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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SNS의 컨설팅 활용과 주관적 규범, 과업매체 적합 요인들
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관적 규범과 과업매체 적합 각 차원들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컨설팅 활용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S의 주관적 규
범, 과업매체 적합과 컨설팅 활용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컨설팅 활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과업매체 적합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SNS의 컨설팅 활용이 주관적 규범과 과업매체 적합에 영향을 미침을 인지하여 
SNS를 통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전략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관적 규범, 과업매체 적합, 사용의도, 컨설팅 활용

Abstract  In this study, User intention also factors that Consulting application and Subjective norm, Task media 
fit factors also impact on User intention was examined. In this process, especially Subjective norm and Task 
media fit of SNS in each dimension to User intention about the impact of Consulting application was in each 
carried out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test result used in this study the Subjective norm, Task media 
fit and Consulting application in a significant positive(+) User intention also was effective. And verifying the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Consulting application, Subjective norm and Task media fit has proven to be 
effective in all parameters. 
The results of such individuals or companies with Consulting application of SNS. SNS Subjective norm and 
Task media fit are aware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trategy envisions an appropriate response, such as to 
provide Suggestions. 

Key Words : SNS, Subjective norm, Task media fit, Use Intention, Consult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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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

하 SNS)는 오 라인 상의 커뮤니티를 온라인으로 옮긴 

‘온라인 인맥구축을 목 으로 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이

다. 기 SNS의 활용은 개인  인맥구축과 이의 확장에 

주목 이 있었다[12]. 최근 스마트폰의 격한 확산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심이 

증폭되어 국내의 경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분 사용

하여 SNS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있

다. 인터넷의 SNS 이용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61.3%가 SNS이용자로 나타나고 있다[27]. SNS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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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학습 사례연구:Facebook활용을 심으로[5]. 통시장 

활성화방안[23]. 스마트러닝 활성화[1]. 기업마  사례 

 활용방안[24]. SNS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연구

[21]. 등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12]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

도 계에서 SNS의 컨설  활용의 매개역할 향을 분

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  배경을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 다. 4장에서는 

자료수집, 변수의 측정 등으로 연구방법을 제시 하 다. 

5장에서는 연구모형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고, 마

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시사 , 연구한계  

연구방향 등에 한 논의 정리 하 다.

2. 이론적 배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과업-매체 합이 성과에 미치

는 향[1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  규범, 과업매

체요인들이 SNS의 컨설  활용과 사용의도에 미치는 선

행변수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SNS를 이용

한 컨설 활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하고자 한다. 셋째,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

도에 미치는 향에 SNS컨설  활용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실증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1 주관적 규범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TRA(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제시된 주  규범(subjective 

norm)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분의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해야 하거나 말아야 한다고 인지하는 보편

인 생각으로 정의된다[35]. 사회  향은 특정행동을 수

행하도록 개인이 받는 지각된 압력이다[4][20]. 합리  행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주  규범은 사회 인 요인으로서 개인이 

요하다 여기는 부분의 사람들이 행동을 실행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않는 것에 해 가해지는 사회  압력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용 으로 사회 규범을 

뜻한다[28][29]. 사회  향은 신에 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 자 자신의 믿음을 형성시켜 간 으로 사용 

의도에 향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정  강화를 

받거나 부정  강화를 받지 않기 해 주변의 기 에 부

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시킴으로써 사용 의도에 직  

향을  수도 있다[19]. 주  규범은 사회  향의 

강압 (mandatory)인 측면을 반 하는 반면, 자아정체성 

개념은 사회  측면의 자발 (voluntary)인 측면을 반

할 수 있다[31].

2.2 과업매체

과업매체는 정보기술의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과업매체 합은 개인이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과업요

구 사항과 기술의 지원 능력간의 조화정도를 의미한다. 

즉, 과업과 기술의 합은 과업을 수행할 시 기술이 과업

수행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최 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 으로 높은 성과를 가

져오는 것이다[33][37][38]. 과업과 기술의 합성의 

에서 기술이란 목표 지향 인 개인의 과업을 실행시키기 

한 지원수단으로 인식되고, 과업 수행 과정은 개인이 

데이터를 입력하여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처리 행 를 의

미한다[26]. 과업특성과 기술특성의 합을 심으로 한 

TTF(Task-Technology Fit)모형을 제안하 다. TTF는 

정보기술의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과업 기술 합

은 개인이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과업요구 사항과 기

술의 지원 능력간의 조화정도를 의미한다[38]. 

2.3 컨설팅활용

기업의 SNS 신기활용방식에 하여 SNS가 기업의 

내외 소통 채 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로벌 기업

의 SNS 활용이 꾸 히 증 하는 추세이고 포춘지 선정 

로벌 500  기업  상  100개 기업의 84%가 1개 이

상의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와 고객의 호

응도가  상승추세라 밝혔다[30]. 조직 상향 , 수평

, 하향  커뮤니 이션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향에 

소셜네트워크 SNS의 활용이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동료지도학습 결과 

학업성취도와 학습 흥미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다

[17]. 소기업 특성(매출규모, 상시종업원 수 등)은 컨설

 특성(최근 5년간 컨설  수진 횟수)에 향을 미치고 

컨설  특성은 경 성과에 음의 향을 미친다[7]. SNS

매체의 활용은 사용자의 행동유형을 어디까지 진행하는

가에 따라서 실제 인 마  효과와의 련성을 찾는데 

시 가 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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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의도

지속 인 사용 의도는 사용자와 기업의 지속 인 

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 인 개념이며, 과거의 경험

으로부터 형성된 기 가 지속된 사용의도의 형성에 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34]. 기술수용모델은(TAM)

은 합리  행동 이론(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기 로 하여 연구된 이론으로, 합리  행동이론(TRA)에 

의하면 인간은 그들의 태도와 주 인 규범이 행동의지

에 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

한다. 이 이론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한 

수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다[29]. 

TAM의 사용의도(Intent to Use)는 사용자가 기회가 다

를 경우 기술을 지속 이고 정기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제 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

의 가장 즉각 인 결정요소이다[43]. 정보기술은 사용

하기 쉬울수록, 유용하다고 인지될수록 실제 사용에 

한 태도와 의도는 더욱 정 인 형태를 보일 것이며 이

것은 그룹웨어의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사용 의

도는 실제 사용의 시작 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그룹웨

어의 지속 인 사용의 직 인 결정요소가 된다[6]. IS 

성공모델은 품질의 주요 3가지 차원은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로 구성된다, 이 3가지 차원의 품질이 

사용의도와 사용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사용자 만족

까지 향을 미친다. 한 사용자 만족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결과 으로 사용과 사용자만족이 실질 인 

순이익(net benefit)에 이른다[32].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

도에 미치는 향에서 SNS 컨설 활용이 매개효과 향

을 악하는 것이다. 이를 해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주관적 규범, 과업매체와 SNS의 컨설팅 활용

과업-기술 합이 단순히 과업에 합한 기술을 매칭하

는 수 에서 벗어나 사용자 성과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장연구를 통해 과업-기술 합에 한 12차원

의 측정도구- 상세한 정보유지정도, 정보의 치 악 용이

성정도, 정보의 의미 이해정도, 복잡성, 근성, 지원정도, 

손쉬운 사용여부, 신뢰성, 정확성, 호환성, 정보의 최신성, 

올바른 정보제시 정도를 개발하고 검증하 다[38]. 이와 

같은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1 : 주  규범은 SNS의 컨설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과업매체는 SNS의 컨설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주관적 규범, 과업매체와 사용의도

주  규범, 이미지, 가시성 등을 반 하는 지표들  

일부를 취합해 사회  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복합지표

를 만들어 사용[10][42]. 사회  향 변수가 사용의도에 

직  향을 미침[2][3][8]. 사회  향은 신에 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 자 자신의 믿음을 형성시켜 간

으로 사용 의도에 향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정  강화를 받거나 부정  강화를 받지 않기 해 주변

의 기 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시킴으로써 사용

의도에 직  향을  수도 있다[19]. 사회  규범과 네

트워크효과를 통합한 의미의 “네트워크 요인(network 

factor)”이라는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소비자가 지

각하는 SNS의 유용성과 지속 인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침을 밝혔다[40]. 네트워크 요인이 높을수록 모

바일 서비스 사용량이 많고, 지속 인 사용의도가 높다

고 밝혔다[9]. 주  규범을 포함하는 사회  향이 무

선인터넷 서비스[16].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39]. 모바일 

재무서비스[41]. 모바일 상거래[44]에 있어서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다. 사회  동인에서의 개인에 한 인

정은 개인의 존재감에 한 인정과 평가를 의미한다. 장

기간의 계를 통해 개인  유 계를 지속 으로 유지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우므로, 한 인정이 

고객몰입에 향을 미친다[36]. 모바일 인터넷에 한 주

 규범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14]. 과업매체 합은 SNS이용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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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12]. 이와 같은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3 : 주  규범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 : 과업매체는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컨설팅활용의 매개효과

경 컨설 이 컨설  활용도에 미치는 향을 컨설  

산출물이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컨설  만족도는 매개역

할을 한다고 밝혔다[18]. 소기업특성(매출규모, 상시종

업원수 등)은 컨설  특성(최근 5년간 컨설  수진횟수)

에 향을 미치고 컨설  특성은 경 성과에 음의 향

을 미친다고 하 다[7]. 컨설  문성과 활용경험은 구

의도와의 계에서 컨설 사 랜드는 매개역할을 한

다고 밝혔다[22]. SNS의 기능별 속성이 재 구매의도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SNS몰입은 부분매개 역할

[25]. 모바일 SNS속성인 유용성, 근성, 연결성과 사용

자 만족 향 계에서 정보공유  계형성이 매개역할

[15].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의 방식은 조직유효성의 요

소인 조직몰입, 직무만족 향에 SNS활용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혔다[13]. 이와 같은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5 : 주  규범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SNS 컨설 활용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 : 과업매체는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SNS 

컨설 활용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SNS컨설 활용의 매개역할 연구이다. 설

문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정된 연구모형

을 SNS 사용자들을 상으로 검정하 다. 조사 상은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조사 상을 학생으로 한 

것은 SNS를 많이 사용하며 설문조사가 용이하여 학생

의 SNS사용자를 임을 반 한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경북 구미시에 치한 두개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

으며,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 까지 경북 구미지역

의 두개 학교에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되었으며, 그 

 195부를 회수하 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 3부를 제외하여 192부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 설

문조사 결과 응답자 학교 재학생이 99.5%로 가장 많았

으며, 연령은 20 가 190명으로 99.5%, 이용서비스는 페

이스북이 74.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싸이월드 15.6%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

스 이용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23.4%, 1개월-3개월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횟수로는 하루에 여

러 번 사용하는 것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하루 1회 정도  하루 5회 정도가 각각 17.2%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수) 비율(%)

성별
남 135 70.3

여 57 29.7

연령

10 0 0

20 190 99

30 2 1

학력
학교 재학 191 99.5

졸 1 0.5

직업
학생 191 99.5

문직/사무직 1 0.5

이용

서비스

페이스북 143 74.5

트 트 1 0.5

싸이월드 30 15.6

미투데이 2 1

마이스페이스 1 0.5

기타(카톡 등) 15 7.8

이용

기간

1개월 미만 22 11.5

1개월-3개월 40 20.8

3개월-6개월 35 18.2

6개월-1년 21 10.9

1년-2년 29 15.1

2년이상 45 23.4

이용

횟수

하루에 여러번 61 31.8

하루 10회정도 20 10.4

하루 5회정도 33 17.2

하루 1회정도 33 17.2

주 3-4회 10 6.3

주 1-2회 8 4.2

월 1-3회 12 6.3

월 1회 미만 1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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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작적 변수의 측정

주  규범과 과업매체는 [12]의 모형에 근거하여 주

 규범, 과업매체 차원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주  규범은 사회 인 계 속에서 서로 간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로써 특정 행동을 수행하

도록 개인이 받는 지각된 압력으로 정의하 고, 이를 측

정하기 해 선행연구[4][12][20]들을 종합하여 직장동료, 

직장상사는 나에게 SNS이용을 권함, 직장동료, 업무 련

자들, 업무 련 나에게 향을 주는자 들은 내가 SNS 이

용 바람 등 5개 항목에 해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과업매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 사항과 매체의 

지원 기능 간의 정도로 정의하 고,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12][33][37][38]들을 종합하여 업무수행 합, 

업무분야 합, SNS이용 합, 업무처리 충분한 정보얻

음 등 4개 항목에 해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SNS의 컨설 활용은 선행연구[11][13]들을 종합하여 활

용에 믿음이 간다, 믿을만한 정보제공, 약속을 잘 지킨다, 

마음속에 심 있는 곳 신뢰 등 4개 항목에 해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사용 의도는 지속 인 계유지, 

과거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기 가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

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12][29][34]을 종합

하여 계속이용, 새로운 서비스에도 이용, 추가혜택을 주

더라도 계속이용, 지 하고 있는 SNS를 매우 좋아 한다 

등 4개 항목에 해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5. 실증분석

5.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의도 요인의 향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SPSS18.0을 사용

하여 측정치에 한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 으며, 신뢰성 검증을 하여 Cronbach-α계수를 사

용하 고, 요인분석시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직교

회 (Varimax)을 용하 다. 내  일 성을 추정 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얻은 신뢰성 계

수<표 2>는 주  규범과 매체 합의 탐색  요인분석

과 신뢰도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주관적 규범과 과업매체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항목 변수
주

규범

과업

매체

Cronbach's

α

주 규

범 

X1 0.867

0.919

X4 0.864

X5 0.862

X3 0.852

X2 0.751

과업

매체

X8 0.906

0.907
X6 0.855

X7 0.853

X9 0.811

Eigen value 3.850 3.240

분산 설명(%) 22.650 19.059

 분산(%) 41.709

반 으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0.9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높은 

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을 기 으로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규범과 과업매체의 요인 재값은 최  

0.751 최고 0.906로 각 항목의 구성개념을 히 측정하

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출된 3개 요인이 갖는 분산

설명력은 41.7%로 나타났다. <표 3>은 SNS의 컨설 활

용의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컨설팅활용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결과 

항목 변수 컨설 활용
Cronbach's

α

컨설

활용

X11 0.891

0.914
X13 0.886

X10 0.854

X12 0.792

Eigen value 3.226

분산 설명(%) 18.977

 분산(%) 60.686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0.914로 높게 나타

나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높은 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을 기

으로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규범

과 과업매체의 요인 재값은 최  0.792 최고 0.891로 각 

항목의 구성개념을 히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출된 3개 요인이 갖는 분산설명력은 60.68%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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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주

규범

과업매체

합
컨설 활용 사용의도

주  규범 4.1104 1.26039 1.00

과업매체 4.0391 1.21822
.287***

.000
1.00

컨설 활용 3.6667 1.04429
.321***

.000

.388***

.000
1.00

사용의도 4.4323 1.02615
.411***

.000

.251***

.000

.302***

.000
1.00

양측검정, * : p<0.05,  ** : p<0.01,  *** : p<0.001

타났다. <표 4>는 사용의도의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

도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0.841로 높게 나타나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높은 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값

(eigen value)은 1.0이상을 기 으로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규범과 과업매체의 요인 재값

은 최  0.616 최고 0.887로 각 항목의 구성개념을 히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출된 3개 요인이 갖는 

분산설명력은 76.6%로 나타났다. 

<표 4> 사용의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결과 

항목 변수 사용의도
Cronbach's

α

사용

의도

X15 0.887

0.841
X17 0.825

X16 0.820

X14 0.616

Eigen value 2.722

분산 설명(%) 16.013

 분산(%) 76.698

한 <표 5>의 요인분석에 따른 상 계수  표 오

차로부터 상 계수의 95% 신뢰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

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주  규범, 과업매체, 컨설  활

용 그리고 사용의도와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 타당성은 충분

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 실증분석 결과와 가설검증

주  규범  과업매체와 사용의도과 컨설 활용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검

정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우선 연구모형의 

다 회귀식에 한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주  규범이 

컨설  활용에 미치는 향은 t값이 3.355으나 나타나 가

설1은 채택되었다.  과업매체 t값은 4.736으로 가설2가 채

택되었다. 즉 주  규범과 과업매체 모두 통계  유의

수  하에서 컨설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 0.000에서 23.33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R² = 0.109로 

10.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 Watson는 1.999

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

도 간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 , 주  규범은 사용의도에 한 t값이 5.405로 나타

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과업매체는 t값이 2.122의 수치

를 보여 가설4 역시 채택되었다. 즉 주  규범과 과업

매체 모두 통계  유의수  하에서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 

0.000에서 21.96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R² = 0.180로 1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 

Watson는 1.904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

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규범과 과업

매체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컨설  활용의 

매개효과는 <표 7>과 같다.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컨설  활용은 매개역

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5, 가설6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주  규범이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 계에서 컨설  활용은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0.321으로 정(+)의 

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411, 3단계에서는 독

립변수가 0.351, 매개변수가 0.19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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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값
유의확률

(P값)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표 오차 베타

컨설 활용

상수 0.287 6.183 .000***

주  규범 0.056 0.228 3.355 .001*  0.918 1.090

과업매체 0.058 0.322 4.736 .000** 0.918 1.090

R = 0.445, R² = 0.198, 수정된 R² = 0.109,

F = 23.334, p = 0.000, Durbin-Watson = 1.999

사용의도

상수 0.284 9.523 .000***

주  규범 0.056 0.370 5.405 .000*** 0.918 1.090

과업매체 0.058 0.145 2.122 .035*** 0.918 1.090

R = 0.434, R² = 0.189, 수정된 R² = 0.180,

F = 21.966, p = 0.000, Durbin-Watson = 1.904

* : p<0.05,  ** : p<0.01,  *** : p<0.00

<표 6> SNS의 주관적 규범과 과업매체적합이 컨설팅활용과 사용의도 간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매개/종속
매개효과

검정단계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P값)
R² F값

B 표 오차 베타

주  규범

컨설 활용

사용의도

단계1 0.266 0.057 0.321 4.667 .000*** 0.103 21.778

단계2 0.335 0.054 0.411 6.222 .000*** 0.169 38.716

단계3(독립변수) 0.285 0.056 0.351 5.109 .000***
0.202 23.860

단계3(매개변수) 0.186 0.067 0.190 2.766 .006**

과업매체 합

컨설 활용

사용의도

단계1 0.332 0.057 0.388 5.796 .000*** 0.150 33.596

단계2 0.212 0.059 0.251 3.579 .000*** 0.063 12.810

단계3(독립변수) 0.133 0.063 0.158 2.124 .035*
0.113 11.981

단계3(매개변수) 0.237 0.073 0.241 3.242 .001***

* : p<0.05,  ** : p<0.01,  *** : p<0.001

<표 7> SNS의 주관적 규범과 과업매체가 컨설팅활용과 사용의도 간 매개효과결과

유의수 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

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2단계에서

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설명

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1단계에서는 10.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16.9%, 그리고 3단계에서는 

20.2%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과업매체가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 계에서 컨설  활용은 매개역할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0.388으로 정

(+)의 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251, 3단계에서

는 독립변수가 0.158, 매개변수가 0.24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 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

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2단계

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

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설

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1단계에서는 15.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6.3%, 그리고 3단계에서는 

11.3%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컨설 활용이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매개효과가 존

재함을 보여 다. 따라서 주  규범과 과업매체는 컨

설  활용을 통하여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직장동료, 직장상사에

게 SNS 이용을 권함, 직장동료  업무 련자들에게 

SNS 이용하기를 바람과 같은 주  규범은 컨설 에 

활용되는 SNS에 한 믿음, 믿을만한 정보제공, 구성원

들에게 약속수행, SNS에 한 신뢰가 있을 때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이 더 민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  

규범에 한 SNS의 컨설  활용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SNS이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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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항 목
분석

결과

분석

방법

가설1 주  규범 → 컨설  활용 채택
다

회귀

분석

가설2 과업매체    → 컨설  활용 채택

가설3 주  규범 → 사용의도 채택

가설4 과업매체    → 사용의도 채택

가설5
주  규범 → 사용의도

컨설  활용 매개효과
채택

매개

분석
가설6

과업매체    → 사용의도

컨설  활용 매개효과
채택

<표 8> 연구결과업무수행 합, 업무분야에 합, 업무처리를 해 SNS 

이용 합, 업무처리를 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등과 같은 과업매체는 컨설 에 활용되는 SNS에 한 

믿음, 믿을만한 정보제공, 구성원들에게 약속수행, SNS

에 한 신뢰가 있을 때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민

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업매체에 한 SNS의 컨설  

활용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SNS의 컨

설  활용의 계  요인과 사용의도에 어떤 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하고 주  규범  과업매체의 계  

요인간의 련성을 악하여 SNS의 사용의도에 한 시

사 을 얻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원)을 상

으로 주  규범  과업매체와 사용의도 간의 향에 

SNS의 컨설  활용의 매개효과 향을 분석하 다. 연

구 결과<표 8>, 주  규범  과업매체와 컨설  활용

은 모두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  규범과 

과업매체는 계  요인들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컨설  활용은 SNS 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요한 

요소로 단되며, 이것은 한 주  규범과 과업매체

에 향을 받는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SNS활용을 통해 사용의도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개인 는 기업들의 리자들은 단순히 사용의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SNS의 컨설  활용을 통해 사용의

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동료 

 직장상사에게 SNS를 이용하도록 극 으로 권할 때 

SNS를 컨설 에 활용하는데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이용자들, 특

히 SNS를 컨설 에 활용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수 있다. 컨설 에 활용되는 SNS에 한 믿음과 

신뢰 등의 컨설  활용요인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직장의 동료와 상사, 업무 련자들에게 SNS를 극 으

로 사용을 권할 때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과업

매체의 경우 직장동료, 상사  업무 련자들에게 SNS 

사용을 권하는 SNS의 컨설  활용요인이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은 과업매체 요인들인 업무수행, 분야에 합

하고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때 SNS에 한 믿음과 신뢰

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하 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은 시사 을  수 있다. 컨설 에 활용되는 SNS에 

한 믿음과 신뢰인 컨설  활용요인이 사용의도에 미치

는 향은 과업매체 요인들인 업무수행  처리에 사용

되는 것이 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결

과는 SNS를 통해 컨설 에 활용을 하여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일반 SNS이용자들에게 시시

이 있다. 즉, 개인 이든 기업 이든 업무 으로 도움

이 되어야 하며 이는 SNS에 한 믿음과 신뢰가 많아져 

컨설  활용이외의 분야에도 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설문조사 상자가 학생들이지만 결과해석에

는 문제가 없으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들 이 다면 컨

설 활용 에 부분  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SNS

의 컨설  활용도는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SNS를 이용해 컨설  업무에 활용할 경우 업무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극 으로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

에게 사용을 권할 때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주  규범과 과업매체가 사용의도 간 

향에서 SNS의 컨설  활용 매개효과를 악하여 SNS를 

업무에 활용하고 특히 컨설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

인이나 기업들에게 효과 인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이를 극복하기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먼  본 연구

는 SNS가 개인 인 뉴스나 홍보 는 알림에 활용되는 

것은 일반 이지만, SNS를 통해 업무활용에 이용하는 

것은 다소의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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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가 요구된다. 설문 상자를 학생으로 한정되게 

하여 컨설 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이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컨설 분야의 

문가 집단에 한 SNS활용도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SNS의 매체가 갖는 특성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SNS의 심특성들을 연구하여 컨설  활용도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의 소

트웨어 로그램별(페이스북, 트 트 등)집단 비교실증

분석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으로 SNS에 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한 새로운 

안을 마련할 연구가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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