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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복합 환경에서 자기노출이 SNS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용길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The Effect of Self-Disclosure on the Intention to Use of SN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Yong-kil Cho

Dept. of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요  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플
랫폼이다. 그간 수행되어진 많은 SNS연구에서는 SNS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과 외재적 동기인 
SNS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효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본 연구는 
기술적 또는 효용적 특성보다는 내재적 동기인 개인의 감성적, 사회적 욕구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SNS의 이
용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자기노출이 SNS의 사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노출은 SNS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즐거움과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들
은 SNS를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또한 자신이 SNS를 통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유대감을 느
낀다는 것이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기노출, 즐거움, 사회적 유대감, 디지털 융복합

Abstract  Social Network Service is one of platforms rapidly growing in the environment of digital 
convergence. Most of researches regarding social network service(SNS) done up to the present time are 
concerning about technic and effectiveness characteristics of SNS.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l of 
self-disclosure i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SNS). From the perspectives of personal and social 
motivation rather than the effectiveness and technic characteristics of SNS. the relations among self-disclosure, 
enjoyment, social ties and intention to use have been tested empiricall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s that 
self-disclosure has not directly effects on the intention to use of SNS, but indirectly effects on it through 
personal enjoyment and desire to have social ties.

Key Words : SNS, Self-Disclosure, Enjoyment, Social Ties,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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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방, 공유, 참여, 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

털 융복합 환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획기 인 발 에 동인이되고 있다. SNS

는 인터넷상에서 자기표 ,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타인

들과 계를 형성하고 유지  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들은 자기 

신상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SNS에 극 으로 참여하여 

왔다. 특히 최근의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폰의 보

 확산은 SNS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한편 기

존의 온라인 서비스인 싸이월드, 페이스북의 성장이 둔

화되는 반면에 스마트폰 기반의 카카오 톡과 카카오 스

토리 등이 부상하고 있다.

그간 많은 SNS에 한 연구에서 개인이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가진 개인

 특성은 요한 변수가 된다는 가정 하에, 사용자 개인

의 사회성 련 요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수용하

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근거로 하여 

분석을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성보다는 인간

의 욕구라는 에서 자기노출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 다. 미국 심리학자 아 라함 매스로우는 그

의 인간의 욕구 5 단계 론에서 세 번째 욕구로 사회  욕

구 즉 사회 이고 사교 인 동료 의식을 조성하기 한 

욕구를 제시하 다. 자기노출은 매스로우의 3단계 욕구

인 사회  욕구를 달성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여겨 

질 수 있다고 단되어,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사용되

었다. 

최근에 사용이 증한 스마트폰 기반의 SNS는 특정

한 일처리 등의  목 을 하여 이용되기 보다는 친분 있

는 사람들과 개인 인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1]. 따라서 SNS에 한 연구는 새로운 IT가 

제공하는 외제 인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효용  특성보

다는 IT를 이용함으로써 개인 으로 얻게 되는 내제  

동기인 쾌락  특성에 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과 공

유이다. 개방과 공유는 자기노출이라는 요인으로부터 출

발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로필이나 보유한 정보를 네

트워크에 올리는 것에서 개방과 공유라는 개념을 가능하

게 한다. 본 연구는 자기노출에 따른 효과 즉 자기노출이 

SNS의 사용 의도나 실제 사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기존에 외재  동기인 

효용성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재  동기 개인의 감성 , 

사회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SNS 특성 및 사용 동기

지 까지 수행되어진 많은 SNS에 한 연구에서 

SNS의 특성에 해 언 하여 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는 SNS의 특성을 참여, 공개, 화, 커뮤니티, 연결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 다. Boyd & Ellison[3]은 SNS의 핵

심 인 특성으로 콘텐츠 특성, 개인 로 일 생성, 계, 

커뮤니 이션을 제시하 다. Gene[39]은 SNS의 특성을 

화와 커뮤니 이션, 콘텐츠  정보 공유, 자신의 상태

와 황 알림, 계와 친 도 리, 명성을 알리고 홍보, 

그룹 형성, 자신의 주체성을 확고히 함이라는 7가지로 제

시하 다. 이동훈 등[4]은 4가지 측면에서 SNS의 특성으

로 시간의 에서 신속성과 지속성, 상 측면에서 다

수성과 다양성,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 그리고 계 측

면에서 친근성과 신뢰성을 들었다. 이해원[5]은 문화 술

단체에 한 연구에서 근성, 유용성, 최신성, 속성을 

SNS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하 다.

이와 같이 SNS의 특성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 져 왔으나, 근 방법이 다양하며, 연구 결과로 제시된 

특성들도 매우 제 각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기본

이고 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타당성이 인식되어 

SNS의 연구에 임워크로 사용될 만한 특성에 한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SNS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SNS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새

로운 SNS 들은 기존의 Facebook 등에 제공되던 특성이 

아니라, 폐쇄성, 익명성, 단명성 등 새로운 특성을 주 기

능으로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

직임은 SNS의 특성 악을 더욱 더 어렵게 하며, 여러 

요인이나 특성들을 포함하는 총체 인 모델의 제시를 어

렵게 한다.

SNS의 특성과 유사한 는 한 연구에는 S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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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유도하는 동기에 한 연구가 있다. Cho 등[6]은 

SNS의 사용과 계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동기

를 개인 인 동기와 사회 향  동기로 구분하 다. 개

인  동기에는 정보 검색, 자기 표출, 즐거움 추구, 이타

심과 사회  계 형성이 속한다고 하 고, 사회 향  

동기에는 이미지와 주  규범(Subjective Norm)을 제

시하 다. 이미지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  신분 는 이미지 향상을 느끼는 것이며, 

그리고 주  규범은 새로운 IT 도입이나 이용에 있어

서 심  역할을 하는 동료나 상사들에 의해 새로운 기

술의 사용에 한 규범  압력(Normative Pressure)을 

의미한다. Kim 등[7]은 일반 인 미디어 연구에서 리 

사용되는 U&G(Uses and Gratifications) 이론을 기반으

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들을 새로운 

미디어를 소비하고자 하는 동기(Consuming Motivation), 

새로운 미디어에 참여하고자하는 동기(Participating 

Motivation) 그리고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동

기(Producing Motivation)로 분류하 다. 소비  동기에

는 정보 검색(Information Seeking)과 즐거움 추구

(Entertainment), 참여 동기에는 사회  (Social 

Interaction)과 사회  계 유지(Social Relationship 

Maintenance), 그리고 생산 동기에는 자기표 (Self 

Expression)과 자아실 (Self Actualization)의 6가지 동

기 변수를 제시하 다. 

2.2 자기노출

심리학에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자신에 한 

정보를 타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지에 한 개념이

다[8]. 자기노출은 사람들이 직  만나서 면 면 커뮤니

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계 형성  유지에 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자기노출은 오 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 이션에서도 사회  계를 

조사하기 한 주요한 요인으로 인지되어왔다. 특히 

SNS와 이 의 온라인 활동과의 큰 차이는 자기노출이

다. 이 의 온라인 메시지나 커뮤니티 등은 익명성을 

제로 하고 있는 반면 SNS는 자기노출이라는 공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SNS는 기본 으로 사용자 자신이 스스로 사진이나 

동 상을 제작하거나 신상정보, 취미, 심사 같은 자신

의 정체성을 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로필  콘텐츠 

생산 기능이 있다[3]. 를 들면, 페이스북의 로필 기능

은 아주 요한 자기표출(Self-Presentation) 기능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인기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 

로필이 자아 존 감과 자기 완결성을 충족함으로서 자기 

확신을 주는데 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자아에 

상처를 받은 후 자아 존 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무의식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로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40].

SNS와 같은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과 공유

성이다. SNS에서 개방성과 공유성은 자기노출과 한 

계가 있으며, 한 SNS에 있어서 자기노출은 사회  

매개체로 작용한다[9]. 따라서 SNS에서의 자기노출은 소

셜네트워크 생산의 출발 이며 동시에 타인에 의한 소비

의 시작 이다[10].

구철모 등[11]은 온라인 정체성 표  욕구가 지식 공

유의 즐거움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온라

인 정체성 표  욕구는 온라인상에서 자기표출 즉 자신

을 정체성을 표 하려는 행 를 의미하며,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정 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부정 인 인상을 

회피하려는 행 를 말한다.

온라인에서의 정체성 표 은 오 라인에서의 정체성 

표 과 차이 이 많다. 첫째로 온라인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실제와 다르게 표 할 수 있다[34]. 오 라인에서 

소극 인 성향을 보이는 개인이 온라인상에서는 공격

일 수도 있고, 그 반 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온

라인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오 라인인 경우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비교  쉽고 

물리 인 제약을 덜 받는다[35]. 셋째로 오 라인에서의 

자기표 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특정 측면에서의 이미지만 선택

으로 표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정체성 표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SNS는 이와 같은 온라인 정체성 

표 의 장 이 있어, SNS 사용자가 아주 쉽게 그리고 보

다 극 으로 자기표 을 할 수 있게 한다.   

SNS를 특정한 범주에 맞추어 유형을 분류하기 한 

연구에서도 자기 노출과 유사한 개념들이 이용되었다. 

Haenlein과 Kaplan[12]은 SNS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소셜미디어의 범주화 연구에서 미디어 리서치(사회  실

재감(Social Presence)/매체풍부성(Media Richness))와 

사회과정(자기표출(Self-Presentation)/자기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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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sclosure))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 으로 분류

를 하 다. 이재남·변유진·한재민[13]은 기업의 트 터의 

활용 략  목 을  고객의 과 기업의 에서  

Retweet, Review, Follow, Men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는 상황  모델을 제시하 다. 기업이 소셜 마

을 성공 으로 하기 해서는 고객의 과 기업의 

을 고려해야 하며, 고객의 이란 고객이 기업의 소

셜 마 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객 참여도라는 소셜 마 의 요한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 노출은 고객의 

참여도와 한 계가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2.3 감성적 특성

최수정[1]은 스마트폰 기반의 SNS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술  특성, 쾌락  특성, 사회  특성으로 구

분하 다. 기술  특성이란 SNS를 통해서 사용자가 실

용 인 목 이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기술  특성에 속하는 요인들은 TAM이나 확 된 TAM 

모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이해 분석되어져 왔다. 

사회 인 특성은 소통과 공유, 계 맺기, 공동체 형성 등

을 통해 사회  규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 에 부합하

도록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으로 감성 /쾌락 인 특성은 사용자 개인 인 특성으로 

SNS 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

성 인 만족도 는 즐거움을 말한다. 

박종철 등[14]은 SNS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

를 정보  가치, 사회  가치, 그리고 쾌락  가치로 분류

하 는데, 정보  가치는 기능  특성, 사회  가치는 사

회  특성과, 쾌락  가치는 감성  특성과 련되어 진

다고 볼 수 있겠다.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SNS의 사회  가치를 지각하게 될 것

이며, 다양한 흥미로운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

서 쾌락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

마  연구에서 소비자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효용  혜택(Utilitarian 

Benefit)과 쾌락  혜택(Hedonic Benefit)으로 구분하

다[15]. 마찬가지로 SNS의 사용자들은 업무나 일상생활

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효용  혜택을 릴 수 있

고,  주 의 친분 있는 사람들과 개인 인 콘텐츠를 공

유함으로써 재미나 즐거움이라는 쾌락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쾌락  특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미 는 기쁨을 의미하며, 기술 수용 

는 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IT 연구자들은 효용  특성 이외에도 IT를 이용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6].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 이

용은 특정 과업을 달성하기 한 효용성 측면에서 보다는 

그냥 콘텐츠를 공유하는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감성 인 

측면에서의 혜택이 클 것이다[1, 17].

지각된 즐거움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사용자가 즐거움을 느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

[18]. 사용자들은 IT에 해 놀이성을 지각할 경우 해당 

IT에 해 즐거움과 흥미를 가지게 되며[19], 더 나아가 

IT의 놀이성은 사용자들의 IT 사용 시에 해당 IT가 쉽다

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20]. 따라서 이러한 지각된 즐거

움은 IT의 이용 증 의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SNS에 있어서도 지각된 즐거움은 SNS의 이용을 진시

킨다. 이와 더불어 SNS의 주요 특성인 지식 공유도 즐거

움을 유발한다. 지식 공유의 즐거움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을 의미

한다[21]. SNS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기노출을 통해 지

식기여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은 즐거움을 

수반하게 된다.

2.4 사회적 특성

SNS는 사회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발 되고 있다. 

일반 으로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

본 인 성질로 사회에 응하려고 하는 개인의 소질, 능

력, 인 계의 원만성을 말한다[22]. 사회과학에서의 사

회성은 다양한 사회  경험과 사회  환경에 따라 이루

어지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어지는 능력 는 

인간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23].      

SNS와 사회성과의 계는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로 사용자 개인의 사회성이 SNS의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다. 즉 사회성이 강한 사용자

는 보다 극 으로 SNS를 수용하여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SNS의 표 인 특성으로 사회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즉 SNS의 자체의 사회성 는 사회  

기능은 사용자의 신뢰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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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다[22]. 세 번째로는 SNS의 이용으로 인해 사용

자의 사회성이 증 된다는 이다. 기존의 오 라인 

상에서 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쉽고 특별한 비용을 들

이지 않고 개인의 온라인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는 것이다[24]. 이 세 번째 에서의 사회성은 사회  

유 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유 감은 타인에 의해 

요구 받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가 자발 으로 SNS 이용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인간 계를 강화하려는 측면에

서의 사회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1].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에서 SNS 이용 시에 있어 자기 노출이 개인

의 사회  특성을 증 시켜 SNS의 이용에 미치는 향

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용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사회  

향력이라고 하며, 특히 심  역할을 하는 동료나 상

사들에 의해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한 규범  압력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는 것을 주  규범이라고 한다. 사

회  특성 에 사회  향력은 비자발 인 환경에서의 

IT 이용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새로운 IT 기술 이용

의 기 단계에서는 IT 이용을 하려는 의도에 직 으

로 향을 다고 주장되어왔다[25]. 

그러나 사회  향력은 IT 기술의 기 이용 단계에

서는 요한 향력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향

력은 감소되며,  궁극 으로 지속 인 이용 환경이 되면

서 이 향력은 사라진다[26]. 이와 마찬가지로 SNS와 

같이 리 알려지고 성숙되어진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회  향력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비자발 인 

요소보다는 SNS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사회성을 증

시킬 수 있다는 자발 인 에서의 사회  특성에  

연구의 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모바일 환경인 스

마트폰 기반의 SNS에서는 사용자들은 타인의 향력 보

다는 사용자 스스로가 계 형성을 하여 자발 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1].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

서는 사회  유 감을 사회  특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  유 감(Social Ties)은 블로그 이용에 있어 이

용자들 간에 사회  계의 지각된 정도를 나타내기 

해 사용되었다[27].  사회  유 감은 두 사람 이상이 공

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변수로, 서

비스에 한 충성도를 증가시키며 한 종국 으로 지식 

교환  공유를 증가시키게 된다. 사회  유 감이 강한 

상황에서는, 사용자는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경우에도 

사회  계를 유지하기 해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

하게 된다[28].

3.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정보기술에 있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수용하

는데 있어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하여, 심

리학에서 개인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한 연구결

과를 용한 모델 에 하나인 Davis[29]의 기술수용모

델(TAM)이 간결하고 이론  기반이 확고할 뿐 아니라 

모델의 변형과 확장이 용이하여, 정보기술의 수용 상

의 다양성을 다루는 데 합하기 때문에 많은 실증 연구

에 이용되어 왔다. TAM은 기술  특성에 의한 분석에 

을 두었으며,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사용편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제시하 고, 이 요인은 최종 으로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Use)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러나 SNS는 기술 인 에서 보다는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는 을 고려하면, 개

인 이고 사회 인 에서의 근이 필요하고  요

하다고 단된다. Web 1.0 시 에서는 일반인들은 단순

히 수동 으로 참여하 으며, 따라서 Web 상에서 정보

를 검색하여 보거나 원하는 콘텐츠들을 다운로드하여 이

용하여 왔다. 그러나 재의 개방, 참여, 공유, 동이라

는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Web 2.0 시  하에서는 일반인

들도 능동 으로 사이버 세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반 

사용자들도 메시지를 송하거나 자기가 개발한 콘텐츠

를 Web 상에 업로드하여 극 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

출하기에 이르 다. 따라서 SNS 연구에서 요한 연구 

변수로 이러한 개인들의 자기 표출 는 자기 노출에 

한 욕구가 SNS의 활용에 어떠한 향을 미친 것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타심(Altruism)은 개인의 일반

인 특성이며, 남을 도움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다. SNS는 이런 이타  즐거움을 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0]. 자기 노출은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이타심에서와 같이 

즐거움에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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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SNS 이용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친 감을 향상시키

려는 욕구는 SNS의 사용을 유발  진시키는 핵심 요

인 에 하나이다. 사회  특성의 하나인 사회  유 감

은 SNS 이용의 결정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 개인

은 스스로 자발 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 즉 자기 노출을 

하여 SNS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인간 계

를 강화하고 사회  유 감을 형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기 노출의 정도는 사회  유 감 형성에 향을 다

고 볼 수 있으며, 사회  유 감의 증 는 SNS 이용을 

증가 시킬 것이다.

IT 서비스의 이용 의도  실제 이용 수 은 많은 IT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감

성  특성인 즐거움과 사회  특성인 사회  유 감은 

최종 으로 SNS의 사용 의도에 향을 다는 가정 하

에 다음과 같은 모델 Fig. 1을 제시하 다.

가설 1:  자기노출은 즐거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교환이론[36]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즐거움을 얻기 해 지식을 공유한다고 하 다. 

구철모 등[11]은 자기노출은 개인의 온라인 정체성 표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지식 공유로 인한 즐거움을 

가져 온다고 하 다. 주재훈[30]과 Liu Guodong[31]은 자

기노출은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

하여 이타심이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고 하 다.  즐

거움은 구성원들 간에 감정 인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구성원 간의 강한 연 를 이루어 내는 요한 요소이

며, SNS에서의 자기 노출은 사용자 개인의 즐거움을 유

발시킬 것이다. 

가설 2: 자기노출은 사회  유 감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개인은 SNS를 이용시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하는 행

 는 자기노출을 통하여 유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며, SNS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신

뢰를 증가시키게 되며, 종국 으로 인맥 구축  유지 등 

사회  욕구를 만족시켜왔다. 

SNS는 이 의 온라인 활동과 달리 자기노출의 공개

성을 토 로 하고 있다. SNS에서는 자기노출에 의한 정

보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Bane et 

al.[32]은 자기노출이 온라인 친구 계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진우 등[33]은 온라인 상

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하는 것 즉 자기노출이 네트

워크 형성과 유지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경탁 등[10]은 SNS를 자주 이용하는 것은 자신을 더 

많이 들어내어, 타인과의 사회  계 형성을 돈독히 하

기 한 것이라고 하 다. 결국 자기 노출은 SNS 사용자

들 간에 사회  계의 지각된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  

유 감을 증 시킬 것이다. 특히 자신을 표 하고 신상

을 공유하는 계지향 인 SNS에 있어서 자기 노출은 

사회  유 감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즐거움은 SNS 이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유용성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의 IT의 이용 

의도에 한 연구는 실용 인 측면에서 새로운 IT 기술

의 도입  활용에 한 연구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SNS는 이와 더불어 내제 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사용의 

즐거움이라는 개인 이며 감성 인 요소가 더욱 요시 

된다. 즐거움은 IT  제품 이용을 설명하는 감성 인 

요한 변수 의 하나이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SNS를 사

용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감성  혜택

(Emotional Gain)으로 사용자들이 SNS을 사용하게 하는 

주요한 내재  동기(Intrinsic Motive) 에 하나이다. 특

히 최근 SNS 발  경향의 추세는 모바일화이다. 모바일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24 시간 이용 가

능한 SNS의 이용 환경에서는 즐거움이라는 감성  특성

은 SNS의 이용을 더욱더 진시킬 것이다.

사회  자본 연구에 있어 연계(Bridging) 사회  자본

은 감정  연결이 없는 단순히 정보나 새로운 을 주

고받는 계인 약한 연 로부터 형성이 되며, 결속

(Bonding) 사회  자본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강한 연

로부터 형성된다고 하 다. 즐거움은 감정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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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결속과 같은 강한 사회  연 를 

이루게 하여 사용자들의 SNS의 참여  이용을 증가시

키게 된다. 

가설 4: 사회  유 감은 SNS 이용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IT의 수용  이용에 한 연구들에 있어 사회  특성

은 IT 이용에 한 요한 측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사회  특성  하나인 사회  유 감은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 상을 설명하는데 

용되어 왔다. SNS는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사람들과 

지속 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과 친 감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지

속 으로 연결 되고 싶은 의지 즉 사회  유 감을 형성

하고 계속 으로 유지하고자 의지는 SNS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

이 보유한 정보  일상사 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유 감

을 증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SNS의 

이용은 증가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처리 방법

본 연구는 SNS 사용 경험이 풍부한 사용자인 학생

을 상으로 2014년 10월에 실시되었다. 178부의 설문지

가 학생으로부터 수거되어 답변이 불완 한 5부를 제

외한  17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객 이고 실에 합한 설명력을 갖추기 해 여

러 단계의 분석방법을 시행하 고, 분석의 수 을 개인 

수 으로 실증 검정을 하 다. 

첫째로, 설문 상자 구성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빈도

분석을 시행하 다. SPSS 21.0을 이용하여 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빈도와 백분율

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신뢰성 검정을 시행하 다. 신뢰성은 동일

한 개념에 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

을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이

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  값을 사용하

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투입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들의 계가 선행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규명되었으며, 

특히 잠재변수들(외생잠재변수, 내생잠재변수)간의 계

의 규명에 을 둔 연구로서 연구모델에 포함시킨 변

수들에 한 타당성 검정을 하여 AMOS 20.0을 사용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네 번째로 확인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나타난 결과

를 토 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간의 계를 

악하기 해 AMOS20.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고, 모형의 합도는 /df, GFI,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 다. 모든 통계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4.2 신뢰성 검정

표 으로 쓰이는 Cronbach's Alpha(α)는 일반 으

로 둘 이상의 개념 측변수들의 집합에 한 신뢰성 측

정에 사용되며, 신뢰계수값의 범 는 0과 1사이이다. 일

반 으로 신뢰성을 알아보기 하여 각 변수의 측정항목

에 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며 사회과학에서

는 이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

한다[37**]. 본 연구도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를 분석하 다.

<Table 1>를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즐거움의 

Cronbach's 값이 0.802로 체 요인  가장 낮은 신뢰

성을 보이고 있지만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변

수 에서 제거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집 타당성 

 별타당성을 통해 검정하고자 한다.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잠재

*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먼저 실시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
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며, 
반면 큰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 송지준,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

세기사, 2013: Cronbach's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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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Validity Analysis

Factor Loading C.R SMC AVE
Construct 

Reliability

Self-Disclosure

Self-Disclosure 1 0.76 10.106 0.577

0.552 0.860

Self-Disclosure 2 0.783 10.447 0.613

Self-Disclosure 3 0.698 9.19 0.487

Self-Disclosure 4 0.751 9.973 0.563

Self-Disclosure 5 0.782 Fix 0.612

Enjoyment

Enjoyment 1 0.743 9.032 0.552

0.483 0.788
Enjoyment 2 0.62 7.574 0.385

Enjoyment 4 0.672 8.199 0.451

Enjoyment 5 0.756 Fix 0.571

Social Ties

Social Ties 1 0.736 9.696 0.542

0.535 0.851

Social Ties 2 0.702 9.20 0.493

Social Ties 3 0.662 8.615 0.438

Social Ties 4 0.85 11.31 0.723

Social Ties 5 0.768 Fix 0.589

Intention to Use

Intention to Use 1 0.843 15.119 0.711

0.535 0.851Intention to Use 2 0.922 17 .779 0.851

Intention to Use 3 0.894 Fix 0.8

<Table 2> Convergent Validity Test

변수를 측정하는 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 

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Factor

Initial 

Variable 

Numbers

Remove 

Variable 

Numbers

Final 

Variable 

Numbers

Cronbach 



Self-Disclosure 5 0 5 0.867

Enjoyment 5 0 5 0.802

Social Ties 5 0 5 0.859

Intention to Use 5 0 5 0.869

<Table 1> Reliability Test

4.3.1 집중타당성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수인 즐거움의 요인

부하량이 0.483으로 나타나 최소기 이 0.5보다 낮게 나

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모든 요

인들의 CR 값도 1.965 이상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SMC 값도 0.4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즐거

움 요인***을 제외한 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이 기 치 

보다 높게 나타나 집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즐거움은 총 5개의 측변수를 투입하

*** 요인부하량이 0.5에 근접하고 있고, 본 연구의 중요변수인 
매개요인으로 선정되었기에 그대로 연구모형에 투입하여 최
종분석을 실시하였음.

으나, 하나의 측변수가 제거(즐거움3)되고 최종 4개의 

변수를 최종 분석에 투입하 다.

4.3.2 판별타당성

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간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식은 잠재변수와 측변

수의 설명량과 잠재변수간 설명량을 비교하는 개념이라

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AVE값이 잠재변수간 상 계수

의 제곱()보다 더 강하다면 별타당성이 있는 것이

고, 그 반 이면 별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Table 3>를 보면 즐거움과 사용의도의 상 계수 값

이 0.7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요인의 

상 계수 제곱값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4.4 연구가설 검정

4.4.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는 자기노출과 사용의도와의 계에서 즐거움

과 사회  유 감의 매개효과에 을 둔 연구로서 구

**** 배병렬, Amos 19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청람, 
20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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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Path Coefficient

S.E C.R
Standard Estimate Unstandard Estimate

Self-Disclosure ￫ Intention to Use 0.071 0.084 0.109 0.777

Self-Disclosure ￫ Enjoyment 0.326 0.308 0.088 3.510
***

Self-Disclosure ￫ Social Ties 0.620 0.664 0.098 6.747***

Enjoyment ￫ Intention to Use 0.661 0.829 0.114 7.275***

Social Ties ￫ Intention to Use 0.212 0.235 0.097 2.430
*

※ ***p<0.001, **p<0.01, *p<0.05

<Table 4> Direct Effects Path Coefficient Test

Factor Self-Disclosue Enjoyment Social Ties Intention to Use AVE

Self-Disclosure 1 0.552

Enjoyment 0.277*** 1 0.483

Social Ties 0.600*** 0.586*** 1 0.535

Intention to Use 0.376
***

0.761
***

0.565
***

1 0.770

※ N=622, ***p<0.001, **p<0.01, *p<0.05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Test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ignificance

Self-Disclosure ￫ Enjoyment ￫ Intention to Use 0.286 0.071 0.215 0.010*

Self-Disclosure ￫ Social Ties ￫ Intention to Use 0.202 0.071 0.131 0.010*

※ ***p<0.001, **p<0.01, *p<0.05

<Table 5> Indirect (Mediate) Effects Analysis

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며, 신뢰성 

검정  타당성 검정을 통해 제거된 변수를 제외하고 나

머지 변수를 이용하여최종 분석을 실시하 다. 합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df=2.056, GFI=0.858, TLI=00.910, 

CFI=0.924, RMSEA=0.078 등으로 나타나 GIF를 제외한 

나머지 합도 평가 요소에서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 성으로 인하

여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

로운 CFI 값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CFI 값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합도 검정 결과는 합도 기

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2 직접효과 경로계수 검증

본 연구의 직 효과에 한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기노출과 사용

의도의 경로계수가 0.071, C.R.=0.777로 나타나 C.R. 값이 

1.96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노출과 즐거움의 경로에서는 경로계수가 

0.326, C.R.=3.510으로 나타나 자기노출이 즐거움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기노출과 

사회  유 감의 경로계수는 0.620, C.R.=6.747로 나타나 

자기노출이 사회  유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넷째, 즐거움과 사용의도의 경로계수는 

0.661, C.R.=7.275로 나타나 즐거움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유

감과 사용의도와의 경로에서는 경로계수가 0.212, 

C.R.=2.430으로 나타나 사회 유 감이 사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 간접경로(매개효과)분석 결과

AMOS에서는 간 효과에 한 크기는 제공하고 있지

만 그것에 한 유의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즉, “자기노

출→즐거움, 즐거움→사용의도”에 한 경로의 직 효과

에 한 유의성은 결과표에 나타난 C.R값(1.965 이상)이

나 p값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간 효과 “자기노출→즐거

움→사용의도”의 유의성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

효과에 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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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즐거움과 사회 유 감의 간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연구모형을 두가지로 나 어 간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즐거움과 사회  유 감은 자기노

출과 사용의도와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특히 자기노출과 사용의도와의 직 경로에

서 유의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인간은 사회  동물이라는 명제는 우리 인류에게 오

랫동안 익숙한 명제이다. 인터넷 명은 SNS라는 새로

운 기술을 출 시켰으며, SNS는 사회성을 기반으로 개

발되었고 지속 으로 발 되고 있다. 인류는 인터넷 기

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인 SNS에 참여하여 자신의 

사회 계 정보, 지리  치나 개인의 취향  생활 패턴 

등에 한 다양한 디지털 흔 을 인터넷에 남기고 있으

며, 사용에 따른 결과로 사회  자본을 축 하려고 노력

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되어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개

인 인 특성보다는, 인간의  매스로우의 3단계 요구인 사

회  욕구를 추구한다는 에서 자기노출이라는 변수

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노

출은 SNS 사용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즐거움과 사회  유 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들은 

SNS를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한 자신이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사회  유 감을 느낀다는 것이

다. 따라서 SNS의 이용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사회  욕

구 만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개인의 

SNS 수용에 하여 자기 노출이라는 사회  욕구 측면

에서 실증 으로 분석  증명함으로써, SNS 수용에 

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설문조사 상 샘 의 크기  제한 인 설문참여자가 

연구의 한계 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정보기술(ICT) 련 트 드에서 소셜미디어 

련 소식이나 연구 결과보다는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

넷,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른 주제 들이 정보기술 련 

신문, 잡지, 연구지 등에 많이 게재되고 있으나, 그 다고 

소셜미디어의 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

셜미디어는 이러한 새로운 ICT 트 드를 뒷받침하는 인

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나타나는 ICT 트 드와 소셜미디어와 련성 는 역할

에 한 연구   한 최근에 출 되고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SNS 서비스 제품들의 폐쇄성, 익명성, 즉흥성, 

축소성 그리고 단명성과 같은 새로운 특성을 반 한 연

구들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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