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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cial network services (SNSs) most notably in Facebook, Twitter, Linkedin have became a worldwide 

sensation more than the other internet services. This study suggested social conformity theory is appropriate tools 

for diagnosis to rapid adoption and diffusion of SNSs. Based on previous research, we suggested three different aspects 

of social conformity：social imitation conformity, social connection conformity, and social comparative conformity. 

Namely conformity has positive effect on user's three kinds of commitment which called continuance, normative, and 

affective commitment. we investigated user's commitment to the SNSs have positive effects on user's stickiness 

intention. Finally, we presented useful implications related to academy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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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페이스북, 트 터, 링크드인, 싸이월드 등으

로 변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에 한 인기는 과거 등장했던 다

른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 한 것보다 뜨겁다. 거

기에 애 의 아이폰을 필두로 발된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으로써 SNS의 이용과 확산을 더욱 

진시키고 있다. SNS의 빠른 확산 상은 SNS를 

마  도구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심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DMC 미디어[2]에 따르면 특정 랜드의 페이스북 

팬의 경우 팬이 아닌 고객보다 랜드 선호도와 로

열티 등이 더 높고 랜드에 해 정  반응을 나

타내기에 페이스북 팬 1명의 가치는 연간 ‘136.38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오늘날 SNS들이 이 게 인기를 끄는 원인에 

한 학계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

재한다. 그러나 SNS들이 기존의 어떤 인터넷 서

비스들보다 이용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에 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를 들어 한때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

었던 아이러 스쿨(www.iloveschool.com)과 최근

까지 우리나라에서 독보 인 상을 차지했던 싸

이월드(www.cyworld.com) 등의 커다란 인기 이

면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단 되었던 인간

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

었을 것이다. 한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별명을 

가진 트 터는 타인과 계를 맺고 싶으면서도 

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은 유명인들의 다소 모순

인 욕구와 유명인들과 소통하고 싶은 일반인들

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라 하겠다. 

때문에 SNS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 보다 빠르

게 수용되고 확산되는 원인도 근본 으로는 SNS

가 가진 독특한 특성과 연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주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이

용하기 때문에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SNS

를 이용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표시한 게시

물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회  동

조성(social conformity) 측면에서 근할 수 있다. 

동조성은 개인이 가지 태도, 신념, 행동 등을 집단

의 규범에 맞추려 하는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13], 

그동안 동조성은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집

단으로부터 어떤 향을 받으며, 그런 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이러한 향들이 작용하게 

되는 근본 인 요인을 설명하기 한 주요 요인으

로 연구되어 왔다. 동조성은 지 까지 연구자들에 

따라 문화 요인[7-10], 성별[12, 15], 연령[42], 집

단의 크기[5, 29], 자극물의 종류[33]에 따라 차이

를 비교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

직까지 온라인 환경에서 동조성을 연구한 는 매

우 드물다. SNS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간 계를 

구축하는 도구이고 이용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오 라인 환경 못지않은 사회  행동들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기에[38], SNS의 빠른 확산 상으로 

인한 사회  분 기 즉, 사회  동조 여부가 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를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

는 이용자들의 동조 욕구를 고찰함으로써 SNS의 

확산 상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

후 SNS의 기능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안

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와 학문분야에 시사 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회  동조성(Social 

Conformity)

동조(conformity)는 집단 압력의 결과로 인한 

행동이나 신념의 변화[28], 혹은 개인이 타인의 반

응에 맞추어 행동을 바꾸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12]. Lindzey and Aronson[31]은 동조란 사회구

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응하기 해서, 

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해 사용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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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하 다. 동조성에 한 연구는 Sherif 

[41]와 Asch[5]의 선구 인 실험이후에 사회  

향력에 한 가장 요한 이론으로 인식되어 왔다. 

Sherif[41]는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

면 그 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응답에 동조하는 피험자들을 

찰하 고, Asch[5]는 피험자들에게 선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  후 길이가 다른 3개의 선이 그려진 

그림에서 처음 본 것과 동일한 길이의 선을 고르

도록 한 후 많은 피험자들은 다수가 선택하는 결

과를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동조성은 학자들에 따라 하 차원이 나뉘기도 

하는데 Deutsch and Gerard[14]는 동조성을 정보

 동조(informational conformity)와 규범  동조

(normative conformity)로 분류하 다. 정보  동조

는 보다 정확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 인

데 비해 규범  동조는 타인으로부터 사회  승인

을 얻기 한 것을 말한다. 한 Kelman[27]은 동

조의 3가지 종류로 수(compliance), 동일시(iden-

tific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의 세 가지로 구

분하 다. 먼  수는 개인이 사회 인 승인을 

해, 혹은 사회 으로 배타시되는 것에 한 두려

움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외부

인 동조를 말한다. 다음으로 동일시는 수보다 

더 깊은 동조의 단계로 연 인이나 가족 등 호감

을 가진 상에 한 동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내재화는 믿을 만한 상에 해서 외부 , 내부

으로 모두 동조하는 것을 말한다.

Schwartz[40]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에서 

동조성을 보았다. 먼  집단주의  요인으로 보수

성(conservatism)을 제시하 는데, 보수성은 동조

(conformity), 안 (security), 통(tradition)의 세 

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하 다. 그에 비해 개인주

의  요인으로는 정서  자율성(affective autono-

my)과 지  자율성(intellectual autonomy)으로 제

시하 다. 아울러 Cialdini and Glodstein[13]은 동

조의 이유를 정확성의 목표(goal of accuracy), 소

속의 목표(goal of affiliation) 정 인 자아개념

의 목표(goal of maintaining a positive self-con-

cept)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근하 다.

일반 으로 동조성이란 연구되는 분야에 따라서 

그 범 가 축소화하여 근된다. 본 연구의 상

이 되는 SNS 이용시에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행동

도 온라인 동조 측면에서 근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SNS 동조를 다

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모방 동조(social imitation confor-

mity)이다. 사회  모방 동조는 정보  향에 의

해 형성되는 동조로, 정보  향에 의한 동조는 

실이 모호할 때 타인의 행동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수의 단과 의견을 객  

실에 한 정보로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의미

한다[1]. 특히 정보  향은 매체에 의한 유

행에 향을 받아 동조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회  모

방 동조는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혹은 

SNS를 이용하는 다수 이용자에 한 의존 정도’

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사회  연결 동조(social connection con-

formity)이다. 사회  연결 동조는 규범  향에 

의해 형성되는 동조이다. 규범  향에 의한 동

조는 사회 으로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하여 다수의 기 에 부응하려는 것을 의미한다[1]. 

행 자는 사회 계에 있어 타인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호의를 요시한다. 이는 타

인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게 될 

오나 배척을 회피하고 다수의 의견을 동의함으

로써 타인으로부터 정 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 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연결 동조는 

‘이용자들이 SNS에서 조직이나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사회  비교 동조(social comparative con-

formity)이다. 사회  비교 동조는 동일시  향

에 의해 형성되는 동조이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

를 통해 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

기와 련되어 있다. Park and Lessig[37]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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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속에서 동조성을 발견하고자 하 는데, 사람

들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소속집단 구성원들과 만

족스러운 자기 정서  계를 유지하기 해 그 소

속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

품이나 서비스에 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

함으로써 그 소속집단과 련된 자신의 일체감을 

찾으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

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비교 동조를 ‘SNS에서 표

을 통하여 조직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이미

지를 심어주려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온 사회  규범(social norm)

과 사회  압력(social pressure)도 동조성과 유사

한 의미로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

회  동조성은 모방, 연결, 비교 등 동조 에서 

보다 구체 인 개념에 이 맞추어졌다는 에

서 차별화된다.

2.2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회  동조로 인한 

SNS 결속(Commitment)

SNS가 이용자들의 동조에 한 욕구를 충족시

켜 다면 이용자들은 해당 SNS에 하여 강한 결

속감(commitment)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결속은 

주로 오 라인 환경에서 기업 간의 장기  거래

계를 규명하기 해 연구되어 왔다[19]. 이러한 연

구의 흐름은 개인 간 결속에 한 연구들로 이어

지다가[4],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웹사이트나 정보

시스템에 한 지속 인 사용을 심으로 연구들

이 이 지고 있다[11, 17, 30]

조직 결속(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해 가지는 신

뢰와 애착, 조직에 한 헌신, 조직 구성원으로서

의 지 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정의되는데[34], Allen 

and Meyer[3]는 이것이 단일한 심리 상태라기보

다는 애착, 필요, 의무 등 하  개념에 따라 기반이 

상이할 수 있음을 지 하고 결속을 정서  결속(af-

fective commitment), 지속  결속(continuance 

commitment), 규범  결속(normative commitment) 

등으로 구분하 다. 한 Li et al.[30]은 웹사이트

에서의 결속을 정서  결속과 계산  결속으로 구

별하 다. 이 밖에도 결속의 하 차원에 하여서

는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본 연

구에서도 SNS에 한 이용자들의 결속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  지속  결속(continuance commitment)이

다. 지속  결속은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구성원이 

얼마나 선호 하는가[21] 혹은 구성원이 조직과의 

거래를 지속하려는 행 를 보이는 성향[3]으로 정

의된다. 즉 지속  결속은 조직을 이탈하 을 경우

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소속집단에 구성원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의미한다[22]. 특

히 지속  결속은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면 잃

게 될 여러 가지 이해 계 요소를 인지하거나 혹

은 해당 조직에 남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안이 불확실할 때 형성된다[6]. Ellison[16]은 SNS 

이용자들은 주변사람들을 SNS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온라인 환경에서 인맥을 늘리거나 유 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려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 다. SNS 이용자들은 사회  모방, 연결, 비교 

동조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 구축한 사회자본에 

한 이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1-1：SNS를 통한 사회  모방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지속  결속이 높을 것이다.

H1-2：SNS를 통한 사회  연결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지속  결속이 높을 것이다.

H1-3：SNS를 통한 사회  비교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지속  결속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범  몰입은 소속집단에 충성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 인 가치  혹은 소속

집단의 목 이나 이득을 높이기 한 방향에서 행

동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내 인 규범 체계를 의미

한다[3]. 합리  계산에 기 한 지속  몰입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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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규범  몰입은 구성원이 해당 조직의 규범을 

자신의 가치 으로 내재화할 때 발생한다[20]. 사

회  동조성은 그 자체가 집단의 양식에 개인이 

자신의 신념, 생각, 행동을 맞추는 것을 뜻하므로 

이용하는 SNS에 해 모방, 연결, 비교 동조성이 

높은 이용자들은 소속된 SNS의 이익을 높이기 

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2-1：SNS를 통한 사회  모방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규범  결속이 높을 것이다.

H2-2：SNS를 통한 사회  연결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규범  결속이 높을 것이다.

H2-3：SNS를 통한 사회  비교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규범  결속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  결속(affective commitment)

이다. 정서  결속은 소속집단에 하여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 인 애착으로 정의되는데, 정서 으

로 몰입된 구성원은 소속집단과 강한 일체감을 느

끼고, 극 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소속 구성

원으로서 지를 갖게 한다[19]. 따라서 정서  몰

입은 소속집단에 하여 열정과 충성심을 스스로 

행사하려는 의지[26]이기도 하며, 소속집단과 연계

를 맺으려는 욕망 등의 감정이기도 하다[32, 36]. 

SNS에서는 자신의 일상사를 올리거나 여행을 가

서 본 멋진 사진, 동 상 등을 올리거나 개인의 감

정, 느낌을 표 하는 자기정보 공개(self-disclosure)

성의 행 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Moon 

[34]은 상 방이 나에게 친 한 정보를 공개(inti-

mate self-disclosure)하게 되면 상호효과(recipro-

city effect)에 의해서 자신 역시 더 많은 친 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하 는데 SNS에서 이용

자들이 상호 모방, 연결, 비교 등을 많이 할수록 

SNS에 한 감성 인 결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

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3-1：SNS를 통한 사회  모방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정서  결속이 높을 것이다.

H3-2：SNS를 통한 사회  연결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정서  결속이 높을 것이다.

H3-3：SNS를 통한 사회  비교동조성이 높을수록 

SNS에 한 정서  결속이 높을 것이다.

2.3 SNS 결속을 통한 SNS 집착의도 

(Stickiness Intention)

집착성(stickiness)은 Oliver의 고객충성도(loyalty)

의 정의에 기반하여, 환행동(switching behavior)

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요인이나 마  활동

에도 불구하고 특정 웹 사이트에 한 지속 인 

선호와 재방문에 한 몰입정도를 고객의 입장에

서 정의한 것이다[30]. 한 Gillespie et al.[18]은 

집착의도를 방문의 지속성, 빈도, 깊이의 세 가지 

하  개념으로 구성하기도 하 다. 

Rusbult[39]는 결속이 지속 인 계유지에 한 

직 이고도 효과 인 측을 하게 해 다고 보았

는데 이는 높은 결속감을 가지는 사람은 상 방에 

해서 강한 의존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속감이 

높은 사람은 상 방에 해서 심리 인 애착을 느

끼기도 하는데 이는 상 방과의 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

이다[39]. SNS에 해서 높은 결속감을 느끼는 사

람들은 해당 SNS 이용에 한 이용빈도, 이용시

간이 많고 해당 SNS에 한 이용을 장기 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25]. 이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H4：SNS에 한 지속  결속이 높을수록 해당 

SNS에 한 집착의도가 높을 것이다.

H5：SNS에 한 규범  결속이 높을수록 해당 

SNS에 한 집착의도가 높을 것이다.

H6：SNS에 한 정서  결속이 높을수록 해당 

SNS에 한 집착의도가 높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구성하 다. 구체 으로 SNS의 동조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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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항목

구성개념 설문 항목 연구자

사회
모방동조

나는 주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도 SNS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편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소식을 주고받기에 SNS를 이용하지 않으면 화가 
어렵다고 느끼는 편이다.
나는 최근 SNS가 사회 으로 이슈화되고 있기에 나도 SNS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편이다.

[13]

사회
연결동조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나의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 고 싶어하는 편이다.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나의 생각이나 들을 자주 올리고 싶어하는 편이다.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사람들의 질의, 요구 등에 극 으로 응답하고 싶다. 

[37]

사회  
비교동조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나의 가치 을 표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 나의 개성을 표 하기가 쉽다.

[13]

지속
결속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탈퇴한다면 잃는 것이 많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를 처할 만한 다른 마땅한 SNS를 찾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새로운 SNS를 이용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얻는 혜택은 지 의 SNS에서 얻는 혜택보다 
못할 것 같다.

[3]

규범
결속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SNS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은 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SNS 방문자의 댓 에 답 을 다는 것이 기본 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3]

정서
결속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가 요하게 여겨진다.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19]

집착
의도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를 미래에도 이용할 생각이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를 사용하지 못하는 미래의 내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래에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의 운 방식이나 형태가 바 더라도 나는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하고 싶다.

[30]

(사회  모방동조, 사회  연결동조, 사회  비교

동조)이 SNS 결속(지속  결속, 규범  결속, 정

서  결속)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며, 한 

결속이 SNS 집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으

로 상된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조사방법

3.1 연구설계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SNS

에 한 동조성, 결속, 집착의도에 하여 묻는 설

문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무작  추출법이 이

용되었는데, 서울시의 지역별 학교에서 학생들

과 교직원을 상으로 설문지 450부 배포하여 420

부를 회수하 으며 그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부

를 제외한 총 4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기

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간 진행

되었다.

구성개념들에 한 자세한 측정항목은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질문들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친구따라 SNS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회  동조성(Social Conformity)을 심으로    31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 238 59.2%

여 164 40.8%

합계 402 100%

나이

10  이하 2 0.5%

20  338 84.1%

30 49 12.2%

40  이상 13 3.2%

합계 402 100%

직업

학생 319 79.3%

교직원 36 9%

학원생 31 7.7%

기타 16 4%

합계 402 100%

주로 이용하는 SNS

페이스북 169 42%

카카오톡(스토리) 114 28.4%

트 터 26 6.5%

네이트(온) 88 21.9%

기타 5 1.2%

합계 402 100%

SNS를 사용할 때 주로 
어떤 기기를 통해 속 여부

스마트폰 322 80.1%

테 릿 PC 7 1.7%

데스크탑 34 8.5%

노트북 36 9%

기타 3 0.7%

합계 402 100%

SNS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정보검색을 하기 해 22 5.5%

친구들과의 소통을 해 329 81.8%

오락꺼리를 찾기 해 12 3%

무료함을 달래기 해 37 9.2%

기타 2 0.5%

합계 402 100%

1일 평균 으로 SNS를 방문하는 횟수

1회 이하 83 20.6%

2～5회 141 35%

6～10회 75 18.7%

11～15회 40 10%

16회 이상 63 15.7%

합계 402 100%

주로 이용하는 통신사

SKT 233 58%

KT 141 35.1%

LG U+ 23 5.7%

기타 5 1.2%

합계 402 100%

<표 2>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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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구

성하 다. 동조성을 측정하기 한 측정항목들은 

Cialdini and Glodstein[13]와 Park and Lessig[37]

의 동조에 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측정항목들

을 구성하 다. 한, 결속에 한 측정항목들은 

Allen and Meyer[3] Gruen et al.[19]의 연구에 이

용된 측정항목들을 수정하 고, 집착의도에 한 

측정항목은 Li et al.[30]의 연구에 이용된 측정항

목들을 수정하여 활용하 다. 설문을 통한 각 구

성개념에 한 모든 질문은 리커트 5  척도로 구

성하 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해 SPSS 18.0과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실증연구 상에 

한 인구통계  특성과 기술통계  특성을 악하

기 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 간의 인과 계를 검증

하기 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하 다. 측정모델의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들의 집

타당도와 별타당도를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의 검증을 해서는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을 실시하 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은 다

음과 같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38명(59.2%), 여성

이 164명(40.8%)의 분포를 보 고, 연령별로는 20

는 340명(84.6%), 30 는 49명(12.2%), 40  이

상은 13명(3.2%)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 319명(79.3)%로 많았으며, 교직원, 학원생, 기

타는 각각 36명(9%), 31명(7.7%), 16명(4%)로 나

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SNS의 종류는 페이스북이 

169명(42.0%), 카카오톡(스토리)이 114명(28.4%), 

트 터가 26명(6.5%), 네이트온이 88명(21.9%) 등

의 분포를 보 다. 한 SNS를 이용하기 해 이

용하는 기기별로는 스마트폰이 322명(80.1%)으로 

가장 많았고 노트북, 데스크탑이 각각 36명(9%), 

34명(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표본의 특성

은 아래와 같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최종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타

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이상)와 CR(composite re-

liability) 지수(0.7 이상) 등을 이용하 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한 집 타당성 검

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측정항

목들의 t-value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값의 제곱

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  

계수값을 과하면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표 4>에서 보듯이 별타당성 역시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 7개 잠재변수에 한 21개의 측정

항목에 한 합도 검증을 실시하 다. 합도 

검증은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 

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8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한 p값(>= 0.05) 등을 사용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합도는 

  = 387.48(df = 168, p = 0.00), GFI = 0.91, NFI 

= 0.92, CFI = 0.95, RMSEA = 0.05로 거의 모든 지

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지수에 

한 유의수 이 0.05 이하로 나타났지만, /df = 

2.306로 나타나 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측정모형이 가설검증에 이

용되기에도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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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성  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측정항목 요인 재량 표 오차 표 재량 t-value Cronbach’s α C.R AVE

사회
모방 동조성

SIC6 0.828 0.376 0.621 -

0.833 0.806 0.657SIC5 0.783 0.520 0.553 15.809
**

SIC6 0.766 0.460 0.588 15.500**

사회  
연결 동조성

SCA1 0.864 0.305 0.554 -

0.810 0.794 0.635SCA5 0.755 0.575 0.517 14.538
**

SCA4 0.695 0.507 0.517 13.342**

사회
비교 동조성

SCB3 0.845 0.301 0.707 -

0.880 0.877 0.763SCB2 0.862 0.278 0.857 19.966
**

SCB1 0.821 0.314 0.622 18.912**

지속  결속

CCO1 0.784 0.481 0.613 -

0.834 0.813 0.648CCO2 0.815 0.420 0.664 16.151
**

CCO4 0.783 0.402 0.614 15.573**

규범  결속

NCO4 0.719 0.491 0.484 -

0.768 0.769 0.607NCO3 0.719 0.407 0.570 13.502
**

NCO2 0.744 0.530 0.747 13.508**

정서  결속

ACO4 0.789 0.428 0.675 -

0.887 0.875 0.749ACO5 0.926 0.164 0.743 23.149
**

ACO6 0.841 0.335 0.714 18.644**

집착 의도

SIN1 0.767 0.295 0.587 -

0.800 0.816 0.598SIN2 0.744 0.543 0.614 14.406
**

SIN3 0.788 0.346 0.685 15.244**

주) ** p < .01.

<표 4> 상 계수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값 비교

변수
사회  
모방동조

사회  
연결동조

사회  
비교동조

정서  결속 규범  결속 지속  결속 집착의도

사회  모방동조 0.811 　 　 　 　 　 　

사회  연결동조 0.393** 0.797 　 　 　 　 　

사회  비교동조 0.356
**

0.571
**

0.873 　 　 　 　

정서  결속 0.476
**

0.332
**

0.271
**

0.805 　 　 　

규범  결속 0.431
**

0.576
**

0.446
**

0.542
**

0.779 　 　

지속  결속 0.465** 0.493** 0.479** 0.589** 0.626** 0.865 　

집착 의도 0.501
**

0.451
**

0.458
**

0.572
**

0.607
**

0.637
**

0.773

평균 3.308 3.005 3.070 2.813 3.093 2.508 3.070

표 편차 0.957 0.923 0.913 0.942 0.834 0.965 0.824

주) 
**
　p < .01, 각선 굵은 숫자는 AVE 값의 제곱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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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제시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먼  구조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다.   = 534.91(p = 0.00), df = 

174, GFI = 0.88, NFI = 0.89, CFI = 0.93, RMSEA 

= 0.07로 나타났다. 비록 GFI, NFI 수치가 기 치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근소치이고, 다른 수

치들은 기 치에 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df 값 역시 3.0정도로 나타나 연구가설의 검증에

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가설검증 결과를 

살피고자 한다.

주) 
**
 p < .01, 

*
 p < .05, 실선으로 표시된 가설은 

채택, 선은 기각되었음을 의미.

[그림 2] SNS 동조가 SNS 결속과 SNS 집착의도에 
미치는 향

먼  외생변수군인 SNS 동조와 매개변수군인 

SNS 결속 간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사회  모방

동조는 지속  결속에 0.521(p < 0.01), 규범  결

속에 0.269(p < 0.01), 정서  결속에 0.378(p < 0.01)

의 향력을 나타냄으로써 가설 1-1, 가설 1-2, 가

설 1-3이 채택되었다. 사회  연결동조도 마찬가지

로 지속  결속에 0.368(p < 0.01), 규범  결속에 

0.752(p < 0.01), 정서  결속에 0.491(p < 0.01)의 

유의한 향력을 보여주어 가설 2-1, 가설 2-2, 가

설 2-3이 모두 채택되었다. 그에 비하여 사회  비

교동조는 정서  결속에 0.135(p < 0.05)의 향력

을 나타냄으로써 가설 3-3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지속  결속과 규범  결속에 련된 다른 가설들

(가설 3-1, 가설 3-2)은 기각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그 크기

순으로 비교해 보면, 지속  결속에는 사회  모

방동조, 사회  연결동조 순으로 향을 미치지만, 

그  사회  모방동조가 사회  연결동조에 비해 

약 1.4배의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

 모방동조는 SNS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SNS를 

이용하는 타인들에 한 의존정도를 의미하고, 지

속  결속은 조직을 이탈하 을 경우의 기회비용

으로 인해  소속집단에 구성원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

과는 SNS에 한 의존도가 높아 사회  모방동조

를 보이는 이용자들이 SNS를 탈퇴했을 때의 기회

비용 때문에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 다. 

하지만, 규범  결속에는 사회  연결동조, 사회

 모방동조 순의 향력을 보이는데, 사회  연결

동조의 향력이 사회  모방동조의 향력에 비

해 약 3.1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연

결동조는 SNS에 하여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고, 규범  결속은 소속집단에 충성하고 의

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 인 가치 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SNS에 하여 소속감을 많이 느낄

수록 소속된 집단에 충성하고 이익을 높이기 한 

방향으로 행동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해 다. 

그에 비해 감성  결속에는 유일하게 SNS 동조

성의 3가지 변수 모두가 유의한 향을 보인다는 

이 특이할만한 이다. 이는 사회  비교동조가 

감성 결속에 유의한 향을 주기 때문인데, 본 연

구에서 사회  비교동조는 SNS 이용을 통하여 조

직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

 비교동조가 사회  모방동조, 사회  연결동조

와 더불어 SNS에 한 감성  결속에 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군인 SNS 결속이 종속변수

군인 SNS 집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

는데 모든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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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가설채택여부

H1-1

H1-2

H1-3

H2-1

H2-2

H2-3

H3-1

H3-2

H3-3

H4

H5

H6

사회  모방동조 → 지속  결속

사회  모방동조 → 규범  결속

사회  모방동조 → 정서  결속

사회  연결동조 → 지속  결속

사회  연결동조 → 규범  결속

사회  연결동조 → 정서  결속

사회  비교동조 → 지속  결속

사회  비교동조 → 규범  결속

사회  비교동조 → 정서  결속

지속  결속 → 집착의도

규범  결속 → 집착의도

정서  결속 → 집착의도

0.521

0.269

0.378

0.368

0.752

0.491

-0.101

0.004

0.135

0.178

0.335

0.227

7.938
**

5.126
**

6.758**

3.607
**

7.466
**

5.230**

-1.355

0.068

2.036*

4.389
**

6.147
**

5.401**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각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주) ** p < .01, * p < .05.

결속은 집착의도에 0.178(p < 0.01)의 향력을 나

타내어 가설 4가 채택되었고, 규범  결속은 집착

의도에 0.335(p < 0.01)의 향력을 나타내어 가설 

5가 채택되었다. 아울러, 지속  결속도 집착의도

에 0.227(p < 0.01)의 향력을 나타내어 가설 6이 

채택되었다. SNS 결속이 SNS 집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규범  결속, 정서

 결속, 지속  결속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이용자들이 지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SNS에 더 자주, 오래 방문하는 이유를 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각 가설에 한 경로계

수와 t-값, 가설채택여부를 <표 5>에 정리하 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는 최근 사회 반 으로 찰되는 SNS

의 빠른 수용과 확산 상의 원인이 SNS가 기존

의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인간

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SNS만이 제공하는 독특한 특성을 사회  동조 욕

구에 한 충족으로 악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하

여 동조성을 사회  연결동조, 사회  모방동조, 

사회  비교동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아울러 제시된 동조성에 한 충족은 SNS에 

한 이용자들의 결속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SNS

에 한 이용자들의 결속을 지속  결속, 규범  결

속, 감성  결속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SNS 결속이 SNS에 한 이용자

들의 집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핌으로써 SNS

의 확산 상에 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NS의 수용과 확산 상을 동조성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설명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실증

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동안 SNS 수용과 확

산 상에 한 원인을 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

구와 보고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들이 제

시한 이론  틀은 SNS 이외의 인터넷 서비스들에

도 그 로 입될 수 있는 이론이 이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  동조

성은 이용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확장해 나가

는 SNS의 특성과 매우 한 련성을 가진 이

론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분석 결과 모델의 합

도  모형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제시된 연구

모형이 실증 으로도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동조성을 세 가지 

하 차원으로 나 어 제시하 는데, 이는 SNS 이

용자들의 동조 욕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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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SNS에서 사회  동조의 하 차원들의 특성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사회  모방동조

는 SNS에 한 지속  결속의 가장 주요한 원인

이다. 사회  모방동조는 SNS에서 제공하는 정보

나 SNS를 이용하는 타인들에 한 의존정도를 의

미하고, 지속  결속은 조직을 이탈하 을 경우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소속집단에 구성원으로 잔

류하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SNS에 한 의존도가 높아 사회  

모방동조를 보이는 이용자들이 SNS를 탈퇴했을

때의 기회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하는 소극  형태의 이용자임을 보여

다. 다음으로, 사회  연결동조는 규범  결속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사회  연결동조는 SNS에 

하여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고, 규범  

결속은 소속집단에 충성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

다는 내 인 가치 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용자들

은 SNS에서도 오 라인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많이 느낄수록 의무감

을 가지고 SNS의 유지  확장을 해 극 으

로 노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사회  

비교동조는 감성  결속에만 향을 다. 사회  

비교동조는 SNS 이용을 통하여 조직이나 주변사

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사회  비교동조가 사회  모방동

조, 사회  연결동조와 더불어 SNS에 한 감성

 결속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착의도라는 변수를 통하

여 방문시간과 빈도면에서 기존의 서비스들과 차

별화되는 SNS 이용자들의 행태를 차별화하여 

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SNS 이용자들이 이용

자들이 자신이 쓰는 SNS에 해 집착하는 행태는 

주로 극  이용 행태인 규범  결속의 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이 정서  결속, 마지막이 소극  

이용 행태인 지속  결속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

비스의 비즈니스 략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사회  동조의 특성에 따라 략을 차별화 할 필

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  모방 동조

성과 사회  연결 동조성이 SNS 결속력에 차별  

향을 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사회  비

교 동조성은 SNS 결속  정서  결속에만 유의

하다는 결과를 본 연구결과 확인하 다. 이러한 

이용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의 사회  동조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서비스 수 의 향상과 노력을 병행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학교 소속 구성원들만

을 상으로 하고 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SNS의 

주된 이용자가 아직까지 주로 은 층인 것을 감

안하면 한계 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

여 SNS의 수용  확산과 련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의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상이 되는 SNS는 그 종류에 따

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 카카오

톡, 트 터는 같이 SNS로 분류되지만 특성도 

다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의 종류별 특

성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 SNS에 한 학문  실무 분야의 많은 심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가 SNS 수용과 확산 상을 연구하

는 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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