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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SNS 환경에서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한·  은층 소비자 간에 어떤 

차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 을 두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기술  요인  이용 용이성이,  

국은 사회  요인  사회  유 감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한·  소비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SNS 련 연구나 실무  차원에서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한 마 략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

로 단된다.

■ 중심어 :∣SNS∣이용자 간 상호작용∣이용의도∣이용 용이성∣

Abstract

The study focu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raction between SNS use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users.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the  ease of use in technology factors has no effect to Korean 

users, while the social ties in social factors has no effect to Chinese users. The impact of user’s 

interaction was not different between korea and the china customer. According the those results 

marketing managers should develop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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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몇 년간  세계 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시 라고 할 정도로 SNS는 각 역에서 큰 

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사회  계의 형성은 이제 오 라인으로부

터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SNS는 이러한 배

경 하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 모든 이용

자들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생활 속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  개인

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율 인 도구로 이용되

고 있다.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SNS 이용 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5명  1명은 SNS를 이용하

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3.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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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장조사기 인 Emarket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2013년 세계 소셜네트워크  사용자가 가장 많은 

15개 소셜네트워크 랭킹에 국이 9개를 유하고 있

다[33]. 이것은 국의 소셜네트워크도 속히 성장하

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SNS의 잠재력을 거 한 국시장에 잘 활용하기 

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의 표 인 SNS사이트인 싸이월드는 2005년 국

시장 진출 이후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4]. 이는 양국 간의 SNS시장 차이와 국 SNS이

용자의 특성에 하게 처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

다. 로벌화된 사회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해 다

른 나라의 시장 기회를 성공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이용자 특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재까지 한·  양국의 SNS에 한 비교연구는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온라인 사회  자본[1], SNS 활용

상태[5], 한·  SNS 사용추세 비교연구[10] 등에 

을 맞추어 기존연구들 부분이 SNS에 한 지속  사

용을 한 비교연구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  양국

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하에 SNS의 발 , 확산, 

과정 등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SNS의 요특성인 상호작용 차이까지 이어지는지에 

한 비교연구는 무하다. 

본 연구는 SNS 환경내에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미

치는 향요인들과 SNS 이용의도간의 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한 한·  양국의 은층 이용자들이 SNS

를 사용할 때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의 차이를 악하는데 주된 목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SNS에서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 이션 활동을 도

우며[19], 정보의 빠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20]. 즉, 

상호작용의 수 이 높을수록 온라인이나 SNS 내에서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 이션을 통한 구  의도가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은 직  혹은 간 으로 가치

를 창조한다[32]. 특히 SNS환경에서는 소비자와 마

터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업이 직

 매개하지 않더라도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마

에서 지속 이면서 수익성 있는 고객 계 구축이 기

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고객과의 계 형성 

 구축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 

2. SNS의 사회적 특성
2.1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Rice는 주  규범을 “사회  계 속에서 네트워

크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

도”라고 하 으며[28], Venkatesh는 “특정 행동을 수행

하도록 개인이 받는 지각된 압력”이라고 하 다[30]. 

즉, 사회  향은 사회  계 속에서 자신이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인식, 행동, 가치 등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1]. 

사회  향은 소비자가 그들에게 요한 주변 사람

들이 SNS를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에 한 인식이

다[31]. Sun 등은 SNS에서 사회  향력이 클수록 소

비자의 지속  SNS 이용의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29]. 사회  향을 구성하는 표  개념인 주  규

범은 거집단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기 한다고 인

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8]. 합리  행 이론에 의하

면 행  의도는 주  규범과 개인의 태도에 의해 결

정된다고 한다. 즉 이용자에 한 사회  향력이 크

다면 그 이용자의 SNS 내 상호작용 수 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SNS 이용에서 주  규범은 이용자 간 상

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2 사회적 유대감(social ties)
사회  유 감은 사회  향력과 같이 다른 사람들

에 의한 비자발 인 요소에 의한 이용보다는 자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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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극 인 에서 SNS를 이용한다는데 을 둔

다. 즉 SNS 이용자들은 타인의 향력 보다는 스스로

가 이 그룹에 속하고 싶은 의지에 의해 자발 으로 이

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을 설명하기 해 본 

연구는 사회  특성요인으로 사회  유 감(social 

ties)변수를 연구에 포함하 다. 사회  유 감은 온라

인 SNS에서 이용자들 간에 사회  계의 지각된 강도

를 나타내기 해 사용되었다[15].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SNS 이용에서 사회  유 감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SNS의 기술적 특성
Davis의 기술수용모델(TAM)은 이용 용이성과 유용

성이 자기보고식 형태로 측정한 재의 이용정도  미

래 이용의도와 상 계가 높다고 제시했다[16]. 

3.1 이용 용이성(ease of use)
이용 용이성은 이용자가 특정 시스템의 이용을 해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

다. 즉, 이용 용이성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이용

에 어려움이 없이 새로운 IT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에 의하면 이용 용이성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노력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믿

는 정도”라고 정의한다[30]. Bruner등은 소비자의 모바

일 기기 수용에서 이용 편리성이 의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며, PC와 모바일 기기의 이용 편리성 차이가 소비

자의 수용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3. SNS 이용에서 이용 용이성은 이용자 간 상

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 유용성(usefulness)
유용성은 특정시스템의 이용이 자신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6]. 

그러므로 유용성은 시스템의 사용으로부터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실용  가치를 나타낸다. 한국의 표

인 SNS인 싸이월드를 상으로 한 SNS의 지속사용 연

구에서, 이응규는 즐거움과 유용성이 이용자 만족을 증

가시키고, 만족은 습 과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주

어 결과 으로 지속  사용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검증

하 다[7]. 이인성 등은 다양한 기기들(휴 폰, MP3)에 

한 사용자 만족과 감정  애착을 증가시키는데 지각

된 유용성과 사용 편의성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 냈다[9].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4.  SNS 이용에서 유용성은 이용자 간 상호작

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SNS의 기기적 특성
Okazaki and Romero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SNS 이

용의 편의성은 모바일 기기의 작은 크기와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 기기의 신속성 등에서 나타난다고 하

다[27].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작은 크기로 

인해 기기의 화면에서 구 되는 SNS의 인터페이스 편

리성은 소비자들이 지속 으로 SNS를 이용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1 인터페이스 편리성(Interface convenience)
Kim 등은 SNS 이용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 편리성

을 SNS가 사용자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효과 이

고 쉬운 방식을 제공한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24]. Chae 등은 소비자-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품질

이 사용자의 만족감과 충성도에 향을 다고 하 다

[14].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작

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편리성의 요성이 크다. 모바일 기기는 상

으로 PC보다 입력 방식이 불편하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  정신 , 육체 으로 더 큰 

노력을 사용하게 한다[23]. 따라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SNS를 활용할 때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은 SNS의 이용 행동에 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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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Lee and Benbasat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사용자의 사용경험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25]. Jeon and Lee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유비쿼터

스 웹 이용 시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은 사용자의 친

근감을 높인다고 하 다[22].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5. SNS 이용에서 인터페이스 편리성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2 신속성
Jarvenpa 등은 웹사이트의 탐색 속도, 다운로드 속

도 등 신속성과 련된 변수들이 특정 웹사이트에 한 

이용자의 정  평가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규명하

다[21].

최근 SNS의 소통 기능이 결합된 소셜커머스는 강력

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빠른 응답속도를 갖추고 

있는 SNS는 커머스에서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과 서

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되었지만, 제한된 

수량과 시간 내에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시간  속성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안 훈 등은 소셜

커머스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시간 약 

측면에서 효과 인 쇼핑수단임을 주장하 다[6]. 이들 

연구들은 공통 으로 소셜커머스에서는 거래 성사가 

시간제한 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Ba and Pavlou는 이런 구매자 요구에 합한 

응답 속도가 빠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소비자에

게 정 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 다[12]. 이상

의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6. SNS 이용에서 신속성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5. SNS 이용의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은 지속 인 사용에서 비롯

된다. 박상희는 정체되어 있는 웹사이트보다 상호작용

인 웹사이트에서 참여자가 만족을 느끼고 웹사이트

에 한 재방문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

다[3].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용자와 웹사이

트 간 친 감이 증 되며 이용자의 이용의도를 증 시

킨다고 할 수 있다. 이은 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의 

증 로 구 의도의 기회가 확  된다고 하 으며[8], 

Diehl and Schrader는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 

창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다[17].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7. SNS 이용에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은 지속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조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 변수들은 선행 연구들

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을 사용하

다. 각 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조작  정의 척도

사회적 
요인

주관적 
규범

사람들이 SNS를 이용할 것을 기대
하고 권하는 정도

리
커
트
 
5
점

척
도 

사회적 
유대감

SNS를 통해 사용자가 주변 사람들
과 친 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도

기술적 
요인

이용 
용이성

SNS를 이용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믿음 정도

유용성 SNS 이용이 자신에게 혜택을 가져
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정도

기기적 
요인

신속성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의에 대
하여 신속하고 시기 적절하게 응답
해주며, 상품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인터페이
스 편리성

이용자가 기기를 통해 SNS를 이용
할 때의 화면를 다루기 쉽다고 여기
는 정도

이용자 간 상호작용
SNS내에서 사람들 간에 의견을 나
누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고려하며 
피드백을 주는 정도

이용의도 SNS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2.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실증분석을 한 설문조사는 2013년 8월 한국과 



SNS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중 비교 961

국의 20~30  SNS 이용자 각각 250명을 상으로 하

다.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한국 192부, 국 

172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성 항목
한국 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06 55.20 71 41.30
여성 86 44.80 101 58.70

연령
20대 이하 20 10.42 31 18.02

20대 137 71.00 126 73.26
30대 26 13.50 14 8.14

40대 이상 9 4.70 1 0.58

SNS
이용
목적

인맥관리 41 21.35 37 21.52
자기표현 14 7.29 10 5.81
의사소통 54 28.13 22 12.79

여가 및 취미 56 29.17 39 22.67
정보·지식 
획득.공유 57 29.69 79 45.93

기타 2 1.04 28 16.28
1일
SNS  
이용
시간

3시간이하 119 61.98 58 33.72
4~7시간 59 30.73 90 52.33
8시간이상 14 7.29 24 13.95

Ⅳ. 실증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각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해 

신뢰도분석결과 [표 3]과 같이 Cronbach's α가 0.7을 넘

어 각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항목의 설문들이 연구 상을 얼마나 잘 

반 하고 있는가에 하여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주

인 일치 정도를 말한다. 요인분석결과, [표 3]과 같이 

각 구성개념이 련 측정항목끼리 히 묶이는 것을 

확인하 다.

3. 가설검증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

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한·  SNS 이용자에 한 비

교 분석 결과는 [표 4]  [그림 1]과 같다. 

한국 SNS 이용자에 한 가설검증 결과 총 7개의 가

설  이용 용이성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가설은 채택되

었다. 국의 경우, 7개의 가설  사회  유 감이 이용

자 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가 기각

되었으며, 나머지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발 에 따라 

SNS의 이용이 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  양국의 

은층 이용자들이 SNS를 사용할 때 이용자 간 상호작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 다. 한·  

양국 SNS 이용자에 한 비교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국 이용자의 경우 기술  요인인 이용 용이

성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기기는 어디든지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편리성이 있다. 한

국의 은층 소비자들의 경우 스마트폰 등 작은 화면에

서 SNS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이용자 간 상호

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둘째, 국 이용자의 경우 사회  유 감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정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의 경우 제도  측면에서 자국 주의 SNS

와 SNS상의 표 의 자유가 제한되어 사회  유 감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단된다. 

셋째, SNS내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이용자의 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은 모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한·  국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2962

구성개념  측정항목

Cronbach's α 한국 국

한국 국 재값
분산
추출값

재값
분산
추출값

사회적 
요인

주관적
 규범

주변사람들의 귄유
.859 .820

.855

　
73.91
4%

.838

　
71.539%

주변사람들의 이용희망 .858 .704
중요한 사람들의 이용희망 .858 .854

사회적 
유대감

더 좋은 관계 유지
.858 .712

.711 .837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 .817 .851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많이 함　 .873  .897
사람들과 빈번하게 의사소통 .842 .604

기술적 
요인

이용
 용이성

이용방법의 이해 용이함
.900 .873

.853

71.93
4%

.845

72.658%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음 .915 .831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함 .898 .862
소셜활동을 쉽게 수행함 .716 .678

유용성
나에게 유익함

.814 .865
.835 .828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생각함 .654 .818
나에게 도움이 됨 .872 .828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749 .698

기기적 
요인

신속성
신속하게 정보를 보내줌

.855 .818
.910

80.41
0%　

.864

75.531%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가능 .909 .860
최신 정보를 제공함 .751 .714

인터페이스 
편리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 찾기 쉬움
.888 .830

.874 .652
필요한 버튼 등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음 .886 .873
화면이 조화롭게 구성됨 .889 .866

이용자 간
상호작용

의견을 활발히 공유할 수 있음
.846 .838

.834
65.58
8%

.894
67.474%의견을 나눌수 있음 .887 .83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함 .788 .756
의견에 피드백을 줄수 있음 .800 .796

이용의도
계속 이용할 것임

.851 .851
.882 77.27

6%　
.863

77.104%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임 .840 .882
SNS를 통해 소셜활동을 계속 할 것임 .914 .889

표 3. 신뢰성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가설 가설 경로
경로계수(C.R) P 가설검정 결과

한국 국 한국 국 한국 국
1 주관적 규범 → 이용자 간 상호작용 .268(.066) .224(.071) *** .002 채택 채택
2 사회적 유대감 → 이용자 간 상호작용 .163(.050) .037(.056) .001 .507 채택 기각
3 이용 용이성 → 이용자 간 상호작용 .089(.064) .225(.066) .165 *** 기각 채택
4 유용성 → 이용자 간 상호작용 .187(.065) .295(.071) .004 *** 채택 채택
5 .191(.062) .224(.066) .002 *** 채택 채택신속성 → 이용자 간 상호작용
6 인터페이스 편리성 → 이용자 간 상호작용 .335(.053) .147(.059) *** .013 채택 채택
7 이용자 간 상호작용 → 이용의도 .525(.062) .609(.601) *** *** 채택 채택

표 4. 한·중 SNS 이용자 가설검정 결과

첫째, 이용자 간 상호작용은 이용의도에 매우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마 터들은 SNS에

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수 을 높이기 해 최 한 많

은 소비자들과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마

활동에서 SNS를 통해 지속 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이벤트를 노출시켜 신뢰성 있는 계를 맺는 것이 더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  비교분석 결과, 국 SNS 이용자들의 

경우 한국 이용자들에 비해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서 이

용 용이성을 시하므로 SNS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

해 주는 것이 요하다. 한 한국과 달리 국의 제도

 특성으로 인한 자국 주의 SNS이용에 따른 정보제

약과 표 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사회  유 감의 향

요인이 상 으로 낮은 을 고려한 단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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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중 경로분석 결과

략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SNS 환경 내에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가별 차이에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  한계로 인하여 한국과 국

의 은층 SNS 이용자에 한 1회의 조사결과를 토

로 한 횡단  연구라는 한계 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SNS를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지 않고 체 

SNS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악하

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의 스마트폰 보

률, SNS 련 정보의 제약  표 의 자유에 한 제

제가 완화되는 시  등을 고려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

다. 한 SNS를 PC와 모바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

을 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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