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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SNS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지각된 가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바일 SNS 지속사용 
의도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개인사생활 우려, 지각된 사용노력을 제시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SNS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
다. PLS분석 결과 지각된 혜택으로 여겨지는 모바일 SNS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영향, 그리고 지각된 개인사생
활 우려, 이용에 대한 노력 및 수고를 의미하는 지각된 비용의 네 가지 선행 변수들이 지각된 가치를 통해 SNS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소비자의 지
각된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
사점을 지닌다.

주제어 : 모바일 SNS,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유용성, 사회적 영향, 지각된 개인사생활 우려, 지각된 이용노력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ntecedents of continuance intention of mobile SNS. In addition, it also 
explore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 and continuance 
intention. This study posits that a social influence, perceived usefulness, privacy concern, and a perceived effort 
of use are major factors to influence continuance intention of SNS. By using a PLS analysis,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nsumers’ perception of the value of SNS which is previously overlooked, is a primary 
determinant of continuance intention, and the other exploratory factors are mediated through perceived value in 
cognitive aspe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consumer's SNS continuance intention in terms of consumer's 
perspective, not just from the technology user perspective.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a useful guideline 
for marketing managers on how to manage Mobile SN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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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수단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작용행 로 동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구

성원들 간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간에 가치

를 창출하고 상호 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모바일 SNS는 실시간으로 련 정보를 달하여 구성원

들 간에 계를 형성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도 여러 다

양한 모바일 SNS가 상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

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모바일 SNS

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련 기업은 기존의 고객들

을 장기 으로 유지하는 문제에 더 많은 심을 갖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신 기술 혹은 신  신상품의 실질

인 성공은 최  사용보다 지속 인 사용으로부터 나온다

고 할 수 있는데[4], 소비자의 지속 인 사용 행동은 수용 

후 단계에서 발생하며 구매  사용경험 이후의 소비자

의 태도는 경험 이 과 다를 수 있다. 왜냐 하면 신의 

수용 이후에는 사용 경험이나 소비자가 지각한 경험이나 

가치 등에 의해 신을 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

자들의 지속사용의도가 낮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스

템 구축  유지비용 등 리 비용뿐 아니라 장기  이윤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객 유지율의 증

가는 기업의 장기 인 계 리에 있어서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요한 변수이다[14].

신 신상품에 한 지속  이용에 한 기존의 연구

들은 개인의 신 수용을 넘어서 장기 인 지속이용을 

측하기 한 여러 변수들을 제시해왔다. Bhattacherjee 

[4]이 제시한 지속이용모델은 표 인 지속  이용에 

한 표이론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에서는 만족과 지

각된 유용성을 제시하고, 단지 실용  측면에서만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SNS 환경에서는 실용  측면뿐만 아

니라 사회  요소들이 매우 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행변수를 통해 개인들에게 인지되는 지각된 가치를 통

해 앞으로의 지속 인 사용의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에 SNS 서비스 환경에 알맞게 용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SNS에 한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신규고

객의 신제품 채택이나 기사용의도 악에 을 둔 

연구들이 부분으로, 수용 후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비용-혜택 에서 소비자의 인지  측면을 고려한 '지

각된 가치'를 제시하고, 신상품의 지속  이용의도에 

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가 요한 역할을 할 것임

을 증명하고자 한다. 지각된 가치라는 것은 소비자가 들

인 비용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을 고려하여 발생하

는 소비자의 인지  경험으로 볼 수 있다[51]. 본 연구에

서는 특히 지각된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매개역

할을 검증하고 이러한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들에 해 사회  측면 요인을 포함시켜 알아보고

자 한다[28].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timulus(자극) 

-Organism(유기체)-Response(반응) 모델 (이하, S-O-R 

모델)[48]을 기 로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하게 되는 외부 자극 요인에 해 가치를 지각하고 소비

자가 인지를 통해 보이는 반응, 즉 지속 인 SNS 이용의

도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자극(Stimulus)

과 련해서 기존의 인터넷 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 로 요인을 구성하여 이를 

비용자극과 혜택자극으로 구분하고 유기체(Organism) 

련 요인으로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것이 소비자의 인지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지각된 가치 (perceived value)

가치(value)라는 개념은 심리학과 사회학뿐만 아니라 

마 , 회계, 재무 등 여러 분야에서 요한 개념으로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요한 개념으로 인식되

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상황에 따라 가치에 해 다

른 정의를 하 는데, 소비 가치[36], 획득  거래가치, 서

비스 가치[48], 고객가치[22], 그리고 지각된 가치[51]등

이 있다. 일반 으로 소비자의 가치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제품에 한 내재  가치(intrinsic 

value)로 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perceived value)로서 

매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주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된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획득으로 발생하는 혜택과 그에 따른 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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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들의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31, 51]. 

Zeithaml[51]에 의하면 고객의 가치는 개인이 얻게 되는 

‘혜택’과 지불하게 되는 ‘비용‘간의 비교를 통해 얻게 되

는 것으로서 주   는 개인 인 신념을 나타낸다. 혜

택은 소비자들이 구매로부터 얻게 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과 심리  혜택 등을 포함하며, 희

생은 소비자가 포기하는 인 가격은 물론 시간, 노

력, 험과 같은 비 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Sheth et al.[36]은 가치의 개념을 기능 , 사회 , 정서

, 상황 , 인지  가치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고, Sweeney and Soutar [39]는 혜택요소로 제품 품질, 

감정  가치, 사회  가치로 구분하고 희생 요소로서 소

비자의 지불 가격을 제시하 다. Holbrook[22]은 편리성, 

품질, 성공, 명성, 즐거움, 미학, 덕, 진실 등의 8가지 지각

된 가치에 한 분류체계를 제시하 는데, 그의 연구에

서는 소비와 련된 혜택만 설명하 으며 이와 련된 

비용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 이 있다. 다

른 근법으로서 다차원  근법이 있는데, 이러한 다

차원  근법에서의 가치는 기능  차원과 정서 /감정

 차원으로 구분된다. 기능  차원은 개인의 합리성 

는 경제  평가로 정의되며, 제품 는 서비스 품질[1,39], 

가격 비 가치의 비율[39],  그리고 가격[39,40]을 포함

한다. 감정  차원은 제품을 통해 유발되는 감정을 의미

하고 이는 다시 정서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나 어

진다[34]. 여기서 의미하는 정서  차원은 소비자의 느낌

이나 정서와 련된 것이고, 사회  차원은 사회  향

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Lovelock[30]과 

Zeithaml [51]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SNS에 한 

지각된 가치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얻

게 되는 혜택과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고려하여 소비자

가 반 으로 지각(perception)하는 총제 인 것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2.2 모바일 지속사용 의도에 있어서 지각된 

가치의 역할과 S-O-R 모델

Woodworth[49]가 제시한 Stimulus(자극)-Organism 

(유기체)-Response(반응)모델은 환경  자극이 인간

의 행동  반응을 야기한다는 것인데[23], 온라인이나 웹

사이트의 사용자의 경험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

되어왔다[17,35]. S-O-R 모델에서 첫째 자극(Stimulus)

은 “행동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지며, 

의사결정 주체의 의사결정과 련된 외부 요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유기체(Organism)는 자극(Stimulus)과 

반응(Response) 사이에 여하는 내부  로세스 는 

구조를 의미한다[2]. 자극-유기체-반응 모형에서는 외부 

자극에 한 인간의 반응과 련하여 유기체가 가장 핵

심 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주

장한다. 반응(Response)은 외부로부터의 자극(Stimulus)

 이에 한 유기체(Organism) 내부에서 발생되는 과정

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 인 반응뿐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S-O-R 모델에 한 연구들은 

개인의 감정  요인에 주목하 는데, 개인의 인지  평

가가 상 으로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5].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는 효율성, 서비스 품질, 사회  향, 미학

성, 지각된  비용, 지각된 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있다[20,36,39,48]. 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  모바일 

SNS 지속사용 련하여 개인의 인지  평가를 반 하는 

지각된 손실과 지각된 혜택이 고려된 가치를 유기체 역

할로 하여 그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하기 가설

로 도출되는 4가지 요인들이 본 연구의 핵심인 비용-혜

택 지각이론의 변수들로 선정을 하 고, 본 연구는 이러

한 흐름을 S-O-R(stimulus-organism-response)모형을 

심으로 모바일 SNS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자극이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각된 가치의 순차 인 매개

과정인 혜택 자극/ 비용 자극(S) → 지각된 가치(O) →지

속이용의도 (R)의 가설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에서

는 각각의 선행변수들의 요한 역할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2.3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SNS를 이용

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지각하는 체 인 혜택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3], 

SNS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획득하고자 하는 실용  가치

를 나타낸다[12]. 특히 이용자가 SNS이용이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단하는 경우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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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4, 11]과 SNS 지속 이용의도는 증가할 것이다[4]. 

소비자들은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서 행동의 결과

를 평가하게 되고, 제품 선택에 있어서는  유용성을 바

탕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 성능에 한 기

를 의미하는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  

향을 미치는 표 인 선행변수임을 상할 수 있다[16].  

한 Kim et al.[27]의 연구에서 모바일 인터넷에 한 지

각된 유용성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에 정  향

을 미침을 검증하 다. 그러므로 개인이 스마트폰 기반 

SNS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실용  가치가 높다고 지각

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만족은 증가할 것이고, 향후에도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임을 상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 다.

가설 1 :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소비

자가 모바일 SNS에 해 지각하는 가치

(perceived value)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2.4 지각된 혜택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사회 인 계 속

에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33] 는 특정행동을 수행하도록 개

인이 받는 지각된 압력[44],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

술을 이용하는데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람들의 믿음에 

해 사용자들 스스로 의식하는 정도[45]등으로 정의

될 수 있다. Harrison et al.[21: p.37]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한 개인의 의도를 형성하는데 유의한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신

인 서비스 수용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41,43]. 즉, 이는 신 인 서비스의 경우 기술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자신의 단에 

한 확신이 낮아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

지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Venkatesh et al.[45]는 기술 수

용과 사용에 한 통합 모델(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에서 기 성과, 

상 노력, 진 조건 외에도 사회  향(social 

influence)이 사용 행동이나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UTAUT 모형에서 언 된 

사회  향도 기존의 기술수용모형(TAM)과 비슷한 맥

락에서 조직의 기술수용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보다는 조직 내의 사회  향, 즉 향력이 

있는 리자 는 동료 등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정도,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한 상 자나 조직의 지원에 

한 기  등을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 

사용-확산의 상황에 그 로 용하기 보다는확장된 개

념의 사회  향에 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Kim et 

al.[28]은 사회  규범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합한 의미의 

네트워크 요인(network factor)이라는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SNS의 유용성과 지

속 인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에 해 소비자가 지각하

는 가치에 향을 미칠 '사회  향력'을 조직소비자 

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 으로 바라보고, 사회  

향력이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변수로

서 역할을 할 것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소비자가 SNS

를 통해 사회 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정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소비자의  

network효과로 인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갖

게 되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하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 2를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소비자가 모

바일 SNS에 해 지각하는 가치(perceived 

value)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5 지각된 비용: 개인사생활우려

앞서 모바일 SNS의 사용에 한 지속  성공요인으

로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  향’을 심으로 정  

효과에 해 설명하 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

각된 비용을 고려하게 될 경우 SNS의 지속이용의도에  

반드시 정 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상해 

볼 수 있다[52].

‘사생활 우려’란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

출될 가능성에 한 험을 의미한다[10,18,31]. 특히 

SNS의 특성상 네트워크로 연계가 되어있어 더 많은 사

람들과 연결될수록 개인정보노출에 한 험이나 사회

 험지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25]. 기존 연구

들에 의하면 SNS이용은 타인의 정보 근에 해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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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SNS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사생

활 노출을 SNS 사용시 감수해야 할 커다란 희생으로 여

기고 있다 [50]. 한 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 

친구는 증가하게 되나, 개인의 신상 털기 등 많은 부작용

을 낳고 있는 재 실태를 감안할 때 인들은 심각한 

사생활 노출 험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26].

Dinev and Hart[15]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해

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과 잠재  손실을 분석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 공개  지

속사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모바일 상황에서 

지각된 개인정보 노출에 한 험은 이를 회피하려는 

이용자들의 미래 지속 이용의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여러 형태의 모바일 련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다[25,50]. 결국 사  정보의 노출

은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에 한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

고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개인정보 유출에 한 우려를 

나타내므로, 사생활 유출 험은 사용자의 SNS 가치 지

각에 부정  향을 미치게 하는 표 인 선행 요인임

을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 로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하 다.

가설 3: 지각된 개인사생활우려(perceived privacy 

concern)는 소비자가 모바일 SNS에 해 

지각하는 가치(perceived value)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6 지각된 이용수고(perceived effort of use)

기존 연구들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제품에 한 지

속이용의도를 측하는 선행변수로써 요한 역할을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된 이용용이성

은 유용성, 즐거움, 이용자의 가치와 련되어 있으며

[42].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유용성[11,32,42]과 즐거움을 

증가시킨다[42].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에 

한 수용과 그에 한 지속 이용을 측하는데 향력 있

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32,47]. 뿐만 아니라, 재 이용 

인 제품에 한 성(inerti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제품의 유용성에 한 지각을 강화

시켜 제품의 지속 인 이용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32]. 스마트폰 이용 상황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이

용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지각한다면 서비스의 잠재 인 

유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상반된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수용하고 이용하

는데 있어 이에 해 감수해야 할 기술  정신  비용으

로  ‘지각된 이용 수고(perceived effort of use)’를 설정하

다. 즉 내가 SNS이용을 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기

술  희생, 불편감, 시간 투입 노력 비용 등을 포 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모바일 SNS 제품사용에 있어 투입해

야 할 육체 , 정신  수고에 해 지각된 비용으로 규정

하고 이를 지각된 이용 수고(perceived effort of use)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각된 이용에 한 노

력비용이 클수록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 지각하는 가치

는 감소할 것이고 이는 궁극 으로 지속 이용의도에도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4 : 지각된 이용수고(perceived effort of use)

는 소비자의 모바일 SNS에 해 지각하는 

가치(perceived value)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7 지각된 가치와 모바일 SNS 지속사용의도

일반 으로 고객가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

하는데 투입된 비용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혜

택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고객가치라는 것은 소비자

가 희생요소(sacrifice)와 혜택요소(benefit)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인지에 기반을 구성 개념이고, 의사결정 이

론[24]의 비용-혜택 이론(cost-benefit )에 의하면 소비자

는 선택 시에 선택을 해 노력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혜

택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계는 지각된 가치와도 일맥상

통하는데 여기서 투입된 희생과 제공되는 혜택을 바탕으

로 거래의 가치를 단하게 된다[16]. 기존의 가치 기반 

모델[27]에 의하면, 기술이용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입

장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에 요성을 두고 인터넷 

수용에 한 모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SNS 환경 하에서 개인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가 미치는 

향에 해 조직 수용자가 아닌 개인의 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을 지각된 가치의 매개역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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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시하고자 한다. 즉, 모바일 SNS 환경에서 소비자들

의 혜택요인과 비용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고려한 소

비자의 가치라는 개념을 본 연구의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Venkatesh et al.[46]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UTAUT 모델을 확장하면서 추가 으로 지각된 가치(즉, 

가격가치)를 포함하 음과도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으

므로[45], 이를 반 하여 지각된 가치라는 개념을 제안하

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perceived 

value)라는 것이 신제품 수용과 지속  사용에 있어서 고

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선행변수로써의 역

할을 할 것임을 상할 수 있으므로[8, 29], 본 연구에서

는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소비자의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따

라서 다음의 가설 5가 제시된다.

가설 5 :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소비자의 

모바일 SNS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Perceived Usefulness

Social Influence

Perceived Privacy 
Concern

Perceived Effort 
of Use

Perceived Value
Mobile SNS 

Continuance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해 서울시내 학의 마  

과목 수강생들  SNS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210명을 상으로 설문을 회수하 다. 그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총 19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모바일 SNS 자극물로는 학생들이 자주 

하고 있는 구  +, 카카오톡을 자극물로 제시하 다. 

학생들을 조사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  학생들이

야 말로 신 인 소비자이며 SNS 뿐만 아니라 최신 트

드에 민감한 세 이므로 SNS 련 연구조사에 일반

으로 합한 상으로 주로 사용된다[9].  

3.2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은 기존의 가치 련 연구

와 모바일 SNS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기 하여 

측정하 다. 

3.2.1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먼  지각된 유용성은 Davis et al. [11]의 문항을 바탕

으로 측정하 다. 모든 항목들은  그 지 않다(1 )

에서 매우 그 다(7 )의 리커르트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항목은 ‘  제품은 나의 업무 능력을 향

상시켜 다,’ ‘내 업무의 질을 높여 다,’ ‘내 업무의 생산

성을 높여 다,’ ‘매우 유용하다’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2 사회적 영향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Venkatesh et al.[45]

의 문항을 바탕으로 3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  제품을 사용하면 사람들과의 사회 인 계를 유

지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주 사람들과 공통 심사를 

공유하기 해  제품을 이용한다,’ ‘내가 요하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이  제품의 사용을 권유한다’의 3개 문항

을 7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 다.

3.2.3 개인사생활 우려

지각된 개인 사생활 우려에 한 항목은 Malhota[31]

의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하 다. ‘나는  제품을 사용 시

에 나의 사생활이 노출 될까  염려 된다,’ ‘나는 나의 개

인  정보가 잠재 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어 염려된다,’ 

‘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해 개인 으로 걱정되

고 고민된다’라는 3개 문항을 7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

하 다.

3.2.4 지각된 이용수고(perceived effort of use)

지각된 이용 수고 항목은 시스템 이용 용이성에 한 

항목, 즉 소비자가 이용에 어느 정도 노력을 들 는지에 

한 항목의 반 로 설정하 다. ‘  제품 이용에는 여러 

사항이 필요하다,’ ‘본 제품 이용을 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익 야 한다,’ ‘  제품은 반응이 빨라 신속하다’

의 3개 문항을 7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 다[1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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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지각된 가치는 Sirdeshmukh et al.[37]와 Kim et 

al.[27]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과 혜택간의 비교를 통한 

항목으로 설정하 다. ‘내가 들인 비용에 비해,  제품은 

내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 한다,’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 

 제품은 내게 혜택을 제공 한다,’ ‘내가 들인 노력에 비

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 반 으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가치를 다 ’의 4개 문

항을 7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 다.

3.2.6 지속 사용이용의도

지속 이용의도에 한 측정항목은 Bagozzi et al.[2]과 

Davis et al.[11]의 연구를 토 로 3개 문항을 도출하 다. 

‘나는 앞으로도  제품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 ‘나

는 앞으로도  제품을 지속 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

다,’ ‘나는  제품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 있다’ 라는 3개 

문항을 7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 다.

4. 연구 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형 검증을 해 구조방

정식 기법들  탐색  모형 검증에 사용되는 PLS방법

을 활용하 다. PLS는 최  우도법을 사용하는 AMOS

와 LISREL에 비해, 샘 의 크기와 잔차 분포에 상

으로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기존 

모형의 이론  검증보다는 특정 경로에 한 탐색  모

형 검증 시에 주로 사용되므로 마   경 정보 분야

에서 자주 이용되는 분석 방법이다[6]. 본 연구에서는 가

설 검증을 해 SmartPLS 2.0 를 사용하 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SPSS 

20.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 다. 타당성이란 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히 반 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요인추출을 한 표 인 방법인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울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재치(factor loading)가 모두 0.6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Construct

Meas

ureme

nt

Item

Factor 

Loading
AVE CR

Cronba

ch α

Perceived

Usefulness

use1 0.832  

0.789 0.937 0.911 
use2 0.929  

use3 0.921  

use4 0.868  

Social

Influence

SI1 0.881  

0.792 0.920 0.869 SI2 0.893  

SI3 0.897  

Perceived

PrivacyRisk

PR1 0.901  

0.820 0.932 0.895 PR2 0.901  

PR3 0.915  

Perceived

Effort

of Use

PEU1 0.873  

0.844 0.942 0.907 PEU2 0.949  

PEU3 0.933  

Perceived

Value

PV1 0.919  

0.860 0.961 0.946 
PV2 0.934  

PV3 0.936  

PV4 0.920  

Continuan

ce

Intention

CI1 0.965  

0.945 0.981 0.971 CI2 0.983  

CI3 0.968  

<Table 1> Reliabilit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한 신뢰성은 Cronbach's α가 0.7이상이면 비교  신뢰가 

있는 것으로 단되는데[7], 본 연구의 모든 요인이 

Cronbach's α가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내 일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측정모형(Measurement Assessment)

측정 모형에서는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집 타당성, 별 타당성에 해 검증하 다. 첫

째, 변수들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해 Fornell and 

Lacker[19]이 제안한 composite reliability(CR)과 평균분

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산추출지수, 

AVE)값을 통해 검증하 다. 보통 CR이 0.7 이상이고 ,평

균분산추출이 0.5이상일 때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이 확

보되었다고 한다. <table 1>에서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

에서는 각 변수들의 CR은 0.9 이상의 값을 가졌고, 평균

분산 추출값은 0.78 이상의 값을 가졌으므로 동일한 개념

에 해 반복 측정 시 동일한 측정값을 얻게 되어 내  

일 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 타당

성은 각 설문 항목들의 요일 재량이 0.6 이상이면 요건

이 충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usefuleness1’ 변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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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장 낮은 값인 0.832 의 재량을 나타내, 집 타당성 

역시 만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별 타당성은 

각 변수의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 계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되면 만족된다[7]. <table 

2>에서 제시된 것처럼 모든 변수의 평균분산 추출의 제

곱근은 다른 변수들과의 상 계수 값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별 타당성도 만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useful
ness

social
influence

privacy 
concern

effort 
of use

perceived
value

continuance
intention

 usefulness .88

social
influence .70 .89 　 　 　 　

privacy 
concern -.17 -.37 .90 　 　 　

effort of use .37 .47 -.15 .91 　 　
perceived

value .64 .75 -.39 .57 .92 　
continuance

intention .46 .66 -.19 .61 .63 .97 

*The value of the square root of AVE is presented in the upper 

off-diagonal.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4.3 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2.0 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200번 리샘 링 한 

뒤 제안된 연구 가설을 검증하 다. 구조모형의 검증결

과  가설을 설정한 로 지각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β

=0.632,t=10.156)에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가설들에 한 결과 요약이 <table 3>에 제시되

어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하는 가치에 정 인 유

의한 향(β=0.232,t=2.8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혜택은 지각하는 가치에 정 인 유의한 

향(β=0.397,t=4.25)을 미쳤고, 지각된 사생활 험은 지각

하는 가치에 부정 인 향(β=-0.667,t=3.3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이용 노력은 부정  향(β

=0.277,t=4.6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andardized β result

H1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Value

0.232(2.83)*** supported

H2
social Influence→ 

Perceived Value
0.397(4.25)*** supported

H3

Perceived privacy 

risk→ Perceived 

Value

-0.667(3.39)*** supported

H4

Perceived effort of 

Use → Perceived 

Value

0.277(4.63)*** supported

H5

Perceived Value→ 

Continuance

Intention

0.632(10.16)*** supported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 

한 추가 으로 지각하는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검증 결과, 지각된 가치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38].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모바일 SNS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지

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지각된 가

치의 매개역할에 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SNS를 

지속 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지각된 가치의 요성에 

해 알아보았다는 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기존 인터넷 

기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SNS 환경에서도 지각된 가치

는 서비스 지속의지를 나타내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으로 기존의 비용-혜택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지각된 유용성, 사회  향, 지각된 사생활 험, 

지각된 이용 노력을 비용  혜택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이 선행변수들이 지각된 가치를 통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침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 혜택 변수인 지각

된 유용성과 사회  향 모두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하

여 지속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쳤으며, 비용변수인 

지각된 사생활 험과 지각된 이용 노력 모두 지각된 가

치의 매개효과를 발견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시사 을 제공한다. 첫

째, 본 연구는 모바일 SNS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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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향을 살펴보

았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을 

통해 모바일 SNS사용자들의 서비스 수용후의 단계에 

해서 고찰하 다는 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의 매개역할을 검증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이 만족을 통

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 해 주로 다

루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만족이 아닌 소비자의 지각

된 가치라는 변수를 제안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서 

S-O-R 이론을 제안하여 소비자의 인지  측면을 반

한 변수를 제시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띠라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높이기 해서 SNS회사는 소비

자에게 유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SNS 이용자

들에게 사회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지속 인 사

용을 장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NS사용자간 유용한 

정보 공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계형성을 하게 되면, 이는 소비자가 SNS에 해 지각

하는 가치를 증 시키고 궁극 으로는 지속사용의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소비자의 지속 인 사용을 보다 장려하

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

생활정보 침해 등이 SNS에 한 가치를 하시키는 요

인임을 유념하고, SNS 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의 지각된 

험을 이기 해 철 한 보안 리를 해야할 것이다. 

재 모바일 SNS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두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로 

하여  지각하는 가치를 하시켜 향후 다른 모바일 

SNS로 환하고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장기 으로 고

객 계 리에 치명 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6].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모바일 SNS 지속 이용의도에 한 향요

인을 고찰해 으로써 모바일 SNS 활성화를 한 기  

연구를 수행한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

후 연구과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향후 연구에서는 모바일 SNS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 한 선행변수를 반 하여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여겨

진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를 

보다 세분화하여 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가치를 세분화 

함으로써 모바일 SNS가 창출하는 가치와 향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용혜택이론과 S-O-R모델을 이용하여 SNS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그러나  언 된 이

론들 이외에도 계획된 행동 이론이나 기술 수용모형 등

을 용하여 SNS 지속사용의도의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SNS에 주요한 향을 미

치는 가치 변수이외에도 SNS의 지각된 품질과 같은 변

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지각된 가치의 향력에 

해 세분화하여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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