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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페이스북의 이용 기간과 

개시 · 반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크롤링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최 희 재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을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포스팅, 공유, 코멘트 등의 행위 지표

들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본다. 

  본래 SNS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특정 조건 속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필연적이기에 본 연구는 이를 컨버전스 문화의 시각으

로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생산과 소비가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

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본 연구는 ‘개시’와 ‘반응’이

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용행태에 따른 이

용자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이용시점에 따라 달

라지는 지배적인 이용자 유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재현(2013)의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페이스북 이용 

분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된 크롤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포괄적

인 이용자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였다. 



- ii -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는 Facebook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계정 개설 시점부터 2013년 데이터 수집 시기까지의 이용 로그이다. 

수집된 각각의 데이터는 월별로 잘라 각 월에 해당된 이용 행태들을 

포스트 유형 형태로 집계하였다. 수집 대상이 된 이용자들은 모두 

2271명으로, 적게는 1개월부터, 많게는 가장 오래 Facebook을 이용한 

이용자의 99개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정 개설 

후 약 48개월이 지나면 집계되는 이용자들의 수가 급감하여 대표성을 

잃기 때문에, 전체 99개월 중 이상치를 제외한 48개월만 분석에 포함

하였다. 완성된 분석 데이터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 SPSS와 엑셀 분석 

도구인 XLSTAT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래프를 완성했다. 

  [연구문제 1]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

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였다.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수치는 각 이용자들의 반응 활동의 평균치를 개시 

활동의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 각 월 별로 이용자들 간의 평균치를 구

해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

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속성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로, 인구통계학적 속성 별로 각 그룹의 개시와 반응 추이

의 상승 또는 하강 정도를 파악한 후, 각 그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는 그룹1과 그룹2의 기울기를 파악하여 기울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문제 3]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

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였다. 먼저 유

형 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로 나열된 이용 행태 데이터

를 단면으로 잘라 살펴보았다. 이후 각 이용자의 개시 대비 반응 수치

의 개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 활동의 높고 낮음과 반응 활동

의 높고 낮음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총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 iii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페이스북 이용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이었다. 그 결과 그래프는 실제로 상승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이 늘어나는 속도가 개시 활동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입

증하여 가설을 지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발견은 마노비치(2008)가 설명

한 컨버전스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노비치는 컨버전스 문화에 대해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생산의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 이용자는 생산보다는 소비를 하

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소셜 미디어와 생산과 소비의 행태는 분명 바뀌

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생산자가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

는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듯, 페이스북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스팅 플랫폼으

로 바라보기 보다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행태가 많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페이스북에서는 

동영상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하나의 동영상을 클릭하면 추천

수가 높은 관련된 동영상을 쓰레드(thread)로 연달아 제공한다. 이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콘텐츠적 목적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비록 페이스북이 다른 전통적 미디어보다 이용자들의 개

시 행위를 폭발적으로 많이 이끌어냈으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다른 친구의 포스트에 반응하는 행위의 비율을 넘지 않는

다. 이는 마노비치(2008)의 풀이대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전문적으로 생산된 미디어가 나머지 사람들의 소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컨버전스 문화에서도 모든 

이용자가 생산자는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에서도 각 집

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구문제2]는 지지되었다. ‘남자’ 그룹은 

상승 추세를 보였고 ‘여자’ 그룹은 하강 추세를 보였는데, 이를 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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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남자들은 개시 활동 보다는 다른 친구의 포

스트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선호하고, 여자는 자신

의 이야기를 포스트 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10대~20대’는 개시 활동을, ‘30대~40대’와 ‘50대 이상’은 반응활동

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이용행태 특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이는 Killian(2012)이 유형화한 세대 별 SNS 이용행

태와 연관이 있다. Killian(2012)은 능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밀레니엄 

세대(the highly connected Millenials)와 수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절

제된 밀레니엄 세대(the restrained Millenials)로 이용자 집단을 나눈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10대~20대’는 연결된 밀

레니엄 세대로, ‘30대~40대’와 ‘50대 이상’은 제한된 밀레니엄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집단과 ‘대

학교’, ‘대학원’ 집단 사이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아예 학력란을 표기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높은 대

학 진학률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가 ‘대학교’로 집단을 표기하였고 나

머지 두 집단의 경우 낮은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학력과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윤지영(2014)의 설명대로, SNS에서는 사용자들의 공

유와 연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재구성되기도 하며,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 콘텐츠 자체에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

을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블로그 포스트가 제3자에 의해 페이스

북에 링크되면서 새로운 구조로 ‘공유’된 것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의 페이스북에 글이 연결되고, 그 지인들의 반응을 통해 다시 여러 네

트워크로 확산되는 현상은 본 연구에 의하면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특

성에 따른 이용 행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화의 추세는 개시와 반응 활동 비중이 모두 높은 A

타입 이용자들이 약 50%로 가장 많고, 활동량이 적은 D타입 이용자들

이 약 35%를 차지하였다. 개시와 반응 활동 둘 중 한 가지만을 더 많

이 보이는 B타입과 C타입 이용자들은 각각 15%와 1.5%의 낮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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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A타입 이용자들의 비율이 갈

수록 줄어들어 계정 개설 후 약 4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시 활동보다 반응 활동 비율이 높은 C타입 이용자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급격히 늘어나 계정 개설 후 약 4년 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생

산 보다는 소비 활동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시

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특정 시

점만을 분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활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았다. 둘째는 페이스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기존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속성이나 페이

스북의 네트워크 속성 등 일차원적인 지표만을 연구 주제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조금 더 큰 관점인 컨버전스 문화 속에서 페이스북을 바라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분야의 생산과 소비 개념을 SNS인 페

이스북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론 측면

의 의의는 크롤링 데이터의 사용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고 보다 자세한 검토가 가능했다. 

주요어 : 페이스북, SNS 이용행태, 유형화, 시계열 분석, 개시와 반응, 

컨버전스 문화,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크롤링 데이터

학  번 : 2013-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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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 제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크게 마

케팅 도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사회관계망, 권력 내지 영향력 

행사의 장으로 볼 수 있다(이재현, 2013). 이 중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

워크를 넘어 우리의 사회성을 규정하는 두드러진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면서, 특히 사회적 관계와 소셜리티가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지가 

SNS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페이스북을 매개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매개의 역학 관계를 연구할 필

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관련 연구들은 사회관계망, 

이용 동기,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졌고, 뉴스피드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콘텐츠 또는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NS의 등장과 함께 일차적으로 

트위터가 주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의 이용

자가 늘어나면서 관심을 받았다. SNS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들은 

크게 연구의 주제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

구의 주제적 측면은 Wilson 등(2012)이 실증적으로 수행한 페이스북 

관련 연구 분류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Wilson의 분류는 잠재적으로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266개의 연구들을 모아 작은 하위그룹

들로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페이스북 관련 연구들은 (1) 

이용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관련(24%), (2) 페이스북 이용 동기 

관련(19%), (3) 정체성 표출 관련(12%), (4)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페

이스북의 역할 관련(27%), 그리고 (5) 프라이버시와 정보 노출 관련

(18%) 등으로 나뉜다. 또한 이재현(2012)이 분류한 트위터 또는 트위

터 상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기존 관점들은 1) 마케팅 도구, 2) 결속

과 연결, 3) 사회관계망, 그리고 4) 권력관계로 나뉜다. 더불어 SNS 분

석의 방법론적 측면은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이 있다. SNS의 분석은 오

프라인 환경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법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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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으로 직접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은 학문적 경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 부분

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페이스북의 이

용행태 관련 연구에는 이용자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대한 논의가 부족

하다. 이용 행태를 직접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에는 미디어의 소비와 생

산의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들이 있는 관련 지표들이 다수 등장한다. 예

로 이용자 일생 동안 상호작용의 분포 관련 연구(Wilson et al., 2009)

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전체 인구, 이용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SNS의 초기 참신함

이 차츰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

여 활동한 이후의 행태에 대한 추이를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이용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

양한 이용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페이스북이

용자들에 대한 분류 또는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 다른 이론적 측면의 한계로는 페이스북의 이용행태를 시간의 변

화를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SNS는 사용자

에 대한정보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로 (Beer, 2008), 이 아카이브는 사

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성함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발전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Joinson, 2008).

  반면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정

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

부분의 연구들은 서베이나 간단한 실험 등을 사용하여 제한적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페이스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유효한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의 한계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일차적 

지표를 넘어 생산과 소비의 관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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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포스팅, 공유, 코멘트 등

의 행위 지표들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알아

본다. 더불어 페이스북 연구들은 social computing 분야가 주를 이루

고, cmc 분야,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은 수가 적은 편이다. 

본래 SNS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특정 조건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필연적이기에 본 연구는 이를 컨버전스 문화의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이용자의 생산과 소비가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발

현되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본 연구는 1차적 지표를 뛰어넘어 

‘상호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때 ‘개시’와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용행태에 따른 이용자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이용시점에 따라 달라지

는 지배적인 이용자 유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재현(2013)의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페이스북 이용 분

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된 크롤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포괄적인 

이용자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였다.



- 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제1절 페이스북 이용행태 관련 연구

1. SNS 전반에 관한 선행 연구  

  SNS의 역사는 1997년 초기 모델인 Six Degrees.com으로 시작하여 

Friendster과 MySpace 등을 거쳐 2005년 대학 기반의 네트워크 사이

트로 시작한 페이스북으로 인해 정점을 맞았다. 초기부터 개방형이었던 

다른 SNS들과 다르게,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 동문들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시작하여 점차 대학생, 고등학생들로 니치 범위를 넓혀 현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boyd & Ellison, 2007).  

  boyd와 Ellison(2007)은 다양한 social network site들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SNS는 개인들이 (1) 

경계 지어진 시스템 내에 공적인 혹은 반공적인 프로필을 구성하도록 

하고 (2) 자신들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친구 목록과 연계되도

록 하고 (3) 그들의 친구 리스트와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진 다른 네트

워크들을 보고 넘나들 수 있게 해준다(boyd & Ellison, 2007). 이 때 

SNS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 보다는 이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가시화하고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SNS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사람

들을 만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확장된 ‘네트워

크’의 일부분인 사람들과 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강조

하기 위해 boyd와 Ellison(2007)은 SNS를 네트워킹 기능보다는 네트워

크 자체에 집중하여 social ‘networking’이 아닌 social ‘network’ site

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현재 페이스북, Twitter, Instagram 등 다양한 종류의 SNS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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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 Boyd와 

Ellison(2007)은 2007년의 연구에서 SNS의 기반이 되는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로, SNS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인 프로필은 

시스템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친구 목록을 연결시켜준다. 프로필을 공개

하는 수준과 접근성의 설정은 SNS들을 차별화하는 한 방법이다. 페이

스북은 프로필의 주인이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에서 동

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둘째로, 사용자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 내

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일방향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팬’이나 ‘팔로워’가 되거나 양방향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으로 나누어진다. 셋째로, 네트워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능도 중

요한 구성요소로, 이는 친구목록 등으로 대표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가 다른 친구들의 프로필에 메시지나 코멘트 등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다양한 SNS들은 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공유하나, 사

진 공유나 지역 설정 등을 포함하는 이 외의 기능들은 SNS 별로 크게 

다르다.  

  SNS를 둘러싼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그리고 방법론적 전통에서 생

겨나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나 대부분 CMC 연구에 

기반을 둔다. boyd와 Ellison(2007)이 분류한 SNS 관련 연구는 인상 

관리와 관계 수행,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구조, 온라인/오프라인 관계, 

그리고 프라이버시 연구로 나뉜다. 더불어 Wilson 등(2012)이 실증적

으로 수행한 페이스북 관련 연구 분류는 이용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

석 관련 24%, 페이스북 동기 관련 19%, 정체성 표출 관련 12%, 사회

적 상호작용에서의 페이스북의 역할 관련 27%,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정보 노출 관련 18%으로 나타났다.

  Wilson 등(2012)은 또한 법, 경제 분야에서부터 심리학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페이스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연구

들이 증가하고, 각자 독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결과가 도출

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회 현상과 연관지어 페이스북을 연구하는 이



- 5 -

유를 분류하는데 첫째로, 페이스북에서 수행되는 여러 활동들이 구체적

이고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을 꼽는다. 본래 인간의 행동

은 규정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이전에 평

가하기 어려웠던 행동들에 대해 접근성을 가져다준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실시간으로 정보가 추가되는 사회적 행위의 지속적

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페이스북의 선풍

적인 인기는 그 자체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셋째, SNS의 증가는 사회

에 새로운 이익 또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학문적인 고찰이 필요하

다.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페이스북의 이점은 사생활과 정

보 노출 문제와 떨어져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Wilson et al., 2012).  

  이와 같이 페이스북의 학문적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네트워크가 증가하

면서 이용 인구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면서 연구 

대상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특성

은 이용자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에 특히 가치를 부여한다. Wilson 

등(2012)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구성에 관한 이

용자 관련 연구는 생태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페이스

북은 프로필 정보를 통해 사용자들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모수

(population parameter)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 또는 이용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처리가 가능하다.

2. 페이스북의 크롤링 데이터 분석 

  페이스북 연구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

지 체계가 있다. 첫째, 오프라인 환경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

법, 둘째, 페이스북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법, 셋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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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크롤링(data crawling)을 통해 직접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

이다. 

  데이터 크롤링은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알고리듬

을 부여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능동적인 참여 없이도 프로필이나 활동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Gjoka et al., 2011). 하지만 

대부분의 페이스북의 이용 행태 관련 연구는 서베이 방식을 통한 자기

보고(self-report)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엄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

기도 하여(Spiliotopoulos et al., 2013) 이용 행태 관련 연구에서는 데

이터 크롤링 방식이 선호되기도 한다.  

  페이스북 API를 통해 데이터를 크롤링한 Spiliotopoulos 등(2013)의 

연구의 경우, 참여자의 1/3은 페이스북의 포스트를 통해 모집되었고, 

다른 1/3은 온라인 포럼, 메일링 리스트, 온라인 학회 등의 포스트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나머지 1/3은 페이스북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모집

되었다. 광고 캠페인은 연구의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어 페이스북 계정

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베이에 접근

하게 설계되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기본 프로필 정보와 함

께 친구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접근권을 요구했고, 67.1 퍼센트가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페이스북의 이용 행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통해 이용 동기를 탐구한 이 연구는 실제 API 정

보를 사용하여 사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정밀한 자기중심적(egocentric)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의 확산에서의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을 밝히고자 페이스북

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Bakshy 등(2012)의 연구는 시간적 클러스터링

(temporal clustering)을 통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뉴스

피드에 올라온 URL의 노출과 실험 대상자가 그 URL을 공유할 경향 

간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 때 총 253,238,367명의 대상에 대해 

75,888,466개의 URL이 사용되었고, 크롤링 방식을 통해 연구 결과가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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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는 특히 페이스북의 실제적 이용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이용행태를 변수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연구들은 페이스북, 

Twitter과 같은 다양한 SNS에서 이용자들이 어떠한 이용 행태를 보이

는 가를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SNS 이용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1) 이용량, 2) 상호성, 3) 이용과 충

족, 4) 자기표현, 5) 기능별 이용 행태, 6) 네트워크 크기, 7) 커뮤니케

이션의 질, 그리고 8) 페이스북에 대한 친밀도의 여덟 가지 변수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페이스북은 학문적 경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지만,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페이스북의 이용행태 관련 연구에는 이

용자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기존 페이스북 관련 

연구들이 통상적으로 서베이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던 때와 달

리, 최근 API를 통한 크롤링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암시되기도 한다. 일례로 이용 행태를 직접 살펴본 연구

들의 결과에는 커뮤니케이션 동기보다는 미디어의 소비와 생산의 맥락

에서 해석될 여지들이 있는 관련 지표들이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어 

Spiliotopoulos 등(2013)이나 Joinson 등(2008)의 연구에서 밝힌 

‘content’ 동기들은 이용행태가 정확히 측정되면서 그 비중이 점차 늘

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이러한 페이스북의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이용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이용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

데, 이용자들에 대한 분류 또는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연구마다 각기 다른 척도와 기준을 사용하여 이용행태를 다루다보니 

동기, 이용과 충족, 네트워크 특성 등 여러 변수들이 혼합되어 사용되

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이용자에 대한, 또는 이용행태

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엄밀한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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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 부재하다.

  또 다른 이론적 측면의 한계로는 페이스북의 이용행태를 시간의 변

화를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McLaughlin(2012)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이용 

규범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시간 축을 추가함으로써 이용 

행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SNS는 사용자에 

대한정보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로 이해될 수 있는데(Beer, 2008), 이 

아카이브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성함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된다. 이

에 Beer(2008)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SNS 사용자의 활동들을 파헤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페이스북 관련 연구는 현재 이용 행태의 ‘스냅 사진(snap 

shot)’만을 포착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발전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Joinson, 2008).

  반면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정

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

부분의 연구들은 서베이나 간단한 실험 등을 사용하여 제한적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리콜에 의거하여 질문에 답

한다는 점, 서베이 질문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수많

은 오류를 잠재적으로 내포한다. 예를 들어, Palmieri(2012)는 가설적인 

페이스북 페이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여러 변인들을 통제시켰는데, 이

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불확실성 감소 이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하는 실제 페이스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유효한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실제 페이스북 사이트에 대해 접근성을 갖는 

것은 포스트된 사진의 성질, 포스팅의 내용 (커뮤니케이션용, 교호용, 

비즈니스용 등), 친구에 의해 포스트된 코멘트, 프라이버시 설정, 그리

고 특정한 페이스북 기능의 사용 등과 같은 실제적인 페이스북의 콘텐

츠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부가적인 연구의 방향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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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et al., 2012).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일차

적 지표를 넘어 생산과 소비의 관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포스팅, 공유, 코멘

트 등의 행위 지표들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을 ‘개시’와 ‘반응’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2절 생산과 소비 

1. 컨버전스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의 생산과 소비

  현재 미디어 환경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국면

을 맞이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 소비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

던 것에 반해 미디어의 이용이 컨버전스 시대의 맥락으로 이행하면서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의 역학이 변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들의 등장은 이용자들이 생산자로 변모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이로 인해 SNS의 이용행태를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논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은 Jenkins의 ≪컨버전스 문화

≫에서 자세히 묘사된 바 있다. 

  Jenkins(2006)는 미디어 컨버전스, 참여 문화, 그리고 집단 지성의 

세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이 중 ‘컨버전스’ 개념은 

페이스북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Jenkins(2006)

는 컨버전스를 ‘다중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드는 콘텐츠의 흐름’, ‘다중 

미디어 산업 간의 협력’, 그리고 ‘원하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위해서 

어디든 갈 미디어 시청자(audience)의 이동’ 이라고 정의한다. 미디어 

컨버전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모든 브랜

드가 팔리며, 모든 소비자는 다중 미디어 플랫폼에 매료된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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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순환은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크게 달렸다. 컨버전스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고 흩어진 미디어 콘텐츠들을 연결하

도록 장려 받는 문화적 변화를 나타낸다. 참여 문화라는 용어는 수동적 

미디어 관람의 낡은 개념과 반대된다.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각

기 다른 역할을 맡는 부류로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에 의

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등한 참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Jenkins(2006)가 말하는 소비는 집단적인 행위의 과정이 되어 서로 

지식을 모아 정보를 생산하고, 이것은 미디어의 권력에 대항하는 힘이 

된다. 컨버전스는 단순히 상업적으로 생산된 물질들과 서비스로 이루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주도할 때 발생한다. 

또한 컨버전스는 미디어 산업이 기존의 ‘미디어 소비’란 무엇인가를 다

시 생각하게 하여 프로그래밍과 마케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Jenkins(2006)는 SNS의 상의 소비를 이용자들의 ‘능동성’과 ‘수동성’

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수동적이었다면 새로운 소비

자들은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예측가능하고 명령 받

은 곳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소비자들은 이동을 즐기며 네트워크나 미

디어 자체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고립된 개인

들이었다면, 새로운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연결되었다. 기존의 소비자

들이 침묵하고 보이지 않았다면, 새로운 소비자들은 시끄럽고 공개적이

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새로운 문화 형식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극화는 이제 참여의 차이

(participation gap)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Jenkins(2006)는 SNS

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이용자들을 극히 능동적이자 생산적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소비에 대한 설명은 참여 수준의 차이로 대체한다.

  하지만 마노비치(2008)는 컨버전스 문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

르게, 생산과 소비의 위계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노비치는 프

로슈머의 등장으로 생산의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

어 이용자는 생산보다는 소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소셜 미디어

와 생산과 소비의 행태는 분명 바뀌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생산자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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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소셜 미디어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의 

등장은, 첫째,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지는 않는 문화적 ‘아마추어’와 미

디어 산업 간의 관계, 둘째, ‘아마추어’와 전문적 생산의 세계 간의 관

계를 재구성한다. 마노비치는 웹 2.0에서 나타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의 변화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특징은 2000년대에서는 생산

의 주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전문적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를 소비하던 웹 이용자들이 웹의 발달과 함께 다른 비전

문적 이용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 미디어의 환경에서도 해당된다. 

  Manovich(2008)는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슈머’의 등장을 조금 색다

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첫째, 이러한 변화는 모든 이용자가 생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오직 0.5

에서 1.5%의 이용자만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나머지 

98.5-99.5%의 이용자들은 전자의 이용자들이 만든 콘텐츠의 소비자로 

남았다. 따라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전문적으로 생산된 미

디어가 나머지 사람들의 소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상에서 “상위 40”개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

인 콘텐츠에서 ‘롱 테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iTunes의 

모든 음악은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은 팔리는데, 이는 모든 콘텐츠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론

적으로 이런 낮은 소비량을 가진 콘텐츠들의 총 소비량을 합하면 상위 

40개의 아이템의 소비량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웹 2.0시대의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질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Ritzer 등(2010)은 

경제 논리로 이를 해석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는 산업적 비용이 

낮아지고 페이스북 등에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용자의 수가 늘면서, 소

셜 미디어의 시장은 ‘풍족’해졌다. 이처럼 희소성이 낮아진 환경에서는 

제작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결과물의 수량을 늘리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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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프로슈머

들이 대가가 없음에도 충분히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웹 2.0은 기능

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용자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은 Jenkins(2006)와 

Manovich(2008)의 컨버전스 문화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윤지영의 ≪오가닉 

미디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컨버전스 문화의 논리들

은 SNS의 실제적 행태들로 구체적으로 입증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윤지영(2014)은 미디어의 세 가지 요소를 분류하고 SNS에서의 매개

의 형태를 규정한다. 미디어는 컨테이너, 콘텍스트,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미디어의 세 가지 요소는 SNS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하여 두 가

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SNS의 컨테이너는 다양화 되고, 구조적

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컨테이너)

에 한 조각씩 흘러 다니는 것과 같이, 콘텐츠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

법에 따라 역동적으로 엮이고 해체될 수 있다. 둘째, 윤지영(2014)은 

사용자들의 공유와 연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재구성되기도 

하며, 콘텐츠 자체에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한 

블로그 포스트가 제3자에 의해 페이스북에 링크되면서 새로운 구조로 

‘공유’된 것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글이 연결되고, 그 

지인들의 반응을 통해 다시 여러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더욱 풍부한 콘

텐츠로 성장한다. 셋째, 컨텍스트 역할이 확장된다. Wikipedia에서 소

비자의 소비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검색어를 정교하게 하는 생산

적인 행위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서 웹 북의 하이퍼링크

는 새로운 컨텍스트. 콘텐츠 제공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도

록 돕는다(윤지영, 2014). 

  또한 윤지영(2014)은 매개의 네 가지 형태를 규정한다. 첫 번째는 콘

텐츠의 ‘창조’ 행위이다. 두 번째는 상품후기, 큐레이션 서비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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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인 ‘재창조’의 형태이다. 페이스북에서 단

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닌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 

화두를 던지는 것 또한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양적 확산과 관련이 

있는 ‘복제’형태로, 내 입장에서의 소비 행위가 생산 행위가 될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좋아요’를 눌러 내가 공감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 

콘텐츠가 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소비 행위

로, 검색과 같은 단순한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윤지영(2014)은 위와 같이 생산과 소비 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의 어우러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NS에서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생산과 

소비들은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산행위는 포스트, 태그, 코멘트 

등의 생성을 의미하고, 반면 소비 행위는 라이크, 공유, 좋아하는 페이

지 등을 선택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히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행위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각 다른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SNS에서의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Burke 등(2009)은 콘텐츠 피드(content feed)를 사용자에 대한 스토

리를 편집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피드

들은 다른 이용자에게도 콘텐츠를 더 많이 올리도록(contribution)하는

데, 주로 1) SNS의 특징들과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2) 다

른 친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콘텐츠를 올리도록 장려하고, 또는 이 

두 효과를 동시에 보인다. 페이스북 상에서 콘텐츠 기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용자는 간단한 상태 메시지를 포스트하기도 하

고, 사진을 업로드하고, 흔히 담벼락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프로필에 

준 공적(semi-public)으로 글을 올리기도 한다.

  Jenkins(2006)와 Manovich(2008)의 주장에 따라 미디어 이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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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이 증명되었고, 윤지영(2014)의 논의에 따라 SNS의 구체적 행태

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현상에 

설명력을 부여할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니, 기

존 연구에서는 소비와 생산의 문제를 SNS 이용의 능동적 사용과 수동

적 사용의 관점에서 다룬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능동적 사용과 수

동적 사용은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부분적으로만 소개하거나, 체계적이

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용자의 생산과 소비 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더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NS의 능동적 사용과 수동적 사용을 분류한 후 이용행태를 분석하

여 SNS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는 연

구 중 Killian(2012)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나 자유롭게 디지털 

미디어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의 

SNS 이용 행태를 알아보았다.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를 

분리하기 위해 비교적 능동적인 사용자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측면을 

가진 미디어인 SNS를 대상으로 하여 페이스북, Wikipedia, YouTube 

등을 살폈다. 이 때 블로그를 읽는 행위는 수동적 사용, 코멘트를 포스

팅하는 것은 능동적 사용,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은 능동적 사용 등으로 

분류하여 미디어 소비 행태를 알아본다. 또한 능동적 사용과 수동적 사

용으로 이용행태를 나누고 이에 따라 미디어 소비량을 분석하여 세 가

지의 이용자 타입을 유형화 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절제된 밀레니엄 

세대(the restrained Millenials)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능동

적 및 수동적 이용 행태를 보였다. 두 번째 그룹은 재미를 추구하는 밀

레니엄 세대(the entertainment-seeking MIllenials)로, 소셜 네트워크와 

파일 공유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수동적 이용 행태를 보였고, 첫 번

째 그룹보다는 높은 능동적 이용 행태를 보였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은 네트워크가 활발한 밀레니엄 세대(the highly connected Millenials)

로, 가장 능동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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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구하는 밀레니엄 그룹과 네트워크가 활발한 밀레니엄 그룹 모두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사용하나, 전자는 수동적으로, 후자는 수동적 그

리고 능동적 사용행태를 보인다(Killian, 2012). 이러한 이용행태의 능

동과 수동적 구분은 이용 행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재미를 

추구하는 밀레니엄 그룹이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자들과 같은 이용행태

를 보인다는 것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낸다. 

  Wise 등(2010)의 연구는 소셜 정보탐색을 주제로 하여 생산과 소비

의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온라인 소

셜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기능을 소셜 탐색(social searching)과 소셜 

둘러보기(browsing) 두 가지로 개념화 하였다. 이 때 소셜 탐색은 오프

라인의 지인들을 더 알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행위를 말하고, 

소셜 둘러보기는 친구와 낯선 이를 모두 포함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찾

아 ‘서핑’하는 행위를 말한다. Wise 등(2010)은 소셜 브라우징을 수동

적인 사회적 정보 탐색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닌 정보의 바다(pool)에서 특정 정보

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두 행위 모두 능동적인 생산 행위

로 간주될 여지도 있지만, 소셜 브라우징은 이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공되는 정보를 구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비행위로 볼 수도 있다.

  Spiliotopoulos 등(2013)의 연구에서 밝힌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 중 

‘콘텐츠’적 동기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특정 인구의 이용 동기가 상호작

용적 콘텐츠에 맞추어져 있고 보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의 이용이 다른 미디어와 

구별되는 특수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이용 행태에 

따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piliotopoulos et al., 2013). 또

한 ‘라이크 수’와 ‘포스트된 상태 업데이트 수’의 이용 행태 지수가 포

함된 ‘뉴스피드’ 항목은, 예를 들어, 라이크의 사용은 상태 업데이트 보

다는 미디어 클립에 반응하는 경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친구로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은 뉴스피드

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데, 이는 뉴스피드 자체가 다양한 친구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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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적이 되거나, 혹은 콘텐츠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흥미를 읽는 경우

가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페이스북의 이용행태를 살펴본 

Joinson(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충족의 항목 중 ‘콘텐츠’ 지수는 이

용자의 친구 수와 부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

용자의 특정 하위 집단은 친구를 만들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보

다는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미디어 사용을 통해 만족을 얻는다

는 것을 시사한다(Joinson, 2008). 하지만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들

은 그 자체로 ‘소셜’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oinson(2008)은 이

러한 유형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위해서 보다는 이미 존재

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콘텐츠를 통해 상호작용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능동적 사용과 수동적 사용의 맥락에서 생

산과 소비에 관해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컨버전스 시대의 

SNS의 관한 논의는 콘텐츠 또는 이용자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행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SNS 이용자의 능동성과 수동성

 

  컨버전스 문화로의 이행이라는 배경적 요소들은 윤지영(2014)의 논

의에서와 같이 SNS에서의 구체적인 행태들로 가시화 된다. 따라서 생

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이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들은 이

러한 변화를 능동성과 수동성 측면에서만 설명하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생산과 소비활동의 측면에서 설명할 것인데, 생산과 소비 

행태를 분류하는 행위는 그 플랫폼인 SNS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고

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SNS는 모든 이용자 행위의 배경으

로서 이용 행태를 논할 때 이를 떨어뜨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SN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inter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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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과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교차이

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레빈슨은 SNS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교

차하는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말한다(Levinson, 2009).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흐름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한 사람에서 다수의 

사람으로

사례

면대면, 자필 편지, 실시간 

메시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벽화에 새겨진 글자, 책, 

신문, 영화, 댓글이 없는 

블로그
미치는 

영향의 범위
핀포인트 broad

메시지의 

방향
양방향 일방향

<표 1> 커뮤니케이션의 대인관계모델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모델

Lenvinson(2009)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모드는 <표1>과 같

이 두 가지로 나뉜다.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은 한 이용자가 다

른 이용자와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인스턴트 메시징과 같이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형

태이다. 반면 mass communication은 한 이용자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로, 메시지를 전달 받는 

다수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달 받는 메시지를 마치 “미디어”를 소

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전달 받는 메시지

가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더더욱 미디어 콘텐츠의 

일방향적 소비와 같을 것이다. Levinson(2009)은 두 가지의 모드는 하

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

어, 교실 환경에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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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토론하는 대인관계모델이 공존한다. 특히 SNS는 이러한 커뮤

니케이션의 양면성을 한 차원 더 높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교환

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그룹에서 개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그룹으로 

흐르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도 재빠르게 바뀐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한 뉴스 피드 내에서 개인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전문 정보를 

‘broadcast’하다가 특정 인물에게 개인적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메

타 시스템’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진다.

   Wilson등(2009)은 상호작용 활동이 다양한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이

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담벼락 포스트와 사

진 댓글 모두 각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기여도

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상위 1%의 가장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담벼락 

포스트 이용자(active Wall post users)가 전체 담벼락 포스트의 2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1%의 사진 댓글 이용자(active 

photo comment users)가 전체 사진 댓글의 무려 4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확연히 페이스북 상호작용의 상당량이 소수의 높은 능동성

을 보이는 이용자 하위집단으로부터 생성되는 반면 다수의 이용자들은 

비교적 덜 능동적(less active)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SNS에서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능동성과 수동성을 실제

적인 SNS 이용 환경에서 포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측정 가능한 개념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시(initiation)’와 ‘반

응(reaction)’이라는 지표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 SNS에서의 개시 및 반응 활동

  먼저 개시 활동은 생산 활동의 지표로서, thread에서 무조건 처음 생

산된 포스트로 정의한다. Burke 등(2009)은 최초 게시물(initial 

cont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관련 연구에서 최초 게시물에 더 많은 

반응(feedback)을 얻은 새 가입자(newcomers)는 계속 해서 더 많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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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초기 게시물(initial content)과 

같은 개시 활동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면 새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고, 게시물이 널리 퍼지는 것은 복도에서의 

대화처럼 외인성을 가진 다른 유형의 피드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시 활동의 구성 요소는 1) 상태 업데이트, 2) 처음 포스트 된 링

크, 3) 처음 포스트 된 비디오, 4) 처음 포스트 된 사진, 5) 장소 체크

인 수, 6) 그룹에 남긴 포스트, 7) 이벤트 생성, 그리고 8) 반응을 제외

한 기타 포스트 유형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타 포스트 유형은 

데이터의 null값, 그룹 생성, 노트 생성, 앱 스토리, 그리고 기타 항목

들로, 이하 ‘기타’로 묶는다. 

  반면 반응 활동은 소비 활동의 지표로서, thread에서 첫 번째로 생산

된 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스트들로 정의한다. Boyd 등(2010)은 트

위터의 리트윗에 관한 연구에서 리트윗은 여러 트윗들을 엮어주고

(knit) 가치 있는 대화의 구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리트윗이란 

반응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 활동은 이용자들이 능동적

으로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통해 그들 자신을 대화 안에 위치시킨다. 

Viswanath 등(2009)의 연구는 담벼락 게시물 수의 전체적인 분포를 통

해 다른 링크들보다 더 활동성을 보이는 특정 링크들을 찾아내는 과정

에서 본 연구에서의 반응 활동의 개념을 살펴본 바 있다. 위 연구는 서

로의 링크에 5개 이하의 담벼락 게시물을 올린 유저 페어를 드문 상호

작용의 패턴으로, 서로의 링크에 5개 초과의 담벼락 게시물을 올린 유

저 페어는 빈번한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정의하였다.   

  반응 활동의 구성 요소는 1) 포스트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코멘트, 2) 

포스트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3) 포스트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그리고 4) 포스트에 대한 라이크 수로 이루어진다. 

  호혜성, 강화, 소속욕에 대한 이론들은 다른 이들로부터의 반응이 새 

가입자의 장기적인 참여도를 좌우한다고 말한다(Burke 등, 2009). 실제

로 사회 학습 이론을 Slashdot이라는 온라인 뉴스 그룹에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새 가입자들이 두 번째 댓글을 달기 전에 본 페이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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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이후에 단 댓글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

 제3절 시간의 흐름과 개시와 반응

1. 시간의 흐름을 포함한 SNS 관련 연구

  본 연구는 SNS에서의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에 대한 논의를 개시와 

반응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생산과 소비 활동은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이용 시기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양상이 바뀔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자체도 시간의 흐름과 밀

접하게 관련이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 사용이 다른 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이론으로는 정보 격차 이론이 있다. 정보 격차 이론

은 대중 매체의 정보가 사회에 유입되면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

이 사회적 현상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aran et al., 

2003). 정보 격차 이론은 SNS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에 시

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침묵의 나선 이론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이 커뮤니케이터들 사이

에 소극적으로 동질화된 이야기의 흐름을 가져온다(Baran et al., 

2003). 마지막으로, Rogers(2003)의 혁신의 확산 모델은 기술 혁신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용률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수용자들은 혁신가, 초기 채택자, 초기 대다수, 후기 대다수, 그리고 

혁신 지체자로 나뉘는데, 이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시 변화한다

(Brandtzae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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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SNS 관련 연구 중 시간의 추이를 포함한 연구로는 Golder 등

(2007)의 연구가 있다. Golder 등에 따르면 친구들과 같은 학교 수신

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콕 찌르기’의 비율은 일주일마다 일관된 패턴

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와 ‘콕 찌르기’의 다양한 하위집단 그룹들

의 시간적 패턴들은 시간의 흐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비율은 평일 낮에 

가장 높았고, 밤 시간대에는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비슷하게,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친구를 맺지는 않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비율

은 밤 시간대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패턴은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동

안 지속적인 규칙성을 보였다.

  또한 Viswanath 등(2009)의 연구는 개시와 반응 개념과 관련한 연

구 중 시간의 흐름을 포함한 연구이다. 위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빈번

하게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이용자 짝(user pairs)의 활동 수준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활동 링크들이 시간이 흐르면 자취를 감춘다는 것을 암시한다. 활동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용자들의 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변화

하여 한 달이 지나자 활동 링크의 70%가 사라졌다. 반면 네트워크 노

드들 간의 거리나 회귀계수들과 같은 그래프 이론의 지수들은 약 2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간의 흐름과 개시와 반응 활동의 관계

  이처럼 미디어 연구의 많은 분야들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새로운 발

견을 한 바 있다. 페이스북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 연구와 같아서, ‘유동성 또는 가변성(fluidity)’이 연

구 설계에 포함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연구가 정적인 인구통계학적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생각은 SNS의 중심적 특징인 시간성을 외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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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Wilson et al., 2012). 문화는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한 문

화에서 인구는 증가하고 법은 개정되며,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페이스북의 이용행태에서도 내재적인 특성이

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페이스북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은 개시와 반응 또는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끼

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Smith의 연구는 시간의 변

화를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적인 네트

워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몇몇 연구자들이 소셜 네트워

크의 형성과 진화의 실제적인 역동을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멱함

수, 작아지는 네트워크 크기와 같은 다양한 흥미로운 패턴들이 밝혀졌

다. 또한 Viswanath 등(2009)의 연구에서 담벼락 포스트 데이터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내역으로, 한 이용자 당 평균 13.9

개로 이루어진 총 838,092개의 포스트들을 크롤링 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188,892쌍의 이용자 짝 간에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으로, 전체 

소셜 네트워크의 12.2%를 차지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나머지 87.8%의 

링크는 아무런 담벼락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 짝(pair)의 

상호작용은 계정이 만들어진 직후가 가장 활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쇠퇴한다는 결과가 나타나 시간의 흐름이 생산과 소비, 개시와 반응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이용행태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되, 시간의 흐름

을 포함해야 한다. 탈시간적인 관점으로 이용 행태를 보게 될 경우 단

편적이고 일시적인 이용패턴으로 일반화를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서

비스 내에서 여러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

펴야한다.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생산과 소비 측면을 살펴볼 때, SNS의 

생산과 소비 활동은 초기 SNS의 등장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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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스 문화가 가져온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 지나면서 생산 활동이 줄고 소비 활동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며 전체적인 시장에 생산자가 추가되는 속도

보다는 소비자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생산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반

대로, 컨버전스 현상에 충실하여 생산자는 늘어나는 반면 소비자는 줄

어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3. 시간의 흐름과 개시와 반응 활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왜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생산 활동은 소비 활동과 같이 빠르게 증가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가? 이는 다음과 같이 설

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SNS의 사용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 

행위 자체에 피로감을 느낀다. 둘째, SNS의 온라인적 특성에도 불구하

고, SNS는 현실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구현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규범이 강하게 작동한다. 셋째, 본질적인 생산과 소비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에 대한 피로감(fatigue)은 오히려 생산 활동을 저해하

고 소비활동만 하게 되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김경

달 등(2013)은 SNS에서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동시에 피로감을 수반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피로감 요인으로는 정보 과부하, 프라이버시, 기

회비용,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는 평판 인식 등이 있다. 여러 

SNS 중 특히 페이스북이 평판 인식에 따른 피로감과 정보 과부하에 

따른 피로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페이스북이 강조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간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소외감을 조성하여 페이스북

의 사용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Wortham, 2011). 예를 들어, 몇몇 

청소년 그룹은 더 이상 친구들과 통화하지 않고 뉴스피드를 통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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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태 업데이트 등만 읽는다고 말했다. 이는 오히려 페이스북의 지

나친 사용이 네트워크에 균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페이스북에 자신의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사람

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사진을 올리는 등의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문제나 SNS의 정보 

과부하 문제도 페이스북에 대한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SNS에서의 소비활동의 증가는 이용자들의 행동적 규범과도 관

련이 있다. Papacharissi(2009)는 SNS상의 행동적 규범의 유기적인 발

전을 타이트함(tightness)과 느슨함(looseness)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상호작용이 더 공식적이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등 

최소한의 생산 활동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응

용프로그램만 더해 간결한 그룹 페이지를 생성할 것이다. 반면 좀 더 

느슨하게 조직된 페이지를 생산한 이용자들은 다른 이로부터 더 많은 

상호작용을 받을 것이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상호작용성과 자발성을 높

이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행동들을 이끌어낸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이 내재적으로 쓰기 쉬운 잠재력이나 행동

유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SNS에서의 소비활동의 증가는 근본적인 생산과 소비의 비율과

도 관련이 있다. Neilson(2006)의 연구는 ‘90-9-1 법칙’을 개념화 하

였는데, 이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불균형적인 참

여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Wikipedia에서는 99%이상의 이용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직 소비만 한다. Wikipedia의 68,000명의 능동

적인 참여자 또는 생산자들은 전체 방문자수의 0.2%만을 차지한다. 

Neilson(2006)은 이러한 90-9-1 법칙에 따라 이용자들을 유형화한 바 

있다. 이 때 90%를 차지하는 쓸모없는 사람(lurkers) 유형은 관찰하지

만 전혀 콘텐츠를 공헌하지 않는 무임 승객(free-riders)으로 설명된다. 

또한 9%를 차지하는 간헐자들(intermittent)은 때때로 공헌하지만, 다른 

일들이 공헌의 행위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용자 유형이다. 마지막

으로, 과공헌자(heavy contributors) 들은 오직 1%만을 차지하는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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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자들이다. 또한 이용자 일생 동안 상호작용의 분포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전체 인구, 이용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는 최근의 주장이 제기되었다(Wilson et al., 2009). 이는 아마도 SNS

의 초기 참신함이 차츰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증가된 소셜 그

래프에 기반을 두어 제시된 상호작용 데이터의 사용에 잠재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만약 이용자의 활동이 시들해진다고 가정하면, 

데이터의 적절성과 시기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페이스북 데이터를 통

한 소셜 링크의 접근성의 질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후의 상호작용의 점진적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SNS 이용의 관계

  위 ‘개시’와 ‘반응’의 지표를 통한 분석에는 미디어의 생산 또는 소비

의 측정의 방법론적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어

떻게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인 미디어 소비

통계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용찬, 2008). 미디어 소비의 대상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기술의 발달과 함께 SNS, PTV와 같은 새로운 미

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컨버전스 시대에서 여러 미디어들끼리 

융합하기도 한다.  

  미디어 소비통계는 미디어 소비의 주체는 가구와 개인이라고 가정한

다. 이러한 개인의 개인적 속성과 소비 행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따라서 이용자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와 미디어 

이용행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미디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demography) 관점의 변수(분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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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 가족 구성,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이 포함되고, 사회경제적

(socio-economic) 관점의 분류로는 소득, 학력, 직업, 거주 지역 등이 

있다(정용찬, 2008). 소개된 공식적인 자료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

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가 수입

(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

라 유형화(분류)한 바 있다.

  또한 미디어 소비 연구에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뿐 아니라 

이용자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해당 미디어의 특성이 포

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멀티플랫포밍 이론에 근거해 모바일 미디어

와 콘텐츠에 대해 분석한 이재현(2006)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매트릭스

의 속성과 미디어의 종류(모바일 미디어, PC, TV)를 결합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속성이 실제 이용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치는 변수가 된다. 미디어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이러한 분류 변수를 고

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연구의 결과 속에도 개인의 개인적 속성들을 

포함한다. 

  특히, SNS의 미디어 속성으로는 네트워크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

어, 사회적 인지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의 크기는 

소셜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Bandura, 2011). 반면 커뮤

니케이션 과정 중 이용자간의 동질성이 서로의 호혜성에 연관을 미친

다(Brock, 1965)는 연구를 토대로, SNS에서도 이용자간의 네트워크 동

질성이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따라

서 SNS의 이용행태를 연구할 때 전통적으로 미디어 연구에 포함되는 

인구통계학적 속성들과, 컨버전스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중요해진 미디

어의 특수한 속성, 특히 SNS의 경우 네트워크 속성을 분석 과정에 포

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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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페이스북 이용자 및 이용 행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용 행태의 변화의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SNS 이용자 유형화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

다.

  Brandtzaeg(2011) 등은 SNS 이용자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체계적으

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용자 유형화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유

형화란 다양한 행동들을 분류하여 유의미한 카테고리를 만드는 과정으

로, 현재 SNS의 이용자 연구와 관련하여 적절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연구 분야이다(Brandtzaeg, 2011). 

  첫째로, Rogers(2003)의 혁신의 확산 모델은 기술 혁신이 받아들여

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용률로 분석하였다. 이 모델은 (1) 

혁신가(2.5%), (2) 초기 채택자(13.5%), (3) 초기 대다수(34%), (4) 후

기 대다수(34%), 그리고 (5) 혁신 지체자(16%)로 기술의 이용자를 분

류하였다. 또한 Johnsson-Smaragdi(2011)은 유럽 국가의 아이들을 대

상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자들을 

(1)미디어 저이용자(low media users), (2) 전통적인 미디어 이용자, 

(3) 전문가, (4) 엔터테인먼트 팬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Neilson(2006)은 ‘90-9-1 법칙’을 만들어 미디어의 사용자 생

성 콘텐츠에 대한 불균형적인 참여도를 개념화 하였다. 유형화의 결과,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 관련 이용자들은 (1) 쓸모없는 사람

(lurkers)(90%), (2) 간헐자들(intermittent)(9%), 그리고 (3) 과공헌자

(heavy contributors)(1%)로 이루어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

들을 유형화한 Kozinets(1999)의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을 (1) 투어리스

트, (2) 교제자(mingler), (3) 헌신자(devotee), 그리고 (4) 내부자로 커

뮤니티의 이용 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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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SNS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OFCOM(2008)의 

보고서는 이용자들을 자주 SNS를 사용하지만 짧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는 (1) 알파 소셜리스트, 사진을 주로 포스팅하는 (2) 관심 추구

자, 동료들과 맞추기 위해 SNS을 이용하는 (3) 팔로워, 오래된 친구나 

동문들을 찾으려는 (4) 충직자,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5) 기능주의자로 나누어 이용의 동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용자들을 분

류하였다.

  Brandtzaeg(2011)는 나아가 SNS 이용자의 참여도(이용의 강도)와 참

여의 유형(참여의 목표와 방향)을 개념화하여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했

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도를 높고 낮음으로 지수화하고, 참여의 유형을 

정보 유형과 오락 유형으로 분류한 후 네 가지로 이용자를 유형화 하

였다. 첫 번째 유형인 산발자(sporadics)들은 때때로 SNS에 접속하나 

자주 이용하지는 않아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 정보 추구 유형에 가까우

며, 전체 이용자의 19%를 차지한다. 두 번째 유형은 쓸모없는 사람

(lurkers) 유형으로, 대부분 오락 관련 행위들을 하나 그나마도 참여도

가 낮아 수동적인 사용자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사교적 유형

(socializers)으로, 다른 이들과 가벼운 잡담을 주로 하지만 참여도가 높

은 편이다. 네 번째 유형은 토론자(debaters)들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

며 대부분 토론, 읽기, 쓰기 등의 공헌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 마지막 

유형은 활발한 사용자(actives)들로,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콘텐츠를 게재(publish)하는 이용 행태를 보인다.

  특히 능동적 사용과 수동적 사용으로 이용행태를 나누고 이에 따라 

미디어 소비량을 분석한 Killian(2012)의 연구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

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세 가지의 이용

자 타입을 유형화 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절제된 밀레니엄 세대(the 

restrained Millenials)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능동적 및 수

동적 이용 행태를 보였다. 두 번째 그룹은 재미를 추구하는 밀레니엄 

세대(the entertainment-seeking Millenials)로, 소셜 네트워크와 파일 

공유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수동적 이용 행태를 보였고, 첫 번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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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보다는 높은 능동적 이용 행태를 보였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네

트워크가 활발한 밀레니엄 세대(the highly connected Millenials)로, 가

장 능동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재미를 추

구하는 밀레니엄 그룹과 네트워크가 활발한 밀레니엄 그룹 모두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사용하나, 전자는 수동적으로, 후자는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사용행태를 보인다.

  페이스북의 이용 강도를 포함하여 SNS 이용 행태를 유형화한 

Hargittai 등(2010)의 연구는 이용자의 SNS 이용행태가 어떻게 다르고 

관여도의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하였다. Hargittai 

등(2010)은 SNS의 종류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지 혹은 하나 이상의 

SNS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이용의 강도와, ‘가끔’과 ‘자주’로 구성된 

이용의 빈도를 각 축으로 하여 네 가지의 이용 행태를 밝혔다. 첫 번째 

유형은 취미형(dabbler)로, 한 가지 SNS만을 가끔 사용한다. 두 번째 

유형은 샘플형(sampler)로, 하나 이상의 SNS를 가끔씩만 사용하여 비

교적 얕고 넓은 이용 행태를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헌신형(devotee)

로, 하나의 SNS만을 자주 사용하는 충성도를 보인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잡식형(omnivore)로, 하나 이상의 SNS를 자주 골고루 사용하여 

높은 SNS 이용 강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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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문제 

  제1절 연구문제 및 가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와 반응의 비율

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개설한 후에는 (1) 정보공개, 노출에 

대한 욕구 (2) 호기심 (3) 상호작용 욕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초기 개

시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이용 

감소, 피로감, 행동적 규범 등으로 인해 반응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

성이 많다. 위의 <그림 1>과 같이, 초기 개시와 반응의 비율을 나타내

는 d1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시와 반응의 비율인 d2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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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문제로 삼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의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반면 생산과 소비의 

복합적인 개념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의 추이를 보는 것과 더불어 이용자별 패턴을 추적하여 

이용 패턴을 유형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와 가설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설 1.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

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질 것이다.

연구문제 2: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속성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

내는가?

2-1.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2-2.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2-3.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력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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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주요술어의 정의

1. 시간의 흐름

  Jensen(2010)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이란 개념적인 “레퍼토리”들 사이

를 앞뒤로 전환(translation)하는 행위로, 이후의 사건들에 차이를 발생

시킨다. 시간의 흐름은 유동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 패턴의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 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북

에서의 시간은 이용행태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이용자 짝(user pairs)의 활동 수준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활동 

링크들이 시간이 흐르면 자취를 감춘다는 것을 암시한다(Viswanath, et 

al, 2009). 이러한 현상을 좀 더 큰 생산과 소비의 백락에서 보기 위하

여 이용자들의 개시와 반응의 비율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개시와 반응

  개시와 반응의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페이스북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활동들로, 포스트 유형별로 묶어 살펴본다. <표 2>에서 Cvijikj 등

(2011)이 분류대로, 페이스북은 다음의 포스트 유형들을 기본적으로 구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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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포스트 유형

텍스트로만 작성된 상태(status)

업로드된 사진을 포함한 사진 게시물

외부 URL로 연결되는 링크

업로드된 동영상을 포함한 동영상 게시물

‘좋아요’와 댓글

<표 2> Cvijikj 등(2011)이 분류한 페이스북의 포스트 유형

(1) 개시 활동

  개시 활동은 생산 활동의 지표로서, thread에서 무조건 처음 생산된 

포스트로 정의한다. Burke 등(2009)은 최초 게시물(initial content)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 관련 연구에서 최초 게시물에 더 많은 반응

(feedback)을 얻은 새 가입자(newcomers)는 계속 해서 더 많은 콘텐츠

를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초기 게시물(initial content)과 같

은 개시 활동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면 새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

은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고, 게시물이 널리 퍼지는 것은 복도에서의 대

화처럼 외인성을 가진 다른 유형의 피드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혜성, 

강화, 소속욕에 대한 이론들은 다른 이들로부터의 반응이 새 가입자의 

장기적인 참여도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개시 활동의 구성 요소는 1) 상태 업데이트, 2) 처음 포스트 된 링

크, 3) 처음 포스트 된 비디오, 4) 처음 포스트 된 사진, 5) 장소 체크

인 수, 6) 그룹에 남긴 포스트, 7) 이벤트 생성, 그리고 8) 반응을 제외

한 기타 포스트 유형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타 포스트 유형은 

데이터의 null값, 그룹 생성, 노트 생성, 앱 스토리, 그리고 기타 항목

들로, 이하 ‘기타’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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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 활동

  반응 활동은 소비 활동의 지표로서, thread에서 첫 번째로 생산된 포

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스트들로 정의한다. Boyd 등(2010)은 트위터

의 리트윗에 관한 연구에서 리트윗은 여러 트윗들을 엮어주고(knit) 가

치 있는 대화의 구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리트윗이란 반응 활

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 활동은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댓

글을 남기는 행위를 통해 그들 자신을 대화 안에 위치시킨다. 

  반응 활동의 구성 요소는 1) 포스트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코멘트, 2) 

포스트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3) 포스트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그리고 4) 포스트에 대한 라이크 수로 이루어진다. 

3. 인구통계학적 속성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데이터의 수집 대상이 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

의 사회적 특성들의 분포와 구성 내용을 뜻한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페

이스북 네트워크의 특성은 네트워크 속성과 이용 행태 값을 제외한 나

머지 항목들로, 1) 성별, 2) 연령, 3) 거주지, 4) 학교, 5) 직장, 6) 장

소 정보 등의 개인 정보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이용자들의 

특성들이 이용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개시와 반응 활동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1) 성별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성별은 이용자가 표기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1) 남자, 2) 여자, 3) 기타, 4) 없음으로 구성 된다.

(2) 연령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연령은 이용자가 표기한 생일을 수집하여 그

룹화 한다. 생일은 일-월-년 순으로 기입되고,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령대는 10대~20대, 30대~40대, 50대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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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학력은 이용자가 표기한 학교의 종류로 판단

한다. 1) 없음, 2) 고등학교, 3) 대학교, 4) 대학원, 5) 기타로 구성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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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이용행태가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활동 내역, 특히 연구대상자가 직접 생

산하거나 소비의 지표를 남긴 포스트, 댓글, 라이크, 그룹, 프라이버시 

설정 등이다. 이를 위해 초기 데이터 수집 과정 중 데이터 수집에 동의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모두 2,303명이었고, 이 중 최종 분석에 데이터

가 포함된 페이스북 이용자는 모두 2,271명이었다. 또한 이용자 2,271

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여 총 302,358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프로필 정보 및 활동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데이터 추출에 동의한 페이스북 이용자 

2,271명에 대한 프로필 정보와 활동 정보로, 추가적으로 이들의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 등 인구통계학적 속성의 분포 또한 포함한다. 연구 

대상인 이용자 2,271명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의 결과는 다음 <표 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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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연령

10대~20대 53.50 
30대~40대 31.62 

50대 이상 14.88 

성별

남자 48.83 
여자 51.08 

기타 0.09 

학력

표기없음 30.82 
고등학교 18.19 

대학교 44.78 

대학원 6.21 

<표 3>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단위=%)

  <표 16>에서 이용자 2,271명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1.8%로 남성 

48.83%보다 약간 많고 연령대의 경우 10대~20대가 5.3.50%를 차지하

여 페이스북 이용자 인구의 다른 연령대(30대~40대 31.62%, 50대 이

상 14.8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포는 실제 페

이스북 이용자 중 20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의 경우 이용자가 표기하지 않은 30.82%를 제외하고는 대학교가 

44.7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고등학교 18.19%와 대학원 6.21%가 

뒤를 이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이용자 2,271명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

용자들의 가입 시점부터 누적된 포스트를 수집하였고, 모두 1,184,045

개의 월 포스트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월 포스트(wall post)는 그룹에서 

생성된 포스트(group created), 이벤트를 통해 생성된 포스트(event 

created), 상태 업데이트(status update), 노트(note), 앱에서 생성된 포

스트, 링크 포스트, 비디오 포스트, 사진 포스트 등 모든 종류의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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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행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댓값 N

월포스트 522 1136.833 0 16,860 2,143

댓글 1084 2210.108 0 36,666 2,143

라이크 699 1632.424 0 21,278 2,143

를 포함한다. 각각의 포스트에 대한 댓글과 라이크 정보 역시 함께 수

집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위의 <표 17>에 나타난 월포스트, 댓글, 라이

크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댓글과 라이크가 월포스트에 비해 그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월포스트를 올리는 것보

다 댓글을 작성하거나 라이크 버튼을 누르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

을 보여주어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표 4> 이용행태의 특성

(단위=건)

  제2절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재현(2013)의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페이스북 이용 분석>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재현(2013)은 연구용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 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페이스북의 API를 

통해 이용자의 프로필 정보 및 활동 내역(activity log)을 추출하였다. 

2013년 9월 27일에 1차 수집을 하였고, 2013년 10월 24일에 2차 수

집을, 2013년 11월 7일에 3차 수집 작업을 하였다. 이 외에도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는데, 데이터 수집

에 동의한 참여자들이 원할 경우 앱이 제공하는 ‘페이스북 이용 행태 

통계’를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재할 수 있게 하고 게시물을 본 

다른 이용자가 원할 경우 연구를 소개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앱을 



- 39 -

구분 수집 항목

개

인 

정

보

기본 

정보

페이스북 고유 아이디, 유저네임, 성적 취향, 성별, 언

어, 종교, 정치적 관점, 좋아하는 명언, 나에 대한 한

마디
장소 

정보

현재 거주 도시, 현재 거주 국가, 현재 거주 지역 명, 

고향 도시, 고향 국가, 고향 지역명, 로컬
연락처 이메일, 연락가능 이메일, 웹사이트

직장 직장명, 직장 시작일, 직장 퇴사일, 직장위치, 직위

학교 학교 종류, 학교 입학년도, 학교명, 전공, 학위명

관계 

상태

연애 상태, 파트너 아이디, 가족 아이디, 가족관계 종

류, 이름, 생일
좋아하는 

페이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좋아하는 게임, 흥미사항, 좋아하는 체육인, 좋아하는 

운동팀, 좋아하는 스포츠, 영감이 되는 사람, 그 외 

라이크 페이지, 팔로잉하는 페이지 수, 좋아하는 페이

지 수
프라이버

시

프라이버시 허용, 프라이버시 거부, 프라이버시 설명, 

프라이버시 친구 허용범위, 프라이버시 명칭
그룹 그룹 아이디, 그룹 이름, 그룹 프라이버시

기타 

정보
디바이스 하드웨어, 다바이스 OS

네

트

워

크 

정

보

이용자의 

네트워크 

정보

친구 수, 팔로워 수, 팔로잉하는 사람 수, 친구 리스

트 이름, 친구 리스트 종류, 친구 리스트 수, 친구 리

스트에 포함된 아이디
친구들의 

정보

친구의 유저네임, 친구의 생일, 친구의 성별, 친구의 

현재 거주 도시, 친구의 현재 거주 국가, 친구의 현재 

거주지역명, 친구의 로컬, 친구의 직장명, 친구의 직

장 시작일, 친구의 직장 퇴사일, 친구의 직장 위치,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과

정은 익명화 처리 후 진행되었다. 이재현(2013)의 연구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수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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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직위, 친구의 학교 종류, 친구의 학교 입학년

도, 친구의 학교명, 친구의 전공, 친구의 학위명, 친구

의 종교, 친구의 정치적 관점, 친구의 좋아하는 페이

지 수, 친구의 노트 수, 친구의 월포스트 수, 친구의 

친구 수, 친구와 이용자의 중복 친구 수
상

호

작

용 

정

보

포스트 포스트 고유 아이디, 생성 시간, 생성 위치, 앱 이름, 

포스트 종류, 프로모션 상태, 프라이버시 허가, 프라

이버시 거부, 프라이버시 친구 허용범위, 프라이버시 

설명, 프라이버시 명칭, 포스트의 텍스트
테그 포스트의 장소 테그, 포스트의 표정 테그, 포스트의 

사진 테그,

설명 테그 아이디, 설명 테그명, 설명 테그 종류, 메

시지 테그 아이디, 메시지 테그명, 메시지 테그 종류
코멘트 코멘트 수, 코멘트 고유 아이디, 코멘트 작성자 아이

디, 코멘트

작성 시간, 코멘트 프라이버시 상태, 코멘트 종류
라이크 코멘트에 대한 라이크 수, 포스트에 대한 라이크 수, 

라이크 아이디
공유 공유 수

 

  데이터의 코딩 방식은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 프로필의 정보는 이용

자가 직접 기입한 항목들로, 거주지, 고향, 직장, 직장위치, 직위, 전공, 

종교, 정치적 관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로 인해 하나의 동일한 항목

을 지칭하는 다양한 항목 명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각 항목에 

대한 빈도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코딩을 하였다. 이와 같

은 절차를 통해 데이터의 모든 항목들을 숫자로 변환하여 카운트 하였

고 여러 변인들로 이루어진 개념에 대해서는 지수화 작업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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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분석방법

  데이터의 형식은 원자료를 각 변수별로 분류한 후 이용의 1개월 차

부터 99개월 차까지의 행태의 횟수를 한 줄 로 표기하여 총 2271행을 

이루었다. 이 때 데이터의 시간 구분을 한 달씩으로 살펴본 것은 약 8

년에 달하는 이용 추이를 최대한 잘게 나누어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계정 개설 후 약 48개월이 지나면 집계되는 이용자들의 수

가 급감하여 대표성을 잃기 때문에, 전체 99개월 중 이상치를 제외한 

48개월만 분석에 포함한다. 완성된 분석 데이터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 

SPSS와 엑셀 분석 도구인 XLSTAT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래프를 완성했다. 

  먼저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치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 

그래프를 구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 별로 집단을 그룹화 하여 

역시 MK검정을 통해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각 속성별 집단

마다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선형 회귀선의 계수를 이용하여 

기울기 유의도를 판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화 작업은 먼저 유형 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로 나열된 이용 행태 데이터를 단면

으로 잘라 살펴보았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99개월로 나열된 

데이터를 12개월씩 끊어 분석하였다. 또한 충분한 모집단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의 1개월 차부터 48개월 차까지의 이용 기간을 12개

월씩 총 네 개의 시간 구획(time slice)으로 나누었다. 이어서 개시 대

비 반응 활동의 비율 수치를 사용하여 총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의 기준은 각 이용자 별로 개시 대비 반응 활동 비율 수치의 

개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개시와 반응 활동의 두 개의 개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높고 낮음에 의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후 

각 시간 구획 별로 집계된 이용자 유형의 비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이용자 유형의 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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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각 시간 구획 별로 살펴보는데, 네트워크 속성과 인구통계학적 속

성들로 분류된 이용자들이 각 유형에서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지를 분

석하였다.

  제4절 측정척도의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 비율의 추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독립변인으로 삼고, 각 이용자의 개시 활동

과 반응 활동을 종속변인으로 삼았으며, 조건변인으로 네트워크 속성과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분석한다. 각 요소들의 측정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의 흐름(독립변인)의 측정척도

이용의 1개월 차 ≤ 시간의 흐름 ≥ 이용의 48개월 차

  

  본 연구에서 칭하는 시간의 흐름은 1개월 차부터 모집단의 수가 대

표성을 가지는 48개월 차까지 다양한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의 시간 범

위를 한 달씩 끊어서 이 추이를 보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시간 구분

을 한 달씩으로 살펴본 것은 약 8년에 달하는 이용 추이를 최대한 잘

게 나누어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림2>를 살펴보면 이용의 48

개월 차부터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3 -

<그림 2> 이용 개월 별 이용자 수의 변화

2. 이용 행태(종속변인)의 측정척도

(1) 개시 활동

  개시 활동의 측정척도는 먼저 각 개인별로 이용 기간 전체의 이용 

행태를 월별로 끊어 다음 수식의 값을 구한다.

개시 활동 = 상태 업데이트 수+처음 포스트된 링크 수+처음 포스트된 

비디오 수+처음 포스트된 사진 수+장소 체크인 수+그룹에 남긴 

포스트 수+이벤트 생성 수+ 기타 포스트 유형 수 / n개월 차의 

모집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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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n명에 대한 평균값이 1개월 차부터 48개월 차까지 48개의 일련

의 수치들이 산출된다. 위 수식의 변인들의 측정척도는 다음과 같다.

mⁿ_status update n개월째의 상태 업데이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status 

update(46)을 카운트한 수

mⁿ_link posted  n개월째의 포스트된 링크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link 

posted(80)를 카운트한 수

mⁿ_video posted n개월째의 포스트된 비디오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video 

posted(128)를 카운트한 수

mⁿ_photo posted n개월째의 포스트된 사진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photo 

posted(247)을 카운트한 수

mⁿ_checkin to a place n개월째의 장소 체크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checkin to 

a place(285)를 카운트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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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ⁿ_post in group
n개월째의 그룹에 남긴 포스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post in 

group(308)을 카운트한 수

mⁿ_event created n개월째의 상태 업데이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event 

created(12)를 카운트한 수

mⁿ_etc n개월째의 기타 포스트 유형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post type 중 

etc(0+8+11+65+66+237+257+272+400)를 카운트한 수

(2) 반응 활동

반응 활동의 측정척도는 먼저 각 개인별로 이용 기간 전체의 이용 행

태를 월별로 끊어 다음 수식의 값을 구한다.

반응 활동 = 포스트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코멘트 수+포스트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수+포스트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수+포스트에 대한 라이크 수 / n개월 차의 모집단 수

  총 n명에 대한 평균값이 1개월 차부터 48개월 차까지 48개의 일련

의 수치들이 산출된다. 위 수식의 변인들의 측정척도는 다음과 같다.



- 46 -

개월차의모집단수
텍스트로이루어진코멘트수사진으로이루어진코멘트수동영상으로이루어진코멘트수포스트에대한라이크수

mⁿ_comment count n개월째의 포스트의 코멘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comment를 카운트한 수

mⁿ_comment type_photo
n개월째의 포스트의 사진으로 된 
코멘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comment 

type_photo(3+4)를 카운트한 수

mⁿ_comment type_video
n개월째의 포스트의 동영상으로 된 
코멘트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comment type_video(5)를 

카운트한 수

mⁿ_like count
n개월째의 포스트에 대한 라이크 
수

 'post created time' 중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 개월 수로 

환산한 값의 n번째 달의 해당 이용자들의 like를 카운트한 수

(3) 개시와 반응의 비율

  총 n명에 산출된 1개월 차부터 48개월 차까지 48개의 개시와 반응 

활동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다음의 수식을 구한다.

개시와 반응의 비율 = 개시활동수의평균
반응활동수의평균  =

 ÷

개월차의모집단수
상태업데이트수처음포스트된링크수처음포스트된비디오수처음포스트된사진수체크인수그룹포스트수이벤트수기타포스트유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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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학적 속성(조건변인)의 측정척도

(1) 성별

 성별은 (1) 남성, (2) 여성으로 구분된다. 

(2) 연령

  연령은 데이터의 크롤링 시점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1) 10대~20

대 (2004년생~1985년생), (2) 30대~40대(1984년생~1965년생), (3) 

50대 이상(1964년생~)으로 구분 된다.

(3) 학력

  학력은 (0) 표기없음, (1) 고등학교, (2) 대학교, (3) 대학원으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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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 결과

  제1절 개괄: 가설 검증을 위한 변인들의 검토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계정 개설 시점

부터 2013년 데이터 수집 시기까지의 이용 로그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각각의 데이터를 월별로 잘라 각 월에 해당된 이용 행태들을 

포스트 유형 형태로 집계하였다. 수집 대상이 된 이용자들은 모두 

2271명으로, 적게는 1개월부터, 많게는 가장 오래 페이스북을 이용한 

이용자의 99개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정 개설 

후 약 48개월이 지나면 집계되는 이용자들의 수가 급감하여 대표성을 

잃기 때문에, 전체 99개월 중 이상치를 제외한 48개월만 분석에 포함

한다. <그림 3>은 이용 개월 별 이용자들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로, 첫 달 전체 모집단 2271명에서 시작하여 약 4년 후

부터는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림3> 이용 개월 별 이용자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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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

  <그림 4>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 이용자들의 개시 활동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개시 활동의 구성 요소는 1) 상태 업데이트, 2) 처음 

포스트 된 링크, 3) 처음 포스트 된 비디오, 4) 처음 포스트 된 사진, 

5) 장소 체크인 수, 6) 그룹에 남긴 포스트, 7) 이벤트 생성, 그리고 8) 

반응을 제외한 기타 포스트 유형 활동들을 포함한다. 각 월 별로 이용

자들의 개시 활동들의 수치들을 평균으로 나타내고, 이 또한 이용자들 

간의 평균치를 구해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개시 활동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후에 반응 활동의 추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검증에 사용한다.

<그림 4> 개시 활동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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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

  <그림 5>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 이용자들의 반응 활동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반응 활동의 구성 요소는 1) 포스트의 텍스트로 이루어

진 코멘트, 2) 포스트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3) 포스트의 동영

상으로 이루어진 코멘트, 그리고 4) 포스트에 대한 라이크 수로 이루어

진다. 각 월 별로 이용자들의 개시 활동들의 수치들을 평균으로 나타내

고, 이 또한 이용자들 간의 평균치를 구해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반응 

활동의 추이 역시 개시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

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후에 개시 활동의 추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검증에 사용한다.

<그림 5> 반응 활동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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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더불어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속성의 변인들과 네트워크 

속성의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각 변

인들의 지수는 비율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 중앙값을 기준으로 잡

아 코딩하였다. 연령을 살펴볼 때 전체 이용자 중 10대~20대가 53.5%

로 가장 많고, 30대~40대 31.62%, 50대 이상 14.88%로 나타났다. 성

별은 남자 48.83%, 여자 51.08로 집계되었고, 이용자들이 ‘기타’로 입

력한 .09도 포함되었다. 학력은 이용자들이 표기한 데이터로 산출되었

는데, 표기하지 않은 30.82%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18.19%, 대학교 

44.78%, 그리고 대학원 6.21%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속성 중 네

트워크의 크기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집단은 49.98%, 큰 

집단은 50.02%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동질성 역시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집단은 49.98%, 높은 집단은 50.02%로 집계되었다. 마지

막으로 네트워크 밀도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집단은 

49.7%, 높은 집단은 49.56%였으며, 계산되지 않은 .73%의 이용자들이 

포함되었다.

기술통계량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2271 1.00 3.00 1.61 .731
성별 2271 0 2 1.51 .502
학력 2271 0 3 1.26 .967

<표 6> 가설 검증을 위한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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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연령
10대~20대 53.50 
30대~40대 31.62 
50대 이상 14.88 

성별
남자 48.83 
여자 51.08 
기타 .09 

학력

표기없음 30.82 
고등학교 18.19 
대학교 44.78 
대학원 6.21 

합계 100.00 

<표 7> 전체 이용자의 변인별 비율

 (단위=%)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와 논의 

1. [연구문제 1] 전체 사용자들의 개시와 반응의 추이 

  본 논문의 [연구문제 1]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며, 

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증에서는 총 99개월 중 이상치를 제외하

기 위해 48개월까지 관찰된 2271명의 이용자의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

의 비율을 각각 구한 후, 각 이용자들의 월별 평균치를 구해 전체적인 

개시 활동에 대한 반응 활동의 비율을 시간의 흐름대로 나타내었다. 이

후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가설대로 늘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도출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

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특히 시계열 그래프의 상승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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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비정

규분포를 따르는 시계열 자료에서 상승 또는 하강 경향을 판단하기에 

유용하다(Sheng et al, 2002). MK 검정에서 Kendall’s tau의 값이 +로 

도출되면 시계열 자료의 상승 경향을, -로 도출되면 하강 경향을 나타

낸다. 또한 Sen’s Slope 값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시계열로 산출한 이용자들의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

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

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

문에,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1개월 차의 0.772이며, 

최대값은 44개월 차의 2.554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

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 54 -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

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Kendall’s tau 수치는 양수인 0.158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

울기를 뜻하는 Sen’s slope 또한 0.003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경

향을 나타내었다. 

Varia
ble

Obs
ervat
ions

Obs. 
with 
missi
ng 

data

Obs. 
without 
missing 

data

Minimum
Maxi
mu
m

Mea
n

Std. 
devi
atio
n

0.81
3298 47 0 47 0.772 2.55

4
1.27
6

0.27
7

<표 8>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기술통계량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0.158

p-value 0.120

Sen's slope 0.003

<표 9>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MK 검정 결과

  반면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에서 기울기

만을 추출한 그래프인 <그림 7>에서는 변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개시 대비 반응의 비율은 상승 추세이나, 불규칙적인 패

턴이 발견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체 이용의 추이를 인구통계

학적 혹은 네트워크의 속성 별로 세분화하여 그룹을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55 -

<그림 7> 개시 대비 반응 추세의 기울기 변화

2.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속성 별 사용자들의 개시와 반응의 추이 

   본 논문의 [연구문제 2]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속성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이며, 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

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속

성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증에서는 48개까지 관찰된 2271명의 이

용자들을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1) 성별, 2) 연령, 3) 학력으로 각각 

나누어 그룹화 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각 인구통계학적 속성 별로 전체 

이용자를 두 개 혹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개시 활동과 반응 활

동의 비율을 각각 구하였다. 이 때 각 이용자들의 월별 평균치로 전체

적인 개시 활동에 대한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후 개시 활

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가설대로 늘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

프의 기울기 값을 도출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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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특히 시계열 그래프의 상승 추이를 검증하기 

위해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시계열 자료에서 상승 또는 하강 경향을 판단하기에 유용하다

(Sheng et al, 2002). MK 검정에서 Kendall’s tau의 값이 +로 도출되

면 시계열 자료의 상승 경향을, -로 도출되면 하강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Sen’s Slope 값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계산할 수 있

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속성 별로 각 그룹의 개시와 반응 추이의 상승 

또는 하강 정도를 파악한 후, 각 그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는 그룹1과 그룹2의 기울기를 파악하여 기울기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t주

차의 각 그룹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들과 t-1주차의 비율들 간

의 관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회귀식의 계수를 사용하여 

각 그래프의 기울기간 비교를 하였다. 기울기 차이의 유의도는 경험적 

베이스 예측분석에 기초한 분석 도구를 통해 검증하였다(Cohen et al., 

2013). 분석 과정은 기울기, 표준 오차, 표본 크기를 통해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확률치가 

0.05보다 작으면 두 그래프가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1) 성별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성별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직접 입력한 성

별 값을 크롤링하여 사용하는데, 1) 남자, 2) 여자, 3) 기타로 나뉜다. 

성별을 ‘남자’로 표기한 이용자들의 비율은 48.83%였고 ‘여자’로 표기

한 이용자들의 비율은 51.08%로 나타났다. 이 중 기타의 비율은 전체 

이용자 중 .09%로, 본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문제 2-1]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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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1) 남자

  이용자들 중 성별을 ‘남자’로 표기한 이용자 집단을 ‘그룹1’로 분류하

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용행태

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600이며, 최대값은 

1.599으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성별을 ‘남자’로 표기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반

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8> ‘남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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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양수인 .440으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

울기를 뜻하는 Sen’s slope 또한 .007로 비교적 높은 상승 경향을 보였

다.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440

p-value < 0.0001

Sen's slope .007

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i

on

남자 48 0 48 0.600 1.599 0.972 0.184

<표 10> ‘남자’ 집단의 기술통계량

<표 11> ‘남자’ 집단의 MK 검정 결과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남자’ 이용자 집단의 경우 .415의 기울기를 보

였다. 이 수치는 성별을 ‘여자’로 표기한 이용자 집단 그래프의 기울기

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0.574
369

0.131
032

4.383
415

6.93E
-05

0.310
456

0.838
281

0.310
456

0.838
281

X 1 0.415
279

0.132
538

3.133
274

0.003
039

0.148
333

0.682
225

0.148
333

0.682
225

<표 12> ‘남자’ 집단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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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이용자들 중 성별을 ‘여자’로 표기한 이용자들을 ‘그룹2’로 분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922이며, 최대값은 5.147로 그

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을 

‘여자’로 표기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9> ‘여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

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559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기를 뜻

하는 Sen’s slope 또한 .019로 소폭 상승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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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i

on

여자 48 0 48 0.897 5.147 1.750 0.644

<표 13> ‘여자’ 집단의 기술통계량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1.365
287

0.265
082

5.150
424

5.57E
-06

0.831
383

1.899
19

0.831
383

1.899
19

X 1 0.231
583

0.143
04

1.619
005

0.112
435

-0.05
651

0.519
68

-0.05
651

0.519
68

<표 15> ‘여자’ 집단의 계수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0.559

p-value < 0.0001

Sen's slope 0.019

<표 14> ‘여자’ 집단의 MK 검정 결과

  

  선형회귀분석 결과 ‘여자’ 집단의 경우 .231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성별을 ‘남자’로 표기한 이용자 집단 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

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성별에 따른 그룹 간 비교

  <그림 10>은 이용자가 입력한 성별을 기준으로 나눈 두 그룹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용자가 성별을 ‘남자’로 입력한 



- 61 -

집단의 경우 .007의 높은 Sen’s slope 수치와 0.415279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성별을 ‘여자’로 입력한 집단에서는 .019의 Sen’s slope 수치와 

0.231583의 회귀계수가 산출되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성별을 ‘여자’로 표기한 

‘그룹2’의 이용자들이 ‘그룹1’보다 높은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이용자들의 경우 계정 개설 후 4년이 지

나면 높은 반응 활동 비율을 보여 생산보다는 소비 활동을 더 활발히 

한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성별 이용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비교

  두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34로 산출되어 두 그룹의 이용행태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2-1]에 대한 본 연

구의 가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집단 간의 개시와 반응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기울기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아 여

자가 항상 남자보다 높은 개시 대비 반응 활동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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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slopes
t-Value:  0.94200443

Degrees of freedom:  92
Probability:  0.34865742

<표 16> 기울기 간 유의도 검증 
알 수 있다. 

2) 연령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연령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직접 입력한 생

일 값을 크롤링하여 년도 별로 분류하여 연령대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1) ‘10대~20대’, 2) ‘30대~40대’, 3) ‘50대 이상’으로 나뉜다. 연령이 

‘10대~20대’로 산출된 이용자들의 비율은 53.50%,  ‘30대~40대’로 산

출된 이용자들의 비율은 31.62%,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

자들의 비율은 14.88%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2]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이

며, 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

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1) ‘10대~20대’ 집단

   이용자들 중 연령이 ‘10대~2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을 ‘그룹1’로 

분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

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9이며, 최대값은 5.065

로 이용자 집단 중 가장 큰 개시 대비 반응의 비율 수치를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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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
ion

10대-
20대 48 0 48 0.900 5.065 1.886 0.630

<표 17> ‘10대~20대’ 집단의 기술통계량

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

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

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1> ‘10대~20대’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624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기를 뜻

하는 Sen’s slope 또한 .023으로 상승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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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1.296
576

0.273
494

4.740
782

2.17E
-05

0.745
73

1.847
421

0.745
73

1.847
421

X 1 0.326
114

0.138
702

2.351
195

0.023
153

0.046
755

0.605
474

0.046
755

0.605
474

<표 19> ‘10대~20대’ 이용자 집단의 계수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624

p-value < 0.0001

Sen's slope .023

<표 18> ‘10대~20대’집단의 MK 검정 결과

  선형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10대~2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

우 .326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연령이 ‘30대~40대’ 혹은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

이의 유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30대~40대’ 집단

   이용자들 중 연령이 ‘30대~4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을 ‘그룹2’로 

분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

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517이며, 최대값은 

1.742으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연령이 ‘30대~4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

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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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i

on

30데-
40대 48 0 48 0.517 1.742 0.968 0.310

<표 20> ‘30대~40대’ 집단의 기술통계량

<그림 12> ‘30대~40대’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양수인 .668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

기를 뜻하는 Sen’s slope 또한 .015로 비교적 큰 상승 경향을 보였다.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668

p-value < 0.0001

Sen's slope .015

<표 21> ‘30대~40대’ 집단의 MK 검정 결과



- 66 -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0.313
721

0.117
04

2.680
457

0.010
237

0.077
99

0.549
451

0.077
99

0.549
451

X 1 0.691
827

0.117
247

5.900
62

4.38E
-07

0.455
681

0.927
974

0.455
681

0.927
974

<표 22> ‘30대~40대’ 집단의 계수

  선형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30대~4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

우 0.691827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연령이 ‘10대~20대’ 혹은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50대 이상’ 집단

   이용자들 중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을 ‘그룹3’

로 분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

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

별 이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

용하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488이며, 최대

값은 1.781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

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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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i

on

50대
이상 48 0 48 0.488 1.781 0.818 0.223

<표 23> ‘50대 이상’ 집단의 기술통계량

<그림 13> ‘50대 이상’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양수인 .699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

기를 뜻하는 Sen’s slope 또한 .011로 비교적 큰 상승 경향을 보였다.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699

p-value < 0.0001

Sen's slope .011

<표 24> ‘50대 이상’ 집단의 MK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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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0.433
719

0.111
739

3.881
556

0.000
337

0.208
666

0.658
772

0.208
666

0.658
772

X 1 0.475
397

0.132
578

3.585
781

0.000
824

0.208
37

0.742
423

0.208
37

0.742
423

<표 25> ‘50대 이상’ 집단의 계수

  선형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

우 0.475397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연령이 ‘10대~20대’ 혹은 

‘30대~4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4) 연령에 따른 그룹 간 비교

 <그림 14>는 이용자가 입력한 생일을 기준으로 나눈 세 그룹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를 나타낸다. 연령이 ‘10대~20대’로 산출된 이용

자 집단 경우 .023의 Sen’s slope 수치와 0.326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연령이 ‘30대~4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에서는 .015의 Sen’s slope 

수치와 0.691의 회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산출

된 이용자 집단에서는 .011의 Sen’s slope 수치와 .475의 회귀계수가 

산출되었다. 

  그래프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연령이 ‘10대~20대’로 산출된 ‘그룹

1’의 이용자들은  ‘그룹2’나 ‘그룹3’보다 지속적으로 월등히 높은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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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령별 이용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비교

  ‘그룹1’과 ‘그룹2’의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046으로 산출되어 두 

그룹의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연령이 개시와 

반응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2-2]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반면 ‘그룹2’와 ‘그룹3’ 간의 기울기와, ‘그룹3’과 ‘그룹

1’ 간의 기울기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slopes
1&2 2&3 3&1

t-Value 2.01368886 1.22294359 0.77804372
Degrees of 

freedom
92 92 92

Probability 0.04696356 0.22447447 0.43853960

<표 26> 기울기 간 유의도 검증



- 70 -

3) 학력

   인구통계학적 속성 중 학력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직접 입력한 학

교 종류(school type) 값을 크롤링하여 사용하는데, 1) ‘고등학교’, 2) 

‘대학교’, 3) ‘대학원’으로 나뉜다. 학력을 고등학교로 입력한 이용자들

의 비율은 18.19%, 대학교로 입력한 이용자들의 비율은 44.78%, 그리

고 대학원으로 입력한 이용자들의 비율은 6.21%로 나타났다. 전체 이

용자 중 30.82%는 학력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연구문제 2-3]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력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이

며, 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

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력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1) ‘고등학교’ 집단

 이용자들 중 학력을 ‘고등학교’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을 ‘그룹1’로 분

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

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였

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816이며, 최대값은 

13.484로 이용자 집단 중 비교적 큰 개시 대비 반응의 비율 수치를 보

인다.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

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

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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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등학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
ion

고등학
교 48 0 48 0.816 13.484 2.559 2.004

<표 27> ‘고등학교’ 집단의 기술통계량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

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638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기를 뜻

하는 Sen’s slope 또한 .051로 하강 경향을 나타내었다.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638

p-value < 0.0001

Sen's slope .051

<표 28> ‘고등학교’ 집단의 MK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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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1.506
29

0.435
436

3.459
266

0.001
196

0.629
276

2.383
303

0.629
276

2.383
303

X 1 0.437
94

0.137
973

3.174
104

0.002
711

0.160
049

0.715
832

0.160
049

0.715
832

<표 29> ‘고등학교’ 집단의 계수 

  선형회귀분석 결과 학력을 ‘고등학교’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 

0.437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학력을 ‘대학교’ 혹은 ‘대학원’으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

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대학교’ 집단

   이용자들 중 학력을 ‘대학교’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을 ‘그룹2’로 분

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

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였

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859이며, 최대값은 

2.469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연령이 ‘30대~40대’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

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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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i

on

대학
교 48 0 48 0.859 2.469 1.276 0.276

<표 30> ’대학교’ 집단의 기술통계량

<그림 16> ’대학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양수인 .284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

기를 뜻하는 Sen’s slope 또한 .006으로 소폭 상승 경향을 보였다.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284

p-value .004
Sen's slope .006

<표 31>’대학교’ 집단의 MK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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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0.731
01

0.171
434

4.264
103

0.000
102

0.385
725

1.076
295

0.385
725

1.076
295

X 1 0.432
931

0.130
942

3.306
293

0.001
863

0.169
201

0.696
661

0.169
201

0.696
661

<표 32> ’대학교’ 집단의 계수

  선형회귀분석 결과 학력을 ‘대학교’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 

0.432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학력을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으

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대학원’ 집단

   이용자들 중 학력을 ‘대학원’으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을 ‘그룹3’으로 

분류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모든 이용자들의 개별 

이용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컸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하

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635이며, 최대값은 

2.628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학력을 ‘대학원’으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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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
le

Obser
vation

s

Obs. 
with 

missin
g 

data

Obs. 
witho

ut 
missin

g 
data

Minim
um

Maxi
mum Mean

Std. 
deviat
ion

대학원 48 0 48 0.635 2.628 1.256 0.487

<표 33> ‘대학원’ 집단의 기술통계량 

<그림 17> ‘대학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추이 
 

  양측 Mann-Kendall Trend Test를 통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 또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상승 속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Kendall’s tau 수치는 양수인 .894로 산출되었고, MK 검정에서의 기울

기를 뜻하는 Sen’s slope 또한 .025로 상승 경향을 보였다.

Mann-Kendall trend test / Two-tailed test (test):

Kendall's tau .894

p-value < 0.0001

Sen's slope .025

<표 34> ‘대학원’ 집단의 MK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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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
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

상위 
95.0
%

Y 
절편

-0.02
834

0.044
897

-0.63
132

0.531
024

-0.11
877

0.062
082

-0.11
877

0.062
082

X 1 1.057
067

0.034
427

30.70
426

7.95E
-32

0.987
727

1.126
408

0.987
727

1.126
408

<표 35> ‘대학원’ 집단의 계수

  선형회귀분석 결과 학력을 ‘대학원’으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 

1.057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 수치는 학력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입력한 이용자 집단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

의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4) 학력에 따른 그룹 간 비교

 <그림 18>은  이용자가 입력한 학력을 기준으로 나눈 세 그룹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를 나타낸다. 학력이 ‘고등학교’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 경우 .051의 Sen’s slope 수치와 0.437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학력

이 ‘대학교’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에서는 .006의 Sen’s slope 수치와 

0.432의 회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학력이 ‘대학원’으로 산출된 이용자 

집단에서는 .025의 Sen’s slope 수치와 1.057의 회귀계수가 산출되었다. 

  그래프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학력이 ‘대학원’으로 산출된 ‘그룹3’

의 이용자들은  ‘그룹1’이나 ‘그룹2’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개시 대비 반

응 비율을 이용의 초기부터 48개월까지 유지한다. ‘고등학교’와 ‘대학

교’의 개시 대비 반응 비율 또한 대학원 보다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세 집단 모두 이용 

시작 후 약 48개월이 지난 후 급격히 반응, 즉 소비의 행태를 많이 보

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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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학력별 이용자 집단의 개시 대비 반응의 변화 비교 

  ‘그룹1’과 ‘그룹2’의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979로 산출되어 두 그

룹의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그룹3’과 ‘그

룹1’의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00으로 산출되어 두 그룹의 이용행태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학력이 개시와 반응 활동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그룹2’와 ‘그룹3’ 간에도 0.00의 확

률치가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문제2-3]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

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력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slopes

1&2 2&3 3&1
t-Value 0.02612860 4.60992212 4.35419029

Degrees of 

freedom
92 92 92

Probability 0.97921133 0.00001295 0.00003461 

<표 36> 기울기 간 유의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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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3] 개시와 반응 추이에 따른 이용행태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시 활동 및 반응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아보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포함

하기 위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인구통계학

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용 행태의 변화를 겪

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로그를 바탕으로 

유형화 작업을 하였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추이를 변인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이용자들을 분류하였다.

  Brandtzaeg(2011)는 이와 비슷하게 SNS 이용자의 참여도(이용의 강

도)와 참여의 유형(참여의 목표와 방향)을 개념화하여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도를 높고 낮음으로 지수화하고, 

참여의 유형을 정보 유형과 오락 유형으로 분류한 후 네 가지로 이용

자를 유형화 하였다. 이후 (1) 때때로 SNS에 접속하나 자주 이용하지

는 않아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 정보 추구 유형에 가까운 산발자

(sporadics)들과, (2) 대부분 오락 관련 행위들을 하나 그나마도 참여도

가 낮아 수동적인 사용자 유형인 쓸모없는 사람(lurkers)들, 또한 (3) 

다른 이들과 가벼운 잡담을 주로 하지만 참여도가 높은 편인 사교적 

유형(socializers)들, 마지막으로 (4)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대부분 토론, 

읽기, 쓰기 등의 공헌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토론자(debaters)들, 마지

막으로 (5) 커뮤니티 내에서 콘텐츠를 게재(publish)하는 이용 행태를 

보이는 활발한 사용자(actives)들로 이용자들을 구분하였다.

  또한 SNS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유형화 작업을 한 또 다른 연구로는 

OFCOM(2008)의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을 자주 SNS를 사용하지만 짧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는 (1) 알파 소셜리스트, 사진을 주로 포스

팅하는 (2) 관심 추구자, 동료들과 맞추기 위해 SNS을 이용하는 (3) 

팔로워, 오래된 친구나 동문들을 찾으려는 (4) 충직자, 그리고 특정 목

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5) 기능주의자로 나누어 이용의 동기와 같은 맥

락에서 이용자들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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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유형 별 변화 추이를 알

아보기 위해 시계열로 나열된 이용 행태 데이터를 단면으로 잘라 살펴

보았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48개월 까지 나열된 데이터를 

12개월씩 끊어 분석하여 총 여섯 개의 시간 구획(time slice)으로 나누

었다. 전체 이용자들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그래프를 살펴볼 때 12

개월 마다 상승 또는 하강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각 이용자

의 개시 대비 반응 수치의 개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 활동의 

높고 낮음과 반응 활동의 높고 낮음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사용하

여 총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각 이용자의 개별 평균 수치를 기준

을 잡아 이 보다 높으면 H(high), 낮으면 L(low)로 분류하였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시간 구획 별로 집계된 이용자 유형의 비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이용자 유형의 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이용 유형을 각 시간 구획 별로 살펴보는

데, 인구통계학적 속성들로 분류된 이용자들이 각 유형에서 어떤 비율

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9> 이용 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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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는 각 유형의 이용자들을 배치한 그림이다. 첫 번째 유형

은 A타입 이용자들(개시 H, 반응 H)로, 특정 시간 구획에서의 이용행

태가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이 모두 자신의 계정 개설 시점과 48개월

까지의 평균치 보다 큰 유형자 집단이다. A타입 이용자들은 개시 활동

과 반응 활동 모두 활발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 

사이에 균형을 나타낸다. 두 번째 유형은 B타입 이용자들(개시 H, 반

응 L)은 개시 활동은 자신의 평균치보다 높으나 반응 활동은 낮은 이

용자 집단이다. 이들은 상태 업데이트나 사진 또는 동영상 포스트 등으

로 이루어진 개시 활동의 상승 추이가 코멘트 달기 등으로 구성된 반

응 활동의 상승 추이보다 높은 이용자 집단으로, Facebook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활동보다 자신의 포스트를 다른 이용자

들에게 개시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세 번째 유형은 C타입 이용자

들(개시 L, 반응 H)로, 특정 시점에서의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개시 활

동은 평균치보다 낮지만 반응 활동은 평균치보다 높은 집단이다. 이들

은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시 활동보다 낮아 자신이 포스트를 

게시하는 것보다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빈도가 높은 이용

자들이다. B타입 이용자들은 Facebook에서 다른 친구가 올린 게시물을 

많이 소비하고 이에 대한 반응 활동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D타입 

이용자들(개시 L, 반응 L)은 특정 시점의 시간 구획에서 개시와 반응 

활동 모두 자신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개시와 반응의 

활동량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게시물을 직접 포스팅 하거나 혹은 다른 

친구의 포스트에 답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림 32>는 위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 이용자 집단을 12개월씩 

나눈 네 개의 시간 구획에 따라 그 비율을 나타낸다. 바 그래프의 위에

서부터 차례대로 D, C, B, A의 비율을 나타낸다. 첫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1개월 차부터 12개월 차로, 개시와 반응 활동 비중이 모두 높

은 A타입 이용자들이 약 50%로 가장 많고, 활동량이 적은 D타입 이

용자들이 약 33%를 차지한다. 개시와 반응 활동 둘 중 한 가지만을 더 

많이 보이는 B타입과 C타입 이용자들은 각각 15%와 1.5%의 낮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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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A타입 이용자들의 비율이 

갈수록 즐어들어 계정 개설 후 약 4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한 개시 활동보다 반응 활동 비율이 높은 C타입 이용자들은 시간이 지

날수록 급격히 늘어나 계정 개설 후 약 4년 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생산 보다는 소비 활동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0> 시간 구획 별 이용 유형 비율의 변화

1) TIME1. 이용 1개월 차~12개월 차

 첫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1개월 차에서부터 12개월 차까지로, 전

체 모집단 중 2271명의 이용자들을 포함한다. 이 시기는 비교적 각 유

형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시기로, A타입(개시H, 반응H) 50.4%, B타입

(개시L, 반응H) 15.0%, C타입(개시H, 반응L) 1.5%, 그리고 D타입(개

시L, 반응L) 32.9%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A타입과 D타입이 고르게 

나타나는 시기로, C타입이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시기이다. 이는 처

음 페이스북에 가입한 후에는 반응 활동 보다는 개시 활동을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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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으로 볼 때에는 A타입 이용자들

에는 월등이 10대-20대 사용자가 많고, 반응의 비율이 높은 B타입에서

는 30대-40대 이용자들이 많다. 또한 학력의 경우 표기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비율이 크긴 하지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원 보다 대학교로 

표기한 이용자들이 많았다.

구분 type_A type_B type_C type_D 전체 모집단

매트릭스 전체
1146 342 35 748 2271

50.4% 15.0% 1.5% 32.9% 100.0%

성별
남자 425 223 18 443 1109 48.8%

여자 721 119 17 305 1162 51.2%

연령

10-20
대 745 114 18 338 1215 53.5%

30-40
대 278 141 14 285 718 31.6%

50대 
이상 123 87 3 125 338 14.9%

학력

표기 
없음 337 158 6 199 700 30.8%

고등학
교 231 50 4 128 413 18.2%

대학교 532 118 21 346 1017 44.8%

대학원 46 16 4 75 141 6.2%

합계 100.0%

<표 37> 1개월 차부터 12개월 차의 이용 유형 비율

(단위=%) 

2) TIME2. 이용 13개월 차~24개월 차

 두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13개월 차에서부터 24개월 차까지로, 전

체 모집단 중 2271명의 이용자들을 포함한다. 이 시기는 비교적 각 유

형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시기로, A타입(개시H, 반응H) 27.9%, B타입

(개시L, 반응H) 33.6%, C타입(개시H, 반응L) 24.0%, 그리고 D타입

(개시L, 반응L) 14.3%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모든 타입이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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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시기로, B타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처음 페이

스북에 가입한 후에는 반응 활동 보다는 개시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다가 점점 반응 활동량이 높아 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연령으로 볼 

때에는 A타입 이용자들에는 월등이 10대-20대 사용자가 많고, 개시와 

반응의 비율이 모두 낮은 D타입에서는 30대-40대 이용자들이 많다. 

또한 학력의 경우 표기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비율이 크긴 하지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원 보다 대학교로 표기한 이용자들이 많았다.

구분 type_A type_B type_C type_D 전체 모집단

매트릭스 전체
634 765 547 325 2271

27.9% 33.6% 24.0% 14.3% 100.0%

성별
남자 250 460 193 206 1109 48.8%
여자 384 305 354 119 1162 51.2%

연령

10-20
대 424 341 339 111 1215 53.5%

30-40
대 151 288 144 138 721 31.7%

50대 
이상 59 136 67 76 338 14.9%

학력

표기 
없음 129 253 214 104 700 30.8%

고등학
교 118 129 117 49 413 18.2%

대학교 356 330 197 134 1017 44.8%
대학원 31 53 19 38 141 6.2%

합계 100.0%

 <표 38> 13개월 차부터 24개월 차의 이용 유형 비율

(단위=%)

3) TIME3. 이용 25개월 차~36개 월차

  세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25개월 차에서부터 36개월 차까지로, 

전체 모집단 중 2271명의 이용자들을 포함한다. 이 시기는 비교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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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시기로, A타입(개시H, 반응H) 2.2%, B타입

(개시L, 반응H) 25.1%, C타입(개시H, 반응L) 49.8%, 그리고 D타입

(개시L, 반응L) 22.8%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모든 타입이 고르게 

나타나던 두 번째 시간 구획과는 반대로, A타입의 비율이 가장 낮아지

는 시기이며 D타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한 후에활발한 이용행태를 보이던 이용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동량이 주는 비율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

령으로 볼 때에는 A타입 이용자들에는 월등이 10대-20대 사용자들이 

C타입과 D타입에서 다른 이용자들을 추월한 것으로 보아 점점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type_A type_B type_C type_D 전체 모집단

매트릭스 전체
50 571 1131 519 2271

2.2% 25.1% 49.8% 22.8% 100.0%

성별
남자 24 354 419 312 1109 48.8%
여자 26 217 712 207 1162 51.2%

연령

10-20
대 22 237 741 215 1215 53.5%

30-40
대 21 232 271 194 718 31.6%

50대 
이상 7 102 119 110 338 14.9%

학력

표기 
없음 8 144 335 216 703 31.0%

고등학
교 8 99 227 87 421 18.5%

대학교 30 282 523 182 1017 44.8%
대학원 4 57 46 34 141 6.2%

합계 100.0%

<표 39> 25개월 차부터 36개월 차의 이용 유형 비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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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ME4. 이용 37개월 차~48개월 차

  네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37개월 차에서부터 48개월 차까지로, 

전체 모집단 중 2271명의 이용자들을 포함한다. 이 시기는 비교적 각 

유형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시기로, A타입(개시H, 반응H) 0.2%, B타입

(개시L, 반응H) 7.3%, C타입(개시H, 반응L) 51.9%, 그리고 D타입(개

시L, 반응L) 40.6%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모든 타입이 고르게 나타

나던 초반의 시간 구획과는 반대로, A타입의 비율이 거의 없어지고 반

응 비율이 높은 C타입과 개시 및 반응 비율이 모두 낮은 D타입의 비

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한 후에활발한 이

용행태를 보이던 이용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동량이 주는 비율

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타입에서는 여자가 월등히 많고 

D타입에서는 남자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C타입이 가

장 많았고, 50대 이상 사용자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구분 type_A type_B type_C type_D 전체 모집단

매트릭스 전체
2 167 1179 923 2271

0.2% 7.3% 51.9% 40.6% 100.0%

성별
남자 1 103 442 563 1109 48.8%
여자 1 64 737 360 1162 51.2%

연령

10-20
대 0 61 763 391 1215 53.5%

30-40
대 2 70 290 356 718 31.6%

50대 
이상 0 36 126 176 338 14.9%

학력

표기 
없음 1 29 342 328 700 30.8%

고등학
교 0 19 235 159 413 18.2%

대학교 0 84 553 380 1017 44.8%
대학원 1 35 49 56 141 6.2%

합계 100.0%

<표 40> 37개월 차부터 48개월 차의 이용 유형 비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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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Facebook 이용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활

동과 반응 활동에 대해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재현(2013)의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페이스북 이용 분석>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Facebook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계정 개설 시점부터 

2013년 데이터 수집 시기까지의 이용 로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각각

의 데이터는 월별로 잘라 각 월에 해당된 이용 행태들을 포스트 유형 

형태로 집계하였다. 수집 대상이 된 이용자들은 모두 2271명으로, 적게

는 1개월부터, 많게는 가장 오래 Facebook을 이용한 이용자의 99개월

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정 개설 후 약 48개월이 

지나면 집계되는 이용자들의 수가 급감하여 대표성을 잃기 때문에, 전

체 99개월 중 이상치를 제외한 48개월만 분석에 포함한다. 완성된 분

석 데이터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 SPSS와 엑셀 분석 도구인 XLSTAT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래프를 완성했다. 

  먼저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치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 

그래프를 구하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 별로 집단을 그룹화 하여 

역시 MK검정을 통해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각 속성별 집단

마다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선형 회귀선의 계수를 이용하여 

기울기 유의도를 판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화 작업은 먼저 유형 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로 나열된 이용 행태 데이터를 단면

으로 잘라 살펴보았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99개월로 나열된 

데이터를 12개월씩 끊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수치는 각 이용자들

의 반응 활동의 평균치를 개시 활동의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 각 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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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자들 간의 평균치를 구해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는 개시 활동 그리고 반응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연구문제 1] 전체 사용자들의 개시와 반응의 추이 

  첫 번째 연구문제는 “Facebook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

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며, 이

에 대해 “Facebook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

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48개월간 관찰된 2271명의 이용자의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

의 비율을 각각 구한 후, 각 이용자들의 월별 평균치를 구해 전체적인 

개시 활동에 대한 반응 활동의 비율을 시간의 흐름대로 나타내었다. 이

후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이 가설대로 늘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도출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

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특히 시계열 그래프의 상승 추이를 

검증하기 위해 Mann-Kendall Trend Test를 실시하였다.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1개월 차의 0.772이며, 

최대값은 44개월 차의 2.554로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

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속성 별 사용자들의 개시와 반응의 추이

  두 번째 연구문제는 “Facebook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

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속성별로 차이

를 나타내는가?”로, 이에 대해 “Facebook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

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

설 검증에서는 48개월간 관찰된 2271명의 이용자들을 인구통계학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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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 1) 성별, 2) 연령, 3) 학력으로 각각 나누어 그룹화 하여 살펴보

았다. 

  먼저 성별의 경우 이용자들 중 ‘남자’ 집단의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600이며, 최대값은 1.599으로 그래프는 상승하

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을 ‘남자’로 표

기한 이용자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

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집단의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922이며, 최대값은 5.147로 그

래프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남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

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 활동을 활발

히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이용자들의 경우 계정 개

설 후 4년이 지나면 높은 반응 활동 비율을 보여 생산보다는 소비 활

동을 더 활발히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두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34로 산출되어 두 그룹의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2-1]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페이스북 이용

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로 ‘10대~20대’의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 평균의 최소값은 

0.9이며, 최대값은 5.065로 이용자 집단 중 가장 큰 개시 대비 반응의 

비율 수치를 보였다. 그래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분모인 

개시 활동의 상승폭보다 분자인 반응 활동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30대~40’대와 ‘50대 이상’ 

그룹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 비율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룹1’과 

‘그룹2’의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046으로 산출되어 두 그룹의 이용행

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연령이 개시와 반응 활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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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2-2]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반면 ‘그룹2’와 ‘그룹3’ 간의 기울기와, ‘그룹3’과 ‘그룹1’ 간의 기울기

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집단의 월별 개시 대비 반응 활

동 평균의 최소값은 .816이며, 최대값은 13.484로 이용자 집단 중 비교

적 큰 개시 대비 반응의 비율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

원’ 집단 모두 상승 경향을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세 집단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학력이 ‘대학원’ 집단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보다 전반

적으로 높은 개시 대비 반응 비율을 이용의 초기부터 48개월까지 유지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시 대비 반응 비율 또한 대학원 보다

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세 집단 모두 이용 시작 후 약 48개월이 지난 후 급격히 반응, 

즉 소비의 행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룹3’과 ‘그룹1’의 기울기 

간의 확률치는 0.00으로 산출되어 두 그룹의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학력이 개시와 반응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그룹2’와 ‘그룹3’ 간에도 0.00의 확률치가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문제2-3]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학력별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3) [연구문제 3] 개시와 반응 추이에 따른 이용행태의 유형화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로그를 바탕으

로 유형화 작업을 하였고,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변인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이용자들을 분류하였다. 먼

저 유형 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로 나열된 이용 행태 데

이터를 단면으로 잘라 살펴보았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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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까지 나열된 데이터를 12개월씩 끊어 분석하여 총 여섯 개의 시간 

구획(time slice)으로 나누었다. 전체 이용자들의 개시 대비 반응 활동

의 그래프를 살펴볼 때 12개월 마다 상승 또는 하강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각 이용자의 개시 대비 반응 수치의 개별 평균치를 기

준으로 하여 개시 활동의 높고 낮음과 반응 활동의 높고 낮음으로 이

루어진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총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각 이용자

의 개별 평균 수치를 기준을 잡아 이 보다 높으면 H(high), 낮으면 

L(low)로 분류하였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시간 구획 별로 집

계된 이용자 유형의 비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이용자 유형

의 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이용 유형을 

각 시간 구획 별로 살펴보는데, 인구통계학적 속성들로 분류된 이용자

들이 각 유형에서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A타입 이용자들(개시 H, 반응 H)로, 특정 시간 구획

에서의 이용행태가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이 모두 자신의 계정 개설 

시점과 48개월까지의 평균치 보다 큰 유형자 집단이다. A타입 이용자

들은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 모두 활발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개시 활

동과 반응 활동 사이에 균형을 나타낸다. 두 번째 유형은 B타입 이용

자들(개시 H, 반응 L)은 개시 활동은 자신의 평균치보다 높으나 반응 

활동은 낮은 이용자 집단이다. 이들은 상태 업데이트나 사진 또는 동영

상 포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개시 활동의 상승 추이가 코멘트 달기 등

으로 구성된 반응 활동의 상승 추이보다 높은 이용자 집단으로, 

Facebook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활동보다 자신의 포

스트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개시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세 번째 유

형은 C타입 이용자들(개시 L, 반응 H)로, 특정 시점에서의 페이스북 

이용행태가 개시 활동은 평균치보다 낮지만 반응 활동은 평균치보다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시 활동보다 낮

아 자신이 포스트를 게시하는 것보다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반응하

는 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이다. B타입 이용자들은 Facebook에서 다른 

친구가 올린 게시물을 많이 소비하고 이에 대한 반응 활동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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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D타입 이용자들(개시 L, 반응 L)은 특정 시점의 시간 

구획에서 개시와 반응 활동 모두 자신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개시와 반응의 활동량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게시물을 직접 포

스팅 하거나 혹은 다른 친구의 포스트에 답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첫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1개월 차부터 12개월 차로, 개시와 반

응 활동 비중이 모두 높은 A타입 이용자들이 약 50%로 가장 많고, 활

동량이 적은 D타입 이용자들이 약 33%를 차지한다. 개시와 반응 활동 

둘 중 한 가지만을 더 많이 보이는 B타입과 C타입 이용자들은 각각 

15%와 1.5%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A

타입 이용자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어 계정 개설 후 약 4년이 지나

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시 활동보다 반응 활동 비율이 높은 C

타입 이용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늘어나 계정 개설 후 약 4년 

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생산 보다는 소비 활동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2. 해석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페이스북 이용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시 활동과 반응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 및 논의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시 활동에서 

반응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이었다. 그 결과 그래프는 실제로 상승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활동

이 늘어나는 속도가 개시 활동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입

증하여 가설을 지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발견은 마노비치(2008)가 설명한 컨버전스 문화의 생

산과 소비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노비치는 컨버전스 

문화에 대해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생산의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미디어 이용자는 생산보다는 소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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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셜 미디어와 생산과 소비의 행태는 분명 바뀌었지만, 여전히 소

수의 생산자가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듯, 페이스

북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스팅 플랫폼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행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본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페이스북에서는 동영상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하나의 동영상을 클릭하면 추천수가 높은 관련된 동

영상을 쓰레드(thread)로 연달아 제공한다. 이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

의 콘텐츠적 목적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비록 페이스북이 다른 전통적 미디어보다 이용자들의 개

시 행위를 폭발적으로 많이 이끌어냈으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다른 친구의 포스트에 반응하는 행위의 비율을 넘지 않는

다. 이는 마노비치(2008)의 풀이대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전문적으로 생산된 미디어가 나머지 사람들의 소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컨버전스 문화에서도 모든 

이용자가 생산자는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에서 기울기

만을 추출한 그래프는 변동이 많아 전체적인 개시 대비 반응의 비율은 

상승 추세이나, 불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전체 이용의 추이를 인구통계학적 혹은 네트워크의 속성 별로 세분

화하여 그룹을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전체 개시 대비 반응의 그래프가 약 95개월 차부터 급격히 하

락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 연구문제인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

동이 [연구문제1]에서 입증된 결과에 기반을 두면, 95개월 이상의 그래

프도 상승 추세를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시기부터 이용자 모집단 

수가 지극히 작아 대표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데이터 수집 기간의 후반으로 갈수록 모집단의 수가 작아져 소수의 

이용자들의 이용행태가 대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에서도 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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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구문제2]는 지지되었다. ‘남자’ 그룹은 

상승 추세를 보였고 ‘여자’ 그룹은 하강 추세를 보였는데, 이를 개시와 

반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남자들은 개시 활동 보다는 다른 친구의 포

스트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선호하고, 여자는 자신

의 이야기를 포스트 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10대~20대’는 개시 활동을, ‘30대~40대’와 ‘50대 이상’은 반응활동

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이용행태 특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이는 Killian(2012)이 유형화한 세대 별 SNS 이용행

태와 연관이 있다. Killian(2012)은 능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밀레니엄 

세대(the highly connected Millenials)와 수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절

제된 밀레니엄 세대(the restrained Millenials)로 이용자 집단을 나눈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10대~20대’는 연결된 밀

레니엄 세대로, ‘30대~40대’와 ‘50대 이상’은 제한된 밀레니엄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집단과 ‘대

학교’, ‘대학원’ 집단 사이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아예 학력란을 표기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높은 대

학 진학률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가 ‘대학교’로 집단을 표기하였고 나

머지 두 집단의 경우 낮은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학력과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윤지영(2014)의 설명대로, SNS에서는 사용자들의 공

유와 연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재구성되기도 하며,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 콘텐츠 자체에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

을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블로그 포스트가 제3자에 의해 페이스

북에 링크되면서 새로운 구조로 ‘공유’된 것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의 페이스북에 글이 연결되고, 그 지인들의 반응을 통해 다시 여러 네

트워크로 확산되는 현상은 본 연구에 의하면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특

성에 따른 이용 행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화의 추세는 개시와 반응 활동 비중이 모두 높은 A

타입 이용자들이 약 50%로 가장 많고, 활동량이 적은 D타입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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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35%를 차지하였다. 반면 B타입과 C타입은 아주 낮은 수치를 보

여 개시와 반응 활동 중 한 가지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적었다. 이는 

비슷한 개시와 반응의 수치에서 조금 더 한 쪽에 치우친 이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A타입 이용자들

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 계정 개설 후 약 5년이 지나면 거의 80%를 

차지해 근본적인 각 타입의 위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

을 오래 지속하여 데이터가 집계되는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페이스

북을 꾸준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유형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로도의 시기와 관련된 발견들

이다. 먼저 두 번째 시간 구획에서는 D타입의 유형자들은 줄고 A타입 

이용자들은 늘어났다. A타입(개시H, 반응H) 64.4%, B타입(개시L, 반

응H) 1.7%, C타입(개시H, 반응L) 9.9%, 그리고 D타입(개시L, 반응L) 

24.0%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점점 개시와 반응 모두 활발히 이용하

는 이용자들이 많은 시기이다. 이는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한 후 1년 전

후까지는 개시와 반응 모두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세 

번째 시간 구획은 이용의 25개월 차에서부터 36개월 차까지로, A타입

의 이용자들이 가장 큰 폭으로 줄고 D타입 이용자들은 늘어나며 B타

입의 이용자들의 수가 소폭 늘어나는 시기이다. A타입(개시H, 반응H) 

57.4%, B타입(개시L, 반응H) 3.2%, C타입(개시H, 반응L) 9.9%, 그리

고 D타입(개시L, 반응L) 29.5%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점점 개시

와 반응 모두 활동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한다. 이는 처음 페이스북에 

가입한 후 약 2년이 지나면 이용에 정체기가 온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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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을 생산과 소비의 관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포스

팅, 공유, 코멘트 등의 행위 지표들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알아본다. 더불어 페이스북 연구들은 social computing 

분야가 주를 이루고, cmc 분야,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은 

수가 적은 편이다. 본래 SNS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특정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적이기에 본 연구는 이를 컨버전스 

문화의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이용자의 생산과 소비가 미디어 환

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본 연구는 1차적 

지표를 뛰어넘어 ‘상호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때 ‘개

시’와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용

행태에 따른 이용자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이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적인 이용자 유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재현(2013)의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페이스북 이용 분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된 크롤링 데이터를 분

석하여 포괄적인 이용자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각각의 데이터는 월별로 잘라 각 월에 해당된 이용 행태들을 

포스트 유형 형태로 집계하였다. 수집 대상이 된 이용자들은 모두 

2271명으로, 적게는 1개월부터, 많게는 가장 오래 Facebook을 이용한 

이용자의 99개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개시 활동 대비 반응 활동의 수치는 각 이용자들

의 반응 활동의 평균치를 개시 활동의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 각 월 별

로 이용자들 간의 평균치를 구해 그래프를 산출하였다. 개시 활동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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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활동의 추이는 개시 활동 그리고 반응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발견은 마노

비치(2008)가 설명한 컨버전스 문화의 특성과 같이, 소셜 미디어와 생

산과 소비의 행태는 분명 바뀌었지만, 여전히 소수의 생산자가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

한다. 이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듯, 페이스북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스팅 플랫폼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콘텐츠를 소

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행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페이스북에서는 동영상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

하고, 하나의 동영상을 클릭하면 추천수가 높은 관련된 동영상을 쓰레

드(thread)로 연달아 제공한다.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개시 대비 반응 활동의 추이에서는 각 집단별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구문제 2]가 지지되었다. 이는 

Killian(2012)이 유형화한 세대 별 SNS 이용행태와 연관을 지을 수 있

다. Killian(2012)은 능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밀레니엄 세대(the 

highly connected Millenials)와 수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절제된 밀레

니엄 세대(the restrained Millenials)로 이용자 집단을 나눈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10대~20대’는 연결된 밀레니엄 세대

로, ‘30대~40대’와 ‘50대 이상’은 제한된 밀레니엄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윤지영(2014)의 설명대로, SNS에서는 사

용자들의 공유와 연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재구성되기도 하

며, 사람들의 관계와 그 특성에 의해 콘텐츠 자체에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유형화의 추세는 개시와 반응 활동 비중이 모두 높은 A타입 이

용자들이 약 50%로 가장 많고, 활동량이 적은 D타입 이용자들이 약 

35%를 차지하였다. 반면 개시 활동은 낮고 반응 활동은 높은 B타입과 

개시 활동은 높고 반응 활동은 낮은 C타입은 아주 낮은 수치를 보여 

개시와 반응 활동 중 한 가지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적었다. 이는 비

슷한 개시와 반응의 수치에서 조금 더 한 쪽에 치우친 이용자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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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A타입 이용자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 계정 개설 후 약 5년이 지나면 거의 80%를 차

지해 근본적인 각 타입의 위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을 

오래 지속하여 데이터가 집계되는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페이스북을 

꾸준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유형화 작업에

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로도의 시기와 관련된 발견으로, 페이스북에 가

입한 후 1년 전후까지는 개시와 반응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약 2년이 

지나면 이용에 정체기가 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2절 의의 및 한계

   연구 결과와 관련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행태의 특정 

시점만을 분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활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용의 단면적 특성보다, 시간이 흐르며 이용 초기

의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한 명 

한 명의 이용자를 유동성을 가진 존재라고 가정한 것으로, 이용자의 행

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했다. 

  본 연구의 의의 중 두 번째는 페이스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사회심리

학적 속성이나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속성 등 일차원적인 지표만을 연

구 주제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조금 더 큰 관점인 컨버전스 문화 속에

서 페이스북을 바라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분야의 생산과 소비 

개념을 SNS인 페이스북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론 측면의 의의는 크롤링 데이터의 사용

일 것이다.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에는 이론적인 검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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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재현(2013)의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페이스

북 이용 분석>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재현

(2013)은 연구용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 후 연구 참여

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페이스북의 API를 통해 이용자의 프로필 정보 

및 활동 내역(activity log)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고 보다 자세한 검토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은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을 통해 모집되었는데, 데이

터 수집에 동의한 참여자들이 원할 경우 앱이 제공하는 ‘페이스북 이용 

행태 통계’를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재할 수 있게 하고 게시물

을 본 다른 이용자가 원할 경우 연구를 소개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통

해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

다. 비록 크롤링 기법을 통해 많은 수의 이용자가 데이터에 포함되었지

만, 모든 한국인 페이스북 이용자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점

에서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분석 데이터

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수집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분

석 결과는 2016년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이용자들의 최장 이용 기간은 99개월이었으나, 

이용의 시점이 처음 개설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용자들의 모집단 수

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 이는 페이스북을 99개월만큼 오래 이용한 

이용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2271명의 이용자들에 대한 99

개월 치의 데이터가 있었다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용행

태를 포스트 유형별로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포스트 유형별로 개시 활

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반응 활

동을 야기한 마더 포스트(mother post)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

지만 현재 페이스북 API는 각 코멘트나 라이크에 대해 어떤 게시물에 

대한 반응 활동인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한계들은 페이스북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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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직접 집계하여 보는 크롤링 데이터를 사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기된 생산과 소비의 현상을 

통해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유튜브화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유저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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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of Facebook 

Usage 

and Initiation · Reaction  
- Time-series Analysis of Crawled Data of 

Facebook -

HeeJae Choi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ebook usage from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by using actual use pattern and 

adopting the concept of ‘initiation’ and ‘reaction’. Also, this study 

explains how Facebook usage including post, share, and comment 

relates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acebook contents.

  Fundamentally, as discussion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is 

done in a specific context, this study explains Facebook usag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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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culture. It also seeks to categorize the use pattern 

concerning the passage of time. The data was crawled as a part of 

<Analysis on Korean Facebook Use Pattern of Big Data 

Methodology>.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usage log from the establishment of 

an account to the point of crawling. Collected data was cut by 

month and aggregated as individual Faceboko usage. The data was 

gathered from 2271 users, with the period of usage ranging from a 

month to 99 months. However, as the use pattern tends to 

dramatically decrease after 48 month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first 48 months of the creation of accounts. Processed data was 

then analyzed by SPSS and XLSTAT to be drawn as unified 

graphs.

  RQ1 is “How does the proportion of reaction from initiation of 

Facebook use change over time?” The figure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average of reaction by the average of initiation by 

months, and was averaged among users.

  RQ2 is “How does the proportion of reaction from initiation of 

Faceboko use differ among demographics?” The study assesses the 

degree of rise and fall, and sees if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by 

calculating slopes of each graph.

  RQ3 is “How does the typology of the use pattern by the 

proportion of reaction from initiation change among time?” This 

study categorizes the use pattern into four groups by the average 

figure of initiation and reaction.

  The comprehensiv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ctual graph of 

the value of proportion of initiation and reaction supports the first 

hypothesis by increaing over time. This phenomenon seems to 

reflect the production and consumtption of Covergence cultur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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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vich explains. Manovich(2008) argues that even though 

production of contents if increased due to the appearnce of 

prosumers, media users constantly consume rather than producing. 

It is true that production of media contents is increased, but reality 

that a small number of producers supplies for the rest. This 

suggests that Facebook is used as a platform of consumption, not 

communication. As Facebook provides the advanced video search 

function, users uses Facebook to consume media as traditional 

medi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passage of time was 

actua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anlysis. The use of Facebook 

is meant to change as the users mature over time. This study 

intend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of usag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account and later on when the user feels fatigue. 

Also, this study presents a new angle on Facebook analysis as 

many of Facebook study concentrate on the effect of social 

psychology or personal factors on Facebook. Moreover, the use of 

actual crawled data provides more detailed examination on the 

Faebook use.

Keywords : Facebook, SNS usage, typology, time-series analysis, 

initiation and reaction, convergence culture, media prod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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