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0 No. 7, pp. 77-84, July 2015

www.ksci.re.kr

http://dx.doi.org/10.9708/jksci.2015.20.7.077

I. Introduction

정보통신 및 관련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유무선 인터넷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활용도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화적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인터넷과 

SNS는 이제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일상적 공간

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대표적 

사회활동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태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SNS 사용자수는 2013

년 4월 현재 17.3억명이며, 다가오는 2017년말에는 25.5억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이 중에서 Facebook이 가장 많은 SNS 사용자 수를 보유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Youtube. QQ, Qzone, 

WhatsApp, WeChat, Google+, LinkedIn, Twitter 등이 많

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NS 사이트로 파악되고 있다. 특

히, 중국인 SNS 사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QQ, 

Qzone, WeChat 등의 경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점

차 사용자 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SNS 시장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 

수를 확보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유지함에 따

라, 다양한 SNS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서 SNS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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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SNS 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과 사용자 만

족도 혹은 수용의도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

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 3, 4, 5, 6, 7, 8]

하지만, 이들 SNS 사이트의 요구 특성과 사용자 만족도 혹

은 수용의도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새로운 사회적 매

체(social media)로서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이들의 SNS 이용 특성에 따라 SNS가 갖추어야 하는 

요구 특성에 대한 인식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자들을 대상

으로 향후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SNS 사이

트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SNS 특성(시스템특성, 서비스

특성, 정보특성, 감성특성)에 대한 인식도가 어떠한가를 파악하

며, 이러한 SNS 특성에 대한 인식도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성, 연령)과 SNS 이용 특성(이용시점, 이용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향후 SNS 관련 실증연구들에서 연구가설의 도출 등

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SNS의 개

념과 특성을 포함하여 기존 관련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SNS의

특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모형과 연구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제시

한다. 4장에서는 SNS 이용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SNS 이

용 특성과 SNS 특성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수행한 통계분석

결과와 함께 이에 기초한 연구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5장에서

는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Ⅱ. SNS 개념 및 특성

1. SNS 개념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서, 이는 21세

기 초반에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하기 위해 시작된 인터넷 서비스 형태를 지칭한다. 최근의 SNS

는 Web 2.0과 3.0 기술의 발전, 네트워크 환경의 개선, 네트워

크 회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소형 모바

일 단말기의 활성화 등에 따라 그 사용자 수와 활용범위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uang et al.[9]는 SNS를 “온라인상에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오디오,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각종 관심거리와 활동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

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대진[2]은 “웹을 기반으로 개인들에

게 제한된 시스템에서 공개적 혹은 조건부 공개의 프로필을 구

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로간에 관계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

람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목록을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

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Boyd & Ellison[10]은 SNS를 “개인 프로필 및 콘텐츠를 

구성하고 다른 사용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연결망을 바

탕으로 다른 사용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을 지원해주

는 온라인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재영[3]

은 “동영상 UCC,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게임, 소셜 

네트워크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 SNS 콘텐츠를 포함하는 광의

의 개념으로서, 이용자 개인을 중심으로 여러 사용자들간의 상

호작용, 관계형성,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Nikou & Bouwman[11]은 “사람들은 자신의 네트워크 커

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교감

하는데 있어서 혹은 특정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SNS를 활

용하며, 특히 모바일 기반 SNS의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에서나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이러한 목적과 욕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SNS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볼 

때, SNS는 “인터넷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다수 사

용자들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이처럼 형성된 관계를 바탕

으로 인적네트워크 관리, 정보 및 콘텐츠 공유,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

할 수 있다.

2. SNS 특성

SNS의 영향력과 활용도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SNS가 갖추

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Smith[12], 김재영[3], 서우종외 

2인[13], 김대진[2], 서현석과 전병준[14], 이점수와 이영곤

[15], 박지영[16], 왕욱[17] 등이 포함되며, 이들 연구들에서 

제시된 SNS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mith[12]는 SNS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특성으로서 사람

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conversation), 정보와 콘텐츠 전달

을 위한 공유(sharing), 모임의 주체성 표현을 위한 정체성

(identity), 타인들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

계(relationships),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평판

(reputation), 사이버공간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표현을 위한 존

재감(presence), 타인들과의 모임 활동을 위한 단체(groups) 

등을 제시하였다. 김재영[3]은 SNS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으로 

참여(participation), 공개(openness), 대화(conversation), 공

동체(community), 연결(connectedness) 등을 강조하며, 이러

한 특성을 정보품질(내용성, 형식성, 정확성, 용이성, 적시성)과 

서비스품질(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로 세분화하여 

SNS 이용자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우종외 2인[13]은 SNS의 품질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

존 Pang & Suh[18]이 개발한 웹 사이트의 품질 측정영역 및 

항목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NS의 품질특성을 인터

페이스품질,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감성품질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총28개의 세부 측정항목을 개발

하여 활용하였다. 김대진[2]은 기대-일치모델(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ECM)을 통해 SNS 사용자 만족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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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여러 가

지 SNS 품질특성 중에서 감성품질과 시스템품질이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서현석과 전병준[14]은 SNS의 품질이 관계유지 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웹 사이트 품질수준

을 측정하는데 자주 이용되었던 시스템품질, 인터페이스품질, 

서비스이행품질(반응성, 지원성)을 기초로 콘텐츠관리품질과 

감성품질(재미, 상호작용, 몰입)을 새롭게 추가하여 SNS의 특

성과 SNS 신뢰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점수와 이영곤

[15]은 SNS 사이트 이용자들의 충성도 제고를 모색하는 관점

에서 어떠한 유형의 SNS 서비스 특성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된 SNS 서비스의 특징은 노출성, 

위장성, 상호작용성, 이용용이성, 개인적응성, 오락성 등이다.

박지영[16]은 컨벤션센터의 SNS를 중심으로 SNS 이용 만

족도(매개변수) 및 SNS 재이용의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사회적 영향품질 등의 특성 모두가 SNS 이용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SNS 이용 만족도는 SNS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왕욱

[17]은 SNS의 특성 중에서 SNS 관광정보의 확산에 영향을 미

치는 특성으로서 SNS의 유용성, 상호작용성, 친밀성 등을 제시

하였으며, SNS의 유용성과 상호작용성 등의 특성 요인이 SNS 

관광정보의 신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SNS가 갖추어야 하

는 바람직한 특성은 연구자들마다의 차별적 연구관점이나 상황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많이 제시 혹은 활용되고 있는 

SNS의 대표적 특성은 시스템 특성, 서비스 특성, 정보 특성, 감

성 특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여러 사용자들의 만족할 수 있는 SNS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SNS의 특성 요인에 대한 SNS 

사용자들의 인식도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또한, 이러한 SNS의 특성에 대한 인식도가 SNS 사용자들

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탐색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이용하며 한국과 

중국의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SNS 관련 실증연구들에서 다양한 연구가설을 도출하는데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명제를 제시한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웹 사이트 품질수준 및 SNS의 특성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을 참조함으로써

[2, 3, 12, 13, 14, 15, 16, 18], 향후 바람직한 SNS 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크게 시스템특성, 서비스특성, 정보특성, 

감성특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변수를 정의하였다(표 1 참

조).

또한, 새로운 기술의 채택 및 수용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많

이 제시되었던 연구변수로서 인구통계적 특성(성, 연령)과 SNS 

이용 특성(이용시점, 이용장소)을 선택하여 정의하였다[19, 20, 

21, 22, 23, 24, 25, 26].

Table 1. Definition of research variables

연구변수 상세 항목 참고문헌

인구통

계적 

특성

성 남성, 여성
Kim & Yoon[19],

O'Cass and 

Fenench[20],

Okazaki[21],

Pijpers et al.[22],

Telang & 

Mukhopadhyay[23],

Venkatesh & Davis[24],

Zhuang & Lederer[25],

우지에외 2인[26]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

대 이상

SNS  

이용 

특성

이용

시점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

전, 6년전 이상

이용

장소

가정, 직장(회사, 학교 등 포함), 공

공장소(커피숍, 레스토랑, 서점 등 

포함), 이동중, 기타

SNS 

특성

시스템

SNS 기능 습득의 용이(cha1), SNS 

접속 용이성(cha2), 기술적 문제의 

최소 발생(cha3), 신속한 사이트 접

속 및 전환속도 유지(cha4), 신상정

보의 유출 최소화(cha5), 비밀번호 

등 보안기능 확보(cha6)

Pang & Suh[18],

Smith[12],

김대진[2],

김재영[3],

박지영[16],

서우종외 2인[13],

서현석과 전병준[14],

왕욱[17],

이점수와 이영곤[15]

서비스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cha7), 

SNS 이용 매뉴얼 제공(cha8), 사용

자들의 질문 및 요구 등에 대한 성

실한 응대(cha9), 사용자들의 요구 

정보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cha10), 사용자들의 유연한 질의 

및 게시판 기능의 제공(cha11)

정보

정보의 오류 최소화(cha12), 정보의 

적절한 시점 전파(cha13), 정보의 

신뢰성 유지(cha14), 정보의 다양성 

유지(cha15), 정보의 최신성 유지

(cha16)

감성

사이버공간에서 개인 표현의 충분성

(cha17), 다른 사람들과의 인적관계 

형성 및 개발 지원(cha18), 효과적

인 지인들과의 정보전달과정 지원

(cha19),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교

감 형성의 지원(cha20), 사용자들의 

흥미와 재미 지원(ch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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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성, 연

령)과 SNS 이용 특성(이용시점, 이용장소)을 명목척도로 구성

하여 파악한다. 또한, SNS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NS의 요구 특성을 시스템, 서비스, 정보, 감

성 등의 세부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7점 등간척도로 파악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750부의 설문지를 의뢰함으로써 총700부를 회수하였다

(93.3%). 또한,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설문항목에 동일한 값을 

연속하여 응답한 경우와 설문항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13부

의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SAS 9.1 Ver. 이

용).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1.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SNS 이용 특성

본 연구의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통계적 및 SNS 이

용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요약하면 표 2, 표 3과 같다. 이

를 통해 볼 때, 남성(40.94%)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59.06%)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44.64%)와 30대(27.29%)의 연령대를 보유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문지 

응답자들의 SNS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SNS를 처음으로 이용

하기 시작한 시점이 1~3년전 이내가 전체 응답자들의 약55%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NS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

는 가정(47.5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Statistics of respondents' demographics

구분
빈도, 비율(%)

한국 중국 총계

성
남성
여성

71
157

31.14
68.86

139
146

48.77
51.23

210
303

40.94
59.06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9
77
44
60
7
1

17.11
33.77
19.30
26.32
3.07
0.44

11
152
96
14
10
2

3.86
53.33
33.68
4.91
3.51
0.70

50
229
140
74
17
3

9.75
44.64
27.29
14.42
3.31
0.58

Table 3. Statistics of respondents' SNS usage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 비율(%)

한국 중국 총계

SNS
이용
시점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전

6년전 이상

83
62
29
13
8
33

36.40
27.19
12.72
5.70
3.51
14.47

7
22
77
11
44
124

2.46
7.72
27.02
3.86
15.44
43.51

90
84
106
24
52
157

17.54
16.37
20.66
4.68
10.14
30.60

SNS
이용
장소

가정
직장

공공장소
이동중
기타

109
26
10
71
12

47.81
11.40
4.39
31.14
5.26

135
70
60
5
15

47.37
24.56
21.05
1.75
5.26

244
96
70
76
27

47.56
18.71
13.65
14.81
5.26

1.2 SNS의 특성에 대한 인식도

SNS 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크게 시스템 특성, 서비

스 특성, 정보 특성, 감성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항

목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SNS 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의 세부측정항목 중에서 응답

자들이 비교적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비밀번호 

등 보안기능 확보(cha6, 6.05점), 신상정보의 유출 최소화

(cha5, 5.86점), 정보의 신뢰성 유지(cha14, 5.81점), 정보의 최

신성 유지(cha16, 5.77점), 정보의 다양성 유지(cha15, 5.73점)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표현의 

충분성(cha17, 4.72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cha7, 5.04

점), 다른 사람들과의 인적관계 형성 및 개발 지원(cha18, 5.14

점), SNS 기능 습득의 용이(cha1, 5.19점), 지인들과의 효과적

인 정보전달과정 지원(cha16, 5.22점) 등의 측정항목들은 비교

적 낮은 수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4. Perception analysis of required SNS featur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 중국 총계

시스템 
특성

cha1
cha2
cha3
cha4
cha5
cha6

5.82
5.90
6.02
6.14
6.41
6.56

1.26
1.26
1.08
1.07
1.02
0.88

4.69
4.83
5.15
5.09
5.41
5.64

1.67
1.48
1.51
1.40
1.30
1.33

5.19
5.31
5.54
5.56
5.86
6.05

1.60
1.48
1.40
1.37
1.28
1.24

서비스 
특성

cha7
cha8
cha9
cha10
cha11

5.03
5.81
5.70
5.90
5.66

1.21
1.19
1.25
1.09
1.16

5.05
5.12
5.12
5.18
5.14

1.34
1.40
1.27
1.32
1.41

5.04
5.43
5.38
5.50
5.37

1.28
1.35
1.30
1.27
1.33

정보 
특성

cha12
cha13
cha14
cha15
cha16

6.09
5.87
6.19
6.10
6.05

1.15
1.13
0.98
1.02
1.04

5.43
5.22
5.50
5.44
5.55

1.35
1.29
1.25
1.20
1.32

5.72
5.51
5.81
5.73
5.77

1.30
1.26
1.19
1.17
1.23

감성 
특성

cha17
cha18
cha19
cha20
cha21

4.56
5.05
5.24
5.41
5.62

1.34
1.10
1.14
1.10
1.21

4.85
5.21
5.21
5.24
5.53

1.41
1.29
1.36
1.29
1.29

4.72
5.14
5.22
5.32
5.57

1.39
1.21
1.26
1.2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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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라 SNS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련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SNS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들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SNS 특성 항목들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validity)을 분

석하기 위하여 Varimax 방식을 통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겐 값(eigen value) 1.0과 요

인적재량 0.55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27], SNS 

특성 요인이 총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개별 측정항목들

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이 약70%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들 요인

들이 적절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

을 통해 분류된 요인들의 세부 측정항목을 감안하여 요인1은 

시스템 특성, 요인2는 서비스 특성, 요인3은 감성 특성, 그리고 

요인4는 정보 특성으로 해석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

(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총4개

의 SNS 특성 요인들에 대하여 Cronbach-α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모든 SNS 특성 요인들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계수가 0.85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들 설문

항목들을 본 연구의 주요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충분

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8].

Table 5.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구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신뢰계수

cha2
cha3
cha1
cha4
cha6
cha5

82 *       22         23         15
79 *       20         21         26
79 *       27         18         14
78 *       24         12         29
60 *       25         11         39
58 *       37          8         39

0.912

cha9 
cha8 
cha10
cha11
cha7 

29         79 *       12         26
32         77 *       13         25
29         73 *       20         29
25         72 *       22         29
16         70 *       23         13

0.903

cha18
cha20
cha19
cha21
cha17

15         14         84 *       16
11         30         77 *       16
11         28         77 *       17
22          7         74 *       12
11          4         73 *       16

0.871

cha14
cha12
cha16
cha15
cha13

  26         31         17         76 *
  25         40         19         70 *
  30         10         37         68 *
  29         23         23         68 *
  23         47         16         63 *

0.891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4.0477711       3.9076342       3.5754284       3.3242393
    Final Communality Estimates: Total = 14.855073

3. SNS 특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3.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인식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남자, 여자)에 따라 SNS가 갖추

어야 하는 특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

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였다. 또한, 이들 응답자 집단간의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

도의 평균차이를 사후 검증하기 위해서 던칸분석(Duncan)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에 따라서는 모

든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Difference analysis of perception on SNS features by gender

구분(빈도/평균/표준

편차)
남성(210) 여성(303) F-value(Sig.)

시스템 5.65(1.04) 5.53(1.25)
1.31(0.2521)

Duncan A A

서비스 5.27(1.01) 5.40(1.17)
1.73(0.1892)

Duncan A A

정보 5.67(0.92) 5.74(1.09)
0.53(0.4688)

Duncan A A

감성 5.26(1.01) 5.15(1.04)
1.52(0.2188)

Duncan A A

주) *: p-value<0.05, **: p-value<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대(10대, 20대, 30대, 40

대, 50대 이상)에 따라 SNS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에 대한 인식

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응답자 집단간의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

의 평균차이를 사후 검증하기 위해서 던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참조). 분석결과, 모든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Difference analysis of perception on SNS features by age

구분(빈도/평

균/표준편차)
10대(50) 20대(229) 30대(140) 40대(74)

50대 

이상(20)

F-value

(Sig.)

시스템 5.80(0.93) 5.48(1.23) 5.53(1.15) 5.94(1.08) 5.29(1.10) 3.07

(0.0162)*Duncan A A․B A․B A B

서비스 5.14(1.05) 5.28(1.14) 5.32(1.08) 5.71(1.06) 5.38(1.16) 2.67

(0.0318)*Duncan B A․B A․B A A․B
정보 5.73(0.96) 5.61(1.05) 5.63(1.00) 6.08(0.97) 5.99(1.09) 3.51

(0.0077)**Duncan A․B B B A A․B
감성 5.51(0.99) 5.26(1.07) 5.14(0.96) 4.97(1.02) 4.91(0.95) 2.84

(0.0237)*Duncan A A․B A․B B B

주) *: p-value<0.05, **: p-value<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05)

3.2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인식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SNS 이용시점(1년전, 2년전, 3년

전, 4년전 이상)에 따라 SNS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에 대한 인

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이들 응답자 집단간의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차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던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분석결과, SNS의 특성 요인 중에서 시

스템 특성, 서비스 특성, 정보 특성 등의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응답자의 SNS 이용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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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analysis of perceptions on SNS features by start time of service usage

구분(빈도/평

균/표준편차)
1년전(90) 2년전(84) 3년전(106)

4년전 

이상(233)

F-value

(Sig.)

시스템 5.85(1.17) 5.90(1.03) 5.28(1.24) 5.50(1.14) 6.53

(0.0002)**Duncan A A B B

서비스 5.55(1.18) 5.46(1.07) 5.08(1.07) 5.34(1.10) 3.38

(0.0181)*Duncan A A B A․B
정보 5.92(1.00) 5.91(0.90) 5.42(1.09) 5.69(1.03) 5.21

(0.0015)**Duncan A A B A․B
감성 5.01(0.97) 5.19(0.91) 5.13(1.13) 5.30(1.04) 1.89

(0.1310)Duncan A A A A

주) *: p-value<0.05, **: p-value<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SNS 이용장소(가정, 직장, 공

공장소, 이동중 및 기타)에 따라 SNS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 집단간의 SNS 특성 요인에 대

한 인식도의 평균차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던칸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분석결과, SNS의 특성 요인 중에서 

시스템 특성과 정보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응답자의 SNS 

이용장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9. Difference analysis of perceptions on SNS features by service usage place

구분(빈도/

평균/표준

편차)

가정(244) 직장(96)
공공장소

(70)

이동중 및 

기타(103)

F-value

(Sig.)

시스템 5.62(1.17) 5.47(1.12) 5.05(1.25) 5.96(1.01) 9.15

(0.0001)**Duncan B B C A

서비스 5.45(1.10) 5.23(1.11) 5.12(1.20) 5.33(1.04) 2.05

(0.1055)Duncan A A․B B A․B
정보 5.82(1.05) 5.69(0.93) 5.20(1.10) 5.81(0.92) 7.15

(0.0001)**Duncan A A B A

감성 5.19(1.08) 5.19(0.87) 5.18(1.25) 5.21(0.88) 0.02

(0.9962)Duncan A A A A

주) *: p-value<0.05, **: p-value<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pha=0.05)

4. 분석결과의 요약 및 연구명제의 제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자들의 특성을 인구

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들 SNS 사

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향후 SNS 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

직한 특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파악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10

과 같다.

Table 10. Summary of statistical analyses

SNS 특성 요인

시스템 서비스 정보 감성

인구통계

적 특성

성

연령 ○ ○ ◎ ○

SNS 이용 

특성

이용시점 ◎ ○ ◎

이용장소 ◎ ◎

(주) ○(유의수준 0.05 이하), ◎(유의수준 0.01 이하): 응답자 집단간에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차이가 있는 영역

첫째,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응답자들을 세분

화하여 각 집단간에 SNS 특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간

에는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간에는 모든 SNS 특성 요인에 대

한 인식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의 SNS 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응답자들을 세분화

하여 각 집단간에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

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SNS 이용시점을 중심으

로 분류한 집단간에는 감성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

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SNS 이용장소를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간에는 시스템 특성과 정보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명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명제1: 개인의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라서 모든 SNS 특

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연구명제2: 개인의 특성 중에서 연령대에 따라서 모든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진다.

연구명제3: 개인의 특성 중에서 SNS 이용시점과 이용장소

에 따라서 대부분의 SNS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진다.

Ⅴ. Conclusions

본 연구는 국내외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SNS가 갖

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에 대한 인식도가 어떠한가를 파악

함으로써, 향후 SNS 관련 실증연구들에서 다양한 연구가설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연구명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의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설문지 응답자들의 특성을 인구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들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SNS 특성 요

인에 있어서의 인식도 차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SNS 사용자들을 인구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이들 세분 집단간 SNS 특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SNS 특

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웅답자의 연령, SNS 이

용시점, SNS 이용장소에 따라서는 모든 SNS 특성(혹은 일부 

SNS 특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SNS 사용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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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SNS 요구 특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

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SNS 관련 실증연구들에서 연구가

설의 도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3개의 연구명제를 제

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자들의 다양한 특성

에 따라 향후 SNS 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들과 차

별성을 지닌다. 즉,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SNS가 갖추어야 하

는 특성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는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을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

고 있는 SNS 특성에 대한 인식도가 어떻게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향후 국내외에서 보다 효과적인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 및 유관 서비스 제

공기관들에게 다양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SNS 사용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인식도 차이를 중심으로 정련된 고객세분화 작업

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고객군별로 선호하는 SNS 사

이트의 특성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직간접적인 지침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명제는 향후 SNS 사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SNS 특성간의 관련

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들에서 연구가설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연구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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