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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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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사회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면 인 패

러다임의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권순재, 

2012). Web 2.0 은 우리의 생활에 진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O'Reilly, 2005), 웹 블로그

(web-blog)가 그 심에 자리 잡고 있다

(Rettberg, 2008). 웹 블로그는 ‘웹(web)’과 일

지를 뜻하는 ‘로그(log)’가 합쳐진 조어로, 사용

자가 자신이 심 있는 주제에 한 정보를 스

크랩하고 의견을 부가함으로써 일종의 미디어 

기능을 가진다(김효정 등, 2011). 최근에는 다

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교환이 가능한 마이크

로블로그(microblog) 쪽으로 심이 서서히 이

동하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그와 같은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는 

과거에 비해 더욱 편리하게 서로의 정보를 공

유하게 하고 인맥 리를 쉽고 빠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김종기 등, 2012). ‘마이크로블

로그'는 멀티미디어 블로그의 한 형태로 보통 

140자 내외의 짧은  는 사진이나 오디오 클

립 같은 작은 미디어(micromedia)를 올리고 배

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미니 블로그‘ 

혹은 ’한  블로그‘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이크로블로그  한국형 트 터(twitter)라 

불리는 미투데이(me2day)는 2009년 1월 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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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수된 이후 폭발 인 성장을 하며, 국내 가

입자 수는 1300만 명(2014년 1월 기 )을 기록

했다. 기에 미투데이는 2009년 7월 방문자 수

가 페이스북을 앞지를 만큼 선 하기도 하 지

만, 재 미투데이 이용자 수는 지속 으로 감

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꾸 히 증

가하고 있다.  

결국 기 사용자 확보 여부와 무 하게 지

속 인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서비스는 살아

남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다음커뮤니 이션

의 ‘요즘’은 2013년 8월에 서비스를 종료하

고, SK커뮤니 이션즈의 ‘C로그’, KTHG ‘아

임인’등의 토종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들이 연

달아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성공요

인은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 인 

사용이 필수 이다. 이 게 이용자의 지속 인 

사용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보기술

의 수용(adoption)과 확산(diffusion)에 한 연

구들은 부분 자신의 행 에 향을 주는 요

인들(즉,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태도, 

주  규범 등)에 의한 개인의 사용의도

(individual usage intention)나 기 수용(initial 

adoption)에만 을 맞춰왔으며 그 상도 

SNS가 아닌 일반 인 웹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Venkatesh et al., 2003; Ridings and 

Gefen, 2004). 특히, SNS  마이크로블로그의 

경제 , 사회  가치가 나날이 커져가고, 사용

자가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반해 사용자의 

에서 이용의도에 한 실증 분석은 다소 

미미한 실정이다(Gunther et al., 2009; 신호경 

등, 2009; 희성⋅최민수, 2009; 심홍진⋅황유

선, 2010).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커뮤니 이션 서비스

로 인식되고 있는 SNS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를 상으로 하여 사회  향 

에서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를 심으로, 

이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향이론(social influence 

theory, Kelman, 1958)을 확장하여 개인의 행

에 향을  수 있는 인  네트워크 노출

(personal network exposure, Valente, 1995)을 

도입함으로써, 사회  향과 서비스 사용 후 

생기는 사회  존감(social presence)의 계

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기술  속성과 개인에만 을 

둔 연구들에서 발 하여 사회  향과 지속  

사용의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공헌이 기 된다. 실무 인 에서, 마이

크로블로그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본 연구를 통

해 더 많은 이용자들의 지속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 연구

2.1 지속사용의도 

정보시스템의 수용에 한 연구는 아주 다양

한 환경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

지만, 상 으로 수용 이후에 사용자의 지속  

사용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선로․정연오, 2008). 

개인  수 에서 정보시스템의 자발  수용 

 이용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속 인 사용

을 수용의 연장으로 보고(Davis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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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형(TAM)에서 일반 으로 이용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같은 

수용 이 의 변수들을 통하여 사용자의 수용 

이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 다(Liao et al., 

2009). 더욱이 기존 연구에는 수용 이 의 변수

들이 사용자의 직 인 경험을 통하여 시스템 

수용 이후에 사용자의 신념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Karahanna and Straub, 1999).

이에 따라 Bhattacherjee(2001)는 지속사용의

도를 제시하 다. 지속사용의도(continuous use 

intention)란 사용자가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의 강도를 의미 한

다(Bhattacherjee, 2001). Bhattacherjee (2001)

는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과 Oliver(1980)

의 기 불일치이론을 근거로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이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수 있다는 기  충족모델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을 제시하

다. 그러나 지속사용의도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국한 시켰다는 에서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사

회  향이 요한 역할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에 련된 연구들에서는 사회  향을 요하

게 볼 필요가 있다.

2.2 사회영향이론

Davis et al.(1989)은 IT수용과 사용행 에 

있어서 사회  향(social influences)의 역할

을 강조했으며, 이론  기 로 Kelman(1958)의 

사회 향이론(social influence theory)을 고려

할 것을 제의했다(Shen et al., 2011).

Kelman(1958)의 사회 향이론은 사회  

향이 인간의 태도나 행 의 변화를 결정하며, 사

회  향은 세 가지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 다. 수(compliance), 내재화(internalization), 

식별(identification)이 그것이다.

수는 특정 행 에 해 보상을 받거나 

는 징벌을 피하기 해서 사회  향을 수용

할 때 발생한다(Kelman, 1958). 자발 인 참여, 

익명성, 손쉬운 탈퇴를 제로 한 마이크로블로

그에서는 타인의 기 (expectation)에 부응하는 

행 를 제로 한 수는 본 연구와는 연 성

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Bagozzi and 

Dholakia, 2002; McMillan and Chavis, 1986; 

Postmes et al., 2000; Wellman, 1999). 더욱이 

Cheung and Lee(2009)는 수가 기사용의도

(initial intention)에는 향을 미치지만 반면에 

지속 인 사용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실증하 다. 이는 수와 지속 사용의도간의 

계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사용의도가 아닌 지속 인 사용의도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  향 요인 

에 수를 제외하 다.

내재화는 개인이 그룹의 목표(goal)나 가치

(value)를 자신의 주 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

게 되면서 발생한다. 구성원들의 공유된 목표와 

기 치에 한 공유된 동의를 의미하는 그룹 

규범(group norm)은 내재화의 주요 요소로 여

겨지고 있다(Bagozzi and Dholakia, 2002). 그

룹 규범은 그룹이 공유하거나 추구하는 가치 

혹은 기   목표를 말한다. 그룹 내 멤버들의 

내재화를 통해 그룹 멤버들의 행동방식에 한 

통제 기 을 형성하게 된다. 그룹 멤버들은 그

룹의 존속  발 을 해, 그룹의 규범을 수

하고 강화하는 행 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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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Grube et al., 1986; Terry and Hogg, 

1996; White et al.,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룹 규범을 그룹에 속한 그룹 멤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  향의 한 요인으로 

보았다.

식별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특정 타인의 

향을 받아 그 타인과의 원활한 계를 유지

하기 해 변화 할 때 발생한다. 타인, 즉 다른 

그룹 멤버의 향을 받아 그 그룹 멤버와의 원

활한 계 유지를 해 개인은 행 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  향

의 과정을 통해 개인은 그룹 안에서의 정체성

인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형성하게 된

다(Bagozzi and Dholakia, 2006a; Song and 

Kim, 2006).

Taifel(1978)은 사회 정체성을 그룹 일원으로

써 가지는 가치와 감정 인 상태를 반 한 자

아 이미지의 일부라고 하 다. 다시 말해, 사회 

정체성이란 사회 그룹의 일원으로 인지되는 것

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자기개념(self-concept)

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 정체성은 정서  사회 정체성(affective 

social identity), 인지  사회 정체성(cognitive 

social identity), 평가  사회 정체성(evaluative 

social identity)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Dholakia et al., 2004; Cheung and Lee, 

2009). 정서  사회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그룹

에 감정 으로 연 성을 느끼면서 가지게 되는 

그룹에 한 헌신 혹은 애착으로 생기는 사회 

정체성을 의미하며, 인지  사회 정체성은 자신

을 그룹의 멤버로 범주화하기 해 다른 그룹 

멤버와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타 그룹 멤버와의 

차이 을 인지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사회 정체

성, 평가  사회 정체성은 그룹의 일원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 정체성을 

의미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평 을 유지하고 향상시키

기 해서 노력하며, 사회 정체성이 높을수록 

그룹에 속하려는 노력이 증가한다(Tajfel,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체성을 세분

화 하여, 정서  사회 정체성, 인지  사회 정체

성, 평가  사회 정체성이 사회  향의 요소

로써 지속  사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를 알아보려 한다.

2.3 인적 네트워크 노출과 사회적 현존감

개인의 그룹에 속하고 그룹과 동화되려는 경

향은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 Valente(1995)는 인  

네트워크(personal network) 안에서 새로운 기

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즉, 

인  네트워크 노출이 증가할수록 본인도 같은 

행 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자신

의 인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술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

다(Li et al., 2005; Lou et al., 2000). 이러한 인

 네트워크 노출은 지속사용의도를 결정하는 

사회  향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우리는 실세계에서의 경험과 매개체

를 통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구분하여 존감

(presence)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매

개체를 통한 사회  상호작용 행 에 향을 

미친다. 사회  존감은 기존의 직 인 상호

작용이 아닌 매개체를 통한 상호작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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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출처

정서  사회 정체성

자신이 속한 그룹에 감정 으로 연 성을 느

끼면서 가지게 되는 그룹에 한 헌신 혹은 

애착으로 생기는 사회 정체성

Ellemers et al.(1999)

인지  사회 정체성

다른 그룹 멤버와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타 

그룹 멤버와의 차이 을 인지함으로써 생기

게 되는 사회 정체성

Ellemers et al.(1999)

평가  사회 정체성
그룹의 일원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 정체성
Ellemers et al.(1999)

그룹 규범
그룹이 공유하거나 추구하는 가치 혹은 기  

 목표
Cheung and Lee(2010)

인  네트워크 노출 
인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

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Valente(1995)

사회  존감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매개로 타인과 상

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 방과 함께 

있다는 느낌

Cyr et al.(2007)

지속사용의도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

려는 의도
Bhattacherjee(2001)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타인에 한 지각  타인과의 연결성을 이해

하는데 필수 인 개념이다(황하성, 2007; 

Biocca et al., 2003; Lombard and Ditton., 

1997). 하지만, 사회  존감은 다양한 정의들

이 사용되고 있다(황하성, 2007). 본 연구에서

는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기반으로, 

사회  존감을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매

개로 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

는 상 방과 함께 있다는 느낌(a sense of being 

together)으로 정의 하 다.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는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가설

3.1.1 사회 정체성

사회 정체성은 그룹 일원으로써 가지는 가치

와 감정 인 상태를 반 한 자아 이미지이다

(Tajfel, 1978). 사회 정체성은 술한 바와 같

이, 타인과의 계를 유지하기 해 사회  

향을 수용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 정

체성은 그룹 안에서 타인과의 원활한 계를 

유지하고, 그룹에 한 소속감을 증 하기 한 

요한 역할을 하며, 그룹 안에서의 개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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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Bagozzi 

et al., 2002). 다시 말해서, 높은 사회 정체성은 

타인과의 원활한 계  그룹에 한 소속감

을 유지하기 해 마이크로블로그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 의지를 강화 시킬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사회 정체성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사회 정체

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Cheung and lee, 2009).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지속 으로 사용

할수록) 타인에 한 지각, 동질감, 친 감이 많

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사회  존감을 더 높

게 지각 하도록 할 것이다.

[가설 2] 사회 정체성은 사회  존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2 그룹 규범

그룹 구성원들의 가치(value)와 목표(goal)인 

그룹 규범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내재화는 사회

 향의 요한 과정  하나이다(Kelman, 

1958). 그룹 규범이 강할수록 사회  향의 내

재화가 강해지고 소셜 그룹(social group)에 참

여하려는 의도 한 강해지게 된다(Bagozzi 

and Dholakia, 2002). 강한 그룹 참여 의도는 결

국 그룹 구성원들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게 된다.

[가설 3] 그룹 규범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3.1.3 인  네트워크 노출

그룹 안에서의 개인은 다른 그룹 멤버와의 

동질성을 강화하여 그룹에 한 소속감을 높이

려는 경향이 있다(Tajfel, 1982). 인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많

이 사용할수록, 인  네트워크에 한 소속감을 

증 시키기 해 개인은 특정 기술 혹은 서비

스를 사용하려 하게 된다(Valente, 1995). 결국, 

주변에 같은 기술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

람들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동질성, 혹

은 소속감을 얻기 해 그 기술 혹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고 하게 된다.

[가설 4] 인  네트워크 노출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4 사회  존감

사회  존감은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

라 자우편/음성우편, 자상거래사이트, 온라

인 게시 , 블로그 등 다양한 미디어의 수용  

이용의 주요 동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

다(Cyr et al., 2007; Hassanein and Head, 

2007; 문 주․이종호, 2006; Karahana and 

Limayem, 2000). 사용자들은 가장 높은 사회  

존감을 가진 미디어를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Flanagin and Metzger, 2001). 결국 특정 마이

크로블로그의 사회  존감이 높을수록 사용

자의 지속  이용의도는 높아지게 된다. 서비스

나 기술을 이용하기 이 의 사용의도를 의미하

는 기 이용의도와는 다르게 사회  존감은 

특정 미디어를 사용한 후 지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용의 선행이 필수 이다. 결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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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존감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지속 으

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  존감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

스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2 연구 방법 및 구성

3.2.1 자료수집  조사 상

국내에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는 크게 트

터와 미투데이로 표된다. 트 터는 해외 사

정에 잘 맞춰진 외국 서비스인 반면, 미투데이

는 한국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이에 미투데이와 

트 터는 서비스 구성이나 이용 측면에서 하나

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 사용자의 지

속사용의도  사회  향의 계를 살펴보기

에 한국형 마이크로블로그인 미투데이가 더 

합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제 미투데이 서비스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34명을 상으로 사 조사(pretest)를 실

시하 으며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된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최종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락응답과 복응답

을 차단할 수 있는 구  문서도구(google docs)

를 이용해 설문을 작성한 후, 미투데이에 설문 

URL을 올려 자유로운 응답을 유도하 다. 본 

설문조사는 2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318부 다. 이  불성실한 응답 

46부를 제외한 272부(85.5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2>

와 같다. 성별의 분포는 여성이 48.2%, 남성이 

51.8%로 고른 성별 분포를 보여 주었다. 연령

별 분포는 20 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30

 27.2%, 10  19.9%, 40  1.1%의 순으로 집

계되었다. 미투데이 이용시간은 1주일에 5시간 

이용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마이크

로블로그 서비스인 트 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44.1% 이었다.

3.2.2 설문 구성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사회  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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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41 51.8

여성 131 48.2

나이

10 54 19.9

20 141 51.8

30 74 27.2

40 3 1.1

학력

졸(재학) 10 3.7

졸(재학) 19 7.0

고졸(재학) 39 14.3

졸(재학) 169 62.1

학원졸(재학) 
이상

35 12.9

직업

공무원 9 3.3

자 업 12 4.4

문/교육직 29 10.7

주부 7 2.6

학생 134 49.3

회사원 81 29.8

미투데이 
이용시간

1주일에 2시간 

미만
98 36.0

1주일에 5시간 

미만
68 25.0

1주일에 5시간 

이상
106 39.0

트 터 사
용여부

사용함 120 44.1

사용안함 152 55.9

<표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인으로 세 가지 사회 정체성(정서 , 인지 , 평

가 ), 그룹 규범, 인  네트워크 노출, 사회  

존감이 포함 되었으며, 종속변수는 지속사용

의도이다.

모든 변수들은 7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을 작성 하

다.

정서  사회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감정 으로 연 성을 느끼면서 가지게 되는 그

룹에 한 헌신 혹은 애착으로 생기는 사회 정

체성을 의미하고, 2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

었다. 애착심을 묻는 항목은 “미친(미투데이 친

구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Ellemers et 

al, 1999)라는 질문에 “  애착이 가지 않는

다”에서 “매우 애착을 갖고 있다”의 범 를 측

정하 으며, 소속감을 묻는 항목은 “  소속

감을 못 느끼겠다”에서 “매우 소속감을 느낀

다”의 범 를 측정하 다.

그룹 규범은 그룹이 공유하거나 추구하는 가

치 혹은 기   목표를 의미하며, 2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룹 규범을 묻는 항목은 

“나와 미친(미투데이 친구들)은 지속 으로 서

로 미투데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해 얼마나 노력할 것

인가?”와 “미친(미투데이 친구들)은 이 약속을 

지키기 해 얼마나 노력할 것 같은가?”(Cheung 

and Lee, 2010)라는 질문에 “  노력 안함”에

서 “매우 노력함”의 범 를 측정하 다.

인  네트워크 노출은 인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1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인  네트워크 노출을 묻는 항목은 “본

인이 알고 있는 친구들  략 몇%가 미투데

이를 쓰고 있습니까”(Valente, 1995)라는 질문

에 “약 3% 미만”에서 “약 40% 이상”의 범 를 

측정하 다. 기존 문헌에서는 10  척도로 측

정 하 으나, 사 조사(pretest) 후 7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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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사회 정체성은 다른 그룹 멤버와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타 그룹 멤버와의 차이 을 

인지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사회 정체성을 의미

하고, 2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지  

사회 정체성을 묻는 항목은 “나의 이미지와 미

친(미투데이 친구들)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일

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와 “나의 정체성과 미

친(미투데이 친구들)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일

치한다고 생각합니까?”(Ellemers et al., 1999)

라는 질문에 “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아

주 많이 일치한다”의 범 를 측정하 다. 평가

 사회 정체성은 그룹의 일원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 정체성을 의미하

고, 2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사

회 정체성을 묻는 항목은 “나는 나와 교류하는 

미친(미투데이 친구들) 그룹 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와 “나는 나와 교류하는 미친(미투데

이 친구들) 그룹 에서 요한 사람이

다.”(Ellemers et al., 1999)로 “  그 지 않

다”에서 “매우 그 다”의 범 를 측정하 다.

사회  존감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매개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 방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며, 3개

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  존감을 

묻는 항목은 “미투데이는 사람과의 이 있

는 것 같다.”, “미투데이는 각자 개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다.”, “미투데이는 인간 인 감

성이 있다.”(Cyr et al., 2007)로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범 를 측정하

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지속사용의도는 마이크

로블로그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의

도를 의미하며, 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지속사용의도를 묻는 항목은 “나는 앞으로 

미투데이를 지속 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극 으로 미투데이를 사용하는데 심이 있

다.”, “가능하다면 나는 앞으로도 미투데이를 

이용하길 바란다.”(Bhattacherjee, 2001)이며,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범

를 측정하 다.

3.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구조방정식을 채용

한 PLS(partial least squares)를 통한 통계  분

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PLS를 사용한 

이유는 PLS 분석은 다른 구조방정식 방법과 달

리 자료의 정규분포에 한 가정에서 상 으

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Fornell and Bookstein, 

1982), 은 표본 수에 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Yoo and Alavi, 2001). 한, PLS의 

경우 이론 개발의 기 단계에 매우 합하며 

다변량 분포에 의한 편차를 보는 방법들에 비

해 안정 이다(Gefen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이 가장 많은 변수는 

사회  존감과 지속사용의도로 측정 항목이 

3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총 

표본수가 272개로서, PLS 분석을 한 최소 표

본 수가 가장 항목이 많은 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측정 항목 수의 최소 10배가 되어야 한

다(Gefen et al., 2000)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하다.

(1)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 항목의 수렴 타

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 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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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항목 수

평균분산
(AVE)

구성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정서  사회 정체성 2 0.826 0.904 0.790

인지  사회 정체성 2 0.875 0.933 0.858

평가  사회 정체성 2 0.927 0.962 0.922

그룹 규범 2 0.873 0.932 0.856

인  네트워크 노출 1 1.000 1.000 1.000

사회  존감 3 0.721 0.886 0.807

지속사용의도 3 0.893 0.961 0.940

<표 3> 연구 변수의 신뢰도  타당성 분석 결과

들의 단 기 을 바탕으로 수렴 타당성은 각 

요인 재 값 0.6 이상, 구성신뢰도 지수

(Construct reliability) 0.7 이상, 잠재변수의 추

출된 평균분산(AVE) 값이 0.5 이상이어야 한

다(Fornell and Lacker, 1981; Gefen et al., 

2000). <표 3>과 <표 4>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

이, 본 연구의 모든 변수의 각 측정 항목들의 

요인 재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구

성신뢰도가 0.7 이상이고 각 구성개념의 AVE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수렴 타당성은 확인되었다.

PLS에서의 별 타당성에 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Fornell 

and Larker, 1981). 첫째,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

는 측정항목의 개별 요인 재 값이 다른 잠재

변수에 한 교차 요인 재 값 보다 커야 한다. 

둘째, 각 잠재변수의 AVE 값의 제곱근 값이 인

한 다른 상 계수들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오차의 최소화가 목 이기에 특별한 

합도 지수는 제공 하지 않는다. 다만 PLS가 

분석 목 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종속변수의 

R²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 으로 R²

값의 범 는 12%의 낮은 수 에서 26%의 높은 

수 까지 있다(Hulland, 1999). 따라서 이러한 

R²값으로 모형의 합도를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지속사용 의도에 한 R²값이 

51.2%로 나타나 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단된다.

Ⅳ. 연구 결과

4.1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향에 한 가설에서, 사회 정

체성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1(t=4.307; p<0.0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룹 규범이 지속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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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사회 
정체성

지속
사용의도

인지  
사회 
정체성

평가  
사회 
정체성

그룹 규범
인  
네트워크 
노출

사회  
존감

정서  사회 

정체성 1
0.900 0.619 0.482 0.457 0.604 0.042 0.524

정서  사회 

정체성 2
0.917 0.528 0.570 0.531 0.439 0.086 0.494

지속사용의도1 0.601 0.937 0.443 0.404 0.547 0.076 0.623

지속사용의도2 0.603 0.946 0.453 0.408 0.558 0.123 0.567

지속사용의도3 0.578 0.951 0.448 0.399 0.567 0.095 0.621

인지  사회 

정체성 1
0.535 0.478 0.934 0.520 0.447 0.155 0.409

인지  사회 

정체성 2
0.552 0.411 0.937 0.547 0.385 0.101 0.349

평가  사회 

정체성 1
0.532 0.427 0.541 0.963 0.464 0.039 0.407

평가  사회 

정체성 2
0.519 0.396 0.557 0.963 0.400 0.059 0.361

그룹 규범 1 0.553 0.603 0.407 0.403 0.948 0.093 0.529

그룹 규범 2 0.508 0.489 0.427 0.440 0.920 0.118 0.521

인  네트워크 

노출
0.071 0.104 0.137 0.051 0.111 1.000 0.079

사회  존감 1 0.528 0.530 0.338 0.377 0.555 0.121 0.829

사회  존감 2 0.372 0.527 0.284 0.209 0.391 0.017 0.824

사회  존감 3 0.511 0.570 0.398 0.409 0.475 0.057 0.893

<표 4> 연구 변수의 교차요인 재 값

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3(t=3.816; p<0.001)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향으로 포함시킨 인  네트

워크 노출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4(t=0.258; not significant)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과 달리 인  네

트워크 노출이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에는 별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  존감에 한 가설에서, 사회 

정체성이 사회  존감에 향을 미친다는 가

설 2(t=9.779; p<0.001)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존감이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5(t=6.066; 

p<0.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 정체성이 사회  존감을 높여주는 변수

이기 때문에 사회  존감이 이용자들이 지속

으로 이용하는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

한 요인이라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

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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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사회 
정체성

지속
사용의도

인지  
사회 
정체성

평가  
사회 
정체성

그룹 규범
인  
네트워크 
노출

사회  
존감

정서  사회 

정체성
0.908

지속사용의도 0.629 0.944

인지  사회 

정체성
0.581 0.474 0.935

평가  사회 

정체성
0.545 0.427 0.570 0.962

그룹 규범 0.570 0.590 0.444 0.449 0.934

인  네트워크 

노출
0.071 0.104 0.137 0.051 0.111 1.000

사회  존감 0.559 0.639 0.404 0.399 0.561 0.079 0.849

R² - 0.512 - - - - 0.291

주) 표의 값은 구성개념간의 상 계수이고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표 5> 연구 변수의 상 계수  별 타당성 분석 결과

경로 경로계수 값 t-value sig.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 사회 정체성 → 지속사용의도 0.260*** 4.307 0.000 채택

가설 2 : 사회 정체성 → 사회  존감 0.539*** 9.779 0.000 채택

가설 3 : 그룹 규범 → 지속사용의도 0.219*** 3.816 0.000 채택

가설 4 : 인  네트워크 노출 → 지속사

용의도
0.009 0.258 0.398 기각

가설 5 : 사회  존감 → 지속사용의도 0.364*** 6.066 0.000 채택

주) one-tailed test, (*** p < 0.001)

<표 6>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Ⅴ. 결 론

5.1 연구 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인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를 조사하기 하여, Kelman(1958)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  향  인  네트

워크 노출을 지속사용의도의 주요 요인으로 보

았다. 한, 매개 미디어인 마이크로블로그 특

성을 고려하여 사회  존감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여 지속사용의도와의 연 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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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 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 정체성, 그룹 규범, 사회  존감

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

음을 검증하 다.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상 개인

이 그룹에 속하려하고 그룹과 동화되려는 경향

이 특정 기술을 지속 으로 사용하는데도 향

을 미치게 된다. 한 그룹이 공유하거나 추

구하는 가치 혹은 기   목표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아

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개인의 특성  개인과 

련된 요인들에만 을 둔 연구들에서 발

하여 사회  향에 을 둠으로써 마이크로

블로그의 지속사용의도가 개인  향뿐 만 아

니라 사회 정체성  그룹 규범 등의 사회  

향을 받는다는 것을 규명하 다는 시사 이 있

다. 한, 지속사용의도에 한 원인을 규명하

기 해 개인에 국한된 요인들이 아닌 사회  

향과 련된 요인들을 제시하여 추후 연구에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하 다. 

둘째, 커뮤니 이션 매체 속성인 사회  

존감과 사회 정체성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공헌이 기 된다. 많은 문헌들에

서 사회  존감과 매체 풍요도(media 

richness) 혹은 생동감(vividness)의 계 규명

(Fortin and Dholakia, 2005; Yoo and Alavi, 

2001)에 을 맞춘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사회  존감의 추가 인 요인으로서 사회 정

체성을 고려하 다.

셋째, 사회  향 요인  인  네트워크 노

출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이론과 치되

는 것으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  네트워크 노출의 응답분포 비율이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인  네트워크 노출의 

응답분포비율이 지속  사용의도와의 계를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시 말해 친구들 간의 미투데이 사용비율이 충

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가설이 정확히 검증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인 네트

워크 노출이 충분한 카카오톡 등과 같은 범용

화 된 서비스를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한 검증

이 필요할 것이다. 

실무 으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업체들

은 사회 정체성과 그룹 규범이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속한 그룹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그룹간의 경계를 강화하여 사회정

체성을 고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그룹 운 자들이 그룹규범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룹 규범을 지키지 않는 멤버의 제약

을  수 있는 툴을 개발하여 지속  사용을 강

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추가 으로 실무자들

은 지속사용의도의 주요 요인  하나인 사회

 존감을 높이기 해 기술  방안  콘텐

츠 개발, 한 그룹 규범 설정, 3D 이모티콘, 

이모티콘 커스터마이징 기법 도입 등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술한 사회  향 

요인들과 사회  존감을 강화시킨다면, 기 

격한 확산을 하 던 많은 마이크로블로그 서

비스가 이용자의 지속  이용을 유지하지 못하

여, 축소  폐쇄되고 있는 실에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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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

다. 이와 같은 한계 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

어 더욱 발 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을 특정 마이

크로블로그 서비스 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류별로 정의 

 특성을 구체 으로 분석하지 않고, 미투데이 

이용자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연구표본 집단을 좀 더 확 하여 가

능한 많은 서비스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둘째,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이용에 한 

다차원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

자들이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

회  요인들을 분석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기술  

요인, 개인의 특성 등과 함께 다차원  근과 

각 요인들의 계를 포 으로 분석해 볼 필

요가 있다.

셋째, 사회  향 이론에서 주요 요인  하

나인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수가 비

록 마이크로 블로그의 자발  참여의 특성과 

연 이 없다고 단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향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속  사

용의도에 향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추후 연

구에서는 수를 사회  향의 변수로서 고려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 기법을 활

용하 다. 따라서 실험 방법이나 찰 방법 등

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병행 실시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  일

반화 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권순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와 게임의 재

미와 로우 계,” 정보시스템연구, 제

21권, 제2호, 2012, pp.161-180.

김종기, 김진성, 뢰정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 정보시

스템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163-186.

김효정, 유상진, 최은빈, “마이크로블로그와 웹 

블로그 서비스의 재사용의도에 향,” 

정보시스템연구, 제20권, 제4호, 2011, 

pp.145-162. 

문 주, 이종호,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에 미치는 

향 연구,” 한국경 정보학회 학술

회, 2006, pp.675-680.

신호경, 하나연, 이기원, “마이크로블로그 서비

스에서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로우와 

정체성의 향에 한 연구,” 한국정보

기술응용학회, 제16권, 제4호, 2009, 

pp.59-77.

심홍진, 황유선,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이용 동기에 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2호, 2010, pp.192-234.

이선로, 정연오, “가 화된 기 충족모형을 이용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지속  사용에 

한 연구,” 경 과학, 제25권, 제3호,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

- 87 -

2008, pp.135-155.

희성, 최민수, “마이크로블로그 커뮤니 이션

의 특성에 한 연구: ‘트 터’와 ‘미투

데이’를 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제

25권, 2009, pp.165-174.

황하성, “사회  존감(Social Presence) 측정도

구 개발에 한 탐색  연구: 인스턴트 

메신 의 이용 사례를 심으로,” 언론

과학연구, 제7권, 제2호, 2007, 

pp.529-561.

Bagozzi, R. P. and Dholakia, U. M., “Intentional 

social action in virtual communiti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16, No.2, 2002, pp.2-21.

Bagozzi, R. P. and Dholakia, U. M., “Open source 

software user communities: A study of 

participation in Linux user groups,” 

Management science, Vol.52, No.7, 

2006, pp.1099-1115.

Bagozzi, R. P., Gurhan-Canli, Z. and Priester, J. 

R., “The social psychology of consumer 

behaviour,”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Vol.222, 2002.

Bhattacherjee, A.,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Vol.25, No.3, 2001, pp.351-370.

Biocca, F., Harms, C. and Burgoon, J. K., “Toward 

a more robust theory and measure of 

social presence: Review and suggested 

criteria,”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Vol.12, No.5, 

2003, pp.456-480.

Cheung, C. M. and Lee, M. K., “Understanding 

the sustainability of a virtual community: 

model development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5, 

No.3, 2009, pp.279-298.

Cheung, C. M. and Lee, M. K., “A theoretical 

model of intentional social action in 

online social networks,” Decision 

support systems, Vol.49, No.1, 2010, 

pp.24-30.

Cyr, D., Hassanein, K., Head, M. and Ivanov, A., 

“The role of social presence in 

establishing loyalty in e-Service 

environments,” Interacting with 

Computers, Vol.19, No.1, 2007, 

pp.43-56.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989, pp.319-340.

Davis, F. D., Bagozzi, R. P. and Warshaw, P. R.,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35, No.8, 

1989, pp.982-1003.

Dholakia, U. M., Bagozzi, R. P. and Pearo, L. K., 

“A social influence model of consumer 

participation in network-and small- 

group-based virtual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Vol.21, No.3, 2004, 

pp.241-263.

Ellemers, N., Kortekaas, P. and Ouwerkerk, J. W.,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1호, 2014년 3월

- 88 -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s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9, No.23, 1999, pp.371-389.

Flanagin, A. J. and Metzger, M. J., “Internet use in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7, No.1, 2001, pp.153-181.

Fornell, C. and Bookstein, F. L.,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2, 

pp.440-452.

Fornell, C. and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1, pp.39-50.

Fortin, D. R. and Dholakia, R. R., “Interactivity 

and vividness effects on social presence 

and involvement with a web-based 

advertis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8, No.3, 2005, 

pp.387-396.

Gefen, D., Straub, D. W. and Boudreau, M. 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In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00.

Grube, J. W., Morgan, M. and McGree, S. T., 

“Attitudes and normative beliefs as 

predictors of smoking intentions and 

behaviors: A test of three model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5, No.2, 1986, pp.81-93.

Günther, O., Krasnova, H., Riehle, D. and 

Schöndienst, V., “Modeling Microblogging 

Adoption in the Enterprise,” In AMCIS, 

2009, pp. 544.

Hassanein, K. and Head, M., “Manipulating 

perceived social presence through the 

web interface and its impact on attitude 

towards online shop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65, No.8, 2007, pp.689-708.

Hulland, J., “Use of partial least squares(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0, No.2, 

1999, pp.195-204.

Karahanna, E. and Limayem, M., “E-mail and 

v-mail usage: Generalizing across 

technologies,”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Vol.10, No.1, 2000, pp.49-66.

Karahanna, E., Straub, D. W. and Chervany, N. L.,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across 

time: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beliefs,” 

MIS quarterly, 1999, pp.183-213.

Kelman, H. C.,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 No.1, 1958, pp.51-60.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

- 89 -

Li, D., Chau, P. Y. and Lou, H., “Understanding 

individual adoption of instant 

messag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6, No.4, 2005, 

pp.102-129.

Liao, C., Palvia, P. and Chen, J. L.,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behavior life cycle: 

Toward a Technology Continuance 

Theory(TCT),”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29, No.4, 

2009, pp.309-320.

Lombard, M. and Ditton, T., “At the heart of it all: 

The concept of presen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3, No.2, 1997, pp.0-0.

Lou, H., Luo, W. and Strong, D., “Perceived 

critical mass effect on groupware 

acceptanc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9, No.2, 2000, 

pp.91-103.

McMillan, D. W. and Chavis, D. M.,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No.1, 1986, pp.6-23.

Oliver, R. L.,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0, pp.460-469.

O’reilly, T., “What is web 2.0,” 2005.

Postmes, T., Spears, R. and Lea, M., “The 

formation of group norm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6, No.3, 2000, pp.341-371.

Rettberg, J. W., “Blogging,” Polity, 2008.

Ridings, C. M. and Gefen, D., “Virtual community 

attraction: Why people hang out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0, No.1, 2004, 

pp.00-00.

Shen, A. X., Cheung, C. M., Lee, M. K. and Chen, 

H., “How social influence affects 

we-intention to use instant messaging: 

the moderating effect of usage 

experience,”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Vol.13, No.2, 2011, pp.157-169.

Song, J. and Kim, Y. J., “Social influence process 

in the acceptance of a virtual community 

service,”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Vol.8, No.3, 2006, pp.241-252.

Tajfel, H. E.,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cademic 

Press, 1978.

Tajfel, H.,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33, No.1, 1982, pp.1-39.

Terry, D. J. and Hogg, M. A., “Group norm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A role 

for 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2, 

No.8, 1996, pp.776-793.

Valente, T. W., “Network Models of the Diffusion 

of Innovations(Quantitative Methods in 

Communication Series),” Hampton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1호, 2014년 3월

- 90 -

Press, NJ, January 10, 1995.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and 

Davis, F. 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003, 

pp.425-478.

Wellman, B., “Networks in the global village: Life 

in contemporary communities,” 1999.

White, K. M., Terry, D. J. and Hogg, M. A., “Safer 

sex behavior: The role of attitudes, 

norms, and control fact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4, 

No.24, 1994, pp.2164-2192.

Yoo, Y. and Alavi, M., “Media and group 

cohesion: Relative influences on social 

presence, task participation, and group 

consensus,” MIS quarterly, Vol.25, 

No.3, 2001, pp.371-390.

김경 (Kim, Kyung-Jun)

연세 학교 정보 학원 석

사과정을 졸업하 다. 주요 

심분야는 Social Network 
Service, Community 등이다.

이 호(Lee, Ho)

연세 학교 정보 학원에

서 박사 과정을 졸업하 다. 
주요 심분야는 Ubiquitous 
Computing, u-Business Model, 
u-Business Strategy 등이다.

손수민(Son, Soo-min)

연세 학교 정보 학원에

서 석사 과정에 재학 이다. 
주요 심분야는 e-Business 
Strategy, IT Consulting, 
u-Business Strategy 등이다.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

- 91 -

<Abstract>

A Study on Microblog Service Continuous Use Intention: 
Focusing on Influence

Kim, Gyung-Jun․Lee, Ho․Son, Soo-Min

Microblog is emerging as a new communication service because of its usefulness and real-time 

accessability. Recently, microblog services, such as twitter and me2day in Korea, are getting a 

great attention. Continuous use intention is critical to sustain the service. However, most recent 

studies are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nd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ECM). These models are only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and overlook social influence 

factors. Social influence has been indicated as a critical factor of technology adoption and diffusion 

in social context(Davis, 1989; Fulk et al., 1987).

In this study, we explore factors related to social influence which effect on continuous use 

intention for ‘me2day’ that is one of the most famous microblog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influence 

factors, social presence,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continuous 

use intention in microblog service, this study employed social influence theory and expanded it 

by adding personal network exposure and group norm as additional social influence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identity, group norms, and social presence positively influences 

continuous use intention. Contrary to our expectation, personal network exposure does not influence 

on continuous use intention. 

Academica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microblog research field through elucidating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influence factors, social presence,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Although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which is considered social influence factors as major explanation for 

continuous use intention, this study can give novel point of view to understan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microblog. Practically, service providers could consider ways to encourage users to 

continually use microblog service by reinforcing social influence factors and social presence.

Keywords : Microblog Service, Continuous Use Intention, Social Influence Theory, Social 
Identity, Social Presence, Group Norm, Personal Network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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