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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SNS에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
한 SNS 사용시 정보공개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연구한 것으로, 사회  자본 이론과 조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은 연결자본 심 인지 결속자본 심 인지에 따라, 그리고 진지향 인지, 방어지향 인지에 따라 

정보공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로 연결 자본이 클수록 SNS 셋  공개도 많아지고, 화에
서의 정보공개 한 많아지지만, 결속자본은 SNS에서의 화에 정보공개는 많아지지만, SNS 셋 에서의 정보공개에는 향

을 미치지 않았다. 한 조 이론에 해서는, 진지향성이 크면 SNS 셋 과 화에서 모두 정보공개가 많아졌으나,
방어지향성은 SNS 셋 에서 정보공개는 게 하지만 SNS 화에서의 정보공개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조 효과로는 

연결자본이 크고 진지향성이 큰 사람일수록 SNS 셋 에서의 정보공개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 사용자
들이 정보공개를 늘리고 SNS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해 사용자들에게 계의 형성과 확산이 요하고 개인

의 발 을 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사회  자본과 SNS정보공개 
 개인의 조  성향을 통합한 연구로써, 새로운 커뮤니 이션 툴인 SNS에서 정보공개  SNS 셋  공개에 향을 미치

는 학문 으로 그리고 실무 으로 요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호하는 요소들을 악함으로써 교
육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보다 효과 으로 정보 보호나 공개의 교육이나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NS users increases, so does their self-disclosur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self-disclosure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and Regulatory Focus Theory. The (extent of self-disclosure
by users/number of users disclosing themselves) in SNSs is expected to differ depending on their social capital 
(bonding capital vs. bridging capital) and regulatory focus (promotional vs. defensiv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bridging capital is positively related to self-disclosure in profile and in conversation, while bonding 
capital is positively related to self-disclosure only in conversation. With regard to regulatory focus, promotional 
orient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lf-disclosure in profile and in conversation, while defensive orient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self-disclosure in profile, but not related to self-disclosure in conversation. Promotional 
orientation is found to moderate the effect of bridging capital on self-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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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하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도 늘어가고 있다. SNS는 
웹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흥미나 주요 활동 는 배경

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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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는 개인은 개인의 로필을 제
공하여 공개할 수 있고, 상호간에 확인하고 계를 맺을 
수 있다[2][27][28].
이 듯 사람간의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SNS는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계를 형
성하고 발 시키기 해 자기노출은 기본 요소[1]이며 
한 상호 소통을 한 요한 요소이며[19], SNS에서 
개인 페이지는 지속 으로 본인을 드러내고 표 할 수 

있는 편리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이
상 인 이미지와 내용으로 개인 페이지를 꾸미기도 하고 

[25], 개인 페이지에 한 청 이 있다고 상상하거나 

상함[4]으로써 개인 페이지는 개인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개된 장소로 인식된다. 
따라서 SNS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온라인상에서 자기

노출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노출은 개인에 
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
인 자기노출 정보와 계 인 자기노출 정보로 나 어 

볼 수 있다[5][30]. 개인 인 자기노출정보는 개인정보

로서 개인이 구인지 알 수 있는 식별 정보 공개라고 

볼 수 있으며 [8], 이는 SNS에서는 자신에 한 아이디
와 소개( 로 일)로 볼 수 있다. 이름, 나이, 성, 이메일 
주소, 심 분야 등 사용자가 스스로에 해 공개한 신상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계 인 자기 노출은 블로그에 

작성한 이나 화하면서 개인의 심사나 생각 등을 

표 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5]과 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 으로 작성하는 과 표 [22]을 포함한다.

Walrave, Vanwesenbeeck, and Heirman(2012)는 그
들의 연구에서 사춘기의 청소년과 어른을 구분하고, 성
별, 나이, 신뢰, SNS 사용량  사용이유, 개인정보보호
에 한 염려 등 기본 인 인구통계학  요인들을 심

으로 사용자들의 정보 공개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았다[23].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인

인 자기정보노출과 계  자기정보노출을 개인 로

필 셋 과 화에서의 자기정보노출의 정도로 보고 이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정보노출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본 연구는 SNS에서 사용자들의 정보공개 원인을 사

회  자본이론과 조  이론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자본 이론의 연결자본과 결속자본, 그리고 
조 이론의 진지향성과 방어지향성이 SNS 사용
자들의 정보공개 정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2.1 사회적 자본이론

사회자본은 물  자본  인  자본과는 구분되는 자

본으로 사회  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자
본은 사회  계에서 상호이익을 해 집합행동을 진

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개 인 용어

이다[11]. 
사회자본은 사회자본이 집단 내의 특성인가 혹은 집

단 사이를 연결하는 특성인가에 따라 결속자본과 연결자

본으로 구분된다[16]. 결속자본이란 집단내부의 구성원
들을 결속하게 해 주는 사회자본을 말하며, 연결자본이
란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집단과의 계를 이어주

는 사회자본을 말한다. 결속자본은 특수한 호혜 계를 

뒷받침하고 연 의식을 결집시키는데 유용한 반면에, 연
결자본은 외부 자산과의 연계하고 정보를 하는데 유

리하다.
기존 SNS와 사회자본에 한 연구들에서는 SNS 상

에 어떤 사회  자본이 나타나는지  SNS 상의 사회자
본이 사용자의 행태에 미치는 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 

[9, 14, 15, 17, 24][29].

2.2 조절초점이론

조 이론이란 사람들의 행동에 한 동기부여 되

는 과정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조  유형을 제시하

는 이론으로, 진 과 방어 으로 유형을 나

다. 진 은 성취, 발 , 진보 등의 ‘이상 인’ 목
에 을 두고 정 인 상태를 이루기 한 동기 성향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 인 결과에 높은 심을 

가진다. 다음으로, 방어 은 의무, 책임 등의 ‘의무
인’ 목 에 을 두고 부정 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한 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진 과

는 달리 부정 인 결과에 하여 심을 가지게 된다[7]. 
즉, 진 의 개인은 정 인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

문에 기꺼이 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목
표 상태와 일치하고자 하는 동기성향을 가진다. 반면에 
방 의 개인은 부정 인 결과가 없는 안 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목표 상태와 불일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동기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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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3, 7].
이후 조 에 한 실증 연구들은 개인의 조

과 태도, 행동 간의 계에 한 많은 연구 결과를 제
시하 다[18, 20, 26]. Zhang, Craciun, & Shin(2010)의 
연구에 따르면, 조  은 그 유형에 따라 진  

는 방어 의 과정에 각각 작용을 하게 되며, 더불어 정
보를 해석하고 이해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제시한다[26]. 
한 Shin, Song & Biswas(2014)는 구 효과에 한 실

증연구를 통하여 진 은 정 인 결과가 생성될 

수 있도록 더욱 동기부여가 되는 반면 방어 은 부정

인 결과를 이기 한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됨을 검

증하 다[20].

2.3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자기노출)

개인정보란 ‘개인에 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는 개
인과 정보의 계로 설명하는 것으로, 신분확인, 근통

제,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련하여 정보와 개인을 연계
시킨 편성정보, 타인과의 정보교환을 목 으로 의도 으

로 창출한 귀속정보,  개인의 상태나 행동을 기록한 표
시정보가 포함된다[8]. 구체 으로, 편성정보에는 주민
등록번호, 그리고 네트워크에 속할 때에 입력이 요구
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의미하며, 표시정보는 생물측
정학  상태와 기  사실들을 의미하는 “상태 정보”, 
사회  교제와 련된 “교류 정보”, 그리고 순간 인 개

인의 행동(특정개인이 특정시간에 특정장소에서 하는 특
정 행동들)을 의미하는 “행동 정보” 등을 의미한다[8].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닌 내외면의 특징

을 들어내고자 하는 자기노출(self-disclosure)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가치 , 능력 
등을 타인에게 드러내어 자기표 에 따른 만족감을 경험

한다. 인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 자기노출은 상호 인 

계를 맺기 한 요한 요소이다[19].
Wynn & Kats(1997)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

신과 연계가 있는 이미지와 내용을 드러낸다고 지 하

다[25]. 즉,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에 해 알고 싶어하는 타인에게 자신을 보

여 주고 알리려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직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출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며 이를 토 로 타인과의 

계를 이룬다[10].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서로 등한 
계 속에서 인 계를 진시키는 사회  맥락단서로 

상호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한다. SNS 상에서 나
의 존재를 알기 해서는 나에 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나의 아이디와 자신에 한 소개( 로필 등)를 통해 나
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로필은 한 개인이 어떤 사람

인지를 말해주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이름과 나
이, 성,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심 분야 등이 포함
된다. 한 개인들은 SNS 상에서 다양한 , 그림, 상
을 작성하여 다른 개인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이 게 작

성된 다양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설정에 의해 타인에게 

공개된다[20].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사회  자본 이론에 따르면[14], SNS는 연결 사회자
본과 결속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데에 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계를 강화시키
기 해 사용하는 것은 결속  사회자본을 요하게 생

각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동이며, 새로운 사람들
과의 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에 SNS를 사용하는 것
은 연결  사회자본을 요하게 생각하여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즉, 결속자본을 요시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지내는 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제공하고, 
좀더 신뢰하는 계로 발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연결 자본이 요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계

를 구축하려고 하며 새로운 계로의 확장에 을 맞

추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자본이 클수록 셋
 정보공개와 화 정보공개가 모두 커지게 되고, 결속
자본이 클수록 화 정보공개는 커지지만, 셋  정보는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조  이론에 따르면, 진지향일 경우 SNS를 충

분히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도 험을 지각하고 회

피하기 보다는 극 으로 공개할 것으로 상된다. 반
면 방어지향 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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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크게 지각하여 정보 공개를 꺼려할 것이므로 셋

에서는 정보공개를 이고 화에서도 정보공개를 이

고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사회  자본에 따라 정보공개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1-1. 연결자본이 요할수록 SNS 사용시 셋

과 화에서 정보공개 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1-2. 결속자본이 요할수록 SNS 사용시 셋

의 정보공개는 작아지고 화의 정보공개 

정도는 커질 것이다.
 
가설2. 사용자의 조 에 따라 정보공개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2-1. 진지향이 클수록 SNS 사용시 셋 과 

화에서 모두 정보공개 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2-2. 방어지향이 클수록 SNS 사용시 셋 과 

화에서 모두 정보공개 정도가 작아질 것이다.
 
가설3. 사용자의 조 은 사회  자본과 정보공개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3-1. 결속자본이 요하고, 방어지향인 경우는 

가장 정보공개가 을 것이고, 연결자본이 
요하고, 진지향인 경우는 가장 정보공

개가 많을 것이다. 
 가설3-2. 결속자본이 요하고 진지향인 경우는 

셋 에는 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
립변수로는 연결자본, 결속자본, 조 변수로는 진지

향, 방어지향,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SNS 셋 의 공개성 

 SNS 화의 정보공개를 설정하 다. 모든 변수에 
한 설문은 리커트(Likert) 7  척도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결자본과 결속자본은 Park, et al. (2015)의 연구에 

따라 연결자본 ( , SNS활동을 통해 사회 활동의 범  

증가 등)의 4개항목과 결속자본 ( , SNS 친구들이 내 
문제 해결을 해 도움을  것 등) 4개의 설문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 다[14]. 조 성향으로 진

지향과 방어지향은 Higgins (1997)의 연구에 따라 진
지향 ( , 정  성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등)의 6개 항
목과 방어지향( , 부정  상황 회피노력 등)의 6개 항목
을 수정 개발하 다[7].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SNS 셋
의 공개성  SNS 화의 정보공개는 Nosko(2011)의 
연구에 기반하여 SNS 셋 의 공개성( , 자신의 로필
에 개인 인 내용 포함 등)의 5개 항목과 SNS 화의 

정보공개( , 자신의 감정공개 등) 6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12]. 
 
3.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  경기지
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달간 설문조사를 수행되었다. 설문 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기 이 에, 이들 각각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고 설문에 응답해  것을 요청

하 다. 이들 가운데서 설문에 응답해  것을 약속한 개
인들을 만나거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발송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26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답한 11부를 제외하
다. 따라서 최종 으로 249부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삼았다. 

4. 연구결과 

4.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Windows SPSS/PC version 20의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기 통계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분석결과, 연결자본에서 1문항, 결속자본에서 
2문항, 방어지향에서 1문항,  셋  공개성에서 1문항
이 0.5이하로 나와서 이를 제외하 다. 나머지 모든 문
항들은 0.5 이상으로 나타나서 측정항목들이 각 요인에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다음으로, 측정항목에 한 내 일 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Chronbac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검정된 변수들의 항목들에 
한 Chronbach's a 계수는 0.702∼0.918로 나타나 신뢰도
는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분석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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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정리하 다.

Items Factors Cronb
ach’s 
α

1 2 3 4 5 6

Bridging1 .880 .066 .123 .046 .081 .089 .842
Bridging2 .896 .069 .126 .008 .059 .065
Bridging3 .692 .382 .080 .078 -.001 .192
Bonding1 .179 .862 .003 .018 -.051 .200 .879
Bonding2 .132 .844 -.014 .013 -.034 .184

Promotion1 .002 .090 .705 .083 .127 -.035 .833
Promotion2 .016 .079 .771 .145 -.011 .007
Promotion3 .162 -.049 .792 .143 -.033 -.061
Promotion4 .204 -.138 .734 -.003 .074 .029
Promotion5 .183 -.094 .801 .029 .040 .117
Promotion6 -.176 .201 .610 -.013 -.069 .069
Prevention1 .240 -.100 .394 .535 -.045 -.072 . 764
Prevention3 .033 .088 .165 .606 -.117 -.008
Prevention4 -.028 -.018 -.166 .699 .183 .017
Prevention5 -.070 -.005 .330 .690 .110 .011
Prevention6 .079 .012 .024 .714 .026 .010

Setting 
disclosure1

-.037 -.023 -.015 .063 .697 .203 .702

Setting 
disclosure2

.156 .016 .085 .048 .786 -.106

Setting 
disclosure4

.036 .303 .078 .022 .519 .067

Comm. 
disclosure1

.050 .040 -.021 .027 .076 .837 .918

Comm. 
disclosure2

.119 .024 .131 -.092 .110 .779

Comm. 
disclosure3

-.025 .214 -.083 -.054 .001 .787

Comm. 
disclosure4

.059 .062 .012 .050 -.027 .886

Comm. 
disclosure5

.026 .037 -.018 .042 .026 .866

Comm. 
disclosure6

.116 .196 .083 .016 -.014 .838

Extraction Method: Maximum Likelihood.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s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서술통계량과 상 계는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Variables Mean S.D. 1 2 3 4 5

1.Bridging 4.88 1.36 1     

 2.Bonding 2.76 1.49 .321** 1    

 3.Promotion 4.99 .94 .221** .036 1   

 4.Prevention 4.23 .93 .138* .020 .284** 1  

 5.Setting 3.85 1.07 .196** .145* .095 .144* 1

 6.Comm. 2.76 1.33 .224** .299** .054 .007 .153*

**p<0.01, *p<0.05

Table 2. Descriptive Values and Correlation

4.2 분석 결과

4.2.1 독립효과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성개념들 가설을 

검증하기 해 연결자본과 결속자본을 독립변수로, SNS 
셋 의 공개성과 화의 공개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 다. 구체 인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연결자본은 SNS 셋  공개에 0.270(p<0.01)
로 매우 유의한 정(+) 향을 미쳤으나, 결속자본은 
0.081(p>0.1)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연

결자본(0.216, p<0.001)과 결속자본(0.237, p<0.001) 모
두 SNS 화 공개에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며, 가
설 1-2는 부분 지지되었다.

Dependents 
Variables

Setting 
Disclosure

Communication 
Disclosure

Independent variables  
Bridging .270***(4.279) .216*** (3.481)
Bonding .081 (1.276) .237***(3.828) 
R2 .046 .107
Adjusted R2 .038 .100 
F values 6.165** 15.453*** 
*p<0.1, **p<0.05; ***p<0.01

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1 

다음으로 조  성향에 따른 SNS 셋  공개  

화 공개에 미치는 향분석을 실시하 다. 아래 표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진지향은 SNS 셋  공개  화 공

개에 모두 매우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으나, 방어지
향은 SNS 셋  공개에는 부(–)의 유의한 향을, SNS 
화공개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
설 2-1은 지지되었으며, 가설2-2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Dependents 
Variables

Setting 
Disclosure

Communication 
Disclosure

Independent variables  
Promotion Focus .262*** (4.313) 253***(4.063)
Prevention Focus -.172** (-2.821) .008 (0.130) 
R2 .113 .043 
Adjusted R2 .106 .035
F values 15.631*** 5.511** 
*p<0.05; **p<0.01; ***p<0.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2

4.2.2 조절효과 분석 

SNS를 사용하는 개인의 사회  자본과 정보의 공개

성 간에 조철  성향의 조 효과에 한 가설 4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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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하여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 1 
단계에서는 SNS 셋  공개를 종속변수, 사회  자본인 

연결자본과 결속자본을 독립변수로 포함하 고, 2 단계
에서는 조 변수인 진지향과 방어지향을 독립변수로 

추가하 으며, 3 단계에서는 사회  자본과 조 을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각 단계별로 모형의 

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지를 검정하 다. 다음으로, 
SNS 화 공개를 종속변수로 하는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즉, 1 단계에서는 SNS 화 공개를 종속변

수로 하고 사회  자본인 연결자본과 결속자본을 독립변

수로 포함하 고, 2 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진지향과 

방어지향을 독립변수로 추가하 으며, 3 단계에서는 사
회  자본과 조 을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해 

단계별로 모형의 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지를 검정

하 다.
연구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먼 , SNS 셋
 공개에 해 보면, 계층  회귀분석의 1 단계와 2 단
계에서 사회  자본  결속자본이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조 변수인 진지향과 방어지향은 모두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계층  회귀분석의 3 단계
에 분석에서는 결속자본과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연결

자본과 진지향, 방어지향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Setting Disclosure

Dependent variable: 
Comm. Disclosure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Independent 
variables

   

Bridging(A) .270*** 
(4.279)

.189**
(2.794) 

.685***
4.736) 

.216*** 
(3.481)

.150*
(2.122) 

.227*
(1.968) 

Bonding(B) .081
(1.276) 

.077
(1.252) 

.110 
(1.828) 

.237***
(3.828) 

.237***
(3.835) 

.580*
(2.014) 

Moderators    
Promotion(C) .171**

(2.577) 
.506***
(4.077) 

 .132*
(1.968) 

.299**
(2.670) 

Prevention(D) -.175**
(-2.925)

-.009
(-.066)

 .012
(.196)

.033 
(.532)

A*C .659**
(2.965)

  .135
(.886)

A*D -.139
(-.680) 

   

B*C   -.376
(-1.194) 

R2 .092 .154 .207 .132 .145  
∆R2 .092 .062 .053 .132 .013 .013
F값 12.405** 11.099**10.515*** 18.746***10.342*** 7.546***
*p<0.1, **p<0.05; ***p<0.01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3

그 결과 연결자본과 진지향 간의 상호작용 변수는 

0.659(p<0.001)으로 매우 유의하게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SNS 화공개에 있어서, 계층  회귀분석

의 1 단계와 2 단계에서 사회  자본  연결자본과 결

속자본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조 변수인 방

어지향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

다. 따라서 계층  회귀분석의 3 단계에 분석에서는 방
어지향과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연결자본과 진지향

(A*C), 결속자본과 진지향(B*C)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 다. 그러나 모든 상호작용이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결자본과 
진지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이외의 상호작
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3-1은 부분지지
되었으며, 가설3-2는 지지되지 않았다.

5.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한 바와 같이 연결 자본이 클

수록 SNS 셋  공개도 많아지고, 화에서의 정보공개 

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계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셋

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계형

성이 가능해 지고, 이 계를 유지하기 해 화 속에서
도 정보 공개를 많이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결속자본이 클수록 SNS에서의 화에 정보공개

는 많아지지만, SNS 셋 에서의 정보공개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계의 확산보다는 기존 계의 유지  
강화가 주요 목 이 되는 결속자본의 경우에는 화 속

에서의 정보공개가 커지는 한편, SNS 셋 에서의 정보

공개는 결속자본과는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셋
에서의 정보공개는 기존 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과 크게 련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조 이론에 해서는, 진지향성이 크면 

SNS 셋 과 화에서 모두 정보공개가 많아졌으나, 방
어지향성은 SNS 셋 에서 정보공개는 게 하지만 SNS 
화에서의 정보공개는 차이가 없었다. 진지향성이 클
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험보다는 새롭게 형성될 

사람들과의 계와 유지에 더 을 맞추기 때문에 셋

과 화에서 정보공개가 많은 반면, 방어지향성이 클
수록 셋 에서의 정보공개에 험을 느껴 공개가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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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에서의 정보공개에 해서는 
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화에서의 정보 공개에는 험을 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 효과로는 연결자본이 크고 진지향

성이 큰 사람일수록 SNS 셋 에서의 정보공개가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확장이 요하고 더 발
으로 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클수록 SNS 셋 에서 

공개 정도가 커지지만, 그 다고 해서 화에서의 정보

공개 정도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에
서의 정보공개는 한정된 사람들 속에서의 정보공개이므

로 진지향성이 연결자본의 화 속의 정보공개에 한 

향에는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SNS 사용자들이 정보공개를 늘리고 SNS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해 사용자들에게 계의 형성

과 확산이 요하고 개인의 발 을 해 필요한 것이라

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과 SNS정보공개  개인의 조
 성향을 통합한 연구로써, 새로운 커뮤니 이션 

툴인 SNS에서 정보공개  SNS 셋  공개에 향을 미

치는 학문 으로 그리고 실무 으로 요한 요소들을 보

여주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호하는 요소들을 
악함으로써 교육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보다 효과 으로 

정보 보호나 공개의 교육이나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SNS을 이용해서 마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은 사용자들의 SNS상의 셋  공개 정도를 악

하여 이들의 사회  자본추구 성향이나 조 촛  성향을 

측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마  략을 수립하는데 도

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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