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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 즉, 비사용

(non-use) 상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 중요하

다. 오늘날의 사용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택

하거나 수용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하에 존재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비사용은 사이버 환경 하에서의 고객 이탈

(customer attrition)에 대한 정보기술관리 차원

에서의 해석이란 점에서 경영관리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으로도 정보기술의 사

용을 수용, 지속적 사용, 전환 및 비사용으로 이

어지는 일련의 생명주기(life cycle)로 보았을 

때 마지막 단계로의 진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사용에 대한 이해는 정보기술 사용의 총체적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다(이웅규, 2018).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

로 볼 때 매우 복합적인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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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성된 상태다. 초기에는 긍정적 태도나 의

도 또는 통제와 같은 의식적이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비해 이

후의 사용은 이성적 판단 뿐 아니라 습관이나 

관성과 같이 이성적 의식을 초월한 복합적인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다.  

이웅규(2018)는 이와 같은 복합적 기제의 작

동으로 인해 사용의 상태에서 비사용의 상태로

의 전환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다시 사용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른바 일시적 비사용

(temporal non-use)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웅규가 제시한 비사용의 동태적 상

태변환 모형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정보기

술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만들어질 경우 많은 

사용자들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하지

만 해당 정보기술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 태도나 과거 반복적 사용에 의해 형성

된 습관에 의해 다시 사용하게 된다. 더욱이 사

용 상태와 일시적 비사용 상태의 변환은 동태

적으로 반복한다(이웅규, 2018). 따라서 일시적 

비사용의 이해는 사용과 비사용의 동태적 관계

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웅규

의 기존 연구에서는 비사용의 동태적 상태변환

에서 일시적 비사용의 개념을 발견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일시적 비사용의 역할에 대한 규

명은 미흡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웅규(2018)가 제시한 비

사용의 동태적 상태변환 모형을 확장함으로써 

일시적 비사용의 본질 즉, 일시적 비사용의 유

형과 일시적 비사용과 사용 간의 동태적 관계

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 또는 사용 경

험이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론 

(grounded theory methodology; GTM)에 의해 

접근하도록 한다. 특히 비사용의 동태적 상태변

환 모형을 기반으로 이를 확장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Ⅱ. 선행연구 검토

정보기술 사용을 억제하는 기제 또는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사용을 촉진시키는 기제를 규

명하려는 연구만큼은 아니지만 사용자 이론에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

어 왔었다. 조직 내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저

항(resistance), 정보기술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또는 정보기술서비스 사용중

단의도 등이 중요한 연구 방향이었다.  가령, 저

항의 경우 조직 내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도입

되었을 때 조직 직원이 지각할 수 있는 위협이

나 상실감 등에 주목하고 있다(예; 박상철, 채성

욱, 2014; Kim and Kankanhali, 2009; Markus, 

1983). 새로운 정보기술이 주어졌을 때 사용의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기존 정보기술수용 이론의 확장 또는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예; 

Bhattacherjee, 2001; Cenfetelli and Schwarz, 

2011; Lee et al., 2005; Ozdemir and Trott, 

2009; Polites and Karanhanna, 2012; 

Venkatesh and Brown, 2001). SNS를 비롯한 

정보기술서비스의 사용중단에 대한 연구 역시 

정보기술수용 이론을 변형하여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비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예; 

박경자, 2015; 박경자, 유일, 2015; 유형욱, 손

달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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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

에서 한계를 들어내고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

구에서는 비사용을 비율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이 일종의 정도(degree)를 측정할 수 있는 변

수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비사용은 ‘사용’ 

또는 ‘비사용’ 두 가지 값만을 취할 수 있는 상

태(state)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웅규, 

2018; 이웅규, 박진훈, 2016). 사용하고 있지 않

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어떤 측면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기

존 연구에서와 같이 비사용을 비사용 의도와 

같은 변수로 대신하는 것은 연구 타당성의 관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 

둘째, 비사용의 동태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비사용의 결

정요인을 규명하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

문에 어느 한 싯점에서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사용의 일시성 

즉, 일시적 비사용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용과 비사용의 동태적 변환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최근 이웅규(2018)는 사용과 비사용을 

각각 하나의 상태로 간주하고 두 상태의 변환

과정을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해 이론화하였다. 

일시적 비사용은 이러한 변환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밝혀냈다. 사용에 대한 부정

적 태도가 형성되었어도 사용에 대한 습관적 

사용이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사용 상태로

의 전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사용 상태로 쉽게 

변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현

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일시적 비

사용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

어도 일시적 비사용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접근법

GTM이란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연구방법 지침이다(이

웅규, 2018). GTM은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

를 검토/분석하여 하나의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수집된 자료가 들어오면 이미 만들어진 개념과 

계속적으로 비교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거나 

개념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반

복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따라서 근거

이론은 적절한 이론 토대가 부족하면서 계량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일시적 비사용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접근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웅규, 2018). 

근거이론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연구대상자

와의 인터뷰나 관찰 또는 그밖에 여러 방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코딩(coding)하여 이를 근

거로 이론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근거이론에서

의 코딩은 크게 개방코딩(open coding)과 축코

딩(axis coding)이 있다. 개방코딩은 자료 검토

를 통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코드(code)를 

발견하는 작업인데 비해 축코딩은 개방코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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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코드들을 범주화(classification)하여 

각 코드들에 형성된 주제를 찾는 과정이다 

(Strauss and Corbin 1998). 

3.2 이전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이웅규(2018)의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수행하였다. 이전 연구의 결과는 <표-1>

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사용에 관

한 18개의 코드와 비사용의 동태적 상태전환으

로 정리될 수 있다. 18개의 코드는 인터뷰 결과

를 개방코딩 방식에 의해 정리한 것이고 비사

용의 동태적 상태변환은 얻어진 코드들을 이용

하여 비사용의 상태 전환을 이론화한 것이다

(이웅규, 2018).    

분류 코드

사용

현재 트랜드에 뒤쳐지지 않기 

자동적 네트워크 확장 기능에 만족

멀리 있는 친구들과 교류

다양한 정보 획득

개인적인 낙서장으로 활용

습관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음

주위의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용에 대한 부정적경험
원치 않은 정보 접하기

음란물 접하기

상업성 짙은 게시물 접하기

관심없는 게시물 접하기

개인 정보노출의 두려움

사용에 대한 자기혐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사용하기

의미없는 스크롤링 하기

사소한 게시물 평가에 집착하기

대체물에 대한 지각
자동적 네트워크 확장기능이 없는 SNS 발견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발견

착각된 비사용
소극적 사용

다른 계정을 이용한 사용

비사용의 결정요인
예기치 못한 사건

일시적 비사용

<표-1> 이 연구에서 추출된 코드 

<그림-1> 비사용의 동태  상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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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대상 SNS 선정 – 페이스북

연구의 접근은 이웅규(2018)의 연구에서 채

택한 접근방법론에 따라 페이스북 사용자 또는 

사용을 중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GTM을 

적용하였다. 페이스북 사용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전 연구의 대상이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페이스북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인 SNS였으면서 현재는 사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다고 생각되는 SNS 사용 또는 비사

용 행태를 살펴볼 경우 비사용의 동태성을 검

토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4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확장이기 때문에 연

구대상자의 선정을 임의의 학생들로 하였다. 이

러한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 연구의 경

험상 많은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즉, 비사용 상태를 경험했을 것으로 가정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본 연구의 관심

은 일시적인 비사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

은 큰 무리가 없었다. 

인터뷰는 크게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개방코딩을 위한 인터뷰다. 이 인터뷰에

는 총 열다섯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2> 녹취록  (김## 인터뷰 상자가 40분 07  동안 인터뷰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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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들은 모두 과거 페이스북을 사용했거

나 사용하고 있고 한 번 이상의 비사용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인터뷰는 이전 연구의 경험

을 바탕으로 특별한 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페이스북의 비사용 또는 사용 그 자체에 

대해 연구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고 또 분석을 위

해 녹음 내용 전체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으로 남겼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면 이를 코드화 즉, 개방

코딩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 연구에서 

얻어진 코드와 겹치는 사항은 제외하였고 새로

운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코드를 얻으려 하였고 

얻어진 코드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  

즉, 축코딩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두 번째는 코딩을 통해 얻어진 모형을 검증

하기 위한 인터뷰와 이에 대한 분석 즉, 선택적 

코딩이다. 이 인터뷰에는 총 10명 정도의 대학

생이 참여하였다. 대화의 내용이나 관리는 첫 

번째 코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

의 내용은 첫 번째 방식과 유사하게 연구수행

자와 페이스북 사용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 번

째 코딩에서 만들어진 연구모형에서 핵심적인 

연구주제인 일시적 비사용과 관계가 적은 코딩

이나 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표-2>와 

같다.

일련번호 성별 연령 인터뷰시간 인터뷰 날짜 구분

1-1 여 21 41분11초 2018/8/8

개방코딩

1-2 남 25 44분 2초 2018/8/8
1-3 남 23 44분 7초 2018/8/9
1-4 남 23 44분44초 2018/8/9
1-5 여 21 19분36초 2018/8/10
1-6 여 20 39분42초 2018/8/12
1-7 여 20 51분41초 2018/8/12
1-8 여 21 25분18초 2018/8/12
1-9 남 23 39분23초 2018/8/13
1-10 남 22 21분11초 2018/8/13
1-11 남 24 18분15초 2018/8/13
1-12 여 21 34분20초 2018/8/14
1-13 여 20 33분15초 2018/8/14
1-14 남 23 19분20초 2018/8/14
1-15 남 23 45분15초 2018/8/14
2-1 남 22 15분12초 2018/9/5

선택적코딩

2-2 남 23 14분10초 2018/9/5
2-3 여 21 20분5초 2018/9/6
2-4 여 20 14분30초 2018/9/6
2-5 여 20 12분11초 2018/9/7
2-6 남 25 12분02초 2018/9/7
2-7 남 26 12분02초 2018/9/12
2-8 남 22 13분11초 2018/9/12
2-9 여 20 15분11초 2018/9/13
2-10 여 20 16분12초 2018/9/13

<표-2> 인터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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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발견된 코드

4.1.1 컨텐츠의 종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비롯하여 통신을 기

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컨텐츠를 갖는다. 첫째는 ‘일방

적 컨텐츠’다. 일방적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SNS에 올라가는 컨텐츠다. 단순한 메시지는 물

론이고 장문의 글도 있을 수 있고 사진이나 그

림 또는 다른 사이트에 링크된 컨텐츠 등도 포

함된다. 

둘째는 ‘대응적 컨텐츠’다. 페이스북의 경우 

‘댓글’, ‘좋아요’, 또는 ‘생일축하메시지’ 같이 

일방적 컨텐츠에 대해 대응하는 컨텐츠다. 이 

컨텐츠는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일방적 

컨텐츠’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대응적 컨텐

츠는 사용자들간 상호작용의 중심 메카니즘이

고 나아가서 사용 상태와 일시적 비사용 상태

와도 관련을 갖는다. 

4.1.2 사용의 종류

컨텐츠의 종류를 고려할 때 사용의 종류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모든 컨텐츠를 읽거나 컨텐츠를 

로딩 즉, 쓰는 작업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컨텐츠를 대입해 본다면 ‘대응적 컨

텐츠 읽기’(Rr), ‘대응적 컨텐츠 쓰기’(Wr), ‘일

방적 컨텐츠 읽기’(Rn), ‘일방적 컨텐츠 쓰

기’(Wr)로 구분될 수 있다. 

사용의 종류를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는 쓰기에 비해 사용자

의 참여 정도가 작다. 상대적으로 읽기를 하는 

사용자들 소위 말하는 ‘눈팅’ 사용자들은 컨텐

츠에 대한 관여도가 쓰기에 참여한 사용자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대응적 컨텐츠는 사회적 관계를 지배

하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다. 컨텐츠를 작성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응적 컨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일

방적 컨텐츠 작성보다는 대응적 컨텐츠 자체에 

집착하게 된다. 이전 연구 단계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자기혐오감으로 발전하

여 SNS 사용에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매

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4.1.3 사용의 패턴

첫째, 상호작용형 사용이다. 일방적 컨테츠

의 읽기 또는 쓰기 이외에도 대응적 컨트의 읽

기 쓰기를 활발히 하는 사용패턴이다. 상호작용

형 사용은 이전 연구의 가장 전형적인 연구 대

응  컨텐츠 일방  컨텐츠

읽기 대응적 컨텐츠 읽기(Rr) 일방적 컨텐츠 읽기(Rn)

쓰기 대응적 컨텐츠 쓰기(Wr) 일방적 컨텐츠 쓰기(Wn)

<표-3> 사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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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 즉, SNS 사용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

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용패턴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형성

할 뿐 아니라 사용의지와 상관없는 습관적 사

용 또는 자동적 사용의 행태를 보인다. 이 사용

패턴에서는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사용종류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3> 상호작용형 사용

가령, 일방적 컨테츠 쓰기(Wn)를 하면 자신

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반응을 읽고(Rr) 그에 대해 다시 ‘댓글’이

나 ‘좋아요’등의 반응을 작성한다(Wnr). 반응

적 읽기와 쓰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

고 아니면 이 상호작용에 참여했던 다른 사용

자의 일방적 컨텐츠를 읽을 수도 있다(Rn). 이 

읽기 작업은 당연히 반응적 컨텐츠의 읽기와 

쓰기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다. 

둘째, 일방향형 사용이다. 이 패턴에서는 주

로 일방적 컨텐츠 읽기를 중심의 사용으로 대

응적 사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미

미하다. 이 패턴에 속한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SNS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긍정적 태도

가 상호작용형 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사용에 대한 의식 역시 

별로 높지 않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방적 컨텐츠 읽기가 중심이 되고 대응형 컨

텐츠를 읽거나 쓰는 경우는 상호작용형 사용에 

비해 미미하다.

<그림-4> 일방향형 사용

셋째, 대안적 기능 사용이다. 상호작용형 사

용이나 일방향형 사용의 경우 SNS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방식을 충실히 따르는 보편

적이면서도 기본적 사용패턴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기능에 주목하는 사용패턴들이 등

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메신저형 사용이

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컨텐츠 읽기 쓰기 기

능이 아니라 다자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

신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다. 브릿지형 사용 

역시 변형된 사용기능을 활용하는 사용패턴이

다. 이미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다른 앱 또는 다른 플랫폼의 로그인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사용패턴 모두 상호작용형 

사용이나 일방향형 사용과는 전혀 다른 메카니

즘에 의해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사용패턴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

은 아니지만 하나의 패턴으로 형성되고 있다. 

가령, 상호작용형 사용자가 일방형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브릿지형이나 메신저

형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사용패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상호

작용형 사용자라 하여도 일방형 사용이나 브릿

지형 사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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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은 주로 사용하는 사용 패턴이다. 

즉, 상호작용형 사용자의 주 사용패턴은 상호작

용형이고 일방형 사용의 주 사용패턴은 일방형 

사용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4.1.4 일시적 비사용유형

첫째, 사용을 의도한 일시적 비사용(NUIU)

이다. 사용을 의도한 일시적 비사용은 말 그대

로 의도적으로 비사용 상태로 들어가면서 다시 

사용할 생각을 갖는 경우다. 방식은 자신의 의

지만으로 비사용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는 외부 통제(external control)를 만

든다. 가령, 페이스북을 ‘비활성화’상태로 바꾸

거나 앱 자체를 자신의 핸드폰에서 삭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연히 사용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 상태로 돌아온다. 

둘째, 사용이 의도되지 않은 일시적 비사용

(NUNIU)이다. 사용이 의도되지 않은 비사용은 

사용을 의도한 비사용과 달리 다시 사용하기 

위한 심리적인 장치는 물론이고 기계적인 장치 

없이 비사용 상태로 들어간 경우다. 대부분 의

도적인 사용중단과 같은 의사결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용을 의도한 일시적 비사용과 달리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의도와 달리 많은 경우 사용 상태

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4.1.4 기타 (사회적 관계)

SNS 상에 대응형컨텐츠를 읽거나 쓸 경우 

사용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지각을 시작하게 된다. 가령, ‘좋아

요’의 숫자가 늘어나면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줄어들면 실망할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까지도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 사용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인정 지각’과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소

외 지각’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5> 일시  비사용-사용 동  상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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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시적 비사용-사용 동적 상태변환모

형

4.2.1 전체모형

본 연구에서 발견한 코드와 지난 연구에서 

발견한 코드 그리고 지난 연구에서 제안한 비

사용의 동태적 상태변환 등을 고려하여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 비사용-사용 

동적 상태변환모형을 제시한다.

사용의 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

용형 사용’에서 ‘일방향형 사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호작용형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 

자체의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특히 시간

이 흐를수록 ‘대응적 컨텐츠’ 읽기나 쓰기에 지

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대응적 컨텐츠

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는 페이스북을 일종의 

사회적 관계관리 도구로 간주하여 이에 집착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지나친 집착은 사용에 대한 피로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형 사용’은 ‘사용을 의도한 일

시적 비사용’ 상태를 자주 들어가게 되다가 결

국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은 일시적 비사용’

의 상태가 된다. 

‘상호작용형 사용’은 비사용의 상태를 거치

지 않다하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을 줄

이게 되어 ‘일방향형 사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방향형 사용’은 ‘상호작용형 사용’만큼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사용이 의도되지 않은 일시

적 비사용’의 상태를 자주 들어갔다 다시 돌아

오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한편 사용의 방식은 점차 다른 기능을 찾는 

수가 있는데 이는 기본사용에서 대안적기능 사

용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메신저형 사용’이

나 ‘브릿지형 사용’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앞으

로 어떤 유형의 사용이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대안적기능 사용 역시 비사용 상태로 자

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상호작용형 사용에서의 동 상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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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호작용형 사용에서의 동적상태변환

전체 일시적 비사용-사용 동적상태변환 가운

데 상호작용형 사용에서의 동적상태변환을 나

타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비사용의 동적 상태변

환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전체적인 사용은 습관

과 긍정적 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시

적 비사용은 의도되었건 그렇지 않던 간에 모

두 부정적 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정적태도

는 사용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자기혐오 등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대응적 컨텐츠 읽기’와 

‘대응적 컨텐츠 쓰기’는 긍정적으로는 사회적

인정을 지각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는 사회적 

소외감을 지각하게 되어 각각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사용이 의도되

지 않은 일시적 비사용’은 자연스럽게 ‘상호작

용형 사용’이 아닌 ‘일방향형 사용’ 상태로 변

환할 수 있고 ‘상호작용형 사용’ 역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비사용 상태로 자주 변환될 

경우 ‘일방향형 사용’으로 변환하게 된다. 

4.2.3 일방향형 사용에서의 동적상태변환

‘상호작용형 사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방

향형 사용’ 역시 유사한 형태의 상태변환을 하

게 된다. 처음부터 ‘일방향형 사용’ 상태에 있

다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상호작용형 사용’ 상

태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얻은 후 사용방식

을 바꾼 형태가 ‘일방향형 사용’이다. 소위 ‘눈

팅’이라 불리우는 이 사용상태에서는 사회적 

인정은 물론이고 사회적 소외감과 같은 것을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대응형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일방적 

컨텐츠만 읽어 나가는 형태다. 이전 사용 형태

와 마찬가지고 긍정적 경험과 습관이 사용을 

좌우한다면 자기혐오, 부정적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 태도가 비사용을 결정한다. 

<그림 7> 일방향형 비사용에서의 상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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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형 사용’에서와 달리 ‘착각된 비사

용’의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착각된 

비사용’은 스스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

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경우다. ‘착

각된 비사용’은 지난 연구에서 발견된 코드이

기도 한데 이들은 매일 자신의 타임라인을 한 

번 이상 확인할 뿐 아니라 심심하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타임라

인을 확인하는 등 습관적 사용과 별 다르지 않

는 행태를 보여 준다. 심지어 자신들의 말과 달

리 단순히 게시물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을 다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상 일방향형 비사

용의 상태변환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4.3 연구 발견사항

첫째, 대부분의 비사용은 일시적 성격을 가

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용과 

비사용의 유형이나 패턴은 모두 사용상태에서

는 사용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

에 일어난 현상이고 비사용상태에서는 사용에 

대한 미련이 생길 경우 별로 어렵지 않게 사용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많은 

사용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용을 원하기

도 하지만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정보기술은 사용자가 사용할 것인지 여

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오늘날의 

정보기술 서비스는 사용자가 디지털 환경 속에 

존재하면서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사용에 대한 집착과 미

련을 언제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속에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시적 비사용은 서로 다른 유형이 존

재한다. 대부분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는 다짐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대부분

의 SNS는 사용을 의도한 계획적인 비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능

을 이용하여 사용의 절제와 만족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기능을 활발히 사용한다는 것은 그 만

큼 많은 사용자들이 SNS 사용의 집착에 시달

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사용의 패턴은 한 가지가 아닐 뿐 아니

라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형과 일방향형 그리고 대

안적 기능사용으로 분류했다. 비사용의 관점에

서 보면 상호작용형과 일방향형은 전혀 다른 

행태다. 무엇보다도 일방향형에는 사회적 관계

에 따른 태도의 형성 또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나 부정적 태도 모두 약한 편이다. 이 패턴사용

에서 사용을 의도한 비사용이 거의 없다는 것

은 그 만큼 사용에 대한 집착이 적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방향형 사용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넷째, SNS의 기능 변화를 발견했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사용패턴은 대부분의 페이스북 사

용자들의 사용패턴을 전부 망라하지는 못했지

만 중요한 패턴은 다루어졌다고 본다. 본 연구

에서 밝힌 사용패턴 가운데 대안적 기능 사용

은 페이스북의 원래 목적 또는 중요한 목적과 

별 상관이 없는 부수적이면서도 작은 기능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용자는 이 기능만을 사용

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해볼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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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이웅규(2018)의 연구를 기반

으로 이를 확장한 것이다. 기존 연구가 정보기

술 비사용의 동태 유형을 모형화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일시적 비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

용과 일시적 비사용 간의 동태적 관계를 사용

의 유형과 비사용의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

로 모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보기술 사용자의 

행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

으리라 본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보기술 서비스

를 별다른 비용이나 사용에 따른 어려움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에 존재하는 

현대인은 모든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다. 그러

면서도 대부분의 정보기술 특히 사회적관계 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

션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은 항성 사용과 

비사용 상태를 오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정보기술 서비스 또는 

정보기술 서비스 사용에 관련돤 연구에서는 중

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좀 더 구체적

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1 이론적 시사점

첫째, 비사용의 동적 상태변화를 좀 더 심화

하여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밝혀낸 동적상

태변환이 개론적인 성격이라면 본 연구의 결과

는 사용과 비사용의 형태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각론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호작용형 사용과 상대적으로 서비스 자

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일방향형 사용이 

비사용 상태로의 동태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어

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은 이론

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사용과 사용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혔다. 사용의 유

형을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정보기술이라 해도 

그것에 대한 설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사용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달

라질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사용의 경우도 사용의 의도 여

부에 따라 다른 유형의 비사용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비사용의 관점

에서 사용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형성이 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상호작용형 사용의 경우 대

응형 컨텐츠의 읽기 쓰기 모두 사회적 인정과 

소외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밝혔고 그 결과는 

비사용 상태로 들어 갈 수 있음을 보였다. 

5.1.2 실무적 시사점

첫째, SNS사업에서 사용의 생명주기를 예측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모든 SNS 사업에

서 사용의 행태는 일정한 모습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과도한 사용을 할 가능성은 늘 상존

하기 때문에 비사용 상태로 변환할 가능성 역

시 항상 있는 것이다. 비사용 상태를 사용자가 

고려했다는 것은 사용 행태에 대한 변화가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상호작용형과 일방향형으로 구분했다. SNS 사

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이런한 변화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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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나 응답형 컨

텐츠에 대한 반응 등을 기반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사용자 관리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NS의 대안적 기능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공했다. 상호작용형에서 일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용자들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다. 그렇다면 

SNS 사업의 활력을 반드시 기본 기능에 의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SNS가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경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GTM을 적용할 수 때 나오는 연구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역시 일반화에 무리가 따

를 수 있다. 물론 질적연구가 갖추어야 할 타당

성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적용의 한계는 인정할 수밖

에 없다.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터

뷰 대상자를 늘리려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새

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방

적 컨텐츠의 내용에 따른 대응적 컨텐츠의 빈

도나 비사용 상태에서의 심리상태에 대한 분석 

등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

다. 물론 GTM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적 

접근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을 혼합적으

로 접근할 경우 좀 더 발전된 연구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내용에 대한 초점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정보기술 특히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SNS는 여러 개의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가령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을 연동시킨 이용자

가 인스타에서만 콘텐츠를 올리고 댓글과 반응

은 친구 수가 많은 페이스북에서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SNS를 동시에 사용하

는 경우의 비사용과 사용 간의 동태성을 분석

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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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State Changes between Temporary Non-Use and Use: 
Approached by Grounded Theory Methodology

Lee, Woong-Ky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emporal non-use, namely, the type 

of temporal non-use and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emporary non-use and use by 

expanding the model of dynamic state transition of non-use which is proposed by the previous 

stud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dopted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a research methodology. Fifteen university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open coding and for selected coding which leads the research model  

ten students were interviewed. 

Findings

Based on the coding, the types of use were divided into interactive use and one-way use, and 

the types of temporal use were classified into temporal non-use in which use is intended and 

temporal non-use in which use is not intended. The dynamic transition model is presented for each 

type of use and temporalnon-use, and an integrated model that combines them is presented.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four things:  First, all non-use can be temporal Seco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temporal non-use. Third, the pattern of use is not just one, but new patterns will continue 

to emerge. Fourth, we found a change in the function of SNS.

Keyword: Temporal non-use, Interactive use, One-way use, Temporal non-use in which use is 

intended, Temporal non-use in which use is not intended, Dynamic tran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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