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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혁신적인 정보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수용되고 있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수용되었다가 이용이 중
단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일시적으로 수용한 중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 
후 이용중단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사용자의 심리요인 중 복잡성과 보안성은 인지된 위
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함, 혁신성과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위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위험은 이용중단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잡성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의 복잡성을 좀 더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중단, 인지된 위험, 복잡성, 중국

Abstract   While innovative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been adopted quickly into our daily life, we often 
experience the discontinuance after being temporarily adopte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discontinuance on Microblog to Chinese users who already temporarily adopted it.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complexity and security show up their influences into all perceived risks, and inconvenience innovation 
and subjective norm just effect social risks. And perceived risk shows influences in every reasons for 
discontinuance, especially lots influences come from complexity. So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needed that 
the complexity of Microblog should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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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는 세계 온라인 인구의 82%가 사용할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활동[5]이라는 사실이 보고될 정도로 소통

도구에 있어 하나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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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매료되어 언론에서는 이들의 이 에 해 서특필 

하는가 하면 이들의 규모  성장에 한 보고서가 많이 

출간되기도 하 다[5,14]. 이처럼 언론  학계 발표를 통

한 SNS의 열풍 보고는 미사용자  소극  사용자에게

는 시 에 뒤떨어지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서 

SNS 이용을 더욱 확 시키는 역할도 하 다.

소통방법에 있어 시  요구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았던 SNS가 최근 반 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징후는 언론  보고서를 

통해 다양하게 언 되고 있다. 를 들어. 2011년 가트

는 조사 결과를 토 로 응답자의 24%가 최  사용 당시 

보다 SNS를 덜 활용하고 있으며. 얼리어답터의 31%가 

SNS 이용에 싫증을 느끼고 있는 등의 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 다. 그리고 2013년 퓨 리서치 조사에서

도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 단자 3%만 이번 연도에 많

이 활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27%는 이용시간을 이겠다

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매체인 

머니투데이는 2012년 6월 15일자 기사에서 랭키닷컴을 

인용하며 국내 트 터와 페이스북의 일평균 방문자수가 

2011년 12월 정 을 기록한 후 트 터는 하락세를 그리

고, 페이스북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 다. 한 

그해 8월 18일에는 뉴스토마토가 국내 최  사회 계망 

서비스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 이용률이 최근 들어 뚜렷

하게 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 으며,  10월19일자 세

계일보에서도‘“안 하는게 속편해” … SNS와 헤어지는 사

람들’ 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올리기도 하 다. 이는 이

에 볼 수 없었던 SNS의 장 들이 가져온 인간 소통의 

신이라는 경이로움에 덮여져 있던 단 들을 인식하게 되

면서 나타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 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람

들이 SNS 이용을 단하는 이유와 련한 연구일 것이

다. 왜냐하면 단이유를 밝힘으로써 해당 미디어의문제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

지 등을 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디어의 사용, 정책 

등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미디어에 이를 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한 단계 앞으로 발 하기 해서는 

기존 미디어의 성찰이 필수 이다. SNS에 한 높은 인

기와 왕성한 활동에 한 언 이 주로 많이 이루어진 반

면 그에 따른 문제 에 해서는 매우 작게 언 이 되고 

있다는 주장[8]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기존에 보여 왔던 SNS에 한 폭  

지지보다는 부정  요인에도 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려 

표명과 함께 학계에서도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

작하 다[20].  가 왜 SNS를 이용하는가도 요한 질

문이지만,  왜 SNS 이용을 단하는가? 한 요한 질

문으로 이에 을 맞추어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신제품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술의 

발  속도를 소비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항심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최근 국

에서도 소비자들의 항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신 항에 련된 연구는 국에서 최근 주목받는 분야이

지만 기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야 이에 

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 항에 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26,30,34], 국에서는 소수의 학자들

이 련 연구를 진행하 다[4,21,27]. 그리하여 신 항

에 련 연구가 필요하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이크로 블로그의 정의 

마이크로 블로그는 한두 문장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blog)의 한 

종류로, 미니블로그(miniblog)라고도 불린다. 웹상에서 

지인(知人)과의 인간 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일종이다. 

짧은 텍스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특성을 지니며, 

사진이나 동 상 등을 올릴 수도 있다. 마치 블로그와 메

신 (messenger;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

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 트웨어)를 결합한 것과 같은 

형태로, 이용자들은 채 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취미와 활

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인  네트워크 형성을 온라

인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기존부터 존재해 오던 

사회  계를 인터넷 공간에 구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을 월한 보다 활발한 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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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 로필’과 ‘친구목록’ 그리고 ‘코멘트’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일 인 의미

의 로필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직업과 신체사항, 학

력, 경력 등과 같은 개인 인 정보가 담긴 일종의 홈페이

지 형태를 말하는데, SNS상에서의 로필은 이와 더불

어 자신과 계를 형성한 친구들로부터 받은 코멘트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따라서 SNS를 방문한 사람

들은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친구에서 친구로 이동할 

수 있고 로필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과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29].

2006년에는 트 터라는 새로운 SNS가 등장하 다. 

블그로와 같이 자신의 일상이나 유용한 정보 등을 올릴 

수 있다는 에서는 유사하나 140자 이내의 짧은 로 소

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Micro Blog' 라는 이름으로 불

리게 되었다. 재, 블로그에서의 지속 인 리와 포스

에 부담을 느끼던 향유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 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단문을 통해 해당 블로그에 심

이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의 블로그가 포스 을 하려는 컨텐츠 하

나하나에 해 많은 의미와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마이크로 블로그는 그러한 의미와 권한을 최소화한 것이

라 보면 된다. 짧은 한 두  정도의 단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틈새

를 공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인 부분에서

는 기존 블로그를 웹 차원으로 확장한서비스인 동시에, 

무거운 부분을 과감히 인 축소형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다.

웨이보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국에서의 약자로서 웨

이보 이용자는 홈페이지 WAP, 핸드폰 메시지, 핸드폰 

클라이언트 등 방식으로 자기 운 하는 Sina웨이보를 업

데이트 할 수 있으며 140자 내의 단문으로 메시지를 수시

로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웹2.0시  새로 나타난 하나의 

표 형식이며 차 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

의 요한 인터넷 툴로 되었다.

2.2 중국 마이크로 블로그의 현황 

재 국의 마이크로 블로그 산업 시장은 트 터 같

은 단독 서비스는 많지 않고 부분 포털이나 언론사의 

산하 서비스로 운 되고 있다. 에서 잠깐 언 한 인민

일보에서 운 하는 ‘인민웨이보’ 마이크로 블로그 카테고

리 1  사이트 ‘Sina 웨이보’, 큐큐닷컴에서 운 하는 ‘타

오타오)’등 상  사이트 모두는 종합 포털이나 언론사에

서 운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정보의 확산속도가 빠

르고 범 한 마이크로 블로그 시장에 정부와의 계가 

없는 신생업체나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

증한다고 볼 수 있다. 국 네티즌의 마이크로 블로그에 

한 이용수요는 증하고 있으나 국의 특수한 인터넷 

상황으로 인해 트 터와 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양방향 커뮤니 이션을 실 시켰

다면 트 터로 변되는 마이크로 블로그는 사람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실시간 커뮤니 이션을 실 시

키고 있다. 국에서 마이크로 블로그가 진정한 실시간 

커뮤니 이션의 도구로 이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네티즌의 요구에서 나오는 흐름

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3 중국의 마이크로 블로그 선행연구

문헌연구에서는 2012년 12월 말까지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of China(CNKI)를 통해 문헌을 수집, 검

색하 다. 그러나 Sina 유명한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에 

해 직 으로 연구한 문헌은 없었다.  유명인 마이크

로 블로그에 련된 문헌 에서 표 인 논문은 다음

과 같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뉴미디어의 기 을 어떻게 세우느

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뉴미디어의 분

류에 따라서 그것의 형성과 성장의 과정을 분석하고 

한 국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뉴

미디어가 빠르게 발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뉴미디어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더 편리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3]. 

국 시나 웨이보(Sina weibo)이용자의 엔터테인먼트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38]. 한  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동기에 한 비교 연구에

서는 국인의 주요 이용 동기로 의사소통과 오락 주요 

이용 동기가 부각되었다[35]. 

이용과 충족이론을 용하여 마이크로 블로그와 SNS

의 차이 에 해 연구했다. 경(충칭시)에 치한 7개 

학교의 학생을 상으로 마이크로 블로그와 SNS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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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황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 블로그는 정보를 

하는 데, SNS는 친구를 사귀는 데 목 이 있음을 분석했

다[43]. 정성, 정량분석 이론을 통하여 Sina 마이크로 블

로그가 네이  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성과 

단 을 분석하 다. 국 마이크로 블로그는 민족  특

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발  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국  특성을 가

진 개성화의 발 방향을 찾아간다고 주장하 다[24].

 사건 에 마이크로 블로그 와 지역을 재건

하는 공공 역의 사례를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마이크

로 블로그를 통해서 사건을 보도한다는 사실과 더불

어 지역주민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황, follower수를 

조사했다. 사건 발생 후의 마이크로 블로그  메

커니즘을 분석하고, 공공 역 구조의 계를 분석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지역주민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지만 상 으로 학력이 낮은 이용자들의 특성

으로 인해 깊이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

다[28] 핵심 연구 주제가 어떻게 하면 통 매체와 마이

크로 블로그가 상생 발 할 수 있는 가를 모색하는 것이

었다[37].

Sina마이크로 블로그를 심으로 이를 사용하는 통

매체의 규모, 매체 유형,  확 범   인기 네 측면

으로 분석하 다. 한 통매체가 Sina마이크로 블로그

를 사용하는 황과 특성을 분석하 다. Gene Smith의 '

벌집 모형이론'을 이용하여 신분, 참석, 공유, 계와 교

류를 분석하 다[25].

재 기업의 마이크로 블로그 마  상을 분석하

며 문제 과 책을 제시했다. 즉, 기업의 마이크로 블로

그 마  체계를 설명하면서 마이크로 블로그의 발  

방향과 주요 유형에 한 개 인 소개를 했다[37].

앞에서와 같이 국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마이크로블

로그의 이용에 한 내용이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이

제 국에서도 이용 단에 한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모

형을 제시하 다.

2.3 인지된 위험 선행연구

험은 우연히 는 험한 순간에 다치거나 손실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 혹은 어떤 가치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쇼핑에 있어서 험

지각은 구매결과에 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기 가치

의 손실을 주 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16,32]. 

인지된 험(perceived risk)의 개념은 처음에 소비자 

행동분석에 도입되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결과에 

해 확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치 못한 결과 

에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험을 내포한다고 

하 다[31]. 이때, 인지된 험은 객 이거나 확률 인 

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실 으로 험이 존재한다

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주 으로 지각하는 험에 

해서만 반응한다고 하 다.

쇼핑 험에서 험 인지는 이를 소비자 행동맥락에 

최 로 도입시킨 Bauer(1960)의 연구이래, Jacoby & 

Kaplan(1972)의 확장연구를 기 으로 경제, 심리, 의사결

정, 보험, 경 ,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6]. 소비자는 쇼핑 시, 정보탐색, 

랜드, 과거 구매경험과 지식, 주변의 범 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험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15][40]. 

쇼핑활동을 해하는 험요인은 크게 내재  험

(inherent risk)과 조작된 험(handled risk)으로 구분되

어 사용되고 있다. 내재  험은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

는 본질 인 고유한 험으로 정의할 수 있고, 조작된 

험은 제품 자체의 본질 인 것 외의 구매 상황, 랜드 

선택, 매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18][14]. 객의 

험인지를 기능  험(functional risk), 물리  험

(physical risk), 재정  험 (financial risk), 사회  험

(social risk), 심리  험(psychological risk) 으로 명명

하여 제시하 고[22], 험인지와 즐거운 여행과의 계 

분석 연구에서 객의 험인지를 장비 험

(equipment risk), 재정  험, 물리  험, 심리  

험, 만족의 험(satisfaction risk), 사회  험, 시간  

험(time risk) 등의 7가지로 분류하 다[42]. 

이와 같은 기존 문헌들의 험분류 에 따라,  SNS

에서 오는 험을 정리하면 사회  험은 주변 사람들

이 SNS을 잘못 선택했다는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어 남

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고, 심리  험은 SNS

에 해 이용자가 실망스럽게 느끼며 이용를 후회할 가

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인지된 험은 이용단

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작용을 할 것으로 단하여 인

지된 험에서 심리  험과 사회  험이 이용 단과

의 향 계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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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혁신저항 선행연구

개 확산이론은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 수용을 설명

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자주 용되었고, 개 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채택되고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되어 왔다[3]. 그러나 개 확산에 한 부분

의 문헌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인다는 

편견을 수용하여, 모든 개 이 항상 정 이고, 모든 사

람들에 의해 채택되어야 함을 기본 가정으로 보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10,33,36]. 이에 외 없이 개 이 존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 향상시킨다는 것을 제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 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한

다는 비 을 받아 왔다[39].

일반 으로 신 항은 일반 으로 재의 상태를 변

화시키려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소비자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서[12], 소비자가 신이라는 변화에 

직면하여 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설명된다

[33]. 즉, 처음으로 신 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세스

(1981)는 ‘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정의하 고, 

로 스(2002)는 신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소비

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환

할 수도 있지만 반 로 새로움에 한 두려움이나 불

확실성,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신을 항할 수도 있다

고 하 다. 결국, 신 항은 소비자가 어떤 변화에 직면

했을 때, 불확실성이나 의구심 등과 같은 부정  느낌으

로 인해 그 변화를 채택 는 수용하기보다는 그 변화로 

인한 진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신에 한 항은 

신의 채택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소비자의 정상 인 심

리  반응으로서[33], 새로운 변화로 인해 형성된 심리  

차원의 불안에 해 자기방어기제 차원에서 항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 항은 신을 받아들이는 과정, 즉 신

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  견

해나 태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신 항은 수용의 

반  개념이 아닌 별개의 태도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신 항을 변화에 한 소비자의 부정  태도로 바라본다

[10,12]. 다시 말해서, 신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변

화에 한 수용의 압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필연 으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용자들에게는 신채택에 

한 심리  압박과 그로 인한 부정  반응을 유도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에 한 부정  태도를 형

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 항이 어느 정도 해소

될 때까지는 신의 채택을 보류하고 신 항이 높은 

수용자일수록 새로운 서비스에 한 채택시기도 늦어지

게 된다. 따라서 신 항은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심리  반응  하나이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  확산되기 해서는 반드시 거

쳐야 할 과정으로 본다. 

이용 단(Discontinuance)이란 신에 한 일시  수

용이후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는(거 하려는)의사결정으

로 정의할 수 있는데[10,11], Rogers가 말한 이용 단은 

수용과는 다른 개념이며, 수용 후 단계와 수용단계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수용 후 행

동은 마 에서의 구매 후 행동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기 -불일치 이론이 구매 후 행동을 설명하는 가

장 주된(일반 인)이론이다. 기 -불일치 이론에 의거하

면 고객의 이 의 기 와 구매이후 고객의 지각된 성과 

차이가 만족 는 불만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기 에 지각된 성과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만족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불만족은 일시  

수용이후 해당 정보기술을 계속 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결정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곧 불만족은 

이용 단 행동의 요한 선행 변수가 되는 것이다. 불만

족이 정보기술의 수용 후 이용 단에 요요인이 된다는 

은 기존 마  이론에서의 불만족이 불량행동, 불평

행동, 계 단 등과 같은 행 의 향요인이라는 기존

의 연구 결과를 기 로 도출해 볼 수도 있다. 정보기술 

신의 이용 단에 있어, 이러한 심리  험과 사회  

험은 이용 단 의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모형

을 제시하 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SNS 사용자의 이용 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SNS와 신 항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다. 본 연구와 합한 독립변수를 불편함, 불확실

성, 보안성, 주  규범, 시간부족 지각, 신성  복잡

성을 사회  험과 심리  험의 향요인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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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사회  험과 심리  험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이러한 지각된 험은 사용자 이용 단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이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가설 1: 불편함은 사회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불편함은 심리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불확실성은 사회  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불확실성은 심리  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보안성은 사회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6: 보안성은 심리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7: 주  규범은 사회  험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주  규범은 심리  험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시간부족 지각은 사회  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시간부족 지각은 심리  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성은 사회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신성은 심리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3: 복잡성은 사회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4: 복잡성은 심리  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5: 사회  험은 사용자 이용 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심리  험은 사용자 이용 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작적 정의

앞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방법을 채택하 다. 본 연구모형의 변수들로는 불

편함, 불확실성, 보안성, 주  규범, 시간부족지각, 신

성, 복잡성, 심리  험, 사회  험, 이용 단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은 Likert의 5  척

도로 측정되었다(1=매우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에 기 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 다. 

불편함은 신 인 정보기술의 이용 시의 불편함을 

의미하고[41], 불확실성은 개인이 불확실하거나 정형화

되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을 회피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3]. 

보안성은 사용자가 느끼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

서 느끼는 정도[34]이고, 주  규범은 가까운 사람들

( 거집단)은 자신이 SNS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이라고 인식하는 정도[19], 시간부족지각은 자신이 바쁘

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2]를 의미한다.

신성은 신경험에 한 근성이 좋을수록 수용이 

빨라짐[10]을, 복잡성은 SNS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어

느 정도 어려운가[11]를, 심리  험은 SNS에 해 이

용자가 실망스럽게 느끼며 이용을 후회할 가능성[17]이

고, 사회  험은 SNS를 잘못 사용한 경우 자신에 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정 인 평가를 인식함으로

써 느끼는 험[1], 이용 단은 SNS를 일시  수용 이후 

이용을 단하거나 계속 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의도

[7]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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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 국내의 학생과 지인들을 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국 설문조사 사이트

http://www.sojump.com/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반 학생들과 지인들이 사이트에 속하여 설문지를 작

성하는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을 통해 총 236부를 회수하

여 무효 자료를 제외하고 21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해 SPSS 19.0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4.1 신뢰성 분석

일반 으로 알 계수가 0.6에서 0.7이상이 되면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이 비교  높다고 단한다. <Table 1>

과 같이 연구결과 모든 항목들이 0.6이상으로 비교  신

뢰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Variable Measurement Cronbach’s α

INC 4 0.627

UNC 4 0.819

SEC 4 0.854

SN 6 0.858

TSP 3 0.795

IN 5 0.843

CO 3 0.853

PR 5 0.959

SR 3 0.863

D 7 0.902

INC: Inconvenience, UNC: Uncertainty, SEC: Security, SN: 

Subjective Norm, TSP: Time Shortage Perception, IN: 

Innovation, CO: Complexity, PR: Psychological Risk, SR: 

Social Risks, D: Discontinuance

<Table 1> Variables’ Measurement and Reliability
Analysis

4.2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과 회  

방법으로 배리맥스를 선택하여 요인 재량이 모두 0.4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 고 요인분석결과는 모든 항목에 

한 요인 재량은 0.4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2>와 같이 측정도구의 타당성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Component

SN IN UNC SEC CO TSP INC

SN3 .772 .255 -.023 .154 .052 .000 .037

SN1 .754 -.067 .168 .068 -.125 .026 -.022

SN4 .738 .350 -.006 -.090 .179 -.066 -.052

SN2 .712 .146 .127 -.048 -.134 .135 .078

SN5 .689 .411 .001 -.175 .128 .033 .076

SN6 .660 .304 -.101 .017 .135 -.101 .009

IN3 .169 .861 .006 -.058 .022 -.022 .008

IN4 .271 .782 -.068 -.023 .088 -.035 -.025

IN1 .169 .753 -.011 -.046 .050 -.018 -.018

IN2 .136 .640 .073 .155 -.156 .089 -.019

IN5 .416 .630 -.089 -.001 .019 .025 -.012

UNC3 .086 -.039 .825 .200 -.021 .086 .101

UNC2 -.061 .009 .806 .200 .050 -.033 .110

UNC4 .005 .020 .727 .193 .153 .214 .009

UNC1 .121 -.069 .706 .143 .066 .001 .134

SEC2 -.029 .085 .259 .800 .182 .101 .220

SEC4 .038 -.113 .203 .777 -.008 .203 .059

SEC3 .021 .030 .177 .758 .137 .050 .338

SEC1 -.042 .006 .293 .691 .238 .122 .067

CO2 .045 .020 .058 .103 .900 .056 .116

CO1 .097 -.024 .020 .119 .868 -.023 .097

CO3 -.050 .024 .154 .160 .757 .095 .113

TSP1 .083 -.034 .009 .171 .120 .823 .007

TSP2 -.016 .046 .084 .062 .066 .817 .142

TSP3 -.026 .015 .108 .122 -.062 .816 .090

INC4 -.028 -.001 .056 .064 .158 .165 .768

INC3 -.046 .174 .232 .127 .101 .022 .661

INC1 .067 -.117 .001 .224 .006 .077 .631

INC2 .222 -.364 .198 .141 .163 -.039 .478

Abstraction Method of Factors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 Varimax

<Table 2> Factor Analysis

4.3 상관관계 분석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간의 

상호 선형 계를 갖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한 련성을 갖고 변

화하는가를 알아보기 해 사용된다. 앞서 제시한 가설

을 검증하기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에  변수의 기

술통계와 변수간의 련성 정도를 악하기 해 피어슨

(Pea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3>은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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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NC UNC SEC SN TSP IN CO PR SR D

INC 1

UNC .340** 1

SEC
.455*
*

.514*
* 1

SN .065 .064 .013 1

TSP .220** .204** .315** .022 1

IN -.076 -.034 -.015 .554** .020 1

CO .307** .204** .330** .094 .125 .036 1

PR .381** .320** .507** .105 .120 .107 .614** 1

SR .344** .307** .534** -.091 .130 -.014 .605** .682** 1

D .353** .251** .403** .022 .068 .120 .581** .772** .617** 1

*: P<0.05, **: P<0.01
INC: Inconvenience, UNC: Uncertainy, SEC: Security, SN: Subjective 
Norm, TSP: Time Shortage Perception, IN: Innovation, CO: 
Complexity, PR: Psychological Risk, SR: Social Risks, D: 
Discontinuance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SNS에 한 주  규범와 심리  험(상 계수: 

.105), 복잡성과 심리  험(상 계수: .120), 신성과 

심리  험(상 계수: .107), 주  규범과 사회  험

(상 계수: .022), 시간부족지각과 사회  험(상 계수: 

.068)  신성과 사회  험(상 계수: .120)은 유의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불편함과 심리   

험(상 계수: .381**), 불확실성과 심리  험(상 계

수: .320**), 보안성과 심리  험(상 계수: .507**), 복

잡성과 심리  험(상 계수: .614**), 불편함과 사회  

험(상 계수: .353**), 불확실성과 사회  험(상 계

수: .251**), 보안성과 사회  험(상 계수: .403**)  

복잡성과 사회  험(상 계수: .581**)은 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심리  험과 이용

단이 .682**의 련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험과 

이용 단이 .617**의 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4.4 연구가설의 검증

<Table 4>에서는 각 독립변수와 심리  험간의 회

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Model

Standardi

zed 

Coefficie

nts t
p-

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Depende

nce 

Variable

Independen

ce Variable
Beta

Toleran

ce
VIF

PR

C 　 -.997 .320 　 　

INC .106 1.861 .064 .733 1.365

UNC .053 .920 .359 .715 1.399

SEC .297 4.677 .000 .592 1.688

SN -.016 -.269 .788 .674 1.485

TSP -.069 -1.338 .182 .891 1.122

IN .114 1.924 .056 .676 1.479

CO .479 9.071 .000 .854 1.172

   =0.504
F = 30.248

p = 0.000

INC: Inconvenience, UNC: Uncertainy, SEC: Security, SN: Subjective 

Norm, TSP: Time Shortage Perception, IN: Innovation, CO: 

Complexity, PR: Psychological Risk, C: Constant

<Table 4> Regression Analysis

Model

Standar

dized 

Coefficie

nts t
p-

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Dependen

ce 

Variable

Independen

ce Variable
Beta

Tolera

nce
VIF

sr

C 　 -.035 .972 　 　

INC .151 2.483 .014 .733 1.365

UNC .039 .635 .526 .715 1.399

SEC .189 2.787 .006 .592 1.688

SN -.148 -2.321 .021 .674 1.485

TSP -.094 -1.700 .091 .891 1.122

IN .202 3.186 .002 .676 1.479

CO .482 8.538 .000 .854 1.172

   =0.434
F = 22.773

p = 0.000

INC: Inconvenience, UNC: Uncertainy, SEC: Security, SN: 

Subjective Norm, TSP: Time Shortage Perception, IN: Innovation, CO: 

Complexity,  SR: Social Risks, C: Constant

<Table 5> Regression Analysis

심리  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보

안성과 복잡성이 심리  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은 기각되었다.

<Table 5>에서는 각 독립변수와 사회  험간의 회

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사회  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불

편함, 보안성과 주  규범, 시간부족지각, 신성, 복잡

성이 사회  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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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과 시간부족 지각은 기각되었다.

사용자 이용 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하여 사회  험, 심리  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

용자 이용 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

하 다. <Table 6>은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odel

Standar

dized 

Coeffici

ents t
p-

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Dependence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eta

Tolera

nce
VIF

D

C 　 7.618 .000 　 　

SR .224 2.900 .004 .405 2.471

PR .509 6.594 .000 .405 2.471

   =0.486
F = 100.553

p = 0.000

PR: Psychological Risk, SR: Social Risks, D: Discontinuance, C: 

Constant

<Table 6> Regression Analysis

가설을 검증한 결과 사회  험과 심리  험이 모

두 이용 단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SNS의 일시  수용이후 이를 거 하거나 

이용을 단하는 이용 단행동(Discontinuance)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어, 신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일시  

수용이후 이를 계속 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용을 단하

는 이용 단 행동에 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 SNS에 한 이용자 심리요인은 불편

함, 불확실성, 보안성, 주  규범, 시간부족 지각, 신

성, 복잡성이 각각  사회  험  심리  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인지된 험(사회  험과 

심리  험)이 이용자 이용 단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 다. 한 SNS 사용자의 이용 단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SNS 제공자인 기업들 모

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에 의하여 

총 16가지 가설  가설1, 가설5, 가설6, 가설7, 가설11, 가

설13, 가설14 가설15와 가설16은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SNS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부 심리요인에 

해 여러 SNS에 한 선행연구를 토 로 재 상황에 맞

는 요인들로 불편함, 불확실성, 보안성, 주  규범, 시

간부족 지각, 신성, 복잡성을 두었으며, 그  험으로 

가는 요인으로는 복잡성이 모든 험들에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용자들이 SNS의 서비스를 사

용하면서 겪는 사용상 어려움이나 차가 복잡할수록 지

각된 험은 높아진다. 

특히, SNS 이용 단을 방지하기 해, 서비스를 만들

고 리하는 기업들은 실제 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SNS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더 이

상 이용자들은 일방 인 기업 요구에 부응하지 않게 되

었기 때문이다. 기존과 같이 그들이 만든 방식 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등의 문제 을 계속 허용하지 않

을 것이다. 이는 기존 SNS 이용률이 떨어짐과 함께, 

WeChat과 같이 사용자가 설정한 친구들로만 소통을 가

능하게 한 새로운 SNS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

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SNS 기업들도 이용자들

에게 불편함을  수 있는 요소들에 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문제 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강구와 함

께 이용자 욕구에 맞춰 보다 나은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안성이 심리  험, 사회  험 두 가지에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 많이 두되고 있

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되면서 사

용자들의 우려가 그 로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

히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 할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서 피할 수 없는 불안감들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한 분석에서는 사회  험이나 심리  

험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성은 사회  험에 유

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험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

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면

서도 여 히 사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의 속을 꺼리거

나, 다소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하나는 자신의 개인



중국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중단에 관한 연구:Sina weibo를 중심으로

17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Dec; 12(12): 161-172

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이다. 

실제로 SNS 사용 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도 한다. 사용자들이 SNS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겪는 사

용상 어려움이나 차가 복잡할수록 인지된 험은 높아

질 것이다. 마지막 주  규범은 사회  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들이 

SNS사용에 한 정 인 인식이 많고 강할수록 자신이 

인지된 험이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SNS에

서는 사람들이 SNS에 한 부정 인 인식을 여 주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지된 험이 이용 단으로 가는 분석으로

는 역시 험을 느낌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사용 항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자들

이 밝힌 결과와 일치되며, 오늘날 SNS가 이런 험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최 한 임으로서 지속 인 이용 

이끌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지된 험이 독립변수로 SNS의 특성 등

을 통해 사용의도로 가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인지

된 험을 매개로 하여 여러 SNS 특성  이용자 거부 

심리를 독립변수로 놓고 이에 사용의도가 아닌 타 SNS

서비스보다 더 좋은 환경과 편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단이 생기는 이유에 해 밝히고자 했다는 에서 

학술 인 의미가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변수들과 험 

간의 계를 고려하여 이용 단을 일 수 있는 련 연

구들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모집단의 표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

다. 본 연구의 응답자 부분은 회사원과 자 업자며 연

령이 30세 이하(90.7%)로 집 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

인 표본선정의 문제로 인해 본 연구의 모형을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모집단을 잘 표할 수 있는 

표본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다른 연구 변수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표 인 SNS로 Sina 웨이보만을 살펴봤지만, 

이외에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 SNS, 모바일 메신  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최근 

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WeChat과 같은 모바일 메신

는 SNS와는  다른 이용 단 원인이 발견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새롭게 소개되는 다양한 SNS의 특징을 

반 한 이용과 단 원인 분석은 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SNS

를 사용 단한 사람들로부터 함께 설문지를 받았다. 향

후 연구는 SNS 사용자와 사용을 단하는 사람을 구분

하여 분석하고 진행하면 선정하여 도출된 결과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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