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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변수와 그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변수(소셜 미디어 활동참여, 개인정보 노출위험, 지각
된 향유, 몰입, 그리고 집단 동일시)와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수립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신뢰
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셜 미디어 활동참여, 지각된 향유, 그리고 몰입이 소셜 미디어
지속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소셜 미디어 지속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실무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셜 미디어 활동참여, 개인정보 노출위험, 지각된 향유, 몰입, 집단 동일시

Abstract  It need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cers and consequences to use continuity 
of social media. To address this question, we have developed an framework and made hypotheses to 
explicate and analyze influencers(social presence, perceived privacy risk, perceived enjoyment, 
commitment, and community identification) to the attitude and continuity of social media. To test 
empirically, data collected from on and line survey and resolv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found that social presence, perceived enjoyment and commitment influence to the attitude  and 
continuity of social media.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s results are 
discussed also research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Social media, Social presence, Perceived privacy risk, Perceived enjoyment, Commitment, 
Community identification

 이 논문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2018~2020년(특별연구비 Ⅱ)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eongju University (2018.09.01~2020.8.31.)
*Corresponding Author : Jae-Rock Lee(ljrock@cju.ac.kr)
Received June 3,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ly 3,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정보시스템 연구는 사람들이 초기에 정보기술을 수용
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사용의 지
속성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오늘날 많은 기업과 
조직이 사업영역을 온라인으로 이동하였으며 고객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7, pp. 145-150,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7.14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146

과 조직은 그들의 이해관계자와 내외적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 가치를 얻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조직이 이익 가치를 계속해서 얻기 위하여 기존의 구독
자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지속성을 연구하는 것은 기업에 필수적이다. 소
셜 미디어의 성공은 사용자의 사용 지속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이용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
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은 무엇이며, 그것의 영향정도는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소셜 미디어 지속성 모델을 개발한
다. 소셜 미디어의 지속 이용 의도는 기업이 현재의 고객
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귀중한 의미를 준다. 그러므로 
표적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요소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볼만하다. 기업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의 사
용을 연구하는 학자와 소셜 미디어 사용의 성장을 바라
는 실무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인 배경과 가설설정

2.1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social presence)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는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안에

서 다른 사람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활동 참여와 개인 간 
상호작용에 따른 활동”[1]이다.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를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사용자
의 만족[2]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태도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만족과 같이 사용자의 지각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
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 소셜 미디어 활동참여는 
SNS 환경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다른 구성원
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인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는 SNSs 
상에서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은 다
음과 같이 설정한다.

H1: 소셜 미디어 활동 참여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개인정보 노출위험(perceived privacy risk)
정보시스템 연구자들은 사생활 위험노출이 온라인 거

래를 실행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4]. 더욱이 정보노출이 자신
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례로 구
매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사용자들은 사생활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6], 온라인 소비자 의사결
정에서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7] 기술 수
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지각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도[5] 사이에 부정
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동의 없이 2차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사
용자들은 그들의 사생활이 개인적인 정보수집, 불법적인 
접근, 그리고 2차적인 사용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지각할 
때 소셜 미디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러
한 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2: 개인정보 노출위험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각된 향유(perceived enjoyment)
지각된 향유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기대되는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사용자 자신이 향유할 수 있다고 지각
하는 정도”이다[8]. 그것은 내적 동기로부터 나타난 개인
적인 차이 개념이며, 정보기술의 수용과 사용에 대한 개
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각된 향
유는 쾌락적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9].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종
종 친구와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각된 향유는 쾌락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대해서 지각된 유용성 보다 더 강한 결
정변수가 된다[9]. 더욱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향
유는 이-러닝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셜 미디
어를 사용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지각된 향유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자기 노출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10].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3: 지각된 향유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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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몰입(commitment)
몰입은 소셜 미디어 안에서 개인이 관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강도를 말한다[1]. 몰입은 종업원 이직율[11] 
그리고 조직에서의 지식공유[12]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
에 정의 관계가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할 때 집단에 더 몰입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개인 간의 연결로 인하여 소셜 미디어에 더 
몰입된 느낌을 가질 것이다. 더욱이 몰입은 과업 지향적
이기 보다는 사회 지향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13]. 이러
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몰입은 소셜 미디어에 대
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이
용하려는 의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 몰입은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5 집단 동일시(community identification) 및 지
속적 소셜 미디어 이용의도

집단 동일시는 사회적 일체감이론(social identification 
theory)에서 왔다. 그것은 개인의 소속감에 대한 지각이
며 소셜 미디어에 관여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온라
인 집단에서 개인은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SNS는 
개인이 다양한 소셜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
호작용하며 공적 프로파일을 형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14].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다
른 사용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강한 집단 동일시 
감각을 구축한다.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
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 

집단동일시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 참여를 향상시
킨다. 왜냐하면 집단동일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파
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의 프로파일을 
토대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멤버쉽을 가지고 
SNS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며, 보다 높
은 수준의 집단동일시를 수립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집단동일시를 가지게 되면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것이
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5 : 집단동일시는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적인 태도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태도형성은 인
지, 태도, 행동(의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태도의 선행변수로서 인지, 그리고 태도의 결과변수로서 
행동(의도)의 인과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구
조를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선행변수,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의 결과변수로서 소셜 미디어의 지속
적 이용의도의 관계에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앞
에서의 논거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소셜 
미디어의 지속적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6 :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사용자들의 소셜 미
디어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페이스북이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인

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호작용과 잠재적인 기
업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과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약 3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였다. 총표본 중 283명이 응답하여 94.3%의 응답률을 
보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61명의 응답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중 오프라인에서 응답한 표본수는 
49.0%(128명), 온라인에서 응답한 표본수는 51.0%(133
명)이었다.

3.2 측정
사용된 측정치는 모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토대

로 하였으며, 동의여부(전적으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에 대해 7점 리커트 형태로 측정하였다. 소셜 미디어 활
동참여와 몰입은 Lin & Wang[1]이 사용한 것, 지각된 
향유는 Venkatesh[15], 개인정보 노출위험은 Pavlou, 
Liang, & Xue[5], 집단동일시는 Hsu & Lin[16], 그리
고 태도와 지속의도는 Bhattacherjee[17]가 사용한 것
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위해 파일럿 테스
트를 하였다. 30명의 학생이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였
으며, 잘못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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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과 결과

4.1 분석결과 및 인구통계적 특성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였다. partial 

least square(PLS)를 사용하여 구조모델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신뢰성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값을 이용
하였다. 연구모델을 분석하기 위하여 AMOS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261명 중 163명(62.5%)이 남자였으며 98명
(37.5%)이 여자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08명(79.7%)으
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49%, 사무직 39.4%로 나
타났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나 이상의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4.2 측정모델 검증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부하치

와 평균분산추출값(AVE)를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개념들
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기준치인 0.7을 상회하여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 요인부하치도 모두 0.7을 상회하여 타당
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Table 1 참조).

판별타당성을 위해 AVE의 제곱근이 척도의 상관관계 
보다 더 큰지를 조사하였다[18]. 결과는 모두 기준을 만
족하였다. 더욱이 모든 CR(construct reliability)이 
0.85를 상회하여 기준치인 0.7 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모든 연구개념들에 대
한 AVE가 0.72 이상이어서 측정된 분산의 70% 이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잡중타당성과 신
뢰성이 확인되었으며 판별타당성도 확인되었다(Table 1 
참조). 

variable cronbach
α CR AVE

social
presence .812 .885 .720

privacy 
risk .914 .970 .916

enjoyment .925 .976 .932
commitment .927 .989 .969
identification .929 .984 .953

attitude .898 .950 .863
continuity .943 .981 .945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4.3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과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297.772, d.f=173, p=.000, GFI=.906, 
AGFI=.875, NFI=.951, CFI=.979, RMSEA=.053로 나
타나 대체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참조).

가설검증 결과 H1, 3, 4, 6은 지지되었으며, H2와 5
는 지지되지 않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 활동참여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SNSs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
용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소셜 미
디어에 대한 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
기를 원한다는 것이다[19].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 동기가 소셜 미디어의 디자인의 특
징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20]도 이를 뒷받침한다.

social
presence

privacy
risk

enjoy-
ment

commit-
ment

attitude to 
social media continuity

identifi-
cation

.308**

.018

.177**

.178**

.608

.478**

Model Goodness of Fit : χ2=297.772, d.f=173, p=.000, χ2/df=1.721, 
GFI=.906,  AGFI=.875, NFI=.951,  CFI=.979, TLI=.974, RMSEA=.053. 
주1) ** p<.05

Fig. 1. Research Results

둘째, 지각된 향유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는 
소셜 미디어가 친구와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
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몰입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개인정보 노출위험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다. 이것은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자
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일거수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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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소셜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
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소셜 미디어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동일시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소
셜 미디어에서 하나의 집단에만 속하지 않고 다양한 집
단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집단에 대한 소속
감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통적인 태도모델을 통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지속적인 사용의 선행변수에 초점
을 둠으로써 사용자들이 초기에 소셜 미디어를 수용하는 
동기요소들을 규명하였다. 소셜 미디어 활동참여, 지각된 
향유, 몰입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쳤으며,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소셜 미디어의 지속
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개인정보 노출위험과 집단 동일시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지각된 향유가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
에 높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SNS 기업은 그들의 웹사이
트를 더 재미있게 하고 디자인에 대해 사용자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업(예, 온라인 기업)은 그들의 고객이 온라인
에 더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객들이 소셜 미디어
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들의 고객과 자
주 상호작용하고 마케팅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함으
로써 고객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실행하는 것을 
증대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또한 고객들 간에 상호작
용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제품, 브랜드, 그리
고 기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곳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확
장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바이럴 마케팅, 
구전,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을 위해 SNSs를 사용한다. 
그러한 사회적 전략은 기업들이 공중관계와 고객관계를 
관리할 수 있고 신제품과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

스트하며, 촉진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를 위해 페이스북만을 사용하
였다. 페이스북의 플랫폼 특유적 요소들은 소셜 미디어의 
지속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플
랫폼 간의 조사를 통해 제안된 소셜 미디어 지속모델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을 주로 대
학생 및 30대의 직장인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대학
생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연구에서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표본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지속의 제한된 선행변수를 조사하였다. 
미래연구는 관련 문헌과 이론적인 토대를 기초로 더 많
은 선행변수를 통합하여 연구한다면 연구모델을 더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셜 미디어는 글로벌 환경에
서 일어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살펴
본다면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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