병에 지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원조계획으로 발족하
였고, 1953년 국제연합 상설기관이 되어 국적, 이념,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어린이를 구호한다는 기치아래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인도주의기구이다. 19

UN 산하 기관으로서 오래

된 역사만큼이나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실제로 활동을 가장 활발
하게 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러한 평판을 바탕으로 현재 UNICEF는 국제인도주의기구 중 가
장 많은 페이지 ‘좋아요’ 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자, 가장 많은
게시물 평균 ‘좋아요’ 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UNICEF 게시물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관의 주요 구호 대
상인 어린이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이미지의 주목도를 보다 높
이기 위해 인포그래픽과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이다.
‘좋아요’ 수가 높은 UNICEF의 게시물 특징 중 두드러진 것은
[그림9]에서와 같이 화자의 목소리를 보다 생동감있게 전하기 위해
이미지 위에 텍스트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지만으로는
모호하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미지의 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정적인 이미지의 구
성 속에서 텍스트로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게시물을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19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유니세프” (검색일 2014.12.13)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70973&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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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 특히 UNICEF의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사용한 게시물
들이 다른 기구의 유사 게시물과 구별되는 점은 텍스트의 내용이
이미지의 화자가 직접말하는 듯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지속 인물의 목소리를 전해듣는 것과 같은 생동감의 효과
가 있다.

[그림 9] UNICEF게시물 예시 –이미지 속 화자의 목소리가 텍스트로 표현된 경우

2) Invisible Children
Invisible Children은 중앙 아프리카 반군단체에 납치되어 군인활동
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위해 2004
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Invisible Children은 자신들의 비젼을 위해 미
국 정부에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현장 다큐
멘터리를 제작해 배포하였으며 모금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Invisible Chidlren의 페이스북 ‘좋아요’ 상위 게시물들 중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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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미지 가운데에 인상적인 문장들을
집어넣는 형태를 자주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림10]과 같이 기구의
단기적 목표를 알리기 위한 내용보다는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격언류의 문장들을 자연 사진 위에 배치시키고 있다. 앞서 UNICEF
가 수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적절히
사용했다면, Invisible Children은 전지적 시점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단순한 배경화면 정가운데에 위치하
게 텍스트를 배치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이러한 양식의 게시물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많은 ‘좋아요’ 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림 10] Invisible Children의 게시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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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ld Vision
World Vision은 1950년대에 설립된 대표적인 민간 국제인도주의
기구로 기독교적 가치에 근간해 긴급구호, 교육, 보건, 경제발전, 정
의구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

World Vision 또한 UNICEF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격언이나 인터뷰 인용문을 텍스트로 삽입하는
ㅌ형태의 게시물들을[그림11]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11] World Vision의 게시물 예시 - 이미지에 텍스트 있는 게시물

그러나 UNICEF의 경우와는 달리

마더테레사의 명언이 쓰여있

는 게시물 외에 게시물들의 ‘좋아요’ 수는 World Vision의 게시물
‘좋아요’ 수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World Vision의 페이지를 구
독하는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
후에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그러한

요소를

배제한

채

UNICEF의 경우에 비교하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밝힌다면, 텍스
트의 내용이 이미지 속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보다는 제

20

http://en.wikipedia.org/wiki/World_Vision_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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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의 시각에서 작성된 문장,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목
소리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좋아요’ 수가

World Vision

게시물 ‘좋아요’ 평균보다는 작지

만 World Vision의 게시물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게시물들은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게시물들이었다. 이는 대부
분의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주로 수혜자인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부
녀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World Vision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보다 친근하고 적극적으
로 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12].

[그림 12] World Vision의 게시물 예시 -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

4) Save the Children
Save the Children은 UNICEF와 더불어 대표적인 어린이 구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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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UNICEF와는 달리 민간비영리기구이다. 1919년 어린이들의
교육, 건강,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영
국에서 설립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
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Save the Children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2가
지 중 하나는 많은 이미지들에서 이미지 하단에 Save the Children의
로고가 들어간 빨간 줄을 집어넣어 이미지에 포인트를 주었다는 점
이다[그림13]. 이는 이미지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기능과 더불어 기
관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게시물의 많은 내용이
구호가 필요한 현장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고, 그 게시물
들은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점이다[그림13]. UNICEF와 World Vision
이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표정을 담아내고, 나아가 편집된 게시물 이
미지를 선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Save the Children은 보다 현장감있
고,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이미지들이 상대
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13] Save the Children의 게시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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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HCR
UNHCR(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t Commistionder
for Refugees)은 유엔산하의 난민기구로서,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 여
러가지 이유로 난민이 되어 정처없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난
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격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
러한 UNHCR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는 상위 6번째이지만,
게시물 ‘좋아요’ 평균 수가 1488개에 달하기 때문에 조사한 7개 국
제인도주의기구 중에는 상대적으로 페이지 ‘좋아요’ 수 대비 게시물
‘좋아요’ 수가 가장 높은 기구라고 할 수 있다.
UNHCR은 주로 난민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중 ‘좋아요’ 수가 높은 게시물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미소를 띄우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그림14]. 즉, ‘좋아
요’ 수가 높은 게시물들에 있어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
나는 이미지 속 주인공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밝
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난민들 중에서도 어린
이를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4] UNHCR의 페이스북 게시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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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CRC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제인도주의기구로서 제네바 협약
및 관습법 규칙에 따라 전쟁, 내란 등의 국제적 혹은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 전상자, 포로, 실향민, 민간 등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863년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따라 오늘날에도
ICRC는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현장에 출동하여 시신
수습과 부상자 치료 등의 긴급구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림 15] ICRC의 게시물 예시

ICRC의 페이스북 게시물 또한 이러한 구호현장의 모습을 생생
히 담아내고 있고, 다른 어떠한 기구보다도 급박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그림15]. 주로 이러한 현장과 관련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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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올려서인지 게시물의 개수도 한 달 동안 11개로 가장 적
었다. 그러나 낮은 페이지 ‘좋아요’ 수와 적은 게시물 수에도 불구하
고, 평균 ‘좋아요’ 수가 1200여개가 넘어 상대적으로는 높은 게시물
‘좋아요’ 수를 얻어내고 있다. UNICEF와 UNHCR의 경우 웃고 있는
어린이들의 이미지가 호응이 좋았었는데, ICRC의 경우는 급박한 현
장의 어려움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게시물이었어도 호응이 좋았다.

7) OxfamGB
OxfamGB는 Oxfam Great Britain을 의미하나, 실제로는 OxfamGB
가 Oxfam의 국제 본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Oxfam은 빈곤퇴치,
재난 구호 등을 위해 1942년 영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인도주
의기구이다. Oxfam은 UNICEF와 더불어 인포그래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구로서, 이들 게시물은 상위 20%이상의 ‘좋아요’를
얻었다[그림16]. UNICEF의 경우 인포그래픽 게시물의 ‘좋아요’ 숫자
가 평균보다 낮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Oxfam의 경우도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을
즐겨사용하는데, Oxfam 특유의 스타일 텍스트가 단순한 이미지 위
에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넣은 게시물들의 ‘좋아요’ 수의 차이
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그림17]. 물론 인물의 수나 인물의 아이컨텍
여부, 내용, 텍스트의 내용 등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앞서 UNICEF
의 이미지에 텍스트 있는 게시물들의 경우 모두 높은 ‘좋아요’수를
받은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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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OxfamGB의 게시물 예시- 인포그래픽이 있는 게시물

[그림 17] OxfamGB의 게시물 예시 - 이미지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

1.2 소결

7개의 국제인도주의기구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게시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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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수가 기구 내에서 상위 20% 내에 드는 게시물들은 기구마다 특
징이 있었고, 동시에 기구를 관통하는 공통의 특징을 찾아낼 수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을 보조하는 텍스트가 사용된 게
시물들의 ‘좋아요’가 높은 경향을 띄었고, 게시물 ‘좋아요’ 수가 절대
적으로 높고, 한 게시물 당 ‘좋아요’ 수 평균이 가장 높은 UNICEF
게시물의 경우 이미지의 인물이 말하는 듯한 내용의 텍스트를 삽입
한 게시물들이 높은 ‘좋아요’ 수를 얻고 있었다. World Vision이
UNICEF와 유사한 형식의 게시물을 여러 번 작성하였지만, 직관적
이지 않는 메시지 전달방식으로 ‘좋아요’ 수가 상위 20% 수준 밖에
머물렀다. 다만 OxfamGB의 경우에서는 3자적 시점에서 내용을 보
조하는 텍스트를 쓴 경우, 이미지의 ‘좋아요’가 월등하게 높았던 경
우도 있었지만 ‘좋아요’ 평균 이하의 수준일 때도 빈번하게 나타났
다.

Invisible Children은 격언 형태의 텍스트를 사용한 이미지들이

‘좋아요’를 많이 얻는 경향이 있었고, OxfamGB의 경우는 인포그래
픽과 텍스트 형태의 설명이 있는 이미지의 ‘좋아요’가 높았다. 한편
11개의 적은 수의 게시물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한 게시물 당 ‘좋
아요’ 수 평균이 UNICEF 다음 높은 IRCR의 경우 급박한 재난현장
의 모습을 사용한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높았다. ICRC의 경우는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급박한 재난 현장의 모습을 특별한 이미지
가공없이 전달하고 있었는데, ICRC의 비젼, 일의 우선 순위 등에 비
추어봤을 때 이러한 이미지들이 보다 진정성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름의 개성에 의해 높은 ‘좋아요’ 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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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좋아요’에 미치는 요소

2.1 설문조사 개요

앞 단계에서 각 기구별 게시물 특징을 관찰하고, ‘좋아요’ 수가
높은 게시물들의 공통된 특징을 정성적으로 분석했다면, 이번 절에
서는 그 다음 단계로 실제 사람들이 국제인도주의기구 게시물들에
‘좋아요’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
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어떠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
요’를 하는지, ‘좋아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를 2주간 실시한 결과, 남자 44명, 여자 81명 총 125명이 응답하였
다. 연령대로는 20대가 응답자의 67%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36%
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64%는 직장인이었다.
본 설문응답의 결과분석은 ‘좋아요’의 경험이 있거나, ‘좋아요’의
경험은 없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응답자의 응답만
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동시에 ‘좋아

요’의 경험이 없거나, 페이스북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좋아요’
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응답은 제외하였다[표3]. 그 이유는 ‘좋아
요’는 페이스북만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좋아요’의 의미를 알고 ‘좋
아요’를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는 응답자의 응답만이 ‘좋아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내는데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계
정이 있다고 한 응답들은 ‘좋아요’를 해본적이 없다할지라도, ‘좋아
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만 자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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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비록 페이스북 계정이 없거나 현재 비활성화 하고 있다할
지라도, ‘좋아요’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요’의 의미를 알고 있
는 응답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7%가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었다. 전체의
63%가 페이스북 계정을 활성화하고 있었고, 전체의 24%는 페이스
북 계정은 갖고 있지만, 비활성화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13%
만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차트1]. 한편 전체 응답자
의 89%(111명)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고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을 활성화하고 있고, ‘좋아요’의 경
험이 있는 응답자 76명, 계정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좋아요’ 경험이
없는 4명,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있지만 ‘좋아요’의 경험이
있는 30명, 계정은 없지만 ‘좋아요’의 경험이 있는 5명, 총 115명의
응답을 설문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표3]. 이후의 부분은 이
115명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분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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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 페이스북 계정유무 및 사용여부 비율

2.2 페이스북 사용빈도와 ‘좋아요’의 이유

평소 페이스북을 어느 정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시로 혹
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9.5%(57명)로 일상적
으로 페이스북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
까웠다[차트2].

[차트2] 페이스북 이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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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로는 ‘전체 게시
물 메시지가 와 닿아서’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게시물
의 이미지가 와 닿아서’ ‘좋아요’를 누른다고 답한 사람이 26%, 글쓴
이를 공감하고 지지해서 누른다고 한 사람이 16%, 텍스트가 와 닿
을 때 누른다고 답한 사람이 8%로 그 다음을 이었고, 게시물을 공
유하고 싶을 때 누른다는 사람은 4% 였다[표4]. 이를 통해 전체 메
시지와 이미지의 내용이 게시물 ‘좋아요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유라는 제2의 목적을 위해 ‘좋아요’를 누
르기 보다는 주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미지가 와 닿을
때 ‘좋아요’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페이스북 게시물
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가 국제인도주의기구 게시물에 ‘좋아요’를
할 때도 적용되는지 후술하도록 한다.

[표 4] 평소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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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 게시물별 ‘좋아요’ 여부

각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물3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좋아요’의 의사를 밝혔고, 2번 게
시물은 51%, 1번 게시물은 30%의 응답자가 ‘좋아요’를 한다고 응답
하여 게시물3, 게시물2, 게시물1의 순서로 ‘좋아요’ 숫자가 높았다.
이는 본래 게시물 상의 ‘좋아요’의 숫자의 크기 순서와도 같다[표5].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게시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모두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유니세프 게시물에서
의 ‘좋아요’ 수가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 게시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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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수

2.4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해 설문응답 내
용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각 게시물 ‘좋아요’의 이유를
묻는 개방형의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
해 분류하였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응답개수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에 ‘좋아요’를 하는 데에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1) 콘텐츠 요인, 2)
작성자 요인, 3) 감정적 요인, 4) 개인적 요인, 5) 페이스북의 특징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콘텐츠 요인
콘텐츠 요소는 게시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좋아요’에 영향을 준 게시물 요소로 이미지, 텍스트 이 두 요소가
‘좋아요’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6]. 설문응답의 내용을 토대로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콘텐츠 요소를 꼽아보면 크게 주제적 요인과
이미지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a. 주제적 요인
콘텐츠의 인상을 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세 게시물 모두 ‘좋아요’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꼽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세 게시물의 ‘좋아요’ 수의 차이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따른 차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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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서 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21
특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3에 대해 ‘좋아요’를 한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 가장
많은 21명의 사람들이 게시물3의 ‘메시지가 와 닿아서’, ‘의지가 엿
보여서’라는 이유로 ‘좋아요’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녀의)의지의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극복의 의지가 보여서’, ‘앞으로의 포부가 담
겨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좋아서’ 등의 내용이 있었다. 게시물3
의 내용을 이미지와 텍스트르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게시물3의

이미지의 경우 다른 두 게시물과 다르게 또렷한 눈

빛으로 바라보는 소녀가 주요 피사체로 주목되고 있고, 이 소녀는
결연한 메시지가 씌여져 있는 종이를 들고 있다. 이 소녀의 다부져
보이는 모습은 그녀가 들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 “나는 두려움보다
강하다 (I’m stronger than fear).”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 이
미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며,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보여주는 이 소녀를 응원하고 싶게
만든다. 이처럼 소녀의 눈빛,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명, 소녀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글귀가 한 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긍정의 메시
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면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현
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시물3을 ‘좋

아요’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78명이 게시물3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

21

단, 각 게시물이 게시된 시간이 각자 다름에도 설문기간동안 각 게시물이 영향

을 받을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분석에서 게시물의 게시 시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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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요소로서 사진 속 소녀가 들고 있는 하얀 종이 위에 문구인
“I AM #STRONGER THAN FEAR”를 꼽은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표7].
또한, 게시물3의 텍스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를 묻는 질문에
도 가장 많은 64개의 응답이 “Stronger”, 그 다음으로 47개의 많은
응답이 “Fear”였다. 즉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이 게시물의 주제를 다
시 설명하고 있는 게시물 속의 핵심어를 주요하게 인지한 것이다[표
8]. 보다 인상적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
들이 전달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세 게시물에 대한 설문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희망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긍정의 메세지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연민을 자극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1990년대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실적인 현장의 모습 이상으로 감정적 불편함
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게시물의 내용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
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
는 게시물의 내용이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
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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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게시물 요소가 '좋아요'에 영향을 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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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게시물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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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게시물별 가장 인상적인 단어

b. 이미지 요인
전술했듯이 게시물의 전체적인 인상 내지 주제의 내용을 전달하
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게시물 이미지이다. 절대 다수의 사
람들이 게시물의 이미지가 인상적이고,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좋아
요’를 눌렀다고 대답했다. 또한, 반대로 각 게시물을 ‘좋아요’하지 않
은 주요 이유도 ‘이미지가 마음에 안들어서’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
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가 매력적인 이미지인가
에 대해서는 미학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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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설문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인상적인 이미지 요소들로는
희망적이고 의지적인 대상물, 참담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이미지, 이미지 속의 텍스트 혹은 유니세프와 같이 기관의 로고가
있었다.

b-1. 사진 속 주인공
앞서 주제적 요소에서 게시물3의 소녀의 이미지에서도 드러났듯
이 사진 속 주인공에 대한 인상이 주요한 이미지 요소 중 하나다[표
7]. 또한 세 게시물 모두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요소로서 사진
속 인물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물론 세 게시물의 이미지에서 등장
인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물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특히 게시물1 ([그림6])과 게시물3 ([그림8])은 주인공이 사진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선이 우선적으로 갈 수 밖에 없
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인물사진을 어떻게 적
절히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b-2. 사실적인 현장배경
한편 이미지에서 인물을 제외한 부분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한다.
배경은 원래 사진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피사체를 돋보이게 한
다. 세 게시물 중 게시물2에 있어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의 모습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요소로 꼽았는데, 그것은 이미지 전체에서 배
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 페허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구도
를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시물2의 경우는 게시물3에 비해 ‘좋아
요’ 수가 적지만 그럼에도 이 게시물을 ‘좋아요’한 사람들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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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적이고도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허가 된 건물과 그 터에 앉아 절망적인 표정으
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극적으로 다가온다.
응답한 사람들 중 85명이 게시물2에 대해 “폐허”의 모습을 인상
적인 이미지 요소로 언급했다. 이 게시물에서 폐허의 이미지는 그
속에 있는 어린이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도움이 필요한 공간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어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느끼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때는 당연히 진실에 기반한 현장사진을 보여줘
야 한다.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 중 이 현장의 이미지를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공유의 의미로 ‘좋아요’를 누른다고
한 사람은 게시물2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한 59명 중 16명에 달했
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게시물3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수치의 ‘좋아
요’인데, 이는 이러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음에
도 슬픈 이미지이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
다는 이유로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응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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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게시물별 '좋아요'를 한 이유

b-3. 이미지속 텍스트/로고
한편 이미속의 텍스트/로고와 같이 이미지 상에서 좀 더 강조되
는 내용을 표시하는 요소들도 주요한 이미지 요소이다. 게시물1과
게시물3에서는 이미지에 “Watch us in action”, “Team UNICEF” 와
“I AM #STRONGER THAN FEAR”, “MALALA DAY, JULY14, 2014”
가 그러한 요소이다[표9].
게시물1의 경우 이미지 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인 ‘축구하는
소녀’ 다음으로 인상적인 요소로서, 38개의 응답이 게시물의 이미지
요소에서 ‘Watch Us in Action’ 이라는 텍스트를 꼽았다. 이미지 상
에 있는 글귀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미지의 핵심 메세지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역할로서 이미지 중에서도 시선을 집중하게 하
는 것이다.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이미지가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미지의 내용을 훑어보지만 매우 직관적이고 분명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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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가 아니라면 텍스트를 읽어야만 이미지와 게시물 전반의
주제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럴 때 이미지 상에 게시물이 말
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주는 문구가 있다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수월할 것이다.
게시물3의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요소도 소녀가 들고 있는 흰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I AM #STRONGER THAN FEAR”라는 텍
스트였다는 응답이 78개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게시물3에서는 주인공이 직접 말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직
접 들고 있고, 그것이 인물의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며, 메시지
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사진 가운데 위치하게 들고 있다는 점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이미지 게시물 위에 있는 ‘유니세프’의 로고(게시물1)’나
‘MALALA DAY, JULY14, 2014’의 텍스트들을 인상적인 텍스트 요소
로 가리킨 응답들도 있었다. 세 게시물 모두 유니세프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세프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좋
아요’를 했다는 이유가 게시물1에 대해서만 있는 것[표9]은 게시물1
의 이미지에만 있는 유니세프 로고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로고는 은연중에 이 게시물이 유니세프의 메시지
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유니세프의
캠페인이니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b-4. 텍스트와의 조화
또한 이미지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미지와 텍스트가
아우르는 주제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내용과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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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미
지와 텍스트의 주제적 상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가 마
련되어야 한다. 다만 게시물1에 대한 설문의 응답내용을 보면 일부
의 응답자들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 요소를 ‘좋아요’를 누르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게시물을
‘좋아요’ 하지 않은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메시지가 인상적이지
않다”거나 “메시지가 불명확하다”, “내용이 이해가 안감” 등의 이유
[표10]로 사람들은 각 게시물을 ‘좋아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주로 이미지 정보를 먼저 보고, 이미지 정보만 가지고도
‘좋아요’를 누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내용 전체가
전달하는 메세지를 인상의 객체로 인식하여 인상적인 메시지가 명
확하게 전달될 때 ‘좋아요’를 누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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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게시물별 '좋아요'를 하지 않은 이유

b-5. 효용에 대한 명시
게시물 컨텐츠가 전달하는 주제적 내용 외에, 이 게시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좋아요’를 하는 행위가 도움이 필
요한 그들에게 주어진 이점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한다는 응답의 내
용이 있었다. 즉, 이러한 게시의 행위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
어 낼 수 있는 효용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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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유
니세프의 게시물들 혹은, 그 외의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
시물들은 일상적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매번 가시적인 목적성을 띈
내용의 캠페인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이러
한 기관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시하는 컨텐츠의 내용이 전달하고
자 하는 취지, 즉 단순히 알리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게시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보다 호소력있는 이미지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b-6. 정보적 요소
또한 어떠한 홍보물이 자신에게 정보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요

반응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료의 정보적 요소

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개인적 성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 중 일부는 페이스북의 게시물들을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자료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제시된 UNICEF의
게시물이 ‘정보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여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
다고 대답했다.

b-7. 언어
마지막으로 컨텐츠 요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미지와 텍
스트에 작성된 언어가 어떠한 것이냐의 것이다. 게시물을 읽기를 바
라는 타겟들의 주 사용 언어로 게시물을 제작하는 것은 기본이다.
본 연구에는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지를 분석대상으로 삼다
보니 국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페이지를 설문조사의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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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설문대상자가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
인이었으므로, 게시물의 영어가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큰 난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처럼 수월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
을 것이다.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좋아요’를 하지 않는다는 일부
응답이 있었다. 즉 언어가 불편하면, 그것이 외국어로 널리쓰는 영
어라 하더라도 아예 관심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많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이 1차적으
로 영어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적 표현으로 재구성하여 게시물
을 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이 있다.

2) 작성자 요인
세 게시물에

각각

‘좋아요’를 한 이유의 공통적인 내용 중 하

나는 “유니세프의 글이라서”라는 것이다. 이는 게시물의 컨텐츠 요
소를 떠나 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물론 게시물의 요소 자체에서는 대부분 ‘이미지’를 인상적인
요소로 우선적으로 꼽고 있고, 작성자가 UNICEF라는 사실을 드러
내주는 작성자명과 프로필사진을 인상적인 게시물 요소로 응답한
경우는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CEF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한다는 응답이 게시물1

에 14명, 게시물2에 2명, 게시물3에 3명 있었다. 즉 이들은 UNICEF
라는 게시물의 작성자가 갖고 있는 대중적 신뢰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호감도를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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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적 요인
게시물의 컨텐츠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마련이다. 각 게시물별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정리해보면
게시물1에 대해서는 슬프다는 응답이, 게시물2에 대해서는 ‘동정심
이 느겨진다’, 게시물3에 대해서는 ‘기타 응답’이 많았다[차트3].
각 게시물들에 대한 ‘인간의 6가지 기본 감정: 슬프다, 동정심이
느껴진다, 행복하다. 신난다, 무섭다, 화가난다’ 에 해당하는 각 응답
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수는 ‘동정심이 느껴진다’와 ‘슬프다’
였다. 또한 게시물3에 대해 기타의 응답률이 높았는데 그 감정의 내
용은 ‘비장함’과 ‘존경스러움’, ‘묘하게 복잡한 감정’, ‘용기를 느낌’,
‘희망찬 느낌이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동시에 ‘큰 느낌이 없
음’ ,’의구심이 듬’과 같은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차트 3] 각 게시물로부터 느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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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얼핏보면 유사해보
이는 슬픔의 감정과 동정심의 감정이 게시물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나타났고, 슬픔보다는 동정심을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게
시물2의 ‘좋아요’수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얻
은 게시물3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동정심을 더 많이 느
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상
으로 봤을 때 단순히 슬프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그치게 하는 게
시물 보다는 동정과 연민을 느껴 상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공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시물2와 같은 적극적인 이미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를 얻게 한다는 점이다. 즉 슬픔과 동정
심은 유사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이미지
로서는 슬픔보다는 동점심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다만 슬픔의 감정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던 게시물1의 어떠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슬픔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감정적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게시물3에
대한 감정으로 응답자들이 작성한 ‘용기를 느낌’, ‘존경심’, ‘희망이
느껴짐’ 의 감정들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게시물1과 게시물2에 대해
서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다. 사람들은 게시물3을 보고
상대적으로 슬픔이나 동정심을 덜 느끼고, 이미지의 소녀에 대한 존
경심, 소녀의 태도로부터 본인에게 전달되는 용기 등 행복과 신남으
로 분류할 수 없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게시물3의 주제적 요소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즉 국제인도주의기구
의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인은 슬픔보다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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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 동정심보다는 ‘용기’처럼, 보다 긍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긍정적 감정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6가지 감정에 있는 행복,
신남의 감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4) 개인적 요인

다음으로 게시물의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향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통해 두드러
지는 성향적인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a. 관심 주제인지 여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줄 것
이다. 응답자 중 각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18명은 이 게시물의 컨텐츠 요소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자신과
상관없는 주제’라거나 ‘관심없다’라는 응답으로 ‘좋아요’의 거부의사
를 밝혔다. 반면 ‘평소 관심주제여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람은 4
명에 그쳤다. 즉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
에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겠지만, 적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홍보 게시물에 대한 별도의 판단없이 ‘좋아요’를 하지 않겠다고 응
답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돌리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
요할 것이다.

b. 사회문제에 지지하는 성향
한편 관심 주제이기는 하나 이러한 공익적 이슈에 대해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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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하
고 싶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크게 관심이 있는 사회문제가 아
니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이슈 전반에 대해 지지하고 도움을 주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페이스북 상에서 UNICEF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확률이 높다.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c. ‘좋아요’를 누르는 습관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향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은 원래부터 페이
스북의 ‘좋아요’를 잘 누르는가 혹은 누르지 않는가의 습관적 요인
이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점은 ‘좋아요’를 누른 이유에는 “원래
‘좋아요’를 잘 누른다”라는 내용의 응답이 없었지만, ‘좋아요’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원래 ‘좋아요’를 잘 누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9명
있었다는 점이다.

[표 11] 응답자들의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평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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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115명의 응답자들이 각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12], 세 게시물 모두
를 ‘좋아요’ 한다고 답한 응답자수는 20명, 모두 ‘좋아요’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이었다. 여기서 추론해볼 수 있는 결론은 2
가지이다. 첫번째 추론은 확실히 ‘좋아요’를 하거나 ‘좋아요’를 하지
않는 것은 성향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원래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즐겨하는 사람은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수
월하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반대로 ‘좋아요’를 하는 것을 잘 하
지 않는 사람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추론은 ‘좋아요’한다고 표시 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좋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계속
설명하고자 한다.

6) 페이스북의 특징적 요인

a. 의사표명 공유에 대한 부담감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친구들과 메시지와 의견
등 사생활을 공유하는 장이다. 페이스북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기
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한 것이다. 프라이버시 이슈때
문에 페이스북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범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페
이스북이 탄생한 배경자체를 생각했을 때 페이스북을 공개와 공유
를 위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이러한 정보 전파
에 대한 영향력을 아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어떠한 의사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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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엄
연히 공중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서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게시물의 기본 상태는 ‘좋아요’가 없는 상태이고, ‘좋아
요’를 하지 않는 기본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게시물을 좋아하
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좋아요’를 한다는 것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좋아요’를 누른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요’했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공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감을 느
낀다면, 게시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
을 것이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개인성향의 이유 중, 이러한 ‘공
개에 대한 부담감’의 이슈는 페이스북의 특징으로 야기된 요인이므
로 아래에서 연결하여 계속 후술하고자 한다.
이는 설문응답의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좋아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 중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내가 ‘좋아요’ 한 정보가
뜨는 게 싫어서’, ‘내가 이 게시물을 좋아요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의 이유를 밝혔다.

b. 친구의 게시물 여부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목적은 온라인 사교활동을 돕는 것으로 페
이지가 생겨나서 페이스북이 본격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기 전
까지는 자신과 자신의 친구와 관련된 게시물들만이 게시되고 공유
되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의 게시물을 일종의 구독하는 효과
가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광고성 글들
이 올라온다면 그것인 사회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할지라도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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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
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처럼 ‘친구의 게시물이 아니
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c. 광고성 게시물 여부
한편 이러한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전술한 ‘좋아요’의 정보가 뜨
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친구의 글과 같이 일상적인 내용의 글
이 아닌 사회적 메세지가 페이스북의 본래의 성격과 다르게 게재되
는 것이 싫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공익적 메시지도 일종의
공익광고로서 ‘광고성’ 게시물로 인식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수
많은 광고들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은 UNICEF의 게시물조차 광고
의 일환으로 여기고 관심을 애초에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응답자
중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사람들은 ‘광고성 글이기 때문에’, ‘광
고에 대해 ‘좋아요’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와 같이 UNICEF
의 게시물을 광고로 인식하고 ‘광고’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d. ‘좋아요’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시물 요인
직관적으로 ‘좋아요’한다고 말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비참한 이
미지가 있는 게시물, 슬픈 이미지가 있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기
어려운 요소도 생각해야 한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호감, 공감, 지
지, 행복, 응원, 고무됨 등 다양한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
하는 행위이다. ‘좋다’라는 감정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그대로 모두 ‘좋다’라는 말로 묶일 수 있는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
인 표현이다. ‘좋아요’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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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좋아요’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심상에 여러가지 의미들이 갇힐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즉, 게시물2와 같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고 나아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지해주
고 싶은 마음은 든다고 해도,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자칫 그 이미
지의 상황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거
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사회적 의사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
각이 들 수 있다.
실제로 게시물2의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봤고, ‘동정심’을 느꼈음
에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처참한 이미지를 보
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
요’를 누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즉 게시물을 통해 UNICEF가 의도
한 바를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좋아요’를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페이스북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이
해하고 ‘좋아요’를 눌러 보다 게시물이 페이스북 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좋아요’를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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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4] 게시물별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이유

[차트 5] 게시물별 '좋아요'를 누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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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게시물 조사자료분석, 설문자
료분석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페이지 ‘좋아요’ 수가 가장 높고, 그에 따라 평균적인 게시물 ‘좋아
요’수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위 7개의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을 보조하는
이미지 속에 텍스트가 사용된 게시물들의 ‘좋아요’가 높은 경향을
띄었고, 게시물 ‘좋아요’ 수가 절대적으로 높고, 한 게시물 당 ‘좋아
요’ 수 평균이 가장 높은 UNICEF의 게시물의 경우 이미지의 인물
이 말하는 듯한 내용의 텍스트를 삽입한 게시물들이 높은 ‘좋아요’
수를 얻고 있었다.
다음으로 UNICEF의 게시물 3개가 주어진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크게 5가지: 콘텐츠요인, 화자요인, 감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페이스북의 특징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음을 발견했고, 이 중 콘
텐츠 요인의 주제적 요인과 이미지 요인이 ‘좋아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감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페이스북의 특징적 요인들도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지
만, ‘좋아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게시물 전체의 주제가
얼마나 와 닿는지, 게시물에 사용된 이미지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
지의 여부였음을 알 수 있었다.

91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의 일
환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알아냄으로써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사람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게시물
을 만들며, 그러한 게시물이 페이스북 상에서 널리 공유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다.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는 모금과 지원요청, 계몽
캠페인 등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미디어 활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주목하여 페이스북
상에서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게시물 ‘좋아요’를 더 많이 획득
하기 위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페이스북을 선택한 이유는 그
것이 오늘날 갖는 미디어적 영향력과 사회문화적 의미, 그리고 연구
분석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아요’ 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 것은 ‘좋아요’가 페이스북의 게
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상징하는 페이스북의 대
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좋아
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페이스북

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 7곳
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을 분석하여 각 기구별로 ‘좋아요’ 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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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들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국제
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는 이유와 ‘좋아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115개의 응답결
과를 바탕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홍보를 위한 페이
스북 게시물을 작성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호소력있는 이미지 콘텐
츠를 게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호소력있는 이미지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있고, 메시지의 내
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즉, 직접적인 도
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되
무작정 무기력하고 슬픈 감정이 들게 하기 보다는 응원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더불어 이미지의 내용을 보조할
수 있는 텍스트를 이미지 상에 적절히 삽입하여 이미지만 전달할
때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이미지를 통한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
능할 수 있게 한다면 게시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즉 ‘좋아요’를
보다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13]와 같이 국제인도주
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체크
리스트를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즉 어떠한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페이
스북 게시물을 다음의 요인들을 확인하여 작성한다면 보다 많은 ‘좋
아요’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질문의 항
목은 크게 콘텐츠 요인, 작성자 요인, 감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페
이스북 특징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각각의 세부질문들
이 있다. 게시물이 각각의 세부질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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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크다.

[표 12] '좋아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체크리스트

제 2 절 연구 의의

본 연구는 국제개발홍보분야의 연구와 페이스북 미디어 연구의
주제를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국제인도주의
연구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많은 연구들처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콘텐츠에 대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홍보에
효과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 국제인도주
의기구의 홍보에 있어서 효과적인 콘텐츠 요소에 관한 연구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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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미디어에서 벗어나 최신의 미디어인 페이스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페이스북 연구측면에서는 ‘좋아요’라는 사용
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좋아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넓혔고, 홍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페이스북만
의 새로운 미디어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 있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2.1 인도주의적 연구로서의 의의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는 인도주의적 기치
아래 연구문제를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연구가 학문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
그것이 인류의 삶에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학문의 내
용이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를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의 연구가 학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그 연구결과를 떠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인류애를 실현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행했다는 점에는 그 학문적 의의를 되새기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인류애적 활동을 지지하며, 그
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국
제개발협력 취지의 순수성에 대한 논쟁들이 일부 있기도 하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국제인도주의활동은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국제
적 차원의 어려움을 서로 도우면서 상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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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근, 전쟁, 난민, 질병 등의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구 ‘남반구’ 지역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하
는 가치 있는 비영리 프로젝트들이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
들을 돕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학문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인도주
의 이슈들에 대해 학문적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국제인도주의기
구들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담론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제인도주의 활동의 개념을
되새기고, 국제인도주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인
식되는 홍보에 대한 의미 분석과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했다는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이슈를 연구의 주제로 삼은 데에 학문적인 의
의가 있다.

2.2 융합적 연구로서의 의의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국제개발학분야의 연구와 페이스북
미디어 연구의 주제를 아우르는 학문간의 융합연구라는 점이다. 기
존의 국제개발학의 홍보분야 연구에 있어서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
하기 위한 연구는 미미하였고, 미디어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페이스
북의 사회현상적 측면에서의 분석 외에 페이스북의 인도주의적 활
용을 위해 게시물 전략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
는 양쪽 학문분야의 교차점을 마련해 주는 연구로서 학문적 융합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기존에 각 분야에서 천착하였던 관심주제
를 벗어나 새로운 주제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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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하기 위해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이다.
이 연구문제는 사실상 두 가지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하나
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콘텐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사
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
는 최신의 각광받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는 것이었다.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를 위한 콘텐츠 양상을 분석
하고, 페이스북의 새로운 사회학적 현상로서의 특징들을 다룬 일련
의 연구는 있었지만,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이슈와 같이 인도주의적
주제를 페이스북 상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 고민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는 ‘국제인도주의’와 관련한 연구와 ‘페이스북’ 관련 연구들의
주제와 연구방법론들이 각각 그 틀 안에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국제인도주의적 주제들을 다루는 국제개발학 연구에서는 실증적
으로 어떠한 사실들을 밝혀내는 연구들 보다는 민족지학적으로 현
장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역사적 담론에 따라 연구 문제를 이론적으
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선호해왔다. 그리고 더불어 최신 미디어를 활
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의미적 분석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페이스북 연구는 페이스북 자체가 가지
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적 의미들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었고, 그
것의 정보확산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고 디지털 이타주의를 발현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드문 경향이
있었다.
국제개발학적 측면에서 보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이슈들은
시간을 앞다투는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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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페이
스북 연구 측면에서도 기존의 페이스북의 기능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로 유용한 정보확산, 특히 인도주의적 정보의
적극적인 확산을 돕는 측면에 대한 연구 분석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분야가 학문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
을 마련하였다. 페이스북 상에서 국제인도주의 콘텐츠의 확산을 고
민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인도주의적 홍보를 위한 기존의 미디어
채널에서 채널 하나를 더 널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페이스북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적 특성이 그 이전 미디
어들과는 다른 정보확산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틀 속에서 홍보 이상의 정보확산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융합연
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2.3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전략 연구로서의 의의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인도주의 연구에서 그간 미미했던 효
과적인 홍보 콘텐츠 분석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인도주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80~90년대 홍보 콘텐츠의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기를 띄기도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콘텐
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다. 즉 기존의 많은 연구들처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콘
텐츠에 대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홍보에 효과적
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 이 연구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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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함이다. 그 동안의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를 위한 콘텐츠
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콘텐츠들의 전략들을 분석하기 보다는 그
콘텐츠가 사용된 사회문화적, 혹은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류해냄으로써 국
제인도주의기구가 홍보 콘텐츠들을 만들어 낼 때 고려해야할 주요
요인들을 새롭게 정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상적으로 현상을

분석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홍보
를 위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할 요인들을 실용적으로 알려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얻어낸 인사이트를 토대로 기구들은 재난
현장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이미지 위에는
그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정리해주는 텍스트를 사용
하며, 사진 속의 주인공은 전신 샷 이미지를 자제하여, 보다 호응도
높은 게시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2.4 국제인도주의 홍보에 있어 미디어 확장

본 연구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있어서 효과적인 콘텐츠
요소에 관한 연구를 전통적 미디어에서 벗어나 최신의 미디어인 페
이스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이전에 국제개발
홍보와 관련해서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던 미디어는 잡지, 텔레비젼,
신문 등과 같이 아날로그 미디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나아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을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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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제개발학의 연구 대상 범위를 확장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와 유사한 취지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World Vision

편지 실험연구(Dyck & Coldevin,1992)’였다. 편지 이외의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을 분석한 연구들은 드문데,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최신의 미디어를 주제로 다룬 국제인도주의
관련
의미를

연구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분석한(Brandtzaeg외,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효과적인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페이스북

2014)
홍보

게시물

연구이다.
콘텐츠를

‘좋아요’의
그

알아내기

외에는
위한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 연구는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페이스북을 주요한 홍보 채널로서
인식하고, 최신의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하겠다.

2.5 페이스북 ‘좋아요’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본 연구는 ‘좋아요’라는 사용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좋아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페이스북 ‘좋아요’에 대한 의미적 분석을 한
연구들이 미미하여 페이스북 ‘좋아요’를 이해하는 기준적 틀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를 통해 ‘좋아요’를 누르는데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좋아요’라는 행동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좋아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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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일반적인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페이스북 상에 게시물
‘좋아요’를 하는데 미치는 주요 이유(메시지가 와 닿아서, 이미지가
와 닿아서)와 국제인도주의기구 게시물 ‘좋아요’의 주요 이유가 상
통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좋아요’ 요인 중에 페이스북의 고유한 특
징들로 인한 요인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게시물 외에도 적용될만한
여지가 있다.

2.6 홍보미디어로서의 페이스북 의미 제고와 정보확산 매커니즘
에 대한 개념적 틀 제시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페이스북만의 새로운 미
디어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페이스북의 홍보미디어로서의 의의를 되새기고, 그 특징들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페이스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페
이스북 상에 만들어지는 소셜네트워크 특징들과 관련한 현상들을
사회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이 홍보미디어로서 갖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이러한 측면에
서 페이스북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페이스북이 홍보미디어로서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마케팅 영
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eWOM 개념과 AISAS모델을 차용하여 페이
스북의 ‘좋아요’ 개념과 정보확산의 개념을 이해하였고, 페이스북의
정보수용의 과정을 재해석하였다.
페이스북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적 특성이 그 이전 미디
어들과는 다른 정보확산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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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틀 속에서 홍보 이상의 정보확산의 구조를
해석해야 한다. 즉 기존 미디어들처럼 정보의 일방적인 배포가 아닌,
정보 프로슈머가 된 정보수용자들의 능동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
능동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정보의 전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
는데, 그들은 정보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남
기고, 타인에게 공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페이스
북 상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게시물이라는 콘텐츠
에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이 콘텐츠에 대한
인지 혹은 수용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공유하기를 통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좋아요’는 콘텐츠에 대한 긍정
적인 피드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물은
페이스북 내 알고리즘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기회를
얻게 됨으로 페이스북 상 정보확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페이스북의 ‘좋아요’라는 행위를 eWOM의 개념을 통
해 인식함으로써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페이스북 내에서 입소문
효과를 가져와 콘텐츠의 내용이 보다 많이 전파될 수 있음을 시사
함으로써 ‘좋아요’의 요인을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페이스
북 사용자들이 게시물의 콘텐츠를 수용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AISAS
모델을 변형하여 이해함으로써 정보수용자가 ‘좋아요’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다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페이스북의 정보확산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페이스북을
홍보미디어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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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널리 알
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시작되었다. ‘정보화 시대’라는 표
현을 사용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정 시급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얼
마나 잘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들, 이를 테면 아사 직전에 놓인 사람들, 전쟁 난민, 재난현장의
사람들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식이 그러한 정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 인
프라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본 연
구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보의 확산이라는 프로세스에는 실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를 확산시키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정보 콘텐츠의
확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순수하게 어떠한 내용이 정보로서 전달되는 것과 그 정보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수용하여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각각
의 모든 단계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정보의 문제를
넘어서는 설득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인도주의
적 이슈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순
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홍보 콘텐츠라는 정보를 만
들어 배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 그 이상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를 정보로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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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을 최신의 발달된 미디어 플랫폼
속에서 고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를 다
룬 콘텐츠들에 대한 해설을 담은 연구들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전파하며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
록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비용 대비 가장 많은 잠재적 정보수용자를 갖고 있는 페
이스북이라는 SNS를 주목하고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들을 페이스북상
에서 보다 널리 전파하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
을 찾고자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정보의 전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
하는데, 그들은 정보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타인에게 공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페이
스북 상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게시물이라는 콘텐
츠에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이 콘텐츠에 대
한 인지 혹은 수용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공유하기를 통해 타인에
게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좋아요’는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물
은 페이스북 내 알고리즘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기
회를 얻게 됨으로 페이스북 상 정보확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페이스북 상에서 국제인도주의적 이슈를 보다 널리 확산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좋아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다 많은 ‘좋
아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다시 말해
‘좋아요’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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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이전 단계인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게시물에 대한 분
류를 다룬 연구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요인에 대한 이전연구
가 미미했기 때문에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했기 때문이다. ‘좋아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걸러내기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서혜승,
2014). 그러나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은 페이스북이라는 환경 속에서 매우 복잡다단하다. 따라서 ‘좋아요’
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에 앞서 이번 연구
에서는 어떤 ‘좋아요’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 연구 속에서도 ‘좋아요’에 미치는 요인은 곧 사람의 행동심리
와 관련된 것이므로 정량적인 방법들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
보한다고 해도 다양한 독립변수를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떠한 요인들이 ‘좋아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향성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좋아요’ 요인을 밝히는 것
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정보수용자가 콘
텐츠의 내용에 대해 기존에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하
지 않았다. 그 밖에 ‘좋아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좋아요’는 페이스북에만 있는 특별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온전히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숙
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좋아요’는 결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콘텐츠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기는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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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좋아요’를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긍정
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 간주하였으나, ‘좋아요’를 안
했다는 것이 반드시 게시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정밀하게 종속변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여부, 게시물 내용에 대한 숙
지여부, 게시물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는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다양
한 기구들의 게시물들을 수집한다면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페이지 ‘좋아요’ 수가 작은 하위
기구들의 게시물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만을 대상
으로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미디어에도 공통적으로 통용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
과들이 다른 미디어 상에서의 홍보게시물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페이스북만이 지니고
있는 미디어적 특성들이 있고,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 한정하여 조사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다른 미디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앞
서 살핀 본 연구의 한계적 지점들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보다 정
밀하고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럼으로써 국
제인도주의기구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효율적
인 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널
리 전파할 수 있는 게시물 전략들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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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Facebook Posts for the
Public Re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 An Analysis on Factors Impacting the
Facebook Posts

‘Lik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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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 (IHO) actively engages
in public relations (PR) for the purpose of fundraising, campaigning,
and requesting assistance to relieve people in need, ofte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 IHO uses a variety of media for the PR.
Facebook is one of the media, which is particularly advantageous for
the PR of the IHOs. Facebook has about 1.3 billion users and it can be
easily accessed by anyone.
It is necessary for an IHO to make their posts on Facebook more
visible to a wider range of audience and have the posts shared by many
to help disseminate the IHO’s messages. The key component that
enables the IHO’s PR utilizing Facebook is Facebook’s ‘Like’ button,
which shows the level of people’ s positive reaction to a Facebook post
and frequency of people’s shares of the post. If a post gets a lot of
‘Like’s, it means the post attracts positive reaction from the people and
that the post is exposed to the Facebook friends of those wh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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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d’ the post.
Based on this background supporting IHO’s PR strategy on
Facebook I examined which factors affect people to ‘Like’ an IHO’s
Facebook posts. The methods of the study were structured in two
phases: 1) to investigate posts’ features of main IHOs; 2) to find out
the reasons why people leave ‘Like’s on some posts while they do not
on other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posts with images that include messages
in textual form or images which realistically depicts the emergency of
the situation tend to get more ‘Like’s through investigating the posts on
seven IHOs’ Facebook pages.
Second, through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multiple factors impact
the number of ‘Like’s on IHO’s. Th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contents, writer, emotional, individual and Facebook factor.
The contents factors could be divided into thematic factors, image
factor, power of delivery factors, specified utility and language factors.
Writer factors mean that if a ‘Liker’ supports a post writer, then he has
more possibility of liking regardless of contents. In studying emotional
factors, posts which evoke courage than sympathy, and sympathy than
sadness had more chance of getting ‘Like’. Furthermore,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issues tended not to
‘Like’ a post by an IHO no matter what the contents are. Lastly, a user
also was likely to ‘Like’ a post when the user considered the post
valuable to share or to record for later use.
Third,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pecific image factors and
the number of ‘Like’s revealed that when the main person in image is a
local who is suffering in their area, and when the image includes a text
in it, the number of ‘Like’s tend to be higher.
This research concludes the following points, which contributes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study of Facebook as a media. 1) It projected which factors in
Facebook posts are likely to be effective in the PR for IHO which was
not discussed in the existing research which focused on the after-the –
fact explanations of the PR contents. 2) It extended the research theme
about the ‘effective factors in IHOs’ PR contents to Facebook, beyond
the traditional media. 3) This study expanded the conceptual idea of a
‘Like’ in Facebook, through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fine ‘Like’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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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 users’ index. 4) Lastly, the study explored the
particularities of the new medium Facebook with a focus on its
implications to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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