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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development of smart and network technologies,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s become popular 

in daily life. With increasing use of SNS, the scope of communication has been widened. Lots of activities 

can be easily shared daily on SNS. Differing with opinions about more activated communication on SNSs, 

some people have viewpoints that, in some cases, communications may be decreased among SNS users.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may be the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in the social 

network age. Major concern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age related to the decrease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related to the increase of communication. 

Two research steps have been adopted that the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to understand. Defining 

actual communication status was the first step, and an empirical approach, a survey to verify hypotheses, 

was performed as the second step. 

Key findings of the study were that older generations perceived communication has been decreased. 

Research results can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SN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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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이 확산되면서 소통이 활발할 것이

라는 주장이 많다. 도미니크 볼튼(D. Wolton)은 

자신의 서 ｢불통의 시 에 소통을 읽다(Infor-

mer n’est pas communiquer.)｣에서 “기술의 발

달로 인해 정보는 많아졌지만 소통은 더욱 어려

워졌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

인 제반 기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를 이

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늘어난다.”라고 하 다

[Wolton, 2011]. 

스마트시 는 두 개의 엄지손가락이 아주 바

빠진 시 다. 스마트기술은 개인휴 정보단말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보 을 확산

시켜, 이 시 를 ‘소통이 꽃을 피우는 시 ’라고 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최근 생

활인들의 행동을 찰해 보면 ‘소통의 시 ’라는 

구호  외침이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커피

을 들어선 은 커 들의 손에는 여지없이 스

마트기기가 들려있고, 자리를 잡기 무섭게 기기

로 빨려 들어간다. 화는 없고 스마트기기만 들

여다보는 상황이 흔하다. 페이스북, 트 터, 카카

오톡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의 등장으로 사회  소통의 폭과 빈도

는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개인  개인 간 

소통은 반 의 상을 보이는 것은 왜 일까? 그

야말로 소통속 불통의 시 이다[Park, 2016]. 

소셜미디어의 사용 확산으로 인 계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상의 인 교류도 활발해 졌다[Yoon, 2013; Lee, 

2009].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보 과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로 인해 소통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들이 많았으나 소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Park, 2016; Kim and Kim, 2012].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시 에 세 별 소통

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상에 한 인식

차이에 해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동기  

의문 으로는 첫째, 소셜 네트워크 시 의 심

에서 세 별 소통의 감소 상에 한 인식차이

는 있는가? 둘째, 반 로 세 별 소통이 증가하

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실시간 화

앱과 생활공유서비스에서의 소통상 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등이다. 연구방법은 1단계 정성조

사 기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

고, 2단계는 실증분석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FGI 분석결과 토 로 설문 설계를 하고, 

사 테스트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을 수정 보완

하 다.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속 소통측

면에서 부정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 친구  지인들 간의 소통의 증가 혹은 감소

상에 한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것이라 믿

는다. 한 SNS 독증상을 보이는 성인이나 청

소년 문제를 연구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 의 소통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계와 업

계에 시사 을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키 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소셜미디어(so-

cial media)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

는 웹 2.0시 의 도래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기반 

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

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계를 생성 는 확장시

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랫폼을 의미한다

[Baumgartner and Morris, 2010; Cammaerts, 

2008]. 소셜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

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 인 체

제가 용되지 않으며,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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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Mibidays, Ad-Mobile Research Lab.

<Figure 1> Mibile SNS Use Rate with Age

용자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Wikipedia 

(1), 2016; Lee and Ha, 2013; Choi and Park, 

2013; Dahlgren, 200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10  혹은 20 의 

유물처럼 생각되고 있으나 40～50  연령층도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모비데이즈의 모바

일 고연구소가 조사한 ‘2015년 연령 별 모바

일 SNS 채  이용 유율’ 자료에 의하면, 카카

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son 

et al., 2007].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밴드의 경우 

40～50 가 각각 46%, 53.5%, 30  이하가 각각 

54%, 46.5%의 사용자 비율을 보 다. 20  연령

층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률이 높았

다. 따라서 연령 별 사회연결망서비스 선호매

체의 차이는 있으나 차이가  좁 지는 상황

이다[Mobidays, 2016; Park et al., 2012].

2.2 SNS와 인간 소통

소통 즉 커뮤니 이션(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는 “공유”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

로서 상호 이해 가능한 신호 혹은 기호를 이용하

여 의도를 달하고자 하는 행 라고 정의할 수 

있다[Kuhn, 2007]. 자  소통을 한 기본단계

로는 의사소통의도 형성, 메시지 변조, 신호 송, 

신호수신, 메시지 복조, 수신자에 의한 메시지 해

석의 순서로 진행된다[Scheufele, 1999]. SNS는 

디지털기술 기반 에서 집단이 아닌, 개인이 

심이 되어 일상,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

며 심사가 공통되는 사람들과 인맥 계를 형

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다[Ma and Cho, 2014; 

Kim, 2014; Ryu and Lee, 2011].

키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의사소통 혹은 커뮤

니 이션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생각

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해 가장 필수 으

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상호간 소통을 

해 사용되는 매체로는 언어  요소인 구어와 문

어 외에도 몸짓, 자세, 표정, 억양, 노래, 춤 등과 

같은 비언어  요소들까지 포함된다. 비언어  요

소는 정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해 

많은 도구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다. 한 디지

털기술의 발 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같은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 터 등의 소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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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NS(duplicate) respondents(%)

real time

chats

Kakaotalk

Facebook messenger 

Bit win

Line

Telegram

25(69)

5(14)

3(8)

2(6)

1(3)

Total 36(100)

life sharing 

services

Facebook

Instagram

Band

Kakaostory

Blogs

Daum cafe

Twitter

17(40)

11(26)

5(12)

3(7)

3(7)

2(5)

1(3)

Total 42(100)

<Table 1> SNS Media Use Frequency 

워크 서비스 등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

수와의 의사소통을 이루기도 한다[Wikipedia(2), 

2016; Park, 2016].

2.3 SNS 상에서의 세 간 소통

SNS 사용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세 별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소통의 방식

이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 에는 인터넷 상의 소통을 재미 

심의 내용과 유형을 연구하기도 하 다. 한 

인터넷 소통은 말을 통해 시간을 보내고 재미를 

나 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며, 세 별로 SNS에 속

하여 말놀이를 즐기기도 한다[Lee, 2015]. 즉 인터

넷 혹은 SNS상의 소통은 재미 혹은 게임  개념

의 소통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이든 오 라인이든 소통은 각종 공동체

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소통을 방해하는 채 일 수도 

있으나 정작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개인의 편견

과 독선 때문이라고도 하 다[Lee, 2017]. 즉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한 SNS상의 소통은 매체의 특

성 때문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하

으나 새로운 매체에 한 거부감이나 불편함

이 세 별 거부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SNS를 통한 실시간 의사소통이 면 의사소

통보다 더 비 이 높아지고 빈번해진 시 에 소

통의 상, 내용, 빈도, 품질 등에 한 연구의 필

요성이 있다[Lee, 2015]. 따라서 세 별 소통의 

방식과 빈도, 그리고 선호하는 소통의 방식에 

한 연구역시 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차

연구방법으로 26명의 학생을 상으로 하는 

집단심층면 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의 소통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탐색  근법을 사용

하 다. 집단심층면 의 내용은 사용 인 SNS

매체를 실시간 화서비스와 생활공유서비스로 

구분하여 소통을 자주하는 상 , 소통이 었다

고 생각하는 상 와 상황에 해 토론하 다. 이

후 토론의 결과를 토 로 명제를 도출하 으며, 

실증분석을 해 집단심층면  토론결과를 종합

하여 설문지를 설계하 고, 사 조사를 통한 수

정보완후 설문지를 완성하 다. 설문지의 구성

은 첫째, 실시간 화용 앱(채 앱) 사용, 둘째, 생

활공유서비스 사용, 셋째, 스마트폰과 SNS 시

의 소통행태,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  분석을 

한 항목들로 구성하 다.

3.2 집단심층면 법(FGI)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의 

소통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탐색  근법을 사

용하 다. 26명이 참여한 집단심층면 의 결과 

가장 많이 사용 인 실시간 화용 앱은 카카오

톡(25명, 69%)이었으며, 다음은 페이스북 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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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partners freq.(daily)

Real time chats

family(mother, sister, father, brother), friend(sharing life), school 

colleagues, military colleagues, alumni, Kakaotalk plus friend, 

business, relatives, etc.

Daily, often, 

4～5 hours

Life sharing

services

friends with common interests, girl/boy friend, family(mother, sister, 

father, brother), friend(sharing life), school colleagues, military 

colleagues, alumni, Kakaotalk plus friend, business, relatives, etc. 

professors, soccer team members, Online friends, cafe member, shopping 

mall MD, etc.

five times, often, 

weekly, bi-weekly, 

twice or more a week

<Table 2> Communication Partners

partners increase decrease

family and

friends

∙chatting room making for family, friends to 

increase communication 

∙not face-to-face meeting, but communicating 

with friends with real time chat

∙pictures or text communication with elder 

brother having job with chatting app.

∙increasing communication with close friends

∙increasing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sister

∙decreasing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intimate friends due to familiarity and closeness

∙due to frequent communication with friends by 

chatting, no little face-to-face conversation 

∙rack of deep or meaningful communication in 

offline meeting, repetitive talking of same things 

of SNS

∙at home, no interest about family members, 

using smart phone only with no communication

alumni or 

known persons

∙with department colleagues, team members for 

project in class, increasing communication

∙in case of specific events such as birthday or 

wedding of alumni or known persons who have 

not seen each other for a while.

∙communication increase with alumni by 

chatting room making

∙not direct correspondence, but profile pictures 

with known persons not seen for a while

∙communication decrease with friends who had 

been closed long time ago

∙using real time chatting for intimate persons

∙with friends, middle and high school, 

communication decrease

∙even though exchanging messages through real 

time chat and facebook, decreasing direct 

conversation

online friends or 

strange persons

∙due to SNS with smart phone, increasing of 

communication frequency and time with online 

and unfamiliar persons

∙on SNS, online friendship making and 

correspondence increasing

∙notwithstanding widened communication, rack 

of deep or meaningful communication in offline 

meeting

∙decreasing communication with whom have not 

smart devices

<Table 3> Increase or Decrease of Communication

(5명, 14%)로 응답하 다. 한 생활공유서비스

의 경우 페이스북이 17명(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이 11명(26%)으로 응답하

다.

한 소통의 상 에 따라 소통이 증가한 경우

와 어든 경우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면 면 소통은 어든 반면 SNS를 

이용한 소통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 다. 특히

나 통 으로 가족 간 식사도  화를 나 는 

소통은 하게 감소하 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SNS를 통한 화상 별 소통이 감소한 경우

와 증가한 경우로 나 어 결과를 정리하 다. 상

황에 따라 소통이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로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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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제(가설)설정

실증분석을 해 FGI를 통한 분석과정을 거

쳐 명제를 설정하 다. 설정된 명제로부터 정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개념(construct)을 도

출하여 설문 설계를 하 으며, 연구의 동기  

의문 을 토 로 제시된 명제는 가설설정의 기

로 용하 다.

명제 1 : 실시간 화와 생활공유서비스 사용 시 

소통의 상 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

명제 2 : 실시간 화의 경우 주로 친한 사람들과 

소통이 활발할 것이다.

명제 3 : 생활공유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와

의 소통이 활발할 것이다.

명제 4 : SNS상에서 소통이 감소하거나 소통이 

증가하는 상이 다를 것이다.

명제 5 : 스마트기기를 통한 SNS 사용이 확산된

다고 반드시 소통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이다.  

이상의 명제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 가

능한 구성개념을 조작화 하여 다섯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세 별 소통상 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세 별 소통감소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 세 별 소통증가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 연령이 높을수록 소통감소에는 정의 상

을 보일 것이다.

가설 5 : 연령이 높을수록 소통증가에는 음의 상

을 보일 것이다.

3.4 설문 설계

집단심층면 법을 통해 26명의 토론결과를 종

합하여 설문지를 설계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네 

부분으로 구성하 다. 첫째, 실시간 화용 앱(채

앱) 사용, 둘째, 생활공유서비스 사용, 셋째, 스

마트폰과 SNS 시 의 소통행태,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  분석을 한 항목들로 구성하 다. 1차 완

성된 설문을 이용하여 비조사를 실시하고, 미비

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오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된 설문은 

총 103개 으며, 분석에는 SPSS 23을 이용하

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상 분석, 교

차분석, 단순회귀분석 등을 이용하 다. 

4.1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항목이 내 일 성인 타당성과 신뢰성 분

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재요

인이 0.7 이상, 크론바하 알  값 역시 0.6 이상으

로 측정되어 항목 간 내 일 성은 검증이 되었

다. 소통증가 련 6개 항목, 소통감소 련 4개 항

목, 낯선 사람이 친구 요청할 경우 거  련 2개 

항목으로 요인이 추출되었다.

4.2 매체별 소통상

실시간 화 앱의 경우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 으며, 주로 친구와 가족 간 심의 소통

채 이었다. 이와는 달리 동창생, 회사업무용, 친

척, 동호회 등의 지인과는 폐이스북메신 도 사

용하고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가족과는 문자를 

통해 소통하는 경우(64건, 47.4%)가 많았다. 

생활공유서비스는 역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소통상 로는 친구, 가족, 동창생, 

온라인 친구 순이었다. 실시간 화앱과의 차이

으로는 온라인친구와의 소통이다. 



Items Scale

Real Time

Chats

1. Applications frequently using

2. Communication partners

3. Communication frequency

Nominal

Nominal

Interval

Life Sharing

Services

1. SNS services frequently using

2. Communication partners

3. Communication frequency

Nominal

Nominal

Interval

Cognitive

level of 

SNS

communication

1. I think that communication with family was diminished.

2. I think that communication with friends was diminished.

3. In cafe or restaurant, I usually use mobile devices without conversation. 

4. Because of SNS, meeting with friends or acquaintances has been diminished.

5. Because of SNS, conversation with strange people has been increased.

(abbreviated)

Interval

(5-point rikert scale)

Demographics Profession, Age, Resident city, Monthly income, level of schooling, gender
Nominal, Ordinal, 

Ratio

<Table 4> Questionnaire structure

Communication items
factors

Cronbach Alpha
factor 1 factor 2 factor 3

Communication 

Increase

CMM11 .788 　 　

0.854

CMM9 .759 　 　

CMM18 .756 　 　

CMM8 .748 　 　

CMM5 .736 　 　

CMM6 .727 　 　

Communication 

Decrease

CMM2 　 .855 　

0.690
CMM1 　 .721 　

CMM7 　 .664 　

CMM16 　 .600 　

Avoiding

Friend-relation

CMM15 　 　 .875
0.723

CMM14 　 　 .814

<Table 5>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Survey Items

Applications friend family alumni business relative
interest 

group

professor/

teacher

Kakaotalk 90 69 27 18 10 9 5

Facebook 

messenger
1 2 18 14 10 7 4

SMS 0 64 6 4 0 2 1

Total(Dup.) 91 135 51 36 20 18 10

<Table 6> Communication Partners with Real Time Chatting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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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friend family
online 

friend
alumni business

interest 

group
relative

cafe 

member

professor/

teacher
Total

Facebook 43 10 4 6 2 2 3 1 1 71

Instagram 15 2 7 1 　 1 0 0 0 26

Band 8 6 1 4 3 2 1 0 0 25

Kakaostory 9 6 0 3 4 0 0 0 0 22

Internet Cafe 4 3 2 2 2 0 1 4 0 18

Blog 1 1 2 0 1 0 0 0 0 5

Twitter 0 0 2 0 　 0 0 0 0 2

Total(Dup.) 80 28 18 16 12 5 5 5 1 169

<Table 7> Communication partners with Life Sharing Service 

　Partners
generations Total

10～20s % 40～50s+ % Sum %

Kakaotalk

friend 127 60% 31 40% 158 55%

family 48 23% 22 28% 70 24%

alumni 19 9% 10 13% 29 10%

business 6 3% 10 13% 16 6%

interest 5 2% 4 5% 9 3%

prof/teacher 4 2% 1 1% 5 2%

relative 2 1% 0 0% 2 1%

Total 211 100% 78 100% 289 100%

Facebook 

messenger

friend 6 43% 2 33% 8 40%

family 5 36% 1 17% 6 30%

alumni 2 14% 1 17% 3 15%

relative 1 7% 　 0% 1 5%

business 　 0% 1 17% 1 5%

interest 　 0% 1 17% 1 5%

Total 14 100% 6 100% 20 100%

<Table 8> Communication partners with Real Time Chatting Apps.(Dup.)

생활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지인은 아니지만 같

은 취미나 심사를 가진 온라인상의 친구들 간 

정보공유로 소통이 많은 것으로 단된다. 인스타

그램(instagram)의 경우 가족 간 소통보다는 친구 

혹은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이 상 으로 많았다.

4.3 매체와 세 별 소통상

실시간 화 앱의 경우 모든 연령 에서 친구가 

주 소통 상 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많았다. 가

족과의 소통은 10～20 의 경우는 23%, 40～50  

이상의 경우는 28%로 연령층이 높은 응답자들이 

가족과 소통을 많이 하 다. 친구와의 소통은 10～

20 는 60%, 40～50  이상은 40%로 차이를 보

다. 생활공유서비스의 경우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20 는 친구와의 소통이 64.5% 비 

가족과의 소통은 14.5%에 그쳤다. 40～50  이상

의 경우는 상 으로 밴드를 많이 사용하 고, 가

족과의 소통은 23.8%, 친구와의 소통은 33.3%로 

응답하 다. 회사업무용이나 동창생들과의 밴드

사용도 많은 편이다. 20  이하 연령 와는 달리 

40  이상의 경우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사

용하 다. 따라서 가설 1의 세 별 소통상 의 차

이를 보일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partners
generations Total

10～20s % 40～50s+ % Sum %

Facebook

friend 40 64.5% 2 25% 42 67%

family 9 14.5% 1 13% 10 16%

relative 3 4.8% 　 0% 2 3%

alumni 2 3.2% 3 38% 3 5%

interest 2 3.2% 　 0% 1 2%

prof/teacher 　 0.0% 1 13% 1 2%

O/L friend 4 6.5% 　 0% 2 3%

business 1 1.6% 1 13% 1 2%

cafe memb 1 1.6% 　 0% 1 2%

Total 62 100.0% 8 100% 63 100%

Instagram

friend 14 58% 　 　 14 58%

alumni 1 4% 　 　 1 4%

O/L friend 6 25% 　 　 6 25%

family 2 8% 　 　 2 8%

interest 1 4% 　 　 1 4%

Total 24 100% 0 　 24 100%

Band

friend 1 25% 7 33.3% 8 32%

family 1 25% 5 23.8% 6 24%

alumni 　 　 4 19.0% 4 16%

business 　 　 3 14.3% 3 12%

relative 　 　 1 4.8% 1 4%

interest 1 25% 1 4.8% 2 8%

O/L friend 1 25% 　 　 1 4%

Total 4 100% 21 100.0% 25 100%

Kakaostory

friend 1 100% 7 33% 8 36%

family 　 　 6 29% 6 27%

alumni 　 　 3 14% 3 14%

business 　 　 4 19% 4 18%

relative 　 　 1 5% 1 5%

Total 1 100% 21 100% 22 100%

Internet cafe

O/L friend 2 22% 　 　 2 11%

cafe memb 4 44% 　 　 4 22%

friend 2 22% 2 22% 4 22%

family 1 11% 2 22% 3 17%

relative 　 　 1 11% 1 6%

alumni 　 　 2 22% 2 11%

business 　 　 2 22% 2 11%

Total 9 100% 9 100% 18 100%

<Table 9> Communication partners with Life Sharing Servic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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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MD(I-J) Std. Err
95% C.I.

Lowest Highest

Comm.

Increase

40s+
20s- -.53114

*
.17595 -.9596 -.1026

30s -1.00000 .55306 -2.3469 .3469

20s-
40s+ .53114* .17595 .1026 .9596

30s -.46886 .53831 -1.7798 .8421

30s
40s+ 1.00000 .55306 -.3469 2.3469

20s- .46886 .53831 -.8421 1.7798

Comm. 

Decrease

40s+
20s- .30208 .17696 -.1289 .7330

30s .73958 .55622 -.6150 2.0942

20s-
40s+ -.30208 .17696 -.7330 .1289

30s .43750 .54138 -.8809 1.7559

30s
40s+ -.73958 .55622 -2.0942 .6150

20s- -.43750 .54138 -1.7559 .8809

<Table 10> Mean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Increase/Decrease

*
p < 0.05.

4.4 세 별 소통증감 인식 평균차이

세 별 소통증가와 감소에 한 인식차이를 검

증하기 해 일원배치분산분석법을 실시한 결과 

20  이하 세 와 40  이상 연령 에서 소통증

가에 한 인식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20  이하의 은 층의 경우에는 소통

이 증가하 다고 인식하 으나 40  이상의 년

층에서는 반 의 인식을 보 다. 그러나 소통감

소에 한 인식에는 세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즉 두세  모두 소통증가에는 인

식차이가 있으나 감소부분은 큰 인식차이가 없다

고 단된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으며, 가

설 3은 채택되었다. 

4.5 세 별 소통증감 인식간 상   회귀분석

세 별 소통증감에 한 인식의 차이 즉 연령이 

많을수록 소통이 감소하 다고 인식할 것이라는 

가설 4와 가설 5를 검증하기 하여 상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결과 연령과 

소통감소 간에는 양의 상 계수     

로 연령 가 높을수록 소통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

다. 반 로 소통증가의 경우는     

로 연령이 높을수록 음의 상 을 보 다.

　 Age
Decrease of 

comm.

Increase of 

comm.

Decrease of 

comm.
 .208

*
　

Increase of 

comm.
-.289** .026

friendship 

rejection
.022 .078 -.150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age and Communication

*
p < .05, 

**
p < 0.01.

model
non-std. coeff. std. coeff. 

beta
t

B std. err.

(const) 3.987 .203 19.620

age -.019 .006 -.289  -3.024**

<Table 12> Increase of communication

**
p < 0.01, DV : Increase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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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와 가설 5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소통감

소의 경우 유의확률        로 

정의 인과 계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소통이 감

소하 다고 인식하 다. 소통증가의 경우     

     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통증

가에는 부의 인식을 보 다.

5. 결  론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시 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SNS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통이 증가할 것

이라는 종래의 주장에 반하여 소통이 감소하는 경

우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 다. 

반 으로 SNS의 사용으로 가족, 친구 등의 

가까운 지인들과는 면 면 소통은 오히려 어들

고, 온라인상에서 공동 심사를 가지거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의 성격에 따라 소통

의 상 에 있어서 차이를 보 으며, 실시간 화

용의 경우는 가까운 사람들 즉 친구와 가족, 학교

선후배 등과의 소통이 증가하 다. 그러나 생활

공유서비스의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온라

인상에서 친구를 맺거나,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동창생 는 동호회 회원들을 심으로 소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세 별 소통상 의 

차이를 보 으며, 소통감소에 한 인식에도 20

 이하와 40  이상의 세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세 별 소통증가에 한 인식역시 40  이

상인 경우는 소통증가에는 부정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20  이하의 세 의 경우 소통증가

에는 상 으로 정 인 반응을 보 다. 따라

서 SNS 사용의 확산으로 소통이 증가하지는 않

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제는 탐색  연구긴 하

나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탐색  연구이나 한계 으로는 첫

째, 표본간의 구성 비율이 격하게 차이가 있었

다. 즉 연령 별 표본수가 달라 분석결과에 타당

성과 신뢰성이 미흡했다. 둘째, 매체사용을 고려

하지 않고 임의추출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별 결과비교에 논리  무리가 있다고 단된

다. 셋째, FGI 상이 20  학생으로만 진행되

었다. 그러나 세 별로 균형 있는 FGI를 진행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질  연구인 FGI를 통

해 수집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보다 체

계 인 가설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탐색  연구단계 이후 한계 을 보

완하여 소통시 의 불통문제를 지속 으로 연구

할 단 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향

후 연구방향으로는 체계 인 표본추출법을 활용

하여 구성표본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SNS매체별 소통의 특성을 심

도 있게 연구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 에

서 제시된 들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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