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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widespread use of smartphon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 online 

service called SNS(social network service) has emerged, and a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began to use SNS,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NS. SNS is an important factor for 

adolescents who are developing social skills that help them to adapt to the society, and for adults 

who are stepping into the socie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search, 

self-disclosure, interaction, and playfulness, all of which are motivational factors for SNS use, on 

flow in SN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degree of these variables influence according to flow 

in SNS and individual’s personal nature(extrovert, introver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search, self-disclosure, interaction, and playful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low 

in SNS, and flow in SN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kills. The degree of influence vari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ersonal nature(extrovert, introvert). These findings may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researchers studying SNS, SNS managers, and company officials using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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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람들은 필요

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 

해졌으며, 사람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

넷 환경과 소셜미디어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자신

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윤지현·곽기영 

2014).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디지털미디어 생

태계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소셜미디어 채

널 중 하나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전달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도구로 많

은 주목을 받으며 중요한 채널로 주목받게 되었다(전

수현·곽기영 2016).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써 다양

한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식공유, 관계형성 및 자아표현 등 사용자들

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SNS 사용자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교류

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 해졌으며,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치 있는 경쟁력으로 인지

되고 있다(윤지현·곽기영 2015). 오늘날 사람들은 SNS

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SNS를 이용하는 사

람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SNS는 인터넷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 간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인맥의 

관리,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정유진·배국진 2007). 

많이 이용되는 SNS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

이,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각의 SNS들은 각기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사용자에게 시스템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Ellison 

2007).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SNS

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 또한 SNS를 활용해 다양한 사용자

들을 참여시키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Avery et 

al. 2010).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맺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즉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

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들과 SNS 상에

서 관계형성을 할 수 있다. SNS와 같은 정보기술의 사

용자 개개인은 온라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사상에 반응하기도 하며, 사회적 집단 안

에서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사용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스

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SNS에 가장 많

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보연·서경현 

2012),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며 온라인상에서 SNS를 통해 친구들과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김

영민·임영식 2012). 또한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하

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소통 하는 것을 더 편

하게 여기고 있어서, 스마트폰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에서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김병년 2013). 따라서 

SNS 사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들은 SNS를 사용하

는 사용자들에게 직간접적인 대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

적을 갖는다. 첫째, SNS 이용동기요인으로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을 제안하고, SNS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둘째, SNS몰입이 

사회성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사용자들과 실무자들에게 SNS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

을 제시한다. 셋째, 개인성향에 따라 SNS몰입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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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향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이용충족이론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이

용충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용충족이론은 미디

어 이용을 사용자의 미디어 경험 자체로 바라보는 방

식에 의미를 두고 있다. Katz et al.(1973)은 이용과 충

족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첫번째, 미디어 사

용자는 미디어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미디어 

사용은 목적 지향적이다. 두번째, 능동적 사용자는 개

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동기를 충분히 인식 할 수 있

다. 세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목적에 따라 미

디어는 다른 미디어와 경쟁한다. 네번째, 특정 미디어

를 선택하는 욕구와 판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제시하였다. 이용충족이론은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

의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되어왔다. 과거 많은 연구자

들이 이용충족이론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 동기를 확

인하였으며, 사용자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연구하

는데 이론적 배경으로 적극 활용 되었다(최은정 2012). 

   Korgaonkar and Wolin(1999)는 인터넷을 사용하

는 이유로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

보 획득만이 목적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서라 말한다. 또한 Palmgreen et al. (1985)는 개인

이 다른 사용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시

간 보내기, 정보 추구, 편리성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

고 말했다.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SNS를 사용하게 되

면서 SNS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SNS 연구들

이 이용충족이론을 근거로 연구되었다. 가명호·정대율

(2010)은 SNS의 사용과 재방문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 SNS의 유용성에 유희성, 매력도, 대

인 효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Larose and Eastin(2004)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이용

하여 인터넷 사용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

적이고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한다. Stafford and Gonier(2004)는 사람들이 웹을 탐

색하는 이유로 정보획득,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사회화 

등을 들었지만,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

지면서 정보의 즐거움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벗어나 

관계구축, 사회적 관계유지와 같은 인간관계를 목적으

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 몰입

몰입의 개념은 지난 20년 동안 운동, 작업, 쇼핑, 게

임, 취미, 컴퓨터 이용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예종석·김동욱 2003). 몰

입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완전히 몰두하게 됨으

로써 빠져드는 최적경험(optimal experience)이며 흥

미와 호기심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상태이다(Buchanan and 

Csikszentmihalyi 1991). Anderson and Weitz(1992)

는 몰입을 관계에서의 장기지향성으로 정의하고, 

Morgan and Hunt(1994)는 당사자에 의해 중요하게 

생각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의 정도

로 정의했다. 그리고 수행 활동, 과제의 도전적인 수준

과 능력수준이 높을 때,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여 능력

을 확장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고, 자존감과 

만족감이 증가된 최적의 경험 과정이라고 정의되기도 

했다(LeFevre 1988; Csikszentmihalyi and LeFevre 

1989; Lutz and Gurty 1994). 한상린·박천교(2000)

는 인터넷 환경에 몰입을 접목한 연구를 인용해 컴퓨

터를 매개로 한 환경에서의 몰입 경험은 상호작용에 

의한 빠른 응답의 지속적인 과정에 의해 특정 지어지

며, 인터넷 환경을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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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자의식의 손실에 의해 동반되는 상태라고 정의하

고 있다. 위와 같이 몰입에 대한 정의는 본질적인 의미

인 ‘깊게 파고 들거나 빠져들어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된

다’는 의미에서 점차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호 

2013).

2.3 사회성

사회성은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서 적절

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특성을 의미하

며, 사회의 적응정도를 나타낸다(권윤희 2006). 개인

이 다양한 사람과 사귈 수 있는 능력, 즉 긍정적인 대

인 관계 형성을 의미하며(김병년 2013), ‘사람과 관계

를 맺어 나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

성’, ‘남과 잘 사귀는 성질’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능력이며 심리적으로는 

연민, 친밀감, 협동 등의 사회적 경향을 전제하고 있

으며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사

회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타인에 대

한 친밀함, 상대방에 대한 존경 및 헌신, 상호 협동적

인 활동과 책임감, 사회적응성, 사회구성원으로의 관

심과 참여, 시민의 의무성, 국제화 의식 등으로 표출

된 행동으로 규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김경희 2015).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기 때문

에 사회활동이나 집단활동을 잘하고, 친구가 많고 협

동적이며 다른 사람과 의견이 잘 맞아 충돌이 적다. 또

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능력에 기반한 사교성’, ‘개인의 사회적 적응

이나 관계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신감 정도’,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인 

대인관계’로 구성된다(김병년 2013). 이러한 사회성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표현되고 발달

하는데, 특히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건강한 관심

과 관찰을 통해 발달한다(김병년 2013). 따라서 선천적

으로 형성되기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에 의한 경험으로 

습득 되는 것으로 본다(권윤희 2006; 박은숙 2009). 

2.4 개인성향: 외향적, 내향적

개인성향은 많은 연구자들이 성격이라는 주제로 가

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의 하나이며, 연구자들마다 다

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Allport(1961)에 의하면 개인

의 내부에서 독특한 환경에 대한 적응을 결정하게 하

는 정신물리학적 체계의 활발한 체제라고 하였으며, 

Mischel(1976)은 개인이 접하는 생활에 대한 적응의 

특성을 서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구별된 행동 

패턴이라고 했다. Maddi(1989)는 사람들의 심리적 행

동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정하는 일련의 경향성

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격은 일반적으로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등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성격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연구하

는 데 유용한 체계로 사용되고 있다(이동만 등 2013). 

Jung(2014)은 성격의 유형을 태도와 심리적 기능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내향성은 상반되는 개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심리적 기능에는 외부경험에 관

한 판단을 수반하여 합리적 기능으로 분류되는 사고

와 감정, 그리고 외부경험을 평가, 해석하지 않고 수동

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수반하여 비합리적 기능으로 

분류되는 감각과 직관이 있다. 개인의 성격을 나눠 만

든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는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

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MBTI검사 결과가 다른 심리검

사들의 결과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MBTI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하고 있다(Ganey 2000).

외향적 성격의 사람들은 외부에 주의를 집중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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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인식과 판단을 사용한다. 

폭이 넓은 대인관계를 이루며 외부활동에 적극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자기 내부

에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속 개념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인식, 판단함으로써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내

부 활동에 집중력이 뛰어나고 신중하며 사고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이동만 등 2013).

3. 연구모델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 요인이 SNS몰입에 주

는 영향과 SNS몰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최종 

종속변수로 사회성을 제안한다. SNS몰입에 주는 변수

로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을 도출하였으

며, 조절변수로 외향적, 내향적 성향을 제안하였다.

3.1 정보탐색

SNS환경에서 정보탐색이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정

보에 의견을 남기거나 타인이 생산한 정보를 가공

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영 

2015). 정보탐색은 인간이 자신의 정보요구를 인식하

고 이에 합당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적·일상

적 노력으로 적정한 정보원을 선정하고 정보의 적합성

을 판단하고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

보탐색은 정보를 추구하는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적 맥

락에서 발생한다(Wlison 1999). 또한 정보탐색은 삶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소비, 시간, 취미에 영

향을 받아서 특정 활동에 주어지는 선호라고 할 수 있

다(Savolainen 1995). Lenhart(2006)는 SNS의 이용

동기 요인을 정보탐색, 유희성,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

하고 있다. 정보탐색에는 미디어 및 이슈 체크, 정치 이

슈탐색, 환경의 감시, 정보의 추구, 기술의 공유, 자료의 

보관 등이 있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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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et al.(1995)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동기

로 정보추구동기를 제시하였다. 정보추구동기 외에도 

정보탐색, 사회화, 경제성, 도피, 유희, 개인적 즐거움 등 

다양한 이용동기 요인들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한 모바일 SNS 사용자의 이용동기가 몰입 형성에 미치

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 요인으

로 정보탐색, 자기지향, 대인지향, 즐거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ng 2012). 정정희 등(2007)은 정보탐색을 많

이 하는 사용자일수록 목적 달성을 위해 몰입할 가능

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보탐색이 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추구하는 정보를 SNS상에서 찾아내고 공유하고 소통

함으로써 SNS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

서 정보탐색은 SNS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제시한다. 

H1. 정보탐색은 SNS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 자기노출

Archer(1980)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

험과 같은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자기노출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Dominick(1999)는 사람들이 

자기노출을 하는 이유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나 느낌이 들 수 있게 표현하

기 위해 자기노출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적절하게 자기

를 노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개방하

고, 상대방이 공개한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여 신뢰를 쌓게 되는 과정이며, 자기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손영란·박은아 2010)

자기노출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는 대인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며, 두 번

째는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김교헌·한덕웅 1996). 이는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SNS상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인관

계를 긴밀히 유지해 가는 한편 자신의 심리적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신·연보영 2008). 

양혜승 등(2012)은 페이스북 이용동기를 검증하면서 

자기노출을 통해 사용자의 활발한 활동과 사회적 지지

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

는 개인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활발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결국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

기노출을 하고 SNS 사용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Park and Chung(2011)은 서비스 몰입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자기노출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자기노출에 적극적인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적극적이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를 느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몰

입하게 된다. SNS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용자

들에게 표현하고 자기노출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은 

SNS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기노출은 

SNS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

한다.  

H2. 자기노출은 SNS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3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 대화를 통제하는 정도와 서로의 역할교환을 가능

하게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rs 1986). 과거 상호작

용은 사람 대 사람의 상호 간 의사소통의 속성으로 사

용되었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미디어

의 출현으로 전통적 미디어와 차별되는 상호작용이 주

목받게 되었다(Johnson et al. 2006). Hoffman and 

Novak(2000)은 상호작용의 핵심요소로 속도의 개념

을 제시하며, 상호작용의 속도가 몰입에 직접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탁진영·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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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2005). Chang(2013)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으며, Chang and Zhu(2012)

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확산을 설명하면서 사람들 간

의 관계설정과 상호작용으로 맺어지는 사회적 자본이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곽기영·옥정봉

(2011)은 상호작용성이 브랜드 커뮤니티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며, 상호작용성이 사용자

의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남억(2011)은 사용자

들이 서로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

며,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여 이용한다고 보았다. SNS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SNS 사용자들의 관계형성

이 확대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즐거움과 시

간적 해리를 지속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SNS에 몰입하

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SNS몰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3. 상호작용은 SNS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4 유희성 

유희성은 SNS 활용을 통해 사용자들이 즐거움을 느

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김병곤 2012). 또한 즐거움은 

SNS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해 느끼는 즐거운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영 2015). Coley(2006)는 많은 학생들은 재미와 오

락을 위해 페이스북에 그룹을 형성하고 SNS를 통한 활

동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SNS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그

룹에 속해 즐거움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과 연결의식을 

갖는 것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주된 이용 동기라고 주

장하였다.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게임이나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는 SNS를 

이용하려는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심성

욱·김운한 2011). 또한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

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만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SNS를 사

용하는 사용자들은 SNS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한 

즐거움은 몰입으로 이르게 된다. 따라서 유희성은 SNS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4. 유희성은 SNS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SNS몰입   

몰입(f low)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것에 깊게 파

고들거나 빠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인간이 어떤 

특별한 일에 빠져들어 있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Csikszentmihaly(1975)는 ‘어떤 경험이나 행동에 고도

로 집중하여 빠져들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몰입을 

인지하는 사람이 활동에 대한 성과가 높고 많은 행복

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몰입을 유

발하는 활동을 ‘몰입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일상생활과

는 달리 몰입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

출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보통 사람들의 몰입 경험

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제공함으로써 삶

을 훌륭하게 가꾸어 준다(Csikszentmihalyi 1990). 김

경희(2015)는 대학생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특성을 함

께 지녔으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집단이며, 무엇보다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단계로 

학업과 함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며,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은 가상세계에서의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병년(2013)은 사용자들의 사용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

와 사교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SNS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SNS 사용에 만족감과 행복함

을 느끼고, 몰입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대인관계와 사교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SNS몰입은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5. SNS몰입은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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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인성향: 내향적, 외향적

사용자의 행위에서 내향적, 외향적 성격이 온라인 행

위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Jung(2014)은 내적, 외적 경험에 반응하는 방법 차이

로 개성을 분류할 때 내향적 및 외향적 성향을 사용하

고, 사람들은 이 두가지 성향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향성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며,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성격이

다. 반면에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활

동들을 즐기고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이다. 내향적 성격

과 외향적 성격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노태희 등

(2000)은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들 간

에 의사소통 불안감과 학업성취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

며, 자아존중감도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보다 높다고 주장하였다.

McKay(1980)은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하는 가치를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존재 및 가

치를 깨닫고, 자신의 자아를 밖으로 드러내는데 주저

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배진한(2005)은 사용자가 

개인성향에 따라서 인터넷의 이용양상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

크의 폭이 제한 되어있고, 현실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함으

로써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사용자들의 

개인성향에 따라 SNS를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성향에 따라 SNS몰입이 사회

성에 주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제

시한다.

H6. 개인성향에 따라 SNS몰입이 사회성에 주는 영향

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연구모델의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관련 연

구들은 다음의 <표 1>에 요약 정리하였다. 각 설문 항

목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던 항목을 기반으

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SNS 사용자를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항목들은 리커트형 7

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정보탐색은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

미, 이슈, 정보를 공유, 추구, 탐색하려는 정도를 측정

하는 변수로서 James et al.(1995), Savolainen(1995), 

Lenhart(2006), Hargittai(2007)의 연구논문을 참

고하여 5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기노출

은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과 같은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

수로서 Jourard(1958), Archer(1980)의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5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상호작용

은 SNS가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관계, 콘텐츠를 공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Rogers(1986), Hoffman and Novak(2000)의 연구

논문을 참고하여 5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유

희성은 SNS를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Coley(2006)의 연구논문을 참고

하여 5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SNS몰입이란 

SNS 사용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며 시간의 흘러가

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

며 Csikzentmihaly(2011), Hoffan and Novak(1996)

의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5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사회성은 다양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능력, 긍

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자신감을 가지는 정도를 측정하

는 변수로서 박진영(2007)의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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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성향은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성격, 성향(외향적, 내향적 성격)으로 이동만 

등(2013)의 개인의 성향에 대한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7문항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

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4.2 표본과 자료수집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 소셜네트워크, 페

이스북을 통해 배포되었다. 참여대상자는 SNS를 사용

하는 사용자들이며, 데이터 수집기간 5일동안 총 151명

이 참여했으며, 자료 분석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62건

의 설문지를 제외한 89건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7명(52.8%), 여성이 42

명(47.2%)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 ~ 30세 76명

(85.4%), 30 ~ 40세 9명(10.1%), 40 ~ 50세 4명(4.5%)

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7

명(52.8%), 전문대 졸업 9명(10.1%), 대학교 졸업 28명

(31.5%), 대학원 이상 5명(5.6%)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이 

55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 11명(12.4%), 

전문직 6명(6.7%), 자영업 4명(4.5%), 기타 13명(14.6%)

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하루 SNS 사용시간은 1 ~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참고문헌

개념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정보탐색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미, 이슈, 

정보를 공유, 추구, 탐색하려는 정도

James et al.(1995) 

Savolainen(1995) 

Lenhart(2006), Hargittai(2007)

자기노출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과 같은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정도

Jourard(1958) 

Archer(1980)

상호작용
SNS가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관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

Rogers(1986)

Hoffman and Novak(2000)

유희성
SNS를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정도
Coley(2006)

SNS몰입
SNS 사용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Csikszentmihaly(2011)

Hoffman and Novak(1996)

사회성

다양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능력,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자신감을 가지는 정도

박진영(2007)

외향적, 내향적 
성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외향적, 내향적 성격)

이동만 등(2013) 

MBTI



30 지식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이 승 호  • 곽 기 영 

2시간 43명(48.3%), 3 ~ 4시간 24명(27.0%), 5 ~ 6 시

간 20명(22.5%), 8 ~ 10시간 2명(2.2%)으로 하루 사용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

었다. 응답자의 하루 SNS 사용횟수는 10 ~ 20회 65명

(73.0%), 30 ~ 40회 17명(19.2%), 50 ~ 60회 7명(7.8%)

으로 하루 사용횟수는 10회에서 20회가 가장 많은 것

으로 집계되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 류 구  분 빈 도 비 율

성별

남자 47 52.8%

여자 42 47.2%

합계 89 100%

연령

20 ~ 30 76 85.4%

30 ~ 40 9 10.1%

40 ~ 50 4 4.5%

합계 89 100%

직업

학생 55 61.8%

회사원 11 12.4%

전문직 6 6.7%

자영업 4 4.5%

기타 13 14.6%

합계 89 100%

학력

고졸 47 52.8%

전문대졸 9 10.1%

대졸 28 31.5%

대학원 이상 5 5.6%

합계 89 100%

사용시간

1 – 2 43 48.3%

3 - 4 24 27.0%

5 – 6 20 22.5%

8 - 10 2 2.2%

합계 89 100%

사용횟수

10 - 20 65 73.0%

30 – 40 17 19.2%

50 - 60 7 7.8%

합계 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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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결과 (전체표본)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크론바흐알파

정보탐색

INF1 0.768

0.876 0.702 0.798INF3 0.854

INF4 0.887

자기노출

SED2 0.814

0.840 0.636 0.722SED4 0.796

SED5 0.783

상호작용

INT1 0.718

0.772 0.532 0.621INT2 0.666

INT5 0.798

유희성

FUN1 0.830

0.853 0.660 0.755FUN2 0.868

FUN3 0.733

몰입

FLO1 0.828

0.886 0.721 0.805FLO4 0.853

FLO5 0.865

사회성

SOC2 0.848

0.921 0.746 0.887
SOC3 0.901

SOC4 0.875

SOC5 0.829

5. 분석 및 결과 

5.1 측정모델

본 연구 모델은 SmartPLS 2.0을 이용하여 검증하

였다. LISREL과 같은 공통요인 분석 기반과 총분산인 

주성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인 SmartPLS로 구조방정

식모델을 분석할 수 있다. PLS는 사용방법이 쉽고, 연

구모델이 복잡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여 많이 사용되

고 있다(Hair et al. 2011). PLS는 LISREL과 달리 표

본이 정규분포를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표본의 수

가 작아도 구조방정식모델을 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Chin 1998; Goodhue et al. 2012). PLS는 부트스

트랩 리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적은 표본으로도 구조방

정식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측정모델을 검

정하였다. 측정모델의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

변수와 각 항목과의 상관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적재값

은 0.5보다 커야 하며(Bagozzi and Yi 1988), 복합신

뢰도는 0.7을 상회 해야한다(Chin 1998). 크론바흐 알

파값은 0.7이상이 권장되나(Hair et al. 2011), 여러 선

행연구에서 0.6 ~ 0.7 역시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본다

(George and Mallery 2003; Nunnally 1978). 평균 

분산추출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Hair et al. 2011; 

Thornton et al. 2014). 다음 <표 3>, <표 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전체표본과 개인성향별 표본의 요인적

재값은 0.5 기준, 복합신뢰도 0.7 기준, 크론바흐알파값

은 0.6 ~0.7 기준을 충족하였다.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0.5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측정항목들은 검정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연

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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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과 다른 변

수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였다(Hair et 

al. 2011; Thornton et al. 2014). <표 5>, <표 6>에서 

보듯이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 값을 모두 상회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은 판별타당성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개인성향별(외향적, 내향적) 표본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크론바흐알파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정보탐색

INF1 0.844 0.731

0.921 0.848 0.796 0.652 0.879 0.766INF3 0.919 0.798

INF4 0.912 0.886

자기노출

SED2 0.924 0.848

0.770 0.870 0.540 0.692 0.704 0.781SED4 0.517 0.910

SED5 0.708 0.729

상호작용

INT1 0.708 0.882

0.789 0.792 0.558 0.580 0.603 0.639INT2 0.855 0.529

INT5 0.665 0.882

유희성

FUN1 0.806 0.825

0.857 0.864 0.668 0.679 0.773 0.765FUN2 0.893 0.790

FUN3 0.747 0.857

몰입

FLO1 0.810 0.833

0.874 0.879 0.699 0.708 0.785 0.795FLO4 0.883 0.818

FLO5 0.813 0.872

사회성

SOC2 0.553 0.896

0.854 0.915 0.600 0.728 0.833 0.878
SOC3 0.823 0.859

SOC4 0.867 0.788

SOC5 0.815 0.867

<표 5> 전체 표본 판별 타당성 분석결과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 몰입 사회성

정보탐색 0.849

자기노출 0.301 0.864

상호작용 0.407 0.374 0.730

유희성 0.419 0.022 0.167 0.812

몰입 0.304 0.421 0.318 0.181 0.798

사회성 0.446 0.179 0.377 0.169 -0.030 0.838

주: 대각선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 값을 의미하며, 대각선 아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332018. 6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SNS몰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5.2 구조모델 및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bootstrap resampling)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리샘플

링은 500회 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기법을 

통한 구조모델 검정 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

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를 살펴

보면 <표 7>과 같다. 

정보탐색과 SNS몰입의 정(+)의 영향 관계를 설정

한 가설 H1(β= 0.341, t-value = 8.286), 자기노출과 

SNS몰입의 정(+)의 영향 관계를 설정한 가설 H2(β

= 0.208, t-value = 6.374), 상호작용과 SNS몰입

의 정(+)의 영향 관계를 설정한 가설 H3(β= 0.163, 

t-value=4.198), 유희성과 SNS몰입의 정(+)의 영향관계

를 설정한 가설 H4(β= 0.296, t-value = 7.089), SNS

몰입과 사회성의 정(+)의 영향 관계를 설정한 가설 

H5(β= 0.301, t-value=8.219)는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SNS몰입은 정보탐

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에 의해 40.6%가 설명

되었고, 사회성은 SNS몰입에 의해 9.1%가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향에 따른 차이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Chin(1998)이 제안한 경로계수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이규하·곽기영 2014)(계산식 참조 

<그림 5>). SNS몰입은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은 개인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H6(외

향 β= 0.223 < 내향 β= 0.523, 계수 차이의 t-value = 

5.807)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높게나타나 

채택되었다.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의 SNS몰입

은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에 의해 32.9%

가 설명되었고, 사회성은 SNS몰입에 의해 5.0%가 설

명되었으며 내향적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의 SNS몰입

은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에 의해 58.3%

설명되었고, 사회성은 SNS 몰입에 의해 27.3%가 설명

되었다.  

<표 6> 개인성향별(외향적, 내향적) 표본 판별 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 몰입 사회성

외향적

정보탐색 0.835

자기노출 0.223 0.772

상호작용 0.337 0.311 0.747

유희성 0.435 -0.319 0.259 0.818

몰입 0.424 0.264 0.398 0.210 0.736

사회성 0.231 0.282 0.297 0.138 0.164 0.892

내향적

정보탐색 0.842

자기노출 0.522 0.853

상호작용 0.631 0.481 0.761

유희성 0.587 0.461 0.683 0.824

몰입 0.559 0.652 0.407 0.377 0.832

사회성 0.518 0.427 0.388 0.281 0.390 0.807

주: 대각선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 값을 의미하며, 대각선 아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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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집단 분석 결과

<표 7>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계수차의
t-value 결과

H1 정보탐색 → SNS몰입 0.341 8.286*** - 채택

H2 자기노출 → SNS몰입 0.208 6.374*** - 채택

H3 상호작용 → SNS몰입 0.163 4.198*** - 채택

H4 유희성 → SNS몰입 0.296 7.089*** - 채택

H5 SNS몰입 → 사회성 0.301 8.219*** - 채택

H6
SNS몰입 → 사회성 

(외향 < 내향)
0.223 < 0.523 3.223*** < 15.463*** 5.807*** 채택

<그림 3> 외향적, 내향적 집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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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SNS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자들은 다양한 SNS 중 

본인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SNS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확장할 수 

있다는 SNS의 특성을 바탕으로 SNS는 급속도로 성장

하였으며, SNS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최근에는 단순히 

자신의 지인들이 아닌 새로운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다

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SNS 사용이 확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SNS 이용동기

요인은 SNS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SNS몰입은 사회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NS몰입과 

사회성 간의 관계는 개인성향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모델의 검정 결과

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

적 시사점으로 첫째, SNS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동기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SNS 이용동기요인을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

작용, 유희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는데, 

SNS가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느끼

게 만들어주며, 자기표현을 하여 다양한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SNS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를 통해 이후 SNS몰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려는 

연구자에게 SNS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유용

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SNS

몰입이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SNS가 사회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과 중

독으로 이르게 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논

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연구모델을 통해 사용자들

이 SNS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SNS의 사용으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여 새

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개인성향에 따라 SNS몰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외향적 

집단의 사용자들이 내향적 집단의 사용자들보다 SNS

의 사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

어왔다(김재홍 등 2012; 이동만 등 2013). 하지만 이 연

구모델을 통해 내향적인 집단의 사용자들이 외향적인 

집단의 사용자들보다 사회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4> t-value 차이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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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외향적 집단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활발

하게 활동하지만 내향적인 집단은 성격의 특성상 오프

라인 보다는 온라인을 더욱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모델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동기요인

인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이 SNS에 몰

입하게 만들고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을 검

증하였다. SNS 관리자들은 사용자들의 이용동기요인

인 정보, 표현, 관계 맺음, 즐거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

이 SNS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

하여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서

비스로 개선된다면 SNS를 사용하는 기존의 사용자들

의 만족도와 서비스에 몰입하는 사용자들 또한 증가하

게 될 것이다. 둘째, SNS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개인성

향에 맞춰 서비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내향적 사용

자들의 성격과 외향적 사용자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을 인식하고, 개인의 성향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한다

면 내향적, 외향적 성격의 사용자들 모두가 SNS를 사

용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존감, 사교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사용자의 욕

구를 반영해 다양한 컨셉트를 가진 SNS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모든 SNS들이 고객의 다양한 성향에 

기반하여 사용자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

을 실행하며 다양한 마케팅 홍보 활동을 실행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들은 기존의 SNS 사용을 중단하고 자

신을 만족 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SNS로 이동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SNS 관리자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꾸준히 새

로운 기능을 보여주고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셉트들을 계획하고 관리, 유지 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7. 결론 및 한계점

SNS는 젊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연령층의 사

용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동기요인들을 관련된 이론을 토대

로 실증하고, 몰입이 사용자들의 사회적응 정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SNS 

이용동기요인으로 사용한 변수인 정보탐색, 자기노출, 

상호작용, 유희성은 SNS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SNS몰입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과 개인성향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또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연령대가 20대 ~ 30대가 76명

(85.4%)으로 주를 이룬다. SNS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

대가 20대에서 30대이긴 하지만 40대 ~ 50대 사이에

서도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많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다면 SNS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설문조사를 한 기간이 짧았으며 수집양이 적

었다. 2016년 12월 3일 ~ 12월 7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51부의 설문지 중 62부의 불필요하거

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했다. 또한 bootstrapping 

500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항상 좋은 결

과만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진행 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향후연구로 몰입과 중독을 따로 구분을 지어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과도한 몰입

이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들과, 몰입과 중독

을 따로 구분해 진행하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두 가지 

요인들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사용자들의 SNS의 지속

적인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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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IT의 발전으로 SNS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SNS를 사용하

게 됨으로써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

재 SNS는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SNS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탈하는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있

다. 이에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

한 연구보다 이탈하는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과요

인들을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면 SNS에 대한 연구

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SNS 관리자나 

기업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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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변수의 측정문항

측정개념 변 수 측정지표 관련연구

정보탐색

INF1 나는 정보를 찾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James et al. (1995) 

Savolainen(1995) 

Lenhart(2006) 

Hargittai(2007

INF2 나는 비용 없이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INF3 나는 조사를 위해 SNS를 이용한다.

INF4 나는 다른 사이트들과 연결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INF5 나는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자기노출

SED1 SNS상에 나의 이야기를 자주 올린다.

Jourard(1958) 

Archer(1980)

SED2 SNS상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SED3 SNS상에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다.

SED4 SNS상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에 답변을 자주한다. 

SED5 SNS상에 내 사진이나 글에 대한 답변을 읽고, 다시 답변을 달아준다

상호작용

INT1 SNS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증진시킨다.

Rogers(1986)

Hoffman and No-

vak(2000) 

INT2 SNS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INT3 SNS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INT4 SNS는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INT5 SNS를 통한 사용자들 간의 대화는 원활하다.

유희성

FUN1 SNS를 즐기기 위해 이용한다.

Coley(2006)

FUN2 SNS를 이용하면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FUN3 SNS가 놀이라 생각하고 많이 이용한다.

FUN4 SNS를 통해 소통하는게 재미있다. 

FUN5 나는 SNS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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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변수의 측정문항 (계속)

측정개념 변 수 측정지표 관련연구

SNS 몰입

FLO1 SNS 사용시 느끼는 즐거움이 크다

Mihaly

Csikszentmihaly 

(2011)

Hoffman and No-

vak(1996)

FLO2 SNS 사용시 시간이 지나는 것을 종종 망각한다

FLO3 SNS 사용시 예상 시간보다 오래 사용한다

FLO4 SNS를 사용할 때 매우 흥미로움을 느낀다.

FLO5 SNS를 사용할 때 상상력 및 호기심에 빠져든다.

사회성

SOC1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박진영(2007)

SOC2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오면 자주 거기에 응한다.

SOC3 나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

SOC4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교적이라고 한다.

SOC5 나는 되도록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SOC6 나는 리더쉽 있는 사람이 될 자신이 있다

SOC7 나는 어느 곳에서나 거리낌 없이 내 의견을 말한다.

개인성향

IDT1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동만 등(2013)

MBTI

IDT2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한다.

IDT3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에 적극적이다.

IDT4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활동이 좋다.

IDT5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짜릿한 경험을 추구한다.

IDT6 나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추구한다. 

IDT7 나는 변화로 가득 찬 삶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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