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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들에게 보급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고 있다. 

대표적 SNS 서비스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 있다. 사용자들은 SNS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손쉽게 소통

할 수 있고, 취미나 관심사와 같은 동질성이 높

은 사용자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사진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들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다양한 장점 때

문에, 전 세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SNS를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NS의 지나친 사용

으로 업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저

하시키고 일상 생활도 방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Samaha et al., 2016; Xue et al., 

2018). 이는 SNS 사용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SNS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기도 하며 자신이 게시한 글이나 사진

에 댓글을 확인하기 때문이다(김병수, 강민형, 

2016; 노  2016). 더욱이 SNS 상의 친구들에

 * 이 논문은 2018년도 화성장학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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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글이나 사진을 자주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글에 댓글을 달기도 한다(Turel and 

Serenko, 2012). 이러한 사용자들의 지나친 사

용은 SNS 중독을 야기하기도 한다. SNS 중독

은 SNS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 생활 장애

가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Fox and 

Moreland, 2015). 2019년 국의 시장조사기관

인 글로벌 웹인덱스가 한국 SNS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들의 하루 SNS 사용 시

간이 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1) 필리핀 사람

들은 하루 4시간 이상을 SNS을 활용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페이스북 설립 멤버인 데이트 

모린도 SNS의 지나친 사용이 사람의 정신 건

강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 다.2) 이런 맥

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SNS 중독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술, 담배, 커피와 

같은 중독성 높은 상품들을 주로 다루었다. 하

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SNS, 게임 같은 직접

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유해한 향을 미치지 않

지만 지나친 사용으로 통제가 힘든 몰입 위주

의 서비스로 역이 확대되고 있다(정춘화, 

2018; Turel and Serenko, 2012). SNS 중독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는 데서 오는 우울

증,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락 및 미끄러짐과 같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

일 수 있다(김병수, 강민형, 2016; Moqbel and 

Kock, 2018). 김병수와 강민형 (2016)연구에서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독이 건강과 학업 

성과에 부정적 향을 미침을 보 으며, 사용자

의 개인 특성에 따라 중독 정도가 변화함을 보

다. Choi and Lim(2016) 연구에서는 사회적 

과부화(social overload)와 기술적 과부화 

(technology overload)가 SNS 중독을 형성하며,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림을 

보 다. Moqbel and Kock(2018) 연구에서는 

SNS　중독이 개인과 업무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 업무 집중도를 저하시켜 성과에 부

정적 향을 미침을 보 다. 이렇듯 SNS 중독

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

다. Xue et al.(2018) 연구에서도 SNS 중독적 

사용은 육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침을 보 다. 그래서 여러 SNS 관련 논문

들에서 SNS 중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정춘화, 

2108).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들의 중독 형

성 메커니즘을 이용과 충족 이론(use and 

gratification theory)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Ifinedo, 2016; Mäntymäki and Islam, 2016). 

SNS 사용 욕구로 관계 유지, 즐거움, 자기 표현

으로 구분하 고, 각 사용 욕구가 정보 게시 의

도를 통해 SNS 중독에 향을 미친다고 가설

을 설정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각의 

SNS 사용 욕구가 SNS 중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중독 관련 연구들에서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중독은 사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중독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

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조절력이 높은 

1) KBS NEWS (2019. 8. 16). SNS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한국 하루 1시간 20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3581&ref=A

2) 페북 창립멤버․구글 前임원, 왜 ‘반SNS 활동’ 나섰나 (머니투데이,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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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특정 미디어에 몰입되기 전 자신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독을 줄

이는 방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병수, 강

민형, 2016; 진미령, 신성만, 2016). 또한 주관

적 행복도 SNS 중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강현임 등 2017; 김남희, 2017). 삶

에 대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용자일수록 

SNS 중독되기 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나 취미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SNS 관계 친밀성은 SNS 중독을 야기할 수 있

는 촉진 요인으로 고려하 다(김형수, 2014; 

Yang et al., 2016). SNS 관계 친밀성을 중요하

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SNS 사용하지 않을 때 

SNS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와 우

울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을 심화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자기 조절력, 주관적 행

복, SNS 관계 친밀성을 고려하 다. 자기 조절

력과 주관적 행복은 SNS 중독을 줄일 수 있는 

방지 요인으로, SNS 관계 친밀성은 SNS 중독

을 야기하는 촉진 요인으로 고려하 다.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SNS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SNS 중독을 줄일 수 있는 예

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다음 장에서는 SNS의 중독 요인과 중독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모

형과 연구 가설을 제안하 다. 3장에서는 설문 

문항과 최종 표본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 다. 4장에서는 구조 방정식 분석 결과

를 제시하 다. 마지막 장에서는 학문 및 실무

적 시사점과 본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을 살펴보았다. 

Ⅱ.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2.1 SNS 중독의 주요 요인

최근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자들의 절반 

정도가 과다사용으로 인한 SNS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ickfacebook, 

2010). CRM 업체 세일스포스의 최고경 자인 

마크 베니오스는 페이스북의 중독성은 강하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즉 SNS 중독은 정부 및 관련 단체가 해결

해야할 중요 과제이며, 이런 맥락에서 SNS 중

독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SNS 중독은 오프라인 관계 단절, 삶

의 행복도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을 야

기한다고 알려져 있다(Fox and Moreland, 

2015; Turel and Serenko, 2012). 이러한 SNS 

중독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항상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 정

보,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SNS의 지나친 사

용이나 중독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SNS 사용이나 중독을 

촉진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특

정 미디어를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고른다고 가정하며, SNS도 사용자

들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

로 선택된다고 가정한다(Ifinedo, 2016). 기존 

SNS 관련 연구들에서 SNS를 세 가지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첫째 SNS 사용자

들의 관심사, 정치, 취미 등이 유사한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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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phily)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

구이다. 둘째,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친구들이 게

시한 글이나 사진에 댓글을 달아 자신을 표현

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SNS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얻고자하는 유희적 욕구이다. 이러한 SNS 사용 

욕구들은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

국에는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특히 Turel and Serenko(2012)연구

에서는 SNS가 제공하는 유희적 특성이 SNS 

중독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하

지만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제안된 욕구 요인

들은 SNS 중독 분산의 일부만 설명한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SNS 사용자 특성에 따라 중독 경향성은 달

라질 수 있다. 사용자의 자기 통제력은 SNS 중

독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병수, 

강민형, 2016; Müller et al., 2016). 자기 통제력

이 높은 사용자는 문제 해결 역량이 높고 자신

의 계획에 따라 목표를 성취할 확률이 높다. 하

지만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용자는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도박, 약물, 게임에 중

독될 확률도 증가한다. 그리고 학교 생활, 결혼 

<표 1> 기존 SNS 독 련 연구  연구 결과

연구 연구 상황 이론 주요 선행 요인 주요 연구 결과

김남희

(2017)
SNS 중독 사회자본

결혼 불만족, 사회적 자본, 

외로움

결혼 불만족이 SNS 중독을 야기하며, 

외로움은 매개 역할을, 사회적 자본은 

조절 효과를 담당함

김병수, 

강민형

(2016)

SNS 사용
SNS 특성,

사용자 특성

자아 존중감, 자기 통제력, 

사회적 관계형성, 집중, 

인지된 즐거움

서비스 특성과 사용자 특성은 중독 

형성에 모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

 김병수, 

황인덕 (2016)

SNS 문제적 

사용

이용과 충족 

이론

정보검색, 사회적 관계 

형성, 즐거움, 자기표현

문제행동은 SNS습관에 향을 크게 

받음

노미진, 

장성희 (2016)
SNS 중독

이용과 충족 

이론

오락성, 환상, 정보부담, 

시스템사용부담

이용과 충족 이론의 주요 요인들이 

SNS 중독에 미치는 향을 미침

이정화 

외(2017)
SNS 중독 외로움 외로움, 대인관계 지향성 

외로움은 SNS 중독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성별에 따라 향이 달라짐 

Mäntymäki 

and Islam 

(2016)

SNS　사용
이용과 충족 

이론

자기 표출, 관계 증진, 

관음증, 노출증

SNS 사용의 긍정적 사용인 관계 

증진과 부정적 사용인 관음증과 

노출증이 SNS　사용에 유의한 향을 

미침

Müller et al. 

(2016)
SNS 중독

사용자 성격, 

인구통계학적 

요인

Big Five 성격 요인과 성별, 

연령

SNS　사용자의 성격적 특성은 중독 

경향을 예측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Samaha and 

Hawi (2016)

스마트폰 

중독
스트레스 인지된 스트레스, 삶의 만족

인지된 스트레스가 스마트 폰 중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Wang and 

Stefanone 

(2013)

SNS 위치 

공유
개인 성향

외향성, 자기 도취성, 

자기 표출, 관음증

높은 외향성의 사용자가 자기 표출 

정도가 높으며, 이는 위치 공유를 

증가시킴 

Zheng et al. 

(2016)

모바일 SNS 

과도사용

테크노스트레

스

과도사용에 대한 결과에 

초점

과도한 SNS 사용은 인지적 지배를 

통해 가족, 개인, 일에 대한 갈등을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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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 삶에 대한 만족도 중독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Yang et al.(2016) 연

구에서는 모바일 SNS 중독 형성의 주요 요인

으로 인지된 즐거움과 습관을 고려하 으며, 사

회적 자기 효능감이 인지된 즐거움과 중독 사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밝혀내었다. 김

남희(2017) 연구에서는 기혼자들의 결혼 불만

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 중독이 형성됨을 밝

혔다. 정춘화(2018)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SNS 중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 욕

구와 자아 존중감을 고려하 다. SNS 중독 관

련 주요 연구와 연구 결과들을 <표 1>에 제시

하 다.

2.2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형성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SNS 사용 욕구 요인과 SNS 사

용자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 다.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로 SNS를 사용하는 욕구로 관계 

유지 욕구, 유희적 욕구, 자기 표현 욕구를 구별

하 다. 이러한 SNS 사용 욕구는 정보 게시 의

도를 통해 SNS 중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 다. 또한 SNS 사용자들의 특성을 SNS 

중독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

다. 특히 개인들 특성 가운데 자기 통제력, 주관

적 행복이 SNS 중독을 줄일 수 있는 중독 방지 

요인으로 고려하 고, SNS 관계 친밀성을 SNS 

중독을 증가시키는 촉진 요인으로 고려하 다.  

2.2.1. 정보 게시 의도

SNS 사용자가 SNS 사용 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 정도를 의미한다(Min and 

Kim, 2014). SNS 제공업체들은 사용자들의 개

인 정보를 통해 정교한 마케팅 활동과 친구 추

천 등의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

다. SNS 사용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SNS 상에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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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사진과 같은 정보를 게시하게 된다(김

병수 등, 2016; Ifinedo, 2016; Lee et al., 2008). 

정보 게시는 지속 사용보다 적극적으로 SNS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SNS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 행태를 더욱 정확하게 대변한다. SNS 사

용자가 적극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공유한다면 SNS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면 SNS 중독

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 

SNS 중독 연구들에서 SNS 사용 빈도가 증가

하면 SNS 중독 경향이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김병수, 황인덕, 2016; Turel and 

Serenko, 2012). 본 연구에서도 SNS 사용자들

의 정보 게시 의도가 높아질수록 SNS 중독 정

도가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H1: 정보 게시 의도는 SNS 중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2.2.2. SNS 사용 욕구

관계 유지는 SNS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

한다(Ifinedo, 2016). SNS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적 이유는 SNS를 통한 소통이다. SNS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던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

락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용

자의 취미 및 관심 사항이 비슷한 사용자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김병수, 황인덕, 2016; 

Yang et al., 2016).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나 나와 비슷한 관심 사항을 

갖는 사용자들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사용자들

이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강화

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글이나 사진을 더 많이 게시할 것

이다. 기존 SNS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이 지속적

으로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려는 욕구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진 과 김병수

(2013) 연구에서도 SNS를 통한 관계 유지 및 

형성이 지속 사용 의지와 정보 게시 의지를 형

성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사용자들이 SNS 상에서 관계 유지와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SNS에서 투자해야하

고, 이는 결국 SNS 중독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노 (2016) 연구에서도 

SNS 사용 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강화는 

SNS 중독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

로 밝혀내었다. 김종욱 등(2015) 연구에서도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가 SNS 중독 형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보 다. 

H2a: 관계 유지는 정보 게시 의도에 양(+)의 

    향을 미친다.

H2b: 관계 유지는 SNS 중독에 양(+)의 향 

    을 미친다. 

즐거움은 사용자들이 SNS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유희 정도로 정의된다(Davis et al., 

1992). IT 동기 이론에 따르면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

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Van der 

Heijden, 2004). 특히 개인이 강요되지 않은 상

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내적인 동기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적인 동기는 즐

거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SNS 환경에서는 

SNS를 사용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으로 정

의된다(Ifinedo, 2016). SNS 상에서 사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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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SNS 관련 연구들에서는 즐거움을 

지속 사용 의도와 정보 게시 의도 형성에 유의

한 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김종욱 등 2015; 

Turel and Serenko, 2012). 김종욱 등(2015) 연

구에서는 SNS가 제공하는 즐거움이 SNS 중독 

형성의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SNS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수

록 SNS에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게시할 확률

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NS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정보 게시 의

도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하 다. 그리고 SNS 서비스가 제공하는 유희적 

요소가 사용자들을 몰입하여 사용하게 할 것이

다. 그래서 몰입적 요소가 강한 모바일 게임이

나 SNS에서 즐거움은 중독 형성의 핵심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SNS도 다양한 유희적 콘

텐츠 및 기능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SNS이 제공하는 즐거움은 SNS 중독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노 (2016) 연구에

서도 SNS 사용 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 SNS 

중독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 다. 

H3a: 즐거움은 정보 게시 의도에 양(+)의 

    향을 미친다.

H3b: 즐거움은 SNS 중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자기 표현은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Goffman, 1959).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자

신의 일상 생활을 글로 표현하거나 사진을 공

유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기존 SNS 

연구에서는 실제 자아 이미지와 추구하고자 하

는 자아 이미지가 다를 수 있으며, 가상 공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

음을 밝혀내었다(Ifinedo, 2016; Min and Kim, 

2014). 그래서 SNS 사용자들은 글이나 사진 게

시 공유 활동을 통해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은 가상 공간인 SNS 상에서 

자기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

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Min and Kim(2014) 연

구에서는 자기 표현이 SNS 지속 사용이나 정

보 게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도 SNS 사용자들의

자기 표현은 정보 게시 의도를 향상시킬 것으

로 예상하 다. 또한 자기 표현에 몰입하다보면 

SNS 사용 빈도와 투자 시간도 증가하게 되어 

SNS 중독경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김병수

와 황인덕(2016) 연구에서도 자기 표현이 SNS 

사용 습관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문제 행동을 

야기함을 실증적으로 보 다.

  

H4a: 자기 표현은 정보 게시 의도에 양(+)의 

    향을 미친다.

H4b: 자기 표현은 SNS 중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2.2.3. SNS 사용자 특성 요인

사용자들이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행위 또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통제력이

라고 한다(Polites, 2009). Logue(1995) 연구에

서는 자기 통제력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충동성

이라고 정의하 고, 자기 통제력 수준이 낮으면 

충동 조절 장애 및 중독 경향이 높아짐을 보

다. 자기 통제력이 약하면 폭식증이나 약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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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박 및 중독과 같은 

무절제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 다. 

하창순(2005)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낮으

면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즉각적 욕

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

다. 강현인 등(2017)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자기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감소함을 보 다. 진미령과 신성만(2016) 연구

에서도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자기 통제력이 

강한 학생일수록 중독 경향이 감소함을 보 다. 

SNS도 사용자들이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충

동적으로 SNS 과다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확

률이 높다. 그래서 SNS 사용자의 자기 통제력

은 SNS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H5: 사용자 자기 통제력은 SNS 중독에 음(-)의 

   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경

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SNS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Yoon, 2014). 특히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김남희, 2017).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많

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파트너들과 갈등을 겪거

나 삶에 대해 부정적 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Valenzuela et al., 2014). 그래서 SNS 사용자

들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만족은 SNS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alenburg 

et al.(2006) 연구에서는 SNS 사용과 주관적 행

복과 관계가 있음을 보 다. 자신의 삶에 대해

서 불만족하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이 SNS 관계

에 더욱 몰입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여러 SNS 중독 관련 연구들에서 SNS 중독의 

주요 요인으로 우울증을 고려하 다. 우울증이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

고, 가상 공간에 더욱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윤명숙과 박완경(2014)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중독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삶에 대해 만족감이 

낮고, 외로움 수준이 높을 때 SNS 중독 성향이 

높아짐을 보 다. 강현임 등(2017)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 불만족이 스마트폰 중

독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주관

적 행복이 높은 사용자들은 SNS에서의 소통보

다는 자기 성찰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오프라인

에서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주

관적 행복은 SNS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H6: 주관적 행복은 SNS 중독에 음(-)의 향을 

   미친다. 

SNS　관계　친밀성이 높은 사람은 SNS에서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

호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SNS 상 대인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김형수, 

2014; Park et al., 2011). 이는 관계 친밀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대인 관계에서 소

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불안해거나 스트레스

를 받는 경향이 있다. Clark and Steer(1996) 연

구에서는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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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 및 지지를 받기 위한 강

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 유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을 보 다. SNS는 개인들의 관계 

형성을 충족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관계 친밀

성이 높은 사용자들은 SNS 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댓글을 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Lee et al., 2008). 김형수(2014) 연구에

서는 사용자들이 대인관계 친밀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SNS 사용시간이 많아지며 결국에는 

SNS 중독 경향이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보 다. 

전해옥(2016)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을 

SNS 중독 경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고

려하 다. Yang et al.(2016)연구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가 친밀하고 더 강할수록, 

모바일 SNS 중독에 걸릴 확률이 증가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도 SNS 사용자들이 관계 친

밀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SNS 환경의 대인관

계에 더욱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

고, 이는 결국 SNS 중독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하 다. 

H7: SNS 관계 친밀성은 SNS 중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Ⅲ. 연구 방법

3.1 척도 개발

사용자들의 SNS 중독 형성 메커니즘을 살펴

보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을 시행하 다. 내용 

타당성 보장을 위해 요인들의 측정 항목들은 

경 정보, 마케팅, 심리학 등의 기존 문헌 고찰

을 통해 도출하 다. SNS 중독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SNS을 6개월 이상 사용한 사용자들을 

<표 2> 표본의 인구 통계학  데이터

항목 구분
응답자(n=224)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34 59.8
여자 90 40.2

나이

30미만 65 29.0
30~39 75 33.5
40~49 67 29.9
50이상 17 7.6

한달 평균 이용 시간 

한 달에 한 번 13 5.8
한 달에 2~5회 33 14.7
일주일에 2~5회 53 23.7
하루에 한 번 37 16.5
하루에 2~5회 56 25.0

하루에 6회 이상 32 14.3

평균 SNS 이용 빈도

10분 미만 27 12.1
10분 이상~30분 미만 57 25.4
30분 이상~1시간 미만 27 12.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2 14.3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35 15.6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5 11.2

10시간 이상 2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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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 다. 각 SNS 특성을 통제하기 위

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페이스북으로 설문을 

한정하 다. <부록 1>에 관련 설문 항목과 출

처를 제시하 다. 경  정보 관련 연구자 3명이 

개발된 설문 조사 문항을 검토하 고, 표현 및 

내용을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하

다. 설문 문항은 7점 리커드 척도(Likert-type 

scale)를 기반으로 측정하 다. 설문 조사 항목

들의 신뢰성 및 가독성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3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

하 다. 본 연구 모형에서 고려된 요인들의 

Cronbach 알파 값은 0.70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3.2 설문조사 수행 및 표본

다양한 연령의 패널을 가지고 있는 설문 조

사 대행 업체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 다. 패널

들은 첫 질문에 페이스북 사용 여부를 체크하

게 하여 페이스북 사용 경험이 없는 패널은 설

문을 종료하도록 설계하 다. SNS 사용 빈도 

등을 먼저 물은 뒤 요인들에 대한 설문항목을 

<표 3> 기술 통계량

요인 항묵 평균 표 편차
요인 
재값

Cronbach 
알  값

CR AVE

관계 유지

REMA1 4.397 1.46 0.868

0.903 0.933 0.776
REMA2 4.607 1.435 0.905
REMA3 4.589 1.421 0.923
REMA4 4.701 1.368 0.826

즐거움

ENJ1 4.808 1.139 0.907

0.934 0.953 0.836
ENJ2 4.812 1.207 0.928
ENJ3 4.915 1.224 0.909
ENJ4 4.79 1.201 0.912

자기 표현

SEEX1 4.567 1.273 0.908

0.936 0.954 0.838
SEEX2 4.545 1.319 0.924
SEEX3 4.688 1.326 0.939
SEEX4 4.688 1.225 0.892

정보 게시 의도

INSH1 4.027 1.494 0.947
0.93 0.956 0.878INSH2 4.027 1.572 0.955

INSH3 3.616 1.676 0.909

사용자 자기 

통제

CON1 3.031 1.471 0.937

0.957 0.969 0.886
CON2 3.013 1.534 0.938
CON3 3.201 1.526 0.950
CON4 3.268 1.544 0.941

주관적 행복

WELL1 4.375 1.251 0.918
0.913 0.945 0.852WELL2 4.268 1.336 0.942

WELL3 4.223 1.307 0.909

SNS 관계 

친밀성

RELA1 4.625 1.303 0.925
0.912 0.945 0.851RELA2 4.732 1.319 0.931

RELA3 4.589 1.337 0.911

SNS 중독

SADD1 3.545 1.502 0.894

0.932 0.952 0.832
SADD2 3.763 1.615 0.912
SADD3 3.5 1.628 0.907
SADD4 3.496 1.6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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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 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관련 문항

을 조사하 다. 총 300부 설문을 받아 불성실 

응답과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24부의 설문을 연구 모형 분석에 활용하

다. 최종 표본의 평균 연령은 35.4세이고, 표

준 편차는 9.456세이다. 최종 표본의 인구통계

학적 데이터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Ⅳ. 연구 결과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 방정식 기법을 

활용하 으며, PLS를 통해 연구 모형을 분석하

다. PLS는 공분산 기반의 구조 방정식 기법

에 비해,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에 대한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 때문에 경  정보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Chin, 1998). SNS 

중독 매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2단계로 평가하 다.

4.1 측정 모형

측정 모형에서는 제안한 연구 모형에서 고려

된 요인들의 신뢰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을 검증하 다. 신뢰성은 Fornell and 

Larcker(1981) 연구가 제시한 합성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 분산 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기반으로 

검증하 다. CR 값이 0.7 이상, AVE 값이 0.5 

이상이면 합성 신뢰성은 만족된다.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CR 값과 AVE 값은 기준치

를 넘었기 때문에, 합성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집중 타당성은 설문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60 

이상이고 Cronbach 알파 값이 0.70 이상이면 

된다.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고려한 모든 

요인들의 요인 적재량은 0.60 이상이고 

Cronbach 알파 값도 0.7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 

타당성도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판별 타당성

은 각 요인들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 값보다 더 크면 된

다. <표 4>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각 요인들의 평

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 값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 값보다 더 컸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

도 만족되었다. 그래서 최종 표본의 신뢰성, 집

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모두 만족되었기 때문

에, 연구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 다. 

4.2 구조 모형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기법(bootstrap 

1 2 3 4 5 6 7 8
1. 관계 유지 0.881
2. 즐거움 0.689 0.914
3. 자기 표현 0.722 0.81 0.916
4. 정보 게시 의도 0.509 0.538 0.525 0.937
5. 사용자 자기 통제 -0.557 -0.5 -0.515 -0.686 0.941
6. 주관적 행복 0.624 0.688 0.709 0.739 -0.66 0.923
7. SNS 관계 친밀성 0.552 0.573 0.597 0.405 -0.397 0.577 0.922
8. SNS 중독 0.424 0.327 0.31 0.444 -0.547 0.373 0.451 0.912
(대각 행렬은 각 요인들이 AVE 의 제곱근 값임)

<표 4> 별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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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ampling method)으로 200번 리샘플링하여 

연구 가설 검증을 하 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정보 공유 의도는 SNS 

중독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관계 유지는 정

보 게시 의도와 SNS 중독에 유의한 향을 미

쳤다. 즐거움은 정보 게시 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쳤지만, SNS 중독에는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 다.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 표현은 

정보 게시 의도와 SNS 중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용자 자기 통제와 주관적 행

복은 SNS 중독에 음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

고, SNS 관계 친밀성은 SNS 중독에 양으로 유

의한 향을 미쳤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정보 

게시 의도 분산의 33.3%와 SNS 중독 분산의 

40.5%를 설명하 다. 연구 결과 분석은 <표 5>

에 제시하 다. 

Ⅴ.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5.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SNS 중독 형성 매커니즘을 살펴

보았으며, SNS 특성 요인과 사용자들의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 다. SNS 특성 요인은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로 관계 유지, 즐거움, 자기

표현을 선정하 다. SNS의 기본적 사용 목적인 

관계 유지는 사용자들의 정보 게시 의도와 SNS 

중독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사용자들

이 SNS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고 취미 및 관

심사가 비슷한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

구는 자신에 대한 글이나 사진을 더 많이 올리

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SNS 상에는 자신의 취미 및 정치적 견해가 같

은 동질성(homophily)이 높은 사용자들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욕구

는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려는 의도를 높이고, 

결국 SNS 사용 빈도를 증가시켜 중독을 야기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관계 유지 욕구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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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NS 중독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보 게시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향을 미쳤다. 즐거움은 정보 게시 의도에만 

유의한 향을 미쳤고 SNS 중독에는 직접적으

로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사용자들이 SNS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면, 더 많은 글과 사진을 공

유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한 것과는 다

르게 자기 표현은 정보 게시 의도와 SNS 중독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존 SNS 관

련 연구들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

들기 위해 사용자들이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게시한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의 소통과 유희적 욕구가 자기 표현 욕구보다 

정보 게시 의도와 SNS 중독 형성에 더 강하게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NS 사용자들의 사용 욕구

별 정보 게시 의도와 SNS 중독 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SNS 사용자들의 특성이 SNS 중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SNS 중독 관

련 연구들에서는 SNS 사용 욕구만 살펴보거나 

SNS 사용자들의 특성만을 고려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하지만 SNS 사용자 특성만 고려할 

경우 SNS 사용 욕구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가 존재한다. SNS 사용 욕구를 통제한 상황

에서 SNS 사용자 특성의 향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SNS 사용자 특성이 SNS 중독 분산

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사용자 자기 

통제는 SNS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대처 

요인으로 작용하 다. 사용자 자기 통제가 SNS 

중독 분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 다. 자기 통

제력이 높은 사용자들은 행동을 제어할 수 있

기 때문에, SNS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 다. SNS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

는 주관적 행복은 SNS 중독을 줄이는 핵심 요

인으로 밝혀졌다.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 등 

삶에 대해 주관적 만족이 높은 사용자들은 SNS 

중독이 될 확률이 낮아졌다. 자기 생활에 대해 

불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삶을 회피

하고자 SNS를 몰입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주관적 행복이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유사하

게 최현과 서경현(2017)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

복과 SNS 중독은 부정적 관계에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 다. 마지막으로 SNS 관계 친밀성은 

SNS 중독 형성에 양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

<표 5> 연구 결과 요약

가설 원인 변수 결과 변수 경로 계수 t-값 결과

H1 정보 게시 의도 SNS 중독 0.182 2.017 채택

H2a 관계 유지 정보 게시 의도 0.214 2.380 채택

H2b 관계 유지 SNS 중독 0.168 1.975 채택

H3a 즐거움 정보 게시 의도 0.263 2.325 채택

H3b 즐거움 SNS 중독 -0.010 0.101 기각

H4a 자기 표현 정보 게시 의도 0.157 1.354 기각

H4b 자기 표현 SNS 중독 -0.171 1.716 기각

H5 사용자 자기 통제 SNS 중독 -0.430 4.026 채택

H6 주관적 행복 SNS 중독 -0.224 2.437 채택

H7 SNS 관계 친밀성 SNS 중독 0.350 4.924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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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용자가 SNS 상 대인 관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지하면 SNS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와 유사하게 Yang 

et al.(2016) 연구에서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환경에 더 깊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SNS에 대한 중독 경향도 증가함을 보 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SNS의 대인관계를 중요하

게 여기는 사용자일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보 고, SNS 관계 친밀성

은 SNS 중독 분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5.2 실무적 시사점

SNS 제공업체들은 사용자들이 SNS를 몰입

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사용자들의 SNS 중독을 방지

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실무적 시사

점도 SNS 제공업체와 중독 예방 측면으로 나

누어 논의를 진행하 다.  

SNS 제공업체에서는 사용자들이 SNS 중독 

형성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중독되지 않도록 정

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정보 

게시 의도는 SNS 중독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

으로 사용자들의 정보 게시 활동 수준을 사용

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루 접속 시간, 

공유한 사진, 글 갯수를 요약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면 사용자들은 사용 행태를 인지하고 과

도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SNS의 사용량이나 게시량

을 분석하여 사용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사용자

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 게시 의도 및 SNS 중독을 야기하는 

SNS 사용 욕구는 관계 유지와 즐거움으로 밝

혀졌다. SNS 제공업체들은 사용자들의 사용량

이나 정보 게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 유

지하려는 욕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오

프라인에서 연결된 사용자들을 추천해주는 것

은 오프라인 관계에 있는 사용자들과 관계 강

화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욱이 

SNS는 오프라인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관심사 

및 정치적 성향 등이 같은 사용자 추천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구 

추천 기능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같은 취미 

및 관심사들의 새로운 사회 관계가 형성되면 

SNS 사용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더욱 SNS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SNS의 관계 형

성 욕구 충족은 SNS를 몰입해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희적 요인은 정보 게시 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기 때문에, SNS이 제

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희적 요소에 대해서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NS 사용자들 간 

게임을 수행하거나 걸어간 거리를 공유하게 하

여 승부욕을 자극하여 성취감에서 오는 즐거움

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SNS 제공업체들은 사

용자들의 몰입적 사용을 위해 SNS 사용자들의 

관계 유지와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

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특성이 SNS 중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SNS 사용자들의 자

기 통제력은 SNS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SNS 사용자들이 자기 자신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을수록 SNS에 대

한 중독 경향성을 줄일 수 있다. SNS 중독 프로

그램을 기획할 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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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기획하여 SNS 및 스마트폰 중독을 예

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SNS 사용 욕구를 줄이

기 보다는 자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기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

문이다. SNS 사용자들의 주관적 행복감도 SNS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SNS나 스마

트폰 중독군에 포함된 사용자들은 주관적 행복

감이 떨어진 경우가 많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나 학업 생활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

다. 외로움을 달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해서 스마트폰이나 SNS을 무분별하게 사용하

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이 낮

은 사용자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SNS 관계 친

밀성은 SNS 중독에 양으로 유의한 향을 미

쳤다. SNS 사용자들이 대인관계에 대해 중요하

게 여기면, SNS에서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높은 SNS 관계 친밀성을 가진 사용자들

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애정을 받길 원한다. 

만약 SNS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언급하지 않거

나 글에 댓글을 달리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소

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SNS 관

계 친밀성이 높은 사용자들은 대인 관계에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SNS 사용

을 장려하되 너무 많은 사용을 방지하게끔 해

결책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너

무 SNS 사용이 없을 때는 사이버불링 현상과 

같이 SNS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적당히 SNS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5.3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 SNS 중독 형성 메커니즘을 페이스북이

라는 SNS만을 대상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

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

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 일반화를 위

해 설문 대상을 다양한 SNS로 확대시킬 필요

가 있다. 둘째, SNS 사용자들과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SNS 중독이 사용자 자기 통제, 주관적 

행복, SNS 관계 친밀성이 중요한 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특성 가운데 세 변수 측면만을 고려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및 다른 사용자 

관련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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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측정 항목과 참고 문헌

요인 항목 설문항목 참고문헌

관계 유지

REMA1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Ifinedo

 (2016)

REMA2
나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REMA3
나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REMA4 나는 즐거운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즐거움

ENJ1 페이스북 사용은 즐겁다.

Ifinedo

 (2016)

ENJ2 나는 페이스북 사용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ENJ3 나는 페이스북 사용이 흥미롭다.

ENJ4 페이스북 사용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기 표현

SEEX1 페이스북 사용은 내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주는데 있어 성과가 향상된다.

Ifinedo

 (2016)

SEEX2
페이스북 사용은 내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주는데 있어 생산성이 증가된

다.

SEEX3 페이스북 사용은 내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의 효과가 향상된다.

SEEX4 페이스북 사용은 내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주는데 유용하다.

정보 게시 

의도

페이스북에서 상태 업데이트나 좋아요, 코멘트, 사진 등의 정보를 공유

하겠습니까? Min and 

Kim 

(2014)

INSH1 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INSH2 아마 매우 그렇지 않을 것이다...............................아마 매우 그럴 것이다

INSH3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절대 그렇게 하겠다

사용자 

자기 통제

CON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신 표현을 위해 페이스북 사용 충동

을 억제하는 것은 힘든 것을 알았다.(반대)

Polites 

(2009)

CON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신 표현을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려

는 나의 성향을 극복하기 힘든 것을 알았다.(반대)

CON3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신 표현을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려는 나

의 성향을 조절하기 힘들다.(반대)

CON4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신 표현을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려는 나

의 충동을 억누르는 것은 어렵다.(반대)

주관적 

행복

WELL1 일반적으로 내 삶은 이상에 가깝다
Yoon 

(2014)
WELL2 나의 생활 조건을 훌륭하다. 
WELL3 나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한다. 

SNS 관계 

친밀성

RELA1 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한 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짐을 느꼈다.
Lee et 

al. 

(2008)

RELA2
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한 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함을 

느낀다. 

RELA3
페이스북을 사용한 뒤 나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신뢰가 더 깊어졌

다. 

SNS 중독

SADD1 나는 페이스북 사용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Turel 

and 

Serenko 

(2012)

SADD2 나의 사회 생활은 때때로 페이스북 하느라 방해를 받는다. 
SADD3 내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주 불안함을 느낀다. 

SADD4 페이스북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끝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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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the formation mechanism of SNS addiction and 
its prevention strategy

Byoungsoo Kim

Purpose

The study examined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mechanism of SNS addiction. 

Based on the use and gratification theory, we considered relationship maintenance, perceived 

enjoyment, and self-expression as main desires to induce SNS addiction. The characteristics of SNS 

users were also considered as major factors affecting SNS addiction. In particular,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s were considered to be prevention factors that could reduce SNS addiction, 

while SNS relational intimacy was considered to be a facilitator that would increase SNS addi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method was used to test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a sample of 224 Facebook users who have used it more than 6 months.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check the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Findings

Relationship mainten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disclosure intention and SNS addiction, 

respectively. Perceived enjoy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disclosure intention, while it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NS addiction. However, self-expression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self-disclosure intention and SNS　addiction.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both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s had negative effects on SNS addiction.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SNS relational intim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SNS addiction. 

Keyword: SNS Addiction, Addiction Prevention, Self-Control, Subjective Well-Beings, 

         Relational Intimacy, Use and Gratific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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