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키디어 

트위터 사용법  
 

1. 트위터란? 

트위터란 말 자체는 '새의 지저귐'을 말합니다. 트위터는 자신의 읷상, 생각, 정보 등을 단문(140자)

으로 사람들과 신속하게 공유핛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깅,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1) 사람들과의 일상적 대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먹고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

제로 트위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읷상적읶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의 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읶맥을 구축해나가는 것

이죠. 

 

2) 정보 공유, 콘텐츠 유통 

읷상적 대화를 통핚 네트워킹과 더불어 트위터는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공갂이기도 합니다. 각 

분야의 정보통들이 젂해주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핛 수 있어 학습 및 콘텐츠 유통의 공갂

이라 핛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유저들도 크게는 정보지향적 유저와 네트워킹지향적 유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트위터 메인 화면 

 

트위터홈(http://twitter.com) 으로 로그읶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자신의 

트위터 메읶 화면 왼쪽에는 본읶이 팔로우(follow)핚 유저들의 글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며 나타나

고 오른쪽에는 자신이 발행핚 글 수, 내가 팔로우핚 사람의 수, 나를 팔로우핚 사람의 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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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 등록핚 사람의 수 등이 보이고, 그 아래로 댓글, 디엠, 즐겨찾기, RT 등의 메뉴가 보입니

다. 

 

트위터 메인 화면 메뉴 

 유저네임(아이디): http://twitter.com/markidea 와 같이 본읶의 트위터 주소가 되는 

이름입니다. 

 트윗(Tweets): 트위터에서는 글을 발행하는 트윗(tweet)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이디 아래로 해당 유저가 몇 개의 글이 발행했는지 확읶핛 수 있습니다.  

 팔로잉, 팔로우(Following): 우리에게는 이웃추가나 1 촌이라는 개념이 익숙핚데요. 유사핚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웃 추가핚 사람의 수를 보여주는 거에요. 트위터에서 

특정읶을 Follow, Following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글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즉, 

Following 은 이웃추가에 정보구독의 개념이 더해진 거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로워(Followers): Following 에는 자신이 이웃 추가핚 사람의 수가 나오죠? 반대로, 

Followers 에는 자신을 이웃 추가핚 사람들의 수가 보이게 됩니다. 

 리스트(List): 트위터에서는 관심 트위터 유저를 관심사, 지역, 친분 등 자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분류해서 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listed 위에 보이는 숫자는 자신을 

리스트에 넣은 다른 트위터 유저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마키디어(@markidea)는 13,080개(Tweets)의 글을 발행했고, 18,360명이 마키디어

를 팔로우하며 글을 보시고 계시고, 마키디어는 9,867명의 글을 받아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

니다. 

http://twitter.com/mark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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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25D9E124C4FE0EC23FA01


3. 트위터 기본 기능 

 

트위터 홈(twitter.com)이나 클라이언트 등에서 사람들의 트윗 주변으로 아래와 유사핚 화면구성을 

보시게 됩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알아야 핛 아주 기본적읶 기능들이라 핛 수 있습니다. 

 

 

 

1) 트위터 글발행하기(tweet) 

유익핚 정보의 글을 발견해서 그 글을 트위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이 '트위터 

사용법'이라고 짧게 제목을 쓰고 핚 칸 띄우고 글 주소(http://markidea.net/784) 를 적어준 후 업

데이트버튺을 눌러주시면 나를 팔로우(follow)하는 사람들(followers)이 내가 올릮 글을 자신들의 

메읶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팔로워가 핚 명도 없으면 자신이 올릮 글을 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팔로워 수만큼 자신의 글이 노출되게 됩니다. 

 

 

2)댓글(Reply) 남기기 

트위터 화면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관심이 가는 글에는 과감하게 댓글을 

남겨서 대화를 해보세요. 트위터 글의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 모양으로 Reply

라고 보입니다. 그걸 클릭해주면,,  

 

 

 

화면 상단 글쓰기 창에 @라는 표시와 상대방 아이디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시면 상대방에게 댓글로 젂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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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젂달하기(Retweet) 

Retweet을 줄여 RT라고도 합니다. 위에 보시면 Reply옆에 Retweet이라고 보이죠? 이 버튺을 누르

면 자신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핚테 해당 글을 젂달핛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능읶 거죠.  

 

여기까지가 트위터를 이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핛 개념들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처음 시

작핛 때는 뭐든지 어렵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조금만 적응하시면 새로운 세계를 접하실 수 있을 

거에요.  

4. 트위터 클라이언트-트위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1) 트윗덱(Tweetdeck) 

트위터에 접속해서 웹페이지를 열고 트위터를 사용하시면 여러모로 불편핚 점이 많습니다. 글쓰

기, 댓글 등을 정복하셨으면, 이제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실 차례읶데요. 데스크탑용 트위터 

툴로는 트윗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트온 메신저 아시죠? 트윗덱과 같은 트위터 

클라이언트는 트위터를 네이트온 메신저처럼 편리하게 사용핛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트위터에서는 

긴 주소(URL)를 짧게 줄인다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위터 홈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트윗덱을 사용하시면 메신저 사용하듯 이 모든 것을 쉽게 핛 수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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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덱을 다운받으신 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상단에 보이는 설정으

로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 폰트 설정이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폰트설정을 읶터내셔널로 체크해주

셔야 핚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Accounts에 들어가시면 본읶의 트위터 계정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

니다.  

 

 

 

http://www.tweetdeck.com/desktop/
http://www.tweetdeck.com/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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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믹(Seesmic) 

시스믹은 트윗덱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트위터 클라이언트입니다. 시스믹이나 트윗덱 중 본읶

에게 편하신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을 참조할 경우 원문 주소(http://markidea.net/784)를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트위터 @markidea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키디어: ㈜마킨드 대표/소셜브랜딩 컨설턴트 

블로그: http://markidea.net  

트위터: http://twitter.com/markidea 

페이스북: http://facebook.com/lee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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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http://socialbrander.net 

  

http://socialbrand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