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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 service(SNS), provided by social network site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Cyworld is rapidly 

growing in online business. Furthermore, many companies have growing interests in finding effective ways to use SNSs 

for their innovations, marketing and advertisement. In fact, firms have recognized the utility value of the SNS for their 

business. In this aspe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key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of SNSs. 

Based on the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age of Technology)model, this study proposes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service characteristics(social relationship support, information 

sharing, image express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self-disclosure, extroversion, familiarity) on performance 

expectancy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information security among UTAUT variables. The 412T sets 

of data collected in a survey were tested against the modeling using SEM using SmartPLS.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network service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expectancy with exception 

of self-disclosur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information security had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had important implications for firms providing SNSs hoping to develop a successful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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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 서비스는 몇 년 만 해도 서비스 제공자 

심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졌다. 하지

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

용자가 직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

경으로 형태와 방식이 변화하 으며 이러한 변화

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

vices; 이하 SNS)가 주목받고 있다. SNS는 인터넷

상에서 사회  계 구조를 바탕으로 인맥 리, 정

보  콘텐츠 공유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는 랫폼을 포 으로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한

다[21]. SNS는 개인들이 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을 담당하며, 사용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

들과 계를 맺고, 정보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  계를 형성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특히 스마트폰으로 표되는 스마트 기

기의 발   화가 사용자의 SNS 근성을 

향상시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

었으며 SNS의 활용 범 를 확 시키고 이용을 가

속화시켜 주고 있다. 한, 이러한 변화들이 사용

자가 사회  계를 기반으로 하여 더 극 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으며, 소셜 커머스, 소셜 고 등과 같이 기존의 

비즈니스와 SNS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 발 하고 있다.

하지만 SNS의 발 과 함께 속한 확산에 따른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  정보유출에 한 사용

자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SNS는 사용자의 참

여  공유와 하게 련되어 있고 사회  

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유

출이나 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10, 15]. 한, 사용자 간의 사회  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해서 개인 로필 정보가 활용된다. 

개인 정보는 신 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

에 해 사용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를 보안

하고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서비스 제공자

들의 노력은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 으

로 이용하도록 함에 있어 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  SNS의 사용자가 꾸

히 증 되고 SNS 이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 SNS의 지속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 사용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SNS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이 SNS 지속  

사용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라이버시 보호에 한 서

비스 제공자의 노력과 제도  보완 수  한 SNS

의 지속 인 사용에 향을 미칠 것이라 단하고 

지각된 정보보안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 사용에 향을 

미치는 SNS 특성(사회  계 지원, 정보공유, 이

미지 표 )과 개인 특성(자기노출성, 친숙성, 외향성)

을 도출하고, Venkatesh et al.[64]이 제안한 UTAUT 

모형의 성과에 한 기 를 매개변수로 제시하여 

SNS 지속  사용의도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이 활성화되고, 

치기반 서비스 등의 부가 인 서비스와 다양하

게 결합되면서 라이버시  개인 정보보안에 

한 사용자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지각된 정보

보안이 성과에 한 기 와 SNS의 지속  사용의

도 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SNS 사용자를 꾸 히 유지하

고 증 시키기 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특성

에 을 두고 라이버시  개인 정보보안에 

심을 두어야 하는가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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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SNS

인터넷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  계를 형성

하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

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오 라인에 존재하

는 사회  계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계를 유지해 나가는 SNS가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이에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NS는 개인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노드(node)와 

노드들 간의 상호 인 계를 의미하는 연결(link 

혹은 edge)에 의해 가치, 비 , 생각 등 여러 가지 매

개물로 묶여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온라인상에

서 구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7]. 여기에는 온라인 

서비스, 랫폼, 웹 사이트 등의 의미가 포함되며, 

오 라인에 존재하는 사회  계를 온라인상으로 

가져오고 사용자들 간의 계가 축 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에서 기존의 온라

인 커뮤니티와는 차이 을 가지고 있다[2]. SNS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정보나 콘텐츠를 다른 사

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방향 커뮤니 이션

을 통해 인맥 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계를 

형성하여 폭넓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15].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공개 

는 조건부 공개 형태의 로필을 생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연 된 리스트를 구

축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을 찰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21].

SNS의 가장 큰 장 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콘텐츠의 공유를 통해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며 오 라인에서 형

성된 사회  계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지속 으

로 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화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는 에서 개인의 SNS 참여를 더욱 진하는 계

기가 되었다. 한, 소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마  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에서 역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목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고, 정

부  공공기 의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

통 도구로써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53].

이처럼 SNS의 이용자가 속도로 증가하고 서

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한 심이 높은 

편이며, 다양한 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셜커머스, 소셜 고 등과 같이 다른 서비스와 결

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

고 향후 큰 부가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2 SNS에 한 연구

SNS 사용자가 꾸 히 증가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SNS 사용이 보다 간편해지면서 

SNS 사용자들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45, 

47, 59]).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SNS는 인간 계 

지향 인 정보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고 개인의 생

각과 경험 등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

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5, 45]. 뿐만 아니라 SNS는 개인의 의사소통을 

한 온라인 보조수단  하나이자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로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SNS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요함이 강조되었다[47, 59]. 

개인의 SNS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즐거움, 만족 등의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  동질

성, 텔 스 등의 사회  요인이 제안되었으

며 이들 요인들이 직․간 으로 SNS 사용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47]. 

한, 콘텐츠, 유희성, SNS의 품질  기능 등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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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으로 SNS 사용행동이나 실제 사용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4, 15]. 특히 

이들 요인 에서 사회  계 형성  유지, 정보 

 콘텐츠 공유, 이미지 표  등과 같은 SNS가 제

공해주는 특성이나 기능들은 SNS 사용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5, 39, 40, 

51, 55, 58]. 뿐만 아니라, 자기노출성, 친숙성, 경

험, 성격 등의 개인 인 성향도 SNS와 같은 온라

인 커뮤니티 사용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12, 33, 50, 58].

이와 같이 SNS에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  자

본이론, 동기이론, 기술수용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SNS 사용 태도  행동

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이들 변수들 간

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지속 인 SNS 사용을 제고시키

기 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품질요인이나 SNS 

기능 향상을 한 정보기술을 극 으로 결합시

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야 하고 사용자들의 

극 인 활동에 한 보상체계나 즐거움을 유발

할 수 있는 도구와 기능을 지속 으로 개발하고 제

공해야함을 주장하 다[2, 4, 7, 43, 45]. 뿐만 아니

라 SNS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정보교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지속 인 

사용 확산과 SNS가 비즈니스의 략  도구로 정

착되기 해서는 라이버시 보호  정보보안에 

한 이용자의 인식이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15].

2.3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사회심리학에 기 한 기술수용이론은 개인이 새

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을 둔 이론을 의미한다. 표 인 

이론  하나인 Davis et al.[30]이 제안한 기술수

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태도와 행동의도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이는 재까지도 MIS 분야의 많은 연구

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수용 요인을 

심리  정보시스템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에는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36]), 계획된 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

havior[16]), 확장된 기술수용 모형(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64)), 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54]), 사회인지이론(Social Cog-

nitive Theory[18, 28]), 동기이론(Motivational Mo-

del[31]), PC활용 모형(Model of PC Utilization[62, 

61]), TAM-TPB 통합 모형(the Combined TAM 

and TPB[60]) 등이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수용에 

한 부분의 연구에서 상기술이나 환경에 맞

게 모형을 변형하여 용하거나 일부 변수만을 활

용하는 경우가 부분이고 TAM이 다양한 외생 

변수와 변수들 간의 계에 한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감안하여 Venkatesh et 

al.[64]은 보다 발 된 모형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

들은 통합된 에서 기술수용에 해 근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 으며 8개의 련 모형들

을 기반으로 통합된 모형인 UTAUT 모형을 제시

하 다.

Venkatesh et al.[64]의 UTAUT는 행동의도에 

향을 주는 3가지 변수와 사용행동에 향을 주

는 1가지 변수,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 등 4가지 

통제변수로 구성되었다. UTAUT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으며 수용의도에 한 설명력이 TAM에 비

해 비교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64].

행동의도에 향을 주는 변수  첫 번째는 성과

에 한 기 (Performance Expectancy)로서 시스

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며, TAM

의 지각된 유용성을 포함한 5개 모형의 구조를 통합

한 변수로서 나이와 성별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변수인 노력에 한 기 (Effort 

Expectancy)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용

이성의 정도로 정의되며, TAM의 지각된 이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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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TAUT 모형

이성을 포함한 3개 모형의 구조를 통합한 변수로

서 나이, 경험, 성별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 번째 변수인 사회  향(Social Influence)

은 주변에 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

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한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사용행동에 향을 주는 진 조건(Fa-

cilitating Conditions)은 개인이 시스템 사용을 지

원하기 한 조직 , 기술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외에도 UTAUT에 한 최

근 연구에서는 쾌락  동기(Hedonic Motivation), 

가격가치(Price Value), 습 (Habit) 등이 행동의도 

 기술사용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인 것이 실

증 으로 검증되었다[65].

2.4 지각된 정보보안

SNS가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새

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 

는 기업 등이 서비스 사용자들이 올린 이나 콘

텐츠를 근거로 고를 보여주는 등의 비즈니스 활

동을 하고 일반 사용자들도 다른 사람의 정보에 쉽

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SNS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제도  · 기술  

비의 필요성이 요해지고 있다.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의 개념은 라

이버시 개념의 하 부분으로서 정보시스템이나 인

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요성이 부각되

면서 오랜 시간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13, 46, 66]. 

라이버시 개념의 경우 부분의 해석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련되고 정보시스템의 경우 개인

의 사 인 자료나 커뮤니 이션이 정보로서 디지

털화되고 장될 수 있다는 에 주목하고 있다[56, 

26]. 이러한 은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에게 많은 불

안과 걱정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지속 인 사용을 유도하기 해서는 라이버시  

개인의 정보보호가 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15, 46].

정보 라이버시  보안에 한 정의는 연구 

분야와 연구자의 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66, 57]. 일반 으로 정보보안은 험이나 

손실로부터 정보가 보호받는 상태이며, 개인이 정

보 통제에 해 가지는 심이나 어도 그들 스

스로 데이터 처리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인지

하는 정도로서 정의된다[26]. 정보보안의 개념은 기

본 으로 ‘잠재 인 개인 정보의 2차 인 사용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2차

인 사용은 정보가 처음 수집될 때와는 다른 목

으로 개인 정보나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19].

정보보안  라이버시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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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인이 신뢰, 문화, 보안, 정보 라이버시의 경

제성, 감시, 개인화, 험, 마 , 통제 등과 결부되

어 설명되고 있다[19, 20, 23]. 한, 정보시스템에 

한 선행연구에서도 라이버시 염려와 정보보안

은 개인이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온라

인 거래를 하려는 것과 같은 다양한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증명되었다[11, 14, 15, 32].

SNS의 경우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로필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인맥을 온라인상으로 옮겨오거나 새로운 인간 계

를 형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한, 많은 SNS 사용자들이 자신이 직  만든 콘텐

츠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SNS를 온라

인에 존재하는 자신의 2차 인 삶의 공간으로서 인

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지각하는 정보보안

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지속 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해 필수 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SNS의 지속  사

용의도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Venkatesh et al.[64]이 제안한 기술수용통합모형

(UTAUT)에서 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성

과기 (Performance Expectancy)를 매개변수로 

제시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SNS 특

성(사회  계 지원, 정보공유, 이미지 표 )과 개

인 특성(자기노출성, 친숙성, 외향성)으로 분류하

다. 이는 SNS가 사용자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와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인 특징들이 서

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나 상호작

용을 개선시켜  것이라는 기 에 향을 미칠 것

이고 기 가 클수록 지속 으로 서비스를 이용하

려 할 것이라 단되기 때문이다.

한, SNS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라이버시 

침해에 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이러한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정보

보안이 성과에 한 기 와 지속  사용의도 간의 

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다음의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

구모형과 가설설정을 나타낸 것이다.

3.2 가설설정

3.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

본 연구에서 사회  계 지원은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  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계를 형성하려는 것에 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

된다. Special and Li-Barber[58]의 연구에 따르면 

SNS(페이스북)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이

용 동기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계 유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Sheldon[55]의 연구에서도 SNS

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정을 만들고 지속 으로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려는 이유  하나가 ‘사회

 계 형성  유지를 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경우 오 라인에서의 계를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지속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시간과 공간 인 제약 없이 자유롭고 활발

하게 다른 사람들과 사회  상호작용이 가능하도

록 해주는 공간으로서 주목받는다[21, 51]. 뿐만 아

니라 SNS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  계를 확장

시켜  수 있으며 유지하는데 유용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생활 반에 

걸쳐 사회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정보공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 

정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에 해 지각하는 정

도로 정의된다. 기존의 블로그, 카페와 같은 온라

인 커뮤니티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주요

한 수단  하나로서 고려되어 왔으며, 정보공유

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증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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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가설설정 

다[38]. SNS는 일반 인 커뮤니 이션 기능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  생성한 사진, 비

디오와 같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경험과 개인이 가

진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다[40]. 

한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사용자

들은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 기존의 커뮤

니티보다 SNS를 더 유용한 도구로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표 은 자신이 가지고 있거

나 자신에 해 표출하고 싶은 이미지를 표 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에 지각하는 정도

로 정의된다. 개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

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한 이미지를 자기

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38].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경우 

시간과 비용 인 측면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자

신에 한 인상이나 이미지를 달하기에 효율

인 매체가 될 수 있다. 한, 다른 사람들과의 커

뮤니 이션이나 콘텐츠를 이용하여 자신에 한 

좋은 평 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타인들에게 자신

에 한 좋은 인상을 남겨  수 있다[3, 5, 40]. SNS

는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보다도 개인의 이미지 

표 과 평  형성을 더 강력하게 지원해  수 있

고 이는 자신에 해 좋은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

게 표 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와 목표에 유용한 

도구로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 지원, 정보공유, 이미지 표 이 성과

에 한 기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사회  계 지원은 성과에 한 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보공유는 성과에 한 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이미지 표 은 성과에 한 기 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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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인 특성

자기노출성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정보

와 같은 사 인 정보에 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려는 개인의 성

향으로 정의된다.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

하기 하여 자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33].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는 실과는 다르게 사회  상호작용과 계를 형

성하는데 차이 이 존재하고, 자신을 표 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자발 인 자기노

출이 뚜렷하게 나타난다[50]. 페이스북 사용자의 자

기노출 수 에 한 연구에서도 자기노출은 SNS 

사용자 만족 수 에 높은 연 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58].

친숙성은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에 해 개인이 가지는 익숙함  친근함의 정도로 

정의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기존의 유사

한 서비스나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새롭

게 사용하는 서비스에 해서도 친근함을 느끼고 

거부감 없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44]. 뿐

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

람들과 화하고 개인의 사 인 문제에 해 이야

기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친숙함을 느끼고 이는 성과에 한 기 나 지각된 

유용성 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6, 41].

마지막으로 외향성은 활동 이고 사교 으로 일

을 처리하고 행동하려는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  하나의 

특징으로서 외향 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

과의 사교모임을 즐기고 타인과의 만남에서 분

기를 주도할 수 있으며 긴장 계를 자연스럽게 해

소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9]. SNS와 같은 사회  계를 기반

으로 하는 공간에서도 이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

다. 한, UCC와 같이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에 있

어 사용자의 참여가 주가 되고 사용자의 심리상태

에 따라 참여 정도가 좌우될 경우에도 개인의 외

향 인 성향은 성과에 한 기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12]. 

SNS의 경우에도 사용자들 간의 자발 인 커뮤니

이션을 기반으로 한다는 에서 유사한 상이 

나타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5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성, 친숙성, 외향

성이 성과에 한 기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자기노출성은 성과에 한 기 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친숙성은 성과에 한 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외향성은 성과에 한 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성과기 , 노력기 , SNS 지속  

사용의도

Venkatesh et al.[64]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에 

한 기 , 노력에 한 기 , 사회  향, 진 

조건의 4가지 변수를 도출하고 UTAUT 모형을 

연구하 으며, 이들 변수 간의 계는 정보시스템

과 련된 많은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되

었다[14, 25, 42, 49, 65, 67, 71]. 한, 성과기 와 

노력기 만을 핵심변수로 도출하여 행동의도와의 

계에 한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다[48, 70]. 노력

에 한 기 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용

이성의 정도로 정의되며, 성과에 한 기 는 시스

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64]. SNS 

사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이미

지를 표출하며 다른 사람들과 계를 맺고 유지함

으로써 업무나 생활과 련된 일상 인 일의 성과

가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

을 사용하는데 있어 노력에 한 기 가 성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 이들 

두 변수가 SNS의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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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노력에 한 기 는 성과에 한 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노력에 한 기 는 SNS 지속  사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성과에 한 기 는 SNS 지속  사용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지각된 정보보안

지각된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에 개인의 사 인 정보  라이버

시가 안 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

된다[14, 46]. 최근 SNS의 성장과 사용자 증가는 

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한 개인의 사고  행

동방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이에 따라 

라이버시와 자발 인 정보제공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0, 15, 69]. 한, 정보시스템에 한 

연구에서도 보안  라이버시 수 은 성과에 

한 기 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설명되고 있다[14, 70]. SNS의 경우 개인의 로

필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사회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개인이 직  생성한 

정보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에서 정보보안이 

지속 인 사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정보보안이 성과에 한 

기 와 SNS의 지속  사용의도간의 계를 설명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0] 지각된 정보보안은 성과에 한 기 와 

SNS 지속  사용의도 간의 계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4. 가설검증  분석결과

4.1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성과에 한 기 를 통해 개인의 SNS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SNS 특성의 3가지 변

수(사회  계 지원, 정보공유, 이미지 표 )과 개

인 특성의 3가지 변수(자기노출성, 친숙성, 외향성)

의 향과 지각된 정보보안의 조 효과를 실증분

석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재 SNS를 자발 으로 사용 인 사용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구․경북지역의 학, 

공공장소  기업에 총 1,500부의 설문지가 무작

로 배포하여 이  436부(회수율 29.1%)를 회수하

다.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본 연구 목 에 

어 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한 총 412부를 분석

을 해 사용하 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변수들의 측정하기 한 

측정항목들은 1차 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

해 수집된 항목들을 본 연구의 목 에 합하게 수

정  보완을 하 다. 이 게 개발된 설문항목들은 

마 과 경 정보 련 분야의 교수  학원생

들을 상으로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

을 실시하여 각 항목의 정교화  선별과정을 통

해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더 높 다. 도출된 모든 

측정항목들은 (1) 강한 부정에서 부터 (7) 강한 

정에 걸친 7  리커트(seven-point Likert scale)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연구모형의 각 변수별 조작  정의와 련연

구에 해 보여주고 있다.

4.2 표본의 인구통계학  분석

본 연구에서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

성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는 

35.9%, 여자는 64.1%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10 (18.2%), 20 (37.9%), 30 (33.3%), 40  이상

(10.7%)로 20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NS가 

10 , 20 , 30 , 40 의 모든 연령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고, 2～30  층에서 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1～2년 미만(41.7%)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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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련 연구

변수명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연구

사회  계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를 형성 

하는 것에 해 지각 

하는 정도

∘SNS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 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

∘SNS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SNS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SNS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사회  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 

McKenna 

et al.[51]

정보공유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 

정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에 해 

지각하는 정도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유용한 정보를 나  수 있음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진, 동 상 등과 같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음

∘SNS를 통해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수 있음

Kaplan and 

Haenlein[40]

이미지 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 

에게 표 하고 강화 

시키는 것에 지각하는 

정도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표 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음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한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음

∘SNS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나의 이미지를 쉽게 표 할 

수 있음

Kang et al.[38]

Kaplan and 

Haenlein[40]

자기노출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 자신에 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노출 

시키고 알리려는 정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해 자주 언 함

∘솔직한 모습을 온라인상에 노출시킬 수 있음

∘온라인상에서 나에 해 표 하는 것을 좋아함

∘온라인상에서 개인 인 감정을 올리는 것을 좋아함

Dominick[33]

Mckenna and 

Bargh[50]

친숙성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에 

해 유사한 경험을 

통해 개인이 가지는 

익숙함  친근함의 

정도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

∘SNS를 자주 이용함

∘업무와 련해서 SNS를 자주 이용함

∘SNS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함

Karahanna 

et al.[41]

외향성

활동 이고 사교  

으로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려는 개인 성향 

의 정도

∘주 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아함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림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우정을 맺음

∘친구들과 쉽게 사귀는 편임

이승  등[12]

성과에 한 

기

SNS 이용 시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믿는 정도

∘SNS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함

∘SNS는 필요한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SNS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SNS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Venkatesh 

et al.[64]

Zhou et al.[71]

노력에 한 

기

SNS 이용 시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이 편하고 쉽다고 

믿는 정도

∘SNS의 기능들은 사용하기 쉬움

∘SNS의 사용방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

∘SNS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음

∘SNS의 기능들은 이해하기 쉬우며 명확함

Venkatesh 

et al.[64]

Zhou et al.[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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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정보보안

SNS 이용 시 개인의 
사 인 정보  라 
이버시가 안 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는 
정도

∘SNS는 개인에 한 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임
∘SNS는 다른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근하는 

것을 보호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할 것임
∘SNS는 정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지킬 것임
∘SNS는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

Li et al.[46]
새하 등[14]

SNS 
지속  
사용의도

SNS를 앞으로도 
지속 으로 이용 
하려는 의지의 정도

∘앞으로도 SNS를 꾸 히 이용할 것임
∘ 재 이용하고 있는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할 것임
∘SNS를 지속 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음
∘SNS를 가능하다면 계속 사용할 것임

Lin et al.[47]
정철호, 
남수 [15]

만(34.7%), 1년 미만(12.4%), 3년 이상(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의 SNS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1～2시간(3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2～3시간(28.2%), 3시간 이상(16.3%), 

1시간 미만(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인 

SNS를 살펴보면, 트 터(53.2%)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페이스북(43.0%), 미투데이(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NS의 사용 목 을 살펴보면, 

인 계 형성을 해서(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해서(49.5%), 

사용자 자신을 표 하기 해서(47.1%), 사진  비

디오를 공유하기 해서(23.3%), 애 리 이션 사

용  공유를 해서(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본 연구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해 보여주고 있다.

4.3 측정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제안된 연구모형의 경로별 향을 검증하기에 앞

서 측정모형에 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측

정모형 타당성은 개발항목 신뢰도(individual item 

reliability),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해 증명

하 다. 이를 해 SmartPLS 2.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 근 방법의 하나인 편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PLS)을 사용하 다. 분석방법 선

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PLS 

근방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둘째는 본 연구의 주요 목 이 변수들 간

의 최상의 인과 계를 생산하거나 최상의 연구모

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로의 측 타당성

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용자의 SNS 지속  

사용의도에 한 행동 연구는 비교  기 단계의 

이론들이 정립되는 단계인 SNS에서의 행동 연구

에 해당하며 연구의 목 도 인과 계 측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 들을 고려할 때 PLS 

방법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종 수집된 데이터(n = 412)로 측정모형의 타당

성 검증에서 첫째, 개별항목 신뢰도는 각 변수와 

련된 측정항목의 개별항목 요인값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요인값은 최소 0.7 이상이어야 개별항목 신뢰

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22]. 둘째, 내

일 성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ron-

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으며, Alpha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모형의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52]. 마지막으로 별타당성은 잠재변

수들 간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

며, Fornell and Larcker[37]이 제안한 평균 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AVE)과 잠재변

수들 간의 상 계를 이용하여 별타당성을 검

증하 다. 별타당성은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변

수들 간의 개념이 명확히 구별되는 정도를 측정한

다. 별타당성 존재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그 잠재변수와 다

른 잠재변수간의 종과 횡의 상 계수 값을 과하

여야 된다.

<표 3>과 <표 4>는 측정모형 타당성 검증의 3

가지 검증 결과에 해서 보여 다. 우선 기 측

정모형 타당성 검증의 개별항목 신뢰도 검증에서 

3개 항목(is3, fa3, ps2)의 요인값이 기 값(0.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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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분류 빈도(명) 응답비율(%)

성별
남 148 35.9%

여 264 64.1%

나이

19세 이하 75 18.2%

20～29세 156 37.9%

30～39세 137 33.3%

40세 이상 44 10.7%

학력

고졸(이하) 88 21.4%

학교 재학/졸업 201 48.8%

학원 123 29.9%

직업

학생 185 44.9%

사무직 104 25.2%

교육직 27 6.6%

업/ 매직 68 16.5%

기타 28 6.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경험

1년 미만 51 12.4%

1～2년 미만 172 41.7%

2～3년 미만 143 34.7%

3년 이상 46 1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간
(하루)

1시간 미만 70 17.0%

1～2시간 159 38.6%

2～3시간 116 28.2%

3시간 이상 67 16.3%

사용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복수응답)

싸이월드 59 14.3%

페이스북 177 43.0%

트 터 219 53.2%

미투데이 123 29.9%

기타 28 6.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목
(복수응답)

정보공유 204 49.5%

애 리 이션 사용  공유 83 20.1%

사진  비디오 공유 96 23.3%

사용자 자신 표 194 47.1%

인 계형성 218 52.9%

기타 23 5.6%

합계 412 100.0%

하로 나타나 이 3개 항목을 제거한 후 개별항목 

신뢰도를 다시 검증하 다. 재검증결과는 수정된 모

형에서 보여주며, 모든 항목이 기 값 이상으로 

나와 개별항목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내 일 성 검증 결과 수정된 모델의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0.798에서 

0.938로 분포되어 권장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

나 내 일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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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성  집 타당성 분석

변수 항목
기 측정모형 수정된 모형

가 치 요인값 내 일 성 가 치 요인값 내  일 성

사회  계 지원
(Social Relationship Support)

srs1 0.287 0.748

0.812

0.315 0.771

0.812
srs2 0.169 0.729 0.210 0.763

srs3 0.335 0.812 0.287 0.810

srs4 0.290 0.866 0.345 0.843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is1 0.276 0.759

0.769

0.278 0.826

0.827
is2 0.572 0.784 0.417 0.780

is3 0.668 0.412 삭제

is4 0.286 0.774 0.245 0.788

이미지 표
(Image Expression)

ix1 0.199 0.818

0.884

0.215 0.870

0.884
ix2 0.290 0.883 0.298 0.838

ix3 0.376 0.800 0.288 0.821

ix4 0.551 0.822 0.351 0.818

자기노출성
(Self-Disclosure)

sd1 0.137 0.808

0.798

0.210 0.822

0.798
sd2 0.268 0.744 0.288 0.738

sd3 0.410 0.762 0.394 0.782

sd4 0.300 0.820 0.320 0.832

친숙성
(Familiarity)

fa1 0.277 0.762

0.823

0.215 0.782

0.866
fa2 0.368 0.837 0.341 0.841

fa3 0.558 0.379 삭제

fa4 0.199 0.863 0.210 0.841

외향성
(Extroversion)

ex1 0.285 0.865

0.894

0.225 0.877

0.894
ex2 0.347 0.795 0.327 0.790

ex3 0.400 0.890 0.410 0.873

ex4 0.241 0.842 0.256 0.848

지각된 정보보안
(Perceived 

Information Security)

ps1 0.220 0.843

0.910

0.266 0.840

0.927
ps2 0.318 0.571 삭제

ps3 0.368 0.836 0.324 0.866

ps4 0.423 0.818 0.431 0.810

성과에 한 기
(Performance Expectancy)

pe1 0.210 0.896

0.937

0.290 0.865

0.937
pe2 0.354 0.866 0.314 0.827

pe3 0.251 0.900 0.238 0.912

pe4 0.237 0.871 0.272 0.870

노력에 한 기
(Effort Expectancy)

ee1 0.260 0.924

0.899

0.244 0.910

0.899
ee2 0.210 0.867 0.238 0.848

ee3 0.315 0.790 0.410 0.884

ee4 0.227 0.883 0.229 0.899

SNS 지속  사용의도
(Intention to Continuous Use of 

SNS)

ciu1 0.275 0.841

0.938

0.258 0.827

0.938
ciu2 0.426 0.912 0.361 0.879

ciu3 0.351 0.865 0.390 0.866

ciu4 0.339 0.899 0.299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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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변수의 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사회  계 지원 0.80 　 　 　 　 　 　 　 　

2. 정보공유 0.23 0.80

3. 이미지 표 0.21 0.34 0.84

4. 자기노출성 0.27 0.38 0.51 0.79

5. 친숙성 0.33 0.41 0.35　 0.35　 0.82 　 　 　 　

6. 외향성 0.19 0.27 0.38 0.27 0.29 0.85 　 　 　

7. 지각된 정보보안 0.31 0.19 0.22 0.38 0.17 0.30 0.84 　

8. 성과에 한 기 0.47 0.26 0.20 0.45 0.54 0.37 0.29 0.87 　

9. 노력에 한 기 0.39 0.22 0.28 0.43 0.35 0.33 0.31 0.40 0.89

10. SNS 지속  사용의도 0.28 0.35 0.38 0.22 0.28 0.26 0.44 0.29 0.22 0.87

주)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마지막으로 별타당성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모

든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인 하고 있는 종과 

횡의 변수들 간의 상 계수들보다 크게 나타나 측

정도구의 별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측정모형에 한 타당성 검증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의 내 일 성  타당

성을 통계 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 

향을 검증하기 해 SmartPLS 2.0을 사용하여 구

조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제안된 변수들 간의 인과 계에 한 

정보를 알려주는 표 화된 경로계수(β)와 연구모

형의 내생변수의 변동을 알려주는 결정계수(R2)에 

한 정보를 알려 다[68]. 

R
2
은 내생변수가 가지고 있는 총 변동 에서 회

귀선 즉 외생변수(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

율을 의미한다. PLS에서 제공하는 부스트랩 리샘

링 방법(bootstrap resampling method)으로 200

번 리샘 링한 뒤 연구모형의 각 경로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NS 특

성 변수인 사회  계 지원(β = 0.385, t = 5.447), 

이미지 표 (β = 0.297, t = 4.634)은 유의수  0.01

에서성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정보공유(β = 0.297, t = 4.634)

는 유의수  0.05에서 성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특성 변수인 친숙성(β = 0.375, t = 

4.992)과 외향성(β = 0.341, t = 4.381)은 유의수  

0.01에서 성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 특성 변수의 자기노

출성(β = 0.084, t = 0.947)은 성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에 해 이야기

하는 것에 부정 이거나 자기노출과 같은 내  동

기를 충족시키기에는 SNS가 크게 도움을 주지 않

는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력에 한 기 는 성과에 한 기 (β = 0.389, 

t = 5.339)와 SNS 지속  사용의도(β = 0.598, t = 

8.167)에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한 기 (β = 0.477, t = 

6.839)는 유의수  0.01에서 SNS 지속  사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 변수인 지각된 정보보안의 효과 

값을 검증하기 해 주 효과 모델과 상호작용 모

델의 상호작용의 값으로 효과 값(effect size)을 산

출하 다. 효과 값은 0.145로 Cohen(1992)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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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p < 0.05, 

**
 p < 0.01.

일반숫자는 표 화된 경로계수, 호 안 숫자는 t-값.

[그림 3] 구조방정식 검증결과

(0.02 = small, 0.15 = medium, 0.35 = large)에 의

하면 간 효과 값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

징과 개인 특징의 총 6개 변수  자기노출성을 제

외한 나머지 5개 변수와 노력기 는 SNS 서비스

의 성과에 한 기 를 설명하는 분산의 65.2%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변수인 성과에 

한 기 가 가지고 있는 변동의 65.2%는 노력에 

한 기 를 포함한 나머지 5개 변수의 변동에 의

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을 의미한다. 한 성과에 

한 기 와 노력에 한 기 는 SNS 지속  사

용의도의 총 75.9%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다. [그

림 3]과 <표 5>는 가설검정 결과와 채택 유무의 요

약을 보여 주고 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화로 SNS 

사용자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고, SNS가 기존

의 서비스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

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지속 인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고 이들 

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SNS의 지

속 인 성장에 따른 개인정보  라이버시 침해

에 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각된 

정보보안의 조 효과를 제안하여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계 지원, 정보공유, 이

미지 표  등 3개의 SNS 특성 변수와 자기노출성, 

친숙성, 외향성 등 3개의 개인 특성 변수를 제안하

으며, Venkatesh et al.[64]가 제안한 UTAUT 

이론을 바탕으로 성과에 한 기 와 노력에 한 

기  등 2개의 변수를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특성 변수인 사회  계 지원, 정보

공유, 이미지 표 은 성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는 사용자의 

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인맥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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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 화된 경로계수 t값 채택 유․무

가설 1 사회  계 지원 → 성과에 한 기 0.385
**

5.447 채택

가설 2 정보공유 → 성과에 한 기 0.297
*

4.634 채택

가설 3 이미지 표  → 성과에 한 기 0.425** 6.204 채택

가설 4 자기노출성 → 성과에 한 기 0.084 0.947 기각

가설 5 친숙성 → 성과에 한 기 0.375
**

4.992 채택

가설 6 외향성 → 성과에 한 기 0.341** 4.381 채택

가설 7 노력에 한 기  → 성과에 한 기 0.389
**

5.339 채택

가설 8 노력에 한 기  → SNS 지속  사용의도 0.598
**

8.167 채택

가설 9 성과에 한 기  → SNS 지속  사용의도 0.477** 6.839 채택

가설 10
성과에 한 기  → SNS 지속  사용의도
                ↑
           지각된 정보보안

0.429** 6.554 채택

주) 
*
 p < 0.05, 

**
 p < 0.01.

거나 새로운 계를 온라인상에서 형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해 다. 뿐만 아니라, SNS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와 뉴스, 정보 등을 쉽게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한 이미

지를 향상시키고 자신을 표 할 수 있게 하는 환

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과 환경  요인들은 사

용자들이 SNS에 해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도와주며, SNS가 유용하고 효율 인 수단으로

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 특성 변수인 외향성과 친숙성은 성

과에 한 기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활

동 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SNS를 통

한 새로운 계 형성에 더 극 이고 과거에 블

로그,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일수

록 SNS를 더 유용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 특성의 자기노출성은 성과에 한 

기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SNS이 개방 이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나 개

인 인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출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유

추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정보기술

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 들이 등장하긴 했으나 이

와 함께 사용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는 문제

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SNS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유출이나 

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 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한 사용자들의 우려 한 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자기노

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성향이 지속 인 SNS 사용에 부정 인 향

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정보보안의 조 효과

를 살펴본 결과 성과에 한 기 와 SNS 지속  

사용의도 간의 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등장하거나 개인이 올린 사진 는 콘텐츠가 무분

별하게 공유됨으로써 개인의 사 인 정보가 의도

하지 않게 유출되고 이로 인한 라이버시 침해에 

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SNS를 언제 어디

서나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기반서비스 등과의 결합

으로 실시간 치 추  등이 문제 으로 두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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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의 개인 정보보안에 

한 요성은 무엇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NS 서

비스 제공자  기업이 사용자의 정보와 라이버

시 보안에 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고 인지할수록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하려는 의

도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SNS 가입자는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SNS는 사회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자상거래, 고 

등의 기존 서비스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업과 정부 등에서는 직

원  국민과의 소통을 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에서 SNS의 특성과 사용자

의 개인 특성이 지속 인 SNS 사용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

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학문  시사 으로는 첫째, 기존의 연구가 

SNS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개인  사

회  특성, SNS 품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에 반

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에 SNS 특성을 추가

하여 실증 으로 검정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재까지 SNS의 특성을 탐색 으로 살펴보고 있

는 연구가 있으나 SNS 특성이 개인의 SNS 사용

행동에 미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21]. 둘째, 

재 SNS에 한 연구에서 라이버시  개인정

보의 보안 변수를 제안하여 실증 으로 검증한 연

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15]. 라이버시 

 정보보안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는 시 에

서 개인이 SNS의 정보보안에 해 지각하는 정도

를 조 변수로서 도출하고 성과에 한 기 와 지

속 인 사용 간의 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

로 검증하 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

로 단된다. 여기서 개인정보  라이버시 보안

에 한 문제는 사용자들의 서비스에 극 인 참

여를 이끌어내고 서비스를 지속 으로 활성화시키

기 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가지는 실무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SNS 제공자에게 개인

의 지속 인 SNS 사용에 향을 미치는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SNS 확산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서비스 제

공자들은 개인 라이버시  정보보안에 한 기

술 인 부분과 제도 인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고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

안을 감소시키고 향후 SNS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창출시키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향

후 SNS  라이버시  정보보안과 련한 연

구에서도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양한 SNS 사용자들을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 지만, 본 

연구의 응답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표본 추출의 일반 인 한계성으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UTAUT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 으나 사회  향, 진 조건 

등의 2개 변수와 나이, 성별, 경험, 자발  사용 등

의 4개의 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

라 성과에 한 기 와 SNS 지속  사용의도 간

의 계에 해서만 지각된 정보보안의 조 효과

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

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4개의 조 변수를 고려하고 

지각된 정보보안이 노력에 한 기 와 SNS 지속

 사용의도 간의 계에 해 미치는 조 효과에 

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SNS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SNS 특성과 개인 특

성만을 고려하 으나 SNS 이용에 있어 이들 외에

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

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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