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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SNS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요인으로서 시스템특성, 서비스특성, 정보특성, 감성특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러한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SNS
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응답자의 국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SNS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SNS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국가유형에 따라 차이

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SNS, SNS 특성(SNS characteristic), SNS 만족도(SNS satisfaction)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SNS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크게 시스

템특성, 정보특성, 서비스특성, 감성특성으로 분류 정의함으로써, 
이들 특성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SNS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SNS 특성과 만족도간

의 관련성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국적(한국, 중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SNS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얻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SNS
의 영향력과 효과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SNS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2-1〉SNS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고훈석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품질요인(서비스품질, 정보품질, 시

스템품질, 사회성품질, 감성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인 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욱연

(2009)

SNS 웹사이트에 대한 실증연구:품질 요인,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구전의도

김태진

(2011)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재영

(2011)

Social Network Service의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이용자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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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SNS의 특성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이 국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SNS의 특성을 크게 시스템특성, 서비스 특성, 정보특

성, 그리고 감성특성으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SNS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응답자의 국적을 조절변

수로 설정하여 다양한 연구가설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SNS의 특성은 SNS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시스템특성은 SNS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서비스특성은 SNS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정보특성은 SNS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감성특성은 SNS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은 국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에

서 F값=96.658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는 0.414로 나타났다. 또한, SNS의 시스템특성(t=7.957, p=.000), 
서비스특성(t=4.434, p=.000), 감성특성(t=15.391, p=.000), 정보특

성(t=8.172, p=.000) 변수 모두가 SNS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국가유형에 따른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2의 검증을 위하여 더미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45.4%로 높게 나타났으며, F값이 

매우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유형을 의미하는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의 3가지 

특성인 시스템특성, 서비스특성,  정보특성, 감성특성이 응답자의 

SNS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SNS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2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은 

국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국적이 SNS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관련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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