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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a Facebook in August 2011 reached to 16,330,000,
surpassed 15,930,000 of the Minihompy. In the circumstance of going global competition, "Why
is the “C” Company’s Minihompy is losing competitiveness compared to Facebook?" Th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o research on improvement of a Minihompy by comparing with a
Facebook. To this end, 4 variables are defin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for comparision.
Questionnaires are distributed to the users who have experienced both SNSs. 151 valid
questionnaires are analyzed with a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some functions of a
Minihompy should be changed to satisfy user requirement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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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만나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하면 다양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기업들
은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인터넷 활용면에서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두된 것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이다.
SNS는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인터넷 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맺기
를 통해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SNS는 넓은
의미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온라인 커뮤
니티가 한 장소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SNS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간 연결된 관계가 누적됨으로써 더 큰 네트워
크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혜정(2011)의 ‘Social
Networking Service 설계를 위한 대인관계 지향성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활
동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SNS를 매일 사용하는 충성도는 다른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충성도에 비해 높고, 일부 SNS의 경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보이는 등 독특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1].
이러한 SNS를 대표하는 것으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2004년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약 6억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된
글로벌 인맥 사이트로 발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가 2009년 6월, 52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0월, 491만 명을 넘어섰다[2].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2002년부터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국내의 SNS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해왔으나, 2011년부터 페이스북에
밀려 월평균 18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수는 2011년 6월부터 급
감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페이스북의 국내 방문자 수는 2011년 8월, 1633만 명을 기록하
여, 1593만 명을 기록한 미니홈피의 이용자수를 넘어 섰다[3].
이에 본 연구에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비교․분석하여 미니홈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1. SNS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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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인기
가 높아지면서 SN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형태도 다양해졌다. SNS의 기본 기능인 인맥구
축 외에도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의사소
통 기능과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SNS는 뉴 미디어로서 몇 년간 각광을 받아오
고 있다. SNS의 강점은 수천 만 명의 고유한 서비스 사용자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2]. SNS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학교동기, 동창 등으로 나누는 사례처럼 사람들을 일
정하게 분류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해주는 SNS는 사용자들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www.cyworld.com) 미니홈피는 실명을 사용하는 인맥 기반의 가
상사회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나의 1촌들에게 내가 노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초대 프로
세스를 도입하였다. 또 현실 세계에서 돈을 온라인에서 도토리라는 가상화폐 형식으로 변형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모바일 접속이 가능지면서 통화, 회의,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SNS에 부가되었다[5]. 그러나 이처럼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국외
SNS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미니홈피는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다.

2. 미니 홈피와 페이스북
국내의 대표적인 SNS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들 수 있다. 미니홈피는 회원들에게 나만
의 홈피를 무료로 제공하여 충분한 회원 수를 확보하였고, 스킨과 미니미, 장식고리 등 가상
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해왔
다. 이러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오프라인의 모임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클럽의
형태로 운용하여 인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유효한 정보의 공유도 가능하
게 하였다. 1999년 클럽 중심의 서비스를 하다가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로 개편한 이후 더
욱 성장하여 가입자 2천5백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지금은 새로운 SNS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2].
싸이월드는 인맥 기반의 커뮤니티로 미니홈피라는 개인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하며, 도토
리를 이용해 자신의 미니홈피를 유료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아는 사람끼리 일촌을 맺고
정보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일촌들이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그들의 일상과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클럽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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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싸이월드 웹 페이지에서 자신과 지인의 미니홈피 및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자신의 미니홈피 정보를 공개와 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와 일촌을 맺
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정보 검색이 제한적이다. 그렇기때문에 미니홈피는 자신이 아는 사
람하고만 일촌을 맺게 되는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4].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미니홈피는 SNS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SNS만으로 보기엔
연동과 그 운용의 폭이 넓다고 하였다. 기존의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단일 메인페이지로 개
편되면서 싸이월드-네이트라는 구조로 되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와는 달리 검색
가능한 포털형 SNS와 오픈마켓, 가격비교 등 종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변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04년 하버드 2학년 학생인 마크 주커버그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점차 인기를 끌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현재 2004년 개설 이후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SNS로 발전하였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트위터, 아이러브스
쿨, 인터넷카페, 싸이월드 등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적인 SNS로 볼 수 있다. 싸이월드나 마
이스페이스가 미니홈피와 프로파일을 통해 공유와 개방을 추구한다면 페이스북은 다소 폐쇄
적인 공유를 통해 친구들끼리의 친목 활성화를 추구한다. 또 친구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대
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없고,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매우 개방적인 특징을 갖는다. 친구
의 친구도 나와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 페이스북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
다. 미니홈피의 콘텐츠 보기가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방명록, 사진첩 등의 콘텐츠 폴더를 하
나하나 들여다보는 구성이라면 페이스북은 모든 콘텐츠를 한 공간 안에 펼쳐놓은 구성이기
때문에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친구들이 자신의 페이스북까지 오지 않고서도
바로 답글을 달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이영천
(2011)은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모바일 SNS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선의 권력과
동일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관계지향적 구조를 연구하였다[6]. 이기석 외(2011)
는 트위터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을 비교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각 SNS별로 이용행태와 변인간의 상이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싸이월드 사용자들이 대인관계 관련 변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비해
트위터 사용자들은 정치관련 변인과 매체관련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7]. 김준호 외(2011)는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을 비교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구조
가 강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싸이월드와 상호간에 소통을 훨씬 자유롭게 만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페이스북과의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차이점을 보다 세밀하게 각각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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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유형론을 중심으로 개방성의 유무를 측정하여 비교평가를 하였고,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의 의사소통의 구조 분석을 통해 정보의 흐름이 하나의 초점집단을 통한 중앙집권적 위계
구조 혹은 참여 구성원 각각으로 분권되어 있는 수평적 구조인지의 여부로 네트워크를 비교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Ⅲ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SNS인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전세계적 SNS인 페이스북을
비교․분석하여 미니홈피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미니홈피
와 페이스북을 비교하기 위해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모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비
교․분석하여 미니홈피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연구방법 및 측정항목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비교하기 위하여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공통적인 특성 및 제공되
고 있는 기능적 측면,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측정항목을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의 설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경영정보학과 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측정 항목
∙ SNS와 외부시스템과의 정보 공유와 연동의 용이성
∙ SNS의 검색 기능의 편리함
∙ SNS 프레임 사이즈변경의 용이성
∙ SNS 레이아웃 내 넓이의 적당함
∙ SNS 게시물 작성시 HTML 기능(입력도구)
∙ SNS의 유료 결제 아이템의 금액의 적절성
∙ SNS 사용의 쉬운 정도
∙ SNS 관리의 용이성
∙ SNS 다양한 첨부 파일의 종류 지원(SWF, FLV등)

참조문헌
우공선 외(2011),
김성수 외 (2011),
홍삼열(2010), 윤영선(2010),
박유진(2008)
김성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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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의 게시물 등록 시 첨부파일 용량 확보
∙ SNS 꾸미기 기능
∙ SNS내 음악듣기
∙ SNS의 사진 등록장 수, 사이즈의 활용
∙ SNS의 사진 사이즈의 활용
∙ SNS 동영상 저장
∙ SNS의 RSS 지원
∙ SNS 사진 편집 기능의 유용성
∙ SNS의 새로운 서비스의 만족
∙ SNS를 이용한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 개선
∙ SNS를 사용함으로써 외로움의 탈피
∙ SNS를 이용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 SNS를 통한 자기자신 표현
∙ SNS를 통한 지인들의 상태 확인
∙ SNS 내 채팅 기능
∙ SNS 내 오락 기능
∙ SNS 음성 대화 기능
∙ SNS 화상 대화 기능

고상민 외(2010)
박유진(2008)

고상민 외(2010)
박유진(2008)
강미은(2000)
김성수 외 (2011)

<표 1>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비교하기 위한 측정항목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20일～5월 12일에 걸쳐 직장인과 대학생들 중 페
이스북과 미니홈피를 모두 사용해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니홈피
와 페이스북에 대한 이용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을 두어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이 설문
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 수는 196부이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5부를 제외한 1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 t-tes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

분석결과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이용과 관련한 측정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 t-tes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 <표 3>에 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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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우선,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Levene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확
률(Sig)이 0.876으로 0.05보다 크므로 등분산을 만족한다. t 검정 결과, 유의확률(Sig)이
0.004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은 이용과 관련된 항
목에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미니홈피에 비해 페이스북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비교에서 미니홈피는 아이템의 유료 부분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공유와 연동 되는 점에서도 페이스북보다 미니홈피가 불
만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SNS 사용 시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네비게이션 기능에서도 미
니홈피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관리의 용이함 또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
사 되었다. SNS 내 프레임과 게시물 작성 시 사용되는 레이아웃의 넓이는 미니홈피와 페이
스북 둘 다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페이스북이 평균 0.12 정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 되었다. HTML 기능 역시 비슷한 결과로서 높은 만족도는 아니었지만, 페이스북보
다 미니홈피가 좀 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SNS 사용 시 검색의 용이함은
평점이 3.0대에 머무르고, 평점의 차이도 거의 없으므로, 두 SNS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사용하기 쉬운 정도에서는 변수 내에서 항목 중 가장 높
은 평점을 받아 미니홈피가 사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니홈피 페이스북 평균차이
항목
평균
평균
SNS의 유료 결제 아이템 금액의 적절성
2.285
2.722
-0.44
SNS와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공유와 연동의 용이성 2.914
3.291
-0.38
SNS의 네비게이션 기능 강화
2.934
3.166
-0.23
SNS 관리의 용이성
3.185
3.384
-0.20
SNS 프레임 사이즈변경의 용이성
3.331
3.457
-0.13
SNS 레이아웃 내 넓이의 적당함
3.272
3.371
-0.10
SNS 게시물 작성시 HTML 기능(입력도구)
3.351
3.437
-0.09
SNS의 검색 기능의 편리함
3.060
3.099
-0.04
SNS 사용의 쉬운 정도
3.490
3.371
0.12
SNS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이용측면 미니홈피
151
3.0912
.50838
.04137
항목
페이스북
151
3.2553
.48700
.03963

<표 2> 집단 통계량 결과(이용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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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
확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
차이의 차이의 95%
t 자유도 확률 평균차 표준 신뢰구간
(양쪽)
오차 하한 상한
등분산이
이용 가정됨 .025 .876 -2.864 300 .004 -.1641 .0573 -.2768 -.0514
측면 등분산이
-2.864 299.5 .004 -.1641 .0573 -.2768 -.0514
항목 가정되지 않음

<표 3> 독립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두 번째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공서비스 측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우
선,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Levene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Sig)이
0.362로 0.05보다 크므로 등분산을 만족한다. t 검정 결과, 유의확률(Sig)이 0.001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은 제공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항목들
에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자들은 미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미니홈피가 페이스북보다 SNS의 음악 듣기 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평균점
(3.11)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음악듣기의 평점은 2.63으로 미니홈피보다 페이스북이 음악듣기
에는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사진의 등록 장수, 사이즈 및 편집 기능에
서도 미니홈피가 페이스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원되는 첨부 파일의 종류가 다양하며
용량 또한 미니홈피가 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SS 지원부분과 새로운 기
능의 만족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니홈피가 새로운 정보 및 기능의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페이스북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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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 페이스북 평균차이
항목
평균
평균
SNS의 RSS 지원 여부
3.212
3.424
-0.21
SNS의 새로운 서비스의 만족
3.159
3.318
-0.16
SNS 동영상 저장의 수준 향상
3.040
3.066
-0.03
SNS의 사진 사이즈의 활용
3.311
3.232
0.08
SNS 다양한 첨부파일의 지원(SWF, FLV등)
3.172
3.079
0.09
SNS의 게시물 등록시 첨부파일 용량 확보
3.139
3.033
0.11
SNS 꾸미기 기능의 편리성
3.464
3.166
0.30
SNS의 사진 등록장 수, 사이즈의 활용
3.497
3.192
0.30
SNS 사진 편집 기능의 유용성
3.543
2.967
0.58
SNS내 음악듣기의 용이성
3.563
2.636
0.93
SNS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기능
미니홈피 151 3.3099
.53389
.04345
측면
페이스북 151 3.1113
.47910
.03899
<표 4> 집단 통계량 결과(제공서비스 측면)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
확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
차이의 차이의 95%
t 자유도 확률 평균차 표준 신뢰구간
(양쪽)
오차 하한 상한
등분산이
기능 가정됨 .088 .362 3.403 300 .001 .1987 .0584 0.838 .3136
측면 등분산이
3.403 299.6 .001 .1987 .0584 .0838 .3136
가정되지 않음

<표 5> 독립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관계성 측면에 대한 항목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Levene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Sig)이 0.549로 0.05보다 크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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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을 만족한다. t 검정 결과, 유의확률(Sig)이 0.004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즉,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비교에서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지인들의 상태 확인이 다음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미니홈피를 통해 인간관계성의 확인 및 개선부분에서
미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많이 부족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외로움의 탈피, 자
기 자신의 표현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관계개선에서 미니홈피가 더욱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부분에서 미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실질적으
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목
SNS를 이용한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개선
SNS를 통한 지인들의 상태 확인
SNS를 이용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개선
SNS를 사용함으로써 외로움의 탈피
SNS를 통한 자기자신 표현
SNS
N
평균
관계관련 미니홈피
3.2036
측면 페이스북 151
151 3.4669

미니홈피
평균
3.166
3.603
3.199
3.000
3.450
표준편차
.76398
.79040

페이스북 평균차이
평균
3.536
-0.37
3.960
-0.36
3.497
-0.30
3.192
-0.19
3.642
-0.19
평균의 표준오차
.06217
.06432

<표 6> 집단 통계량 결과(관계성 측면)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
확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
차이의 차이의 95%
t 자유도 확률 평균차 표준 신뢰구간
(양쪽)
오차 하한 상한
등분산이
관계 가정됨 .360 .549 -2.943 300 .004 -.2632 .0894 -.4392 -.0872
관련 등분산이
-2.943 299.7 .004 -.2632 .0894 -.4392 -.0872
측면 가정되지 않음

<표 7> 독립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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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채팅기능, 음성대화, 오락, 화상대화 기능 등의 측정항목들에 대해
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우선, 분산의 동
질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Levene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Sig)이 0.306으로 0.05
보다 크므로 등분산을 만족한다. t 검정 결과, 유의확률(Sig)이 0.141로 유의수준 1%에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에서 채팅기능, 음성대화, 오락, 화상대화 기
능 등의 항목에 대한 인식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오락 기능과 화상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채팅과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실질적인
정보 교류부분에서는 미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조금 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락 기능과 대화 기능을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능
측면

항목
SNS 내 채팅 기능
SNS 음성대화 기능
SNS 내 오락 기능
SNS 화상대화 기능
SNS
N
미니홈피 151
페이스북 151

평균
2.6689
2.7930

미니홈피
평균
2.940
2.510
2.728
2.497
표준편차
.69854
.76199

페이스북 평균차이
평균
3.152
-0.21
2.616
-0.11
2.828
-0.10
2.576
-0.08
평균의 표준오차
.05685
.06201

<표 8> 집단 통계량 결과(기능측면)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
확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
차이의 차이의 95%
t 자유도 확률 평균차 표준 신뢰구간
(양쪽)
오차 하한 상한
등분산이
기능 가정됨 1.05 .306 -1.476 300 .141 -.1241 .0841 -.2897 -.0413
측면 등분산이
-1.476 299.8 .141 -.1241 .0841 -.2897 -.0413
가정되지 않음

<표 9> 독립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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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니홈피의 활성화 방안
분석결과에서 미니홈피가 전반적인 면에서 페이스북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미니홈피는 유료 아이템 금액의 적절성 부분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향후 미니홈피는 유료 아이템부분의 비중을 줄이거나, 무료 아이템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니홈피의 유료 아이템부
분을 축소하거나 무료화한다면 미니홈피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공유부분에서 미니홈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시스템과의 공유가 가능
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미니홈피는 그간 폐쇄적인 성향으로 운영해오면서 외부
시스템과 공유되는 부분이 취약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부시스템과의 공유 및 연동이 용
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비게이션 기능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찾아가고 지나왔던 페이지를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미니홈피의 환경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니홈피의 페이지 사이즈와
게시물 작성 시 레이아웃의 크기 등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미
니홈피라고 하는 특성상 좁은 넓이가 사용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만, 미니홈
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에서 자유롭게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할 필요가 있다.
음악듣기의 용이성, 꾸미기 기능, 사진 등록 및 편집과 관련된 항목은 미니홈피가 페이스
북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미니홈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진이나 음
악듣기에 비해 요즘 더욱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영상 부분에서는 페이스북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동영상에 대한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미니홈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SS지원의 정도와 새로운 기능의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미니홈피가 페이
스북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SNS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정보
의 수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RSS지원이나 이와 유사한
새로운 기능들을 미니홈피에 추가할 시 미니홈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지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항목들에서는 미
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미니홈피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 중 친구 추가를 할때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해주면 손쉽게 자동으로
멀어졌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미니홈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들이 오락보다는 채팅을 선호하며, 화상대화보다는 음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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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선호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니홈피에서 지인들의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
부분과 SNS를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채팅이나 음성대화, 오락, 화상대화 등의 측정항목에서는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에서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미니홈피의 개선방안은 중요한 사항으
로 인지할 필요는 없지만, 채팅, 음성대화, 오락, 화상대화 등의 기능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부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람들과의 관
계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

결론

최근 수 년 사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국외 SNS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국내 SNS인 미니홈피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
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
니홈피와 페이스북을 측정항목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미니홈피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유료 아이템 및 정보공유부분, 프레임의 넓이 및
게시물 작성 시 활용 공간 등의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RSS 지원 부분과 새로운 서비스에
크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네비게이션 기능부분과 동영상, RSS지원의 정
도와 새로운 기능의 업데이트 부분, 지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친구 및 다른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항목들에서 미니홈피가 페이스북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채
팅이나 음성대화, 오락, 화상대화 등의 측정항목에서는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듣기의 용이성, 꾸미기 기능, 사진 등록 및 편집과 관련된 항목
은 미니홈피가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니홈피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료 아이템부분의 비중을 줄이거나, 무료 아이템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자들의 경제
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의 폐쇄적인 성향을 버리고 외부시스템과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용자가 쉽게 찾아가고 지나왔던 페이지를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미니홈피의
환경자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넷째, 미니홈피의 페이지 사이즈와 게시물 작성 시 크기 등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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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자 환경에서 자유롭게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음악듣기의 용이성, 꾸미기 기능, 사진 등록 및 편집과 관
련된 항목들에 대한 미니홈피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동영상에 대한 기능적 개선과 RSS지원의 정도와 새로운 기능의 업데이트 부분에
서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능들에서 친구 추가의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해주
고, 미니홈피에서 지인들의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부분과 SNS를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대
화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새로
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고, 실무적으로 미니홈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기여점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을 사용해본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SNS는 개인 미디어의 특
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니홈피 외의 다른 개인 미디어 사이트의 발전
방향으로 일반화 시키기에 많은 제약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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