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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SNS 매체 평가를 위해 적용 가능한 품질의 측정요인들을 문헌고찰하고, 평가방법론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SNS 매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SNS 품질요인을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인터페이

스품질, 서비스품질 등으로 분류하였고, AHP 기법을 적용하여 품질요인별 중요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측정결과로서 서비스품질

이 상대적으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인터페이스품질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SNS, SNS 품질(SNS Quality), AHP

I.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연결하는 네트워

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중심이 돼 콘텐츠를 공유, 유통하

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타인들과의 공유를 통해 자신의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 SNS 이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SNS 매체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 오프

라인 중심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오던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서비스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도 맺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확

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SNS만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NS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SNS 매체

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매체 평가를 위해 적용 가능한 품질의 

측정요인들을 문헌고찰하고 평가방법론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

여 SNS 매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SNS 정의 및 특성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

칭이다. ‘소셜(Social)’은 사회라는 영어단어에서 온 것으로 ‘사람

들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네트워크(Network)’는 ‘사
람들이 일련의 관계에 의해 모인 관계망’을 의미한다. 이 둘의 조

합인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

는 관계망’으로 표현할 수 있다[1]. 
SNS에 대한 정의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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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NS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Table 2. Precedence Research of SNS Characteristic

연구자 특성 내용

Smith 

(2007)[7]

정체성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이 본인을 독특한 방식으로 

드런낼 수 있는 정체성.

존재감
온라인상에서 상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존재감.

관계
온라인상에서 두 사용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는 관계.

대화 온라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방법.

그룹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해기는 그룹형성.

평판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을만한지를 평가 할 수 

있는 정도.

공유 참가자들과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유.

원욱연(2

009)[8]

프로필 

및 

콘텐츠 

생산

신상정보, 취미, 관심사와 같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거나, 서진과 동영상 등 시스템 안에서 콘텐츠를 

사용자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능.

관계 

맺기

1촌/친구 맺기, 팬 되기 등 개인 간의 관계를 맺어, 

관계를 맺은 지인들을 목록화하여 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는 기능.

커뮤니

케이션

각 개인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함은 물론 이메일, 쪽지, 

채팅, 메신저 등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

유혜인(2

011)[9]

참여

소셜미디어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여 미디어와 오디언스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함.

공개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되어 

있으며 투표, 피드백, 코멘트,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음.

대화

전통적인 미디어가“Broadcast”이고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오디언스에게 유통되는 반면 소셜미디어는 

쌍방향성을 띰.

커뮤니

티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케 하고 

케뮤니티로 하여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하게함.

연결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상에서 이루어짐.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표 1. SNS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Table 1. Precedence Research of SNS

연구자 SNS 정의

Boyd & 

Ellison(2007)[2]

SNS는 개인과 프로필을 갖추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고, 이러한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고상민(2010)[3]

SNS는 인터넷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 간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정보 및 

콘텐츠의 공유, 인맥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고훈석(2011)

[4]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Social Network 

Sites의 줄임말로서, 웹 2.0기반의 상호 작용형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며,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로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박성규(2012)[5]

SNS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와 함께 정보도 

공유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정진아(2013)[6]

SNS는 온라인상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기존의 인맥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주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와 인맥을 형성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칭한다.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

2. SNS 품질 측정요인

SNS 품질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측정요인을 살

펴보면 [표 3]과 같다. 

연구자 측정요인 세부요인

원욱연 

(2009)

[8]

인터페이스품

질
⦁네비게이션⦁외관⦁맞춤화⦁근접성

시스템품질
⦁효율성⦁이용가능성

⦁안정성⦁보안성

정보품질
⦁충족성⦁이해가능성⦁구조

⦁신뢰성⦁적시성⦁검색능력

서비스품질 

⦁지원성⦁확신성⦁채널

⦁반응성⦁유인성⦁보상성

⦁공감성

감성품질 ⦁상호작용⦁재미⦁몰입

콘텐츠관리

품질

⦁택스트 관리⦁멀티미디어 관리⦁콘텐츠 

보호 설정

서우종 

등

(2010)

[10]

인터페이스

품질

⦁호환성⦁네비게이션⦁외관⦁맞춤화

⦁근접성

시스템품질
⦁효율성⦁이용가능성

⦁안정성⦁보안성

정보품질
⦁충족성⦁이해가능성⦁구조

⦁신뢰성⦁적시성⦁검색능력

서비스품질

⦁지원성⦁확신성⦁채널

⦁반응성⦁유인성⦁보상성

⦁공감성

감성품질 ⦁상호작용⦁재미⦁몰입

저작환경

품질

⦁콘텐츠 저작 도구⦁콘텐츠 저장 용량

⦁콘텐츠 관리

이수회, 

김맹선

(2013)

[11]

시스템품질
⦁효율성⦁이용가능성

⦁안정성

정보품질
⦁정보의 충족성⦁이해가능성

⦁신뢰성⦁적시성

서비스이해

품질
⦁지원성⦁반응성⦁공감성

인터페이스

품질
⦁내비게이션⦁외과⦁근접성⦁맞춤화 

감성품질 ⦁상호작용⦁재미⦁몰입

표 3. SNS 매체 품질 평가요인

Table 3. The Variables of SNS Media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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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평가요인의 조작적 정의

Table 4.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Variables

평가

요인

세부

요인
조작적 정의

시스템

품질

효율성
SNS 매체에 신속하게 접속하거나, 이용하는데 

지연이 없는 정도

이용

가능성

363일 24시간 SNS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정성
SNS 매체가 오류나 다운 없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정도

보안성 SNS 매체가 개인정보 등 보호할 수 있는지의 정도

정보

품질

검색능력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

정확성 SNS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

신뢰성 SNS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

적시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인터

페이스

품질

호환성
다양한 환경(PC,모바일등)에서 SNS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

내비

게이션

SNS 매체에서 원하는 링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

외관
SNS 매체의 레이아웃, 폰트, 이미지 등이 보기 

좋도록 잘 설계된 정도

맞춤화
콘텐츠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설정할 수 있는 정도

서비스

품질

반응성
사용자의 요청이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정도

확신성 사용자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전할 수 있는 정도

공감성
사용자의 요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채널
사용자가 SNS 매체 지원과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정도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SNS 매체를 평가하기 위해 SNS 품질에 대한 

평가항목을 크게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인터페이스품질, 서비스품

질로 나누고, 세부항목으로 16개의 요인을 통해서 AHP 기법을 

이용한 계층구조를 만들었다. 계층구조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NS 품질의 계층적 구조

Figure 1. Hierarchical structure of SNS Quality

2. 요인의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 중에 나온 평가요인에 대한 각 세부요인의 조작적 정

의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의 대상은 전문가집단(MIS을 전공한 교수 및 박사)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10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관성비율이 0.1 이상으로 유효수준을 벗어난 설문지 3부를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7부를 유효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AHP를 적용한 중요도 분석 및 종합점수의 산정은 전문가집단 

개개인의 쌍대비교행렬에 고유벡터 계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와 

평점에 대한 우선순위 벡터들을 구한 뒤, 이 벡터 값들을 기하평균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툴은 Microsoft Office Excel 
201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상위계층 분석결과

SNS 매체 품질의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인터페이스품질, 서비

스품질 등의 평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산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5. 상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Table 5. Importance and Priority for Evaluating SNS Quality 

by upper level’s factors

평가
요인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품질

서비스
품질

중요도 0.221 0.288 0.170 0.321

우선
순위

3 2 4 1

2. 종합 분석결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중요도 산출 결과를 종합해 보면[표 

5]와 같다. 상위 계층에서 구해진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위 계층의 

동일 수준 내에서의 중요도를 보면, 신뢰성이 0.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안성(0.109), 반응성(0.106), 공감성

(0.093), 정확성(0.083), 호환성(0.076), 확신성(0.072), 내비게이

션(0.052), 안정성(0.052), 채널(0.050), 검색능력(0.044), 적시성

(0.038), 이용가능성(0.035), 효율성(0.026), 맞춤화(0.025), 외관

(0.017)순으로 나타났다.

표 6. SNS 평가 기준의 중요도
Table 6. Importance for Evaluating SNS Quality by whole factors

계층 1 (중요도) 계층 2 중요도(동일 요인 내에서의 중요도)

시스템품질

(0.221)

효율성 0.026 (0.117)

이용가능성 0.035 (0.158)

안정성 0.052 (0.233)

보안성 0.109 (0.492)

정보품질

(0.288)

검색능력 0.044 (0.152)

정확성 0.083 (0.287)

신뢰성 0.124 (0.429)

적시성 0.038 (0.132)

인터페이스품질

(0.170)

호환성 0.076 (0.445)

내비게이션 0.052 (0.308)

외관 0.017 (0.101)

맞춤화 0.025 (0.146)

서비스품질

(0.321)

반응성 0.106 (0.330)

확신성 0.072 (0.225)

공감성 0.093 (0.289)

채널 0.05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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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실증 분석을 통한 동일 계층 내에서의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매체 품질 평가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인터페이

스품질 중 서비스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면, 정보

품질, 시스템품질, 인터페이스품질 순으로 중요도의 가중치가 부

여되었다.
둘째, 시스템품질의 하위 항목인 효율성, 이용가능성, 안정성, 

보안성의 항목중 보안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났으며, 이용

가능성, 효율성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셋째, 정보품질의 하위 항목인 검색능력, 정확성, 신뢰성, 적시

성의 항목 중 신뢰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났으며, 정확성, 
검색능력, 적시성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넷째, 인터페이스품질의 하위 항목인 호환성, 내비게이션, 외관, 
맞춤화의 항목 중 호환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
비게이션, 맞춤화, 외관 순으로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비스품질의 하위 항목인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채

널의 항목 중 반응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났으며, 그다음 공

감성, 확신성, 채널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SNS 매체 평가시 고려해야하는 요인들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를 구해 봄으로써 SNS 매체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SNS 매체 평가시 각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 점

수를 산정하고, 이에 요인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SNS 매체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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