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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에서 바라보는

UCC 유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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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소수”
1 Percenter

From Citizen Mark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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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캘리포니아 Hollister시의 사건에 대한

라이프지의 사진 한 장이 파문을 일으키다. 

“99%는 준법시민이지만, 1%가 문제”
라는 성명이 발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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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의 개념이 생겨나고,

1954년 말론 브란도의 영화는 폭주족에 의해

마을이 1주일 동안 공포에 떠는

폭주족 두목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어

1%의 악명신화는 더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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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ter 사건에 대한 William L. Dulaney의 연구

술 취한 폭주족 사진은 <라이프> 사진 기자의 연출한 장면으로 밝혀지다.

폭주족들은 반드시 우범자들이 아니다.
반 관료주의자에 가깝다
공동체라는 이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서로 간에 강철같은 유대를 통해 틀에 박히지 않은 삶을 추구한다.
그들에게 전통적인 지배체제를 인정하게 만들 생각은 접어 두는 게 좋다.



Page 5



Page 6

2005년 6월, 위키피디아 방문자 740만명 뉴욕시 인구와 맞먹는 거대한 숫자

누구나 위키피디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사람은 방문자의 0.9%에 해당하는 6만 8,682명

2001년 위키피디아가 시작된 이래, 콘텐츠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방문자의 1% 수준이며, 
이들 1%가 86만 4천개의 항목을 작성, 방문자의 1.8%가 전체 항목의 72% 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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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센트의 법칙

온라인 서비스 전체 방문자 중 약 1퍼센트만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나 그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전체 방문자의 약 10퍼센트가 생산된 콘텐츠와 상호작용한다.



Page 8

파레토의 법칙

1퍼센트의 법칙이 80/20 법칙을 뒤집을까?

20퍼센트가 그 결과물의 80퍼센트를 책임진다.
- Joseph Juran

이탈리아 국민의 20퍼센트가 전체 부의 80퍼센트를

소유한다! - Vilfredo Pa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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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1퍼센트들

전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신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오토바이 클럽의 무법자들처럼 문화의 경계선에 서 있다.

자신들이 공공의 선이라 여기는 것들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헌신한다.

미래에 투자한다.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의 상징으로 상호 작용이라는 씨앗을 뿌린다.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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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UCC가 생성되고 유통됩니다.
800만 건의 방명록, 일 평균 570만장의 사진, 20만개의 동영상, 24만개의 게시물 (모두 스크랩 포함)

• 순수하게 직접 콘텐츠를 생성한 비율은? 동영상의 경우 ¼

• 콘텐츠 생성의 호흡은? Rich해 지거나, 아주 짧아지거나…

• 다이어리의 사용량 증대, 게시판의 상대적 이용량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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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이용자의 task를 분석해 보았을 때 메인 화면에 로그인한 이용자는 개인정보(1) 및

관계정보(2)를 확인 후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서비스로 바로 이동을 하거나(3) 관심콘텐츠를 확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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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에 등록되는 뉴스는 기본 11개, 수 많은 기사 중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뉴스는 20개 이내

UCC 섹션 광장의 경우 1만개의 게시물 중 메인 5개, 동영상 6개

이들이 전체 Traffic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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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
내 친구에게 의미 있거나 : 모두에게 의미 있거나

나만 즐기거나 : 1,000만 명이 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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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의 미니홈피에 있는 개인 정보가 정보로서 요긴한가?”

일촌 20명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

시계, 만년필,

춤, 사랑

이들 중에 대다수에게 관심 있는 정보의 양의 비율은?
하지만 20명에는 가장 소중한 정보일 수 있는 가능

이것을 찾아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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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웹 서비스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선택의 측면에서!

검색에서 쳐봐?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는 정보, 
콘텐츠는 믿을 만한 것인가?

사용빈도, 방문 트래픽을
기반으로 검색 로봇과 링크를
기반으로 모아진 정보

그러나 그것은 양질의 정보인가?

뉴스도 트래픽을 기반으로 편집권이 행사되나?

정량적인 가치로서의 정보와 정성적인 가치로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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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UCC

서비스 도메인
(1인 미디어, 블로그, 카페, 

게시판 서비스)

C

UCC

C

사용자가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
또는 스스로 만들어낸 콘텐츠를

하나의 서비스 도메인 안에 넣어둠

사용자가 구속되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를 재활용,
또는 스스로 만들어낸 콘텐츠를 서비스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 개인화 또는 응용한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에
적용하여 노출 시킬 수 있음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플랫폼
(구글맵, 
플릭커) 

서비스 도메인 존속 / 폐쇄형 서비스 도메인 응용 / 오픈형

새로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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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

일촌 네트워크
스크랩. 링크

섹션(광장)

보내기(1만 건)

스크랩(10만 건)
약 600만 스크랩

콘텐츠 유통

조회(250만)

C2 페이퍼

유입된 콘텐츠는 250배로 증폭되어 유통

섹션 유입

1000만 PV 생성

1인 미디어 플랫폼

• 미니홈피 출처 표시: 65만 클릭
• 메인 시선집중: 55만 클릭
• 기타(GNB 등): 20만 클릭

총 130만 클릭 유입
게시판 PV: 400만

+
뉴스 PV: 600만

유입량 대비 10배 증폭

유입량 대비 10배 증폭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기반으로 자리잡으면서,
UCC 유통모델의 새로운 이해와 정리가 필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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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디어 플랫폼
1인 미디어와 연결된 소통구조를 가진 “유통 플랫폼”들의 성장
또는, 검색이 모든 것을 해결

페이퍼

미니홈피

홈2

베이비

클럽

1인 미디어/그룹 플랫폼 UCC 웹 미디어 플랫폼 : 광장

이미지 이야기

지도

태그

리뷰

동영상

보내기

스크랩

전체공개&검색허용

페이지 이동

만화

영화

책

마켓

RMC 웹 미디어 플랫폼

검색

Mash-up

뉴스

음악

웹 미디어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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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미디어 플랫폼은 정보의 모듈화, 개방화를 지향함
관련 정보가 필요한 모든 곳에 싸이월드의 정보를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Mash-Up 할 수 있는 API 
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구조를 강화/확장함

UCC 웹 미디어 플랫폼 : 광장

이미지 이야기

지도

태그

리뷰

동영상

만화

영화

책

마켓

RMC 웹 미디어 플랫폼

Mash-
up

뉴스

음악

어떻게 Mash-Up 할것인가? Mash-Up API

TEXT

이미지

동영상

지도

리뷰

출처

작성자

TAG

EXIF정보 GPS 정보

TAG

POI 정보

별점

미니홈피 홈2 페이퍼 클럽 타운

싸이스타 투멤 일촌 나 광장스타

제목 내용

color shape

정보의 가치 기준 : 정확도/추천수/댓글수/스크랩수 등

정보 속성의 모듈화

정보의 속성별 (meta data를 활용) 모듈화
- 특정 키워드와 연관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웹 표준을 준수하고, XML 방식의 모듈별 리스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함

재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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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Goods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경험으로서 판매 되는 상품

• 잦은 콘텐츠 변경은 금물
• 검색 및 편리한 UI가 핵심
• 기능적 완성도가 중요

• 재방문률 이 핵심
• 잦은 변경과 최신자료의
업데이트가 중요

• 분야별 노출관리 필요

영화 만화

음악 게임

소비(경험)후 효용성

증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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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Fun

Benefit
Quality

기획과 기술적 기반의 균형필요

흐르지 않는 정보는 고급화, 객관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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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도

변화를

수용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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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K컴즈 싸이월드서비스팀

팀장 안진혁
ooouooo@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