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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여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K-POP 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
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혁신특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적합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관찰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
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인지된 용
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K-POP 기록물 수집
활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K-POP 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의 통합을 통해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의 지속의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K-POP, 기록물 수집활동, 혁신확산이론, 기술수용모델, 의도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SNS users who are conducting K-POP record 
collection activities using SNS and verified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continue K-POP record 
collection activities. The main methods of analysis we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and AMOS 21.0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atibility for K-POP record collection activities through 
SNS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observability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Second, perceived ease of use for K-POP records 
collection using SNS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Thir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for K-POP records collection using SN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tinuous 
intention of K-POP records collection activity through SN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suggests that 
the intention to continue the collection activities of K-POP records using SN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Key Words : K-POP, Records collection activity, Innovation diffusion theor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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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록물이 종이문서 환경에서 전자문서 환경으

로, 아날로그 기반 환경에서 디지털 기반 환경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기록물 수집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기록물이 손쉽게 검색되면서 수집, 저장, 분류가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해졌고, 기록물의 가치와 이용의 확장성도 확

대되고 있다. 이는 기록학이나 기록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기록관리는 공공

영역에 치우쳐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

털 테크놀로지에 기반 한 다양한 기술적 수단들이 확산

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유형과 방식, 범위가 확장되었

고,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영

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에 들어 민간영역에서의 새로운 

기록관리 수단이자 대상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기록학 측면에서 SNS는 그 자체적으로 효

율적인 기록관리 및 보존수단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

는 것이다. 

기록학적 측면에서 SNS는 다양한 가치와 영향력을 가

질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다양한 사건과 현상들은 

SNS를 중심으로 기록되거나 생산되며, 유통될 수 있고,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배경 이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거와 정부기관 및 기업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국민이

나 고객과의 핵심적 소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

니라 그 사회 주류를 포함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의

견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토론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써 그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

다[1]. 실제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 보존과 관련된 정보 

입수경로를 조사한 결과, SNS를 통해 한국 근현대 사진

기록을 입수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

터넷 광고로 나타나 IT산업의 발달이 기록물의 검색과 

수집, 저장, 유통 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2]. 

한편, SNS의 기록관리나 수집, 보존 수단으로써의 가

치를 살펴볼 수 있는 분야로 K-POP을 들 수 있다. 

K-POP은 대표적인 한류상품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선

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

아시아 권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나아가 중동과 중남

미로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휴대폰에서부터 

화장품, 음식, 관광, 심지어 한국어 열품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K-POP이 전 

세계 대중음악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

(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SNS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3,4]. 

SNS는 가장 핵심적인 소통매체 중 하나로, 정보에 대

한 검색과 수집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

보만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포함

한 드라마나 영화, 음식, 패션 등 문화적 생산물의 수집과 

분류, 저장, 나아가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5]. 

현재 K-POP에게 쏠리는 전 세계적 관심과 위상, 그

리고 K-POP이 가지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K-POP에 대한 기록과 관리, 보존은 전 세계 대중음

악의 역사를 조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영지와 오효정, 안승권[6]은 K-POP 팬덤

이 자발적으로 K-POP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

로운 문화와 자료를 재생산해내고 있음에 주목하고, 방탄

소년단 팬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집, 생산하는 기록의 

특성과 현황 분석을 통해 대중음악 아카이브 구축을 위

한 팬덤 기록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SNS가 대

중음악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

는 미디어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기록학적 측면에서 SNS를 기반으로 한 기록수집

과 관리, 보존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SNS가 K-POP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기록

학적 측면에서 SNS 관련 연구들은 매우 미진한 편으로, 

일부 연구들에서 SNS의 기록학적 가치를 문헌위주로 탐

색하거나[1] SNS 국가기록원에 대한 SNS 이용자들의 인

식이나 이용패턴 분석[7],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가치와 인식[2]을 살펴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1,6]에 기초하여 SNS

를 K-POP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 상정

하고,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혁신확산이론

과 기술수용모델을 통합 적용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해 기록학적 측면에서 SNS의 기록물 수집 및 보존

수단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SNS를 이용하여 

K-POP 기록물 수집활동 및 보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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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기록관리 및 보존으로서의 SNS 가치와 팬덤 및 

    K-POP의 관련성

현재 SNS는 IT 기술의 발전과 사용인구의 폭발적 성

장 및 확산으로 사회의 핵심적 소통 수단으로 발전하면

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날그날의 새로운 이슈와 매 시간의 핵심적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게시 글이나 댓글, 또는 

대화 등을 통해 공유되고 토론된다. 즉, 텍스트와 더불어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논평 

등이 공유되는 것이다. 이는 SNS가 다른 미디어와 비교

되는 차별점이기도 하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5]. 

이에 따라 SNS는 어느 특정 사회의 특정한 때에 다양

한 사건들이나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

로써의 대상이 된다. 특히, SNS는 서로 생각이나 느낌 등

을 포함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

대가 형성, 사회적 관계로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

[6]에서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이슈를 파악함은 물론 특

정 집단이나 조직의 생성과정과 의견의 형성 등을 이해

할 수 있다. 더욱이 첨단 IT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 발

전하는 과정을 통해 SNS 역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하며, 분류할 수 있는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5]하면서 기록 관리와 보존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그 위

상이 정립되어 나갈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크기나 회

원 수가 해당 기술의 유용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과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8, 9]. 실제로 기

록학에서 여러 연구자들[1,6]은 SNS를 기록관리 및 보존 

수단으로써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예컨대, SNS가 개인 간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사적공간이기는 하지만 소셜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SNS는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되었기에 스마트폰 

기반의 음성이나 메일, 문자메시지, 사진 등 모두 기록학

적 가치를 지님으로써 단순히 개인의 기록 차원에만 머

무는 것이 아닌 사회적 공간의 확장과 개방에 바탕을 둔 

공적 측면의 기록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10,11]. 

구체적으로, SNS는 관계 확장과 유대감에 바탕을 둔 

팬덤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팬덤에게 중요한 것

은 팬덤 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사회적 참여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SNS는 공감대와 

유대감, 관계 확장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로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SNS

는 사람과 사람, 콘텐츠와 콘텐츠, 사람과 콘텐츠를 연결

시키기 때문에 SNS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가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아가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어 사회

적 가치와 함의를 내포하게 된다[12]. 그러므로 SNS는 

팬덤 뿐 아니라 K-POP이라는 한류 대중문화를 사회를 

넘어, 국가 수준으로, 나아가 전 세계 수준으로 그 가치를 

확대시키며,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 팬덤인 ARMY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팬덤

인 ARMY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

에 대해서는 합심하여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적극 

대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집단지성을 발휘하

기도 한다. 이는 SNS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대와 

유대감, 관계 확장이라는 특성이 팬덤과 결합되면서 팬덤

의 내적, 외연적 확장을 가능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결국 SNS는 특정시대의 팬덤과 K-POP이라는 대

중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적 가치

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SNS 기반 K-POP 관련 기록물 수립활동 지속

    의도 예측을 위한 모델 통합: 혁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IT기술의 혁신과 융합이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 또는 채택은 매우 중요한 관심이 된다. 새로

운 기술의 혁신 확산이나 채택 관련 연구들은 새로운 기

술이 확산되는 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왔고, 

Rogers[13]의 혁신확산이론(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채택을 이해할 수 있

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보통 혁신(innovation)은 

새로운 사고나 아이디어, 기술, 행동 등을 빠르게 현실로 

만들고 채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이용해보고자 하는 개

인의 의식이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14-16]. 또한 확산

(diffusion)은 채널이나 미디어와 같은 특정 수단을 통해 

혁신이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

확산이론은 사람들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

상이나 기술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채택하는지를 이해

할 수 있는 이론이다. 특히, 혁신확산이론은 SNS가 사회 

내에서 이용되고 채택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며[17]. 혁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 이점이나 적합성, 복잡성, 관찰가능성, 시험

가능성 등은 SNS의 지속적인 이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17,18]. 

예컨대, 혁신확산이론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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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서비스의 수용이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

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과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시험가

능성(triability) 등 5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17]. 즉, 기존

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의 상대적 이점이 높을 경우에 확산이 이루어지며, 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가치관이나 욕구, 신념 

등과 일치할 때, 이용하기 쉽거나 복잡하지 않을 때, 그리

고 사용의 편리성이 높고 주변에서 자주 목격될 때, 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확산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

이다[15, 19-22]. 

한편,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정보기술이나 시스템 등 혁신 수용과 채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주 활용되어 온 모델로써, 핵심적인 

2가지의 요인, 즉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이용자들의 혁신수용이나 채택과 관련된 동기를 설명한

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 쉬움 혹은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하며,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개인의 새로운 

기술 이용이 업무와 관련된 성과를 개선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3]. 

기술수용모델 관련 연구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기술수용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혹은 새로운 

외부변수를 투입, 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하는데 높은 관심

을 가져왔다[24]. 이는 기술수용모델 자체가 지나치게 단

순하다는 간명성으로 인해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25,26], 새롭게 출현하

는 정교한 기술들의 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수용모델은 기술의 혁신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제안을 통해 지속

적으로 수정되어 왔고[27],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의 수용

과 채택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28]. 이 같

은 관점에서 기술수용모델에 혁신확산이론이 적용이 되

어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혁

신의 속성이 외부변인으로 투입되어 검증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채택 관련 연구들은 인지된 용이성이 복잡

성, 인지된 유용성이 상대적 이점과 유사한 구성개념이라

고 간주되었다[29,30](Agarwal & Prasad, 1998; 

Venkatesh, Morris, Davis, & Davis, 2003).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적합성과 관찰가능성 등은 일관되지는 

않지만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1,32]. 이상의 연구에 기초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적합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적합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관찰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관찰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수용모델 관점에서 인지된 용이성이나 인지된 유

용성은 소비자들의 기술수용에 대한 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되며[21], 인지된 용

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유용한 

선행요인으로 보고된다[33,34].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35]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145개의 연

구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인지된 용이성은 이용행위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고, 인지된 유용성은 행위의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36]. 

1986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술수용모델 관련 연구논문

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인지된 용이성보

다 의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0]. 이상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7: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8: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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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9: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K-POP 중심의 팬클럽에 가

입하고 있으면서 SNS를 기반으로 K-POP 관련 기록(음

원이나 음반, 사진, 영상, 기사 등의 문헌자료)을 수집하

거나 수집한 경험이 있는 SNS 이용자들로 설정하고,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자를 SNS 이용자로 선정한 이유는 K-POP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SNS로 보

고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6]. 본격적인 설문조사는 해당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기에 본 연구자

가 보조연구원 1인과 함께 방문, 설문의 목적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동의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275

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

였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26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63명(23.8%), 여성 202명(76.2%)으로 나타났고, 연령

은 20세 이하가 61명(23.0%), 21-23세 35명(13.2%), 

24-26세 84명(31.7%), 27세 이상 85명(32.1%), 하루 

SNS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 73명(27.5%), 1시간-2시간 

167명(63.0%), 2시간 이상 22명(8.3%)으로 조사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인지된 혁신특성

본 연구에서 인지된 혁신특성은 적합성과 관찰가능성, 

시험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적합성은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현재 자신의 필요

성에 부합하는 정도, 관찰가능성은 SNS을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이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주변에서 가

시적으로 관찰되거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정도, 그리고 시

험가능성은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

는 활동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조작화하고, 

Park[28,37]과 Han[38], Han과 Ha[39]가 사용한 문항

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

을 통해 적합성 3문항, 관찰가능성 3문항, 시험가능성 3

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

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구성,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주요 문항과 

관련하여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① SNS는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하고자 하는 나의 필요와 부합한다. 

② SNS는 K-POP 관련 기록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고 싶은 나의 필요에 부합한다. ③ SNS는 K-POP 관련 

기록물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나의 필요에 부합한다. 관

찰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모습을 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② 내 주변에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

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 ③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

록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시험가능성은 다

음과 같다. ① SNS를 이용하다가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② SNS

를 이용하여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쉽게 해볼 

수 있다. ③ SNS를 이용하여 K-POP 관련 기록물을 수

집해보는 것은 금전적으로 비용이 별도 들지 않는다. 

3.2.2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본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SNS 이용이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개선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정

도, 인지된 용이성은 본 연구에서 특정한 노력을 기울이

지 않고도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조작화하고, Lee와 Lee[32], 

Chang과 Kim[29], Woo[40]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

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인

지된 유용성은 3문항, 인지된 용이성 3문항 총 6문항으

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 척도

(5-point 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문

항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① SNS를 활용

하면 내가 원하는 K-POP 관련 기록물을 더 빠르게 수집

할 수 있다. ② SNS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K-POP 관

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SNS를 활용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지된 용이성

은 다음과 같다. ①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쉽다. ② 어떤 일을 하면서도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쉽게 할 수 있다. ③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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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K-POP 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

본 연구에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

는 SNS를 통해 K-POP 관련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하려는 의도로 조작화하고, Kim과 Lee, Bonn[41], Kim과

Lee, Preis[42], Kim과 Lee, Contractor[18]이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통해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주요 문

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도 SNS를 통한 K-POP 관

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추가할 것이다. ② 나는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위해 SNS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③ 나는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색할 것이

다. ④ 나는 SNS를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계

속 사용할 것이다.

3.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

증하였고, 주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통계프로그램 SPSS 21.0 프

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3.3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회전기법

(varimax rotation method)을 이용하였고,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모델 적합도(model fit)와 통계적 유의성

을 살펴보았으며, 최종적으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

였다. 이에 기초하여 인지된 혁신특성에 대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aiser-Meyer -Olkin을 살펴본 결과, 

KMO=.79, χ2=573.05, df=6, p<.001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지된 혁신특성은 적합성(36.95%), 

관찰가능성(14.09%), 시험가능성(12.58%)으로 분류되었

고, 전체 설명력은 63.63%로 나타났다.

Compatibility Observability Trialability

Compatibility01 .73 .15 .22

Compatibility02 .73 -.01 .17

Compatibility03 .72 .26 -.03

Observability02 .02 .77 .22

Observability03 .28 .77 -.00

Observability01 .08 .72 .21

Trialability03 -.01 .17 .81

Trialability01 .23 .19 .78

Trialability02 .39 .08 .63

eigenvalue 3.32 1.26 1.13

variance% 36.95 14.09 12.58

cumulative% 36.95 51.05 63.63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적합도는 χ2, GFI, RMR, NFI, CFI를 이용하였다. 적

합기준은 χ2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

(p>.05), GFI는 .90 이상, RMR은 .06 이하, 그리고 NFI, 

CFI는 모두 .90 이상일 때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χ2의 경우에 표본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

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다른 적합지수를 통

해 적합도를 최종 판단한다. 이에 인지된 혁신특성에 대

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52.38, p<.05, GFI=.95, 

RMR=.04, NFI=.91, CFI=.94로 나타나 χ2의 경우에 적

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적합지수가 적합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이 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잠재변수가 관측변수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경로계수(β)는 

.54~.77로 나타나 최소기준인 .40을 넘었으며,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적 합치

도를 살펴본 결과, 적합성은 .65, 관찰가능성 .68, 시험가

능성 .72로 나타나 사회과학수준에서 비교적 신뢰할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Observed 
variable

Latent 
variable

β S.E. C.R.
Cronbach’s 

α

Compatibility3

� Compatibility

.59 Fix Fix

.65Compatibility2 .54 .17 6.27***

Compatibility1 .74 .18 7.21***

Observability1

� Observability

.61 Fix Fix

.68Observability3 .68 .17 6.90***

Observability2 .65 .16 7.03***

Trialability2

� Trialability

.73 Fix Fix

.72Trialability1 .77 .11 8.66***

Trialability3 .56 .10 7.13***

***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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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대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KMO=.73, χ2=449.96, df=15, p<.00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47.02%, 인지된 용이성은 20.02%로 나타났고, 전체 설

명력은 67.04%로 분석되었다.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2 .84 .24

Perceived usefulness3 .78 .11

Perceived usefulness1 .77 .14

Perceived ease of use2 .09 .84

Perceived ease of use3 .29 .79

Perceived ease of use1 .13 .74

eigenvalue 2.82 1.20

variance% 47.02 20.02

cumulative% 47.02 67.04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4.57, p>.05, GFI=.99, 

RMR=.01, NFI=.98, CFI=1.00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

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가 관

측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경로계수(β)

는 .50~.90으로 나타나 최소기준인 .40을 넘었으며,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75, 인지된 용

이성은 .73으로 나타나 사회과학수준에서 신뢰할만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Observed variable
Latent 
variable

β S.E. C.R.
Cronbac
h’s α

Perceived 
usefulness1

�
Perceived 

usefulness

.64 Fix Fix

.75
Perceived 

usefulness3
.60 .10 8.30***

Perceived 
usefulness2

.90 .14 9.09***

Perceived ease of 
use1

�
Perceived 
ease of 

use

.50 Fix Fix

.73
Perceived ease of 

use3
.82 .23 6.43***

Perceived ease of 

use2
.64 .20 6.64***

*** p<.0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K-POP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대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정성을 살펴

본 결과, KMO=.78, χ2=487.44, df=6, p<.001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속의도의 전체 설명력은 

69.68%로 나타났다. 

Intention to continue

Intention to continue2 .87

Intention to continue1 .87

Intention to continue3 .85

Intention to continue4 .72

eigenvalue 2.78

cumulative% 69.66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tention to continue

K-POP record collection Activities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13.24, p<.01, GFI=.97, 

RMR=.01, NFI=.97, CFI=.97로 나타나 χ2가 적합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적

합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교적 양호한 모델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본 결과, 표준화경로계수(β)는 .56~.84로 나타나 최소

기준인 .40을 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지속

의도는 .854로 나타나 사회과학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신

뢰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Observed 
variable

Latent 
variable

β S.E. C.R.
Cronbach’s 

α

Intention to 
continue2

�
Intention to 

continue

.56 Fix Fix

.85

Intention to 

continue1
.79 .18 9.09***

Intention to 
continue3

.84 .20 9.21***

Intention to 
continue4

.81 .20 8.87***

*** p<.001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tention to continue

K-POP record collection Activities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된 혁신특성인 적

합성은 인지된 유용성(r=.40, p<.01), 지속의도(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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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관찰가능성도 인지된 

유용성(r=.29, p<.01), 인지된 용이성(r=.26, p<.01), 지

속의도(r=.39, p<.01)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가능성 역시 인지된 유용성(r=.51, p<.01), 

인지된 용이성(r=.34, p<.01), 지속의도(r=.59, p<.01)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유용성

(r=.64, p<.01)과 인지된 용이성(r=.45, p<.01)은 각각 

지속의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상관계수 제곱값의 비교

를 통해 판별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이 상

관계수 제곱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4 5 6

1 .40

2
.33**
(.10)

.42

3
.44**
(.19)

.38**
(.14)

.48

4
.40**
(.16)

.29**
(,08)

.51**
(.26)

.53

5
.08

(.06)

.26**

(.06)

.34**

(.11)

.40**

(.16)
.45

6
.51**
(.26)

.39**
(.15)

.59**
(.34)

.64**
(.40)

.45**
(.20)

.58

주1) 1: Compatibility, 2: Observability, 3: Trialability, 4: Perceived 
usefulness, 5: Perceived ease of use, 6: intention to continue

주2) 맨 위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값(AVE)임 

주3) ( )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squared correlation) 값임
**p<.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4.2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가설 1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적합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적합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 

p<.001). 가설 2와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적합성이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합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β

=-.02, p>.05). 가설 3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관찰가능성이 인지된 유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관찰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β

=.03, p>.05). 가설 4와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관찰가능성이 인지된 용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관찰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2, p<.05). 가설 5와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시험가능성

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시험가

능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 p<.001). 가설 6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시험가능성이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 p<.001). 

가설 7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

집활동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23, p<.001). 가설 8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K-POP 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 

p<.001). 가설 9와 관련하여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K-POP 기록

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

지된 용이성은 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 p<.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E. C.R.

H1.

Perceived usefulness
� Compatibility .21 .05 3.73***

H2.
Perceived ease of use

� Compatibility -.02 .08 -.42

H3.
Perceived usefulness

� Observability .03 .05 .70

H4.
Perceived ease of use

� Observability .12 .07 1.98*

H5.
Perceived usefulness

� Trialability .33 .05 5.62***

H6.

Perceived ease of use
� Trialability .26 .07 3.89***

H7.
Perceived usefulness

�
Perceived ease of 

use
.23 .04 4.55***

H8.
Intention to continue

�
Perceived 
usefulness

.47 .05 8.58***

H9.
Intention to continue

�
Perceived ease of 

use
.17 .04 3.10**

* p<.05 ** p<.01 *** p<.001

Table 8. Path analysis: Intention to continue K-POP 

record collec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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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POP 중심의 팬클럽에 가입하고 있으면

서 SNS를 이용하여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을 하고 있

거나 해당 경험이 있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혁신

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통합 적용하여 K-POP 기록

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

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지된 혁신특성이 기술수용모델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적합

성은 인지된 용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으나, 인지된 유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찰가능성

은 인지된 유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지된 용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2와 

3은 기각된 반면에 연구가설 1, 4, 5, 6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합성이 인지된 유용성에만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전자책 수용에 대한 연구

에서 적합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것과 일치하며[43], 디지털교과서에 대

한 적합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것과는 부분 

일치한다[44]. 또한 관찰가능성이 인지된 용이성에만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모

바일인스턴트메시지에 대한 관찰가능성이 인지된 용이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45], VR 기기에 대한 이용

자들의 관찰가능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

과와는 부분 일치하는 것이다[46]. 시험가능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VR 

기기에 대한 시험가능성이 인지된 용이성에만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고[46], 초기 모바일인스턴트메시지에 

대한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연구결과[43]와 부분 일치하는 

것이며, 전자책에 대한 시험가능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43].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

하는 활동에 있어서 SNS가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 SNS

가 K-POP 관련 기록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며, 주변에서 

SNS를 이용하여 K-POP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사람

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SNS를 통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이 용이하고, SNS를 이용하여 

K-POP 관련 기록물 수집을 쉽게 해볼 수 있다는 시험가

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SNS를 이용하여 K-POP 기록

물을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고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합성은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이 유용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관찰가능성은 SNS를 이용한 K-POP 기

록물을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것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모

두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대상이 팬덤에 가입, 실제

로 SNS를 이용하여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동을 해

Fig. 1. Path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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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는 SNS 이용자임을 감안할 때, K-POP 관련 기

록물 수집활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여 해당 기록물을 수집하는 활동이 얼마나 

자주 목격되고 관찰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적합성이 인지된 용이성, 관찰

가능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복잡성이 이용자

들의 기술수용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어렵게 한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혁신확산이론과 기

술수용모델을 통합 적용한 연구들에서도 그 결과가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47].

다음으로, SNS를 이용한 K-POP 관련 기록물 수집활

동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7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기술에 대한 이용이 용이하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기

술을 보다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기존의 선행연

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32-34]. 그러므로 SNS

를 이용하면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SNS가 K-POP 수집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용모델 변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

지된 용이성이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닝 

수용의향[48], 맞춤형 스마트 광고 수용의도[49] 등의 연

구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모두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

받침한다. 또한 IPTV[33]의 수용에 대한 연구들에서 인

지된 유용성만이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

구의 결과는 SNS를 이용,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이 유

용하고, 용이하다고 인식할수록 K-POP 기록물 수집활

동 지속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인지된 혁신특성 중 적합성은 인지된 유

용성, 관찰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 시험가능성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며,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수집활동 지속의도를 예측하

는데 있어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점은 혁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의 통합을 통해 

SNS를 이용한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의 지속의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팬덤이 K-POP 기록

물을 수집하는데 있어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6], 본 연구에서 적용된 혁신확산이론

과 기술수용모델의 통합모델은 SNS가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매체이자 수단으로써 그 지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다양한 팬덤에 속해있고, SNS

를 이용하여 K-POP 기록물 수집활동을 해오거나 해당 

경험이 있는 SNS 이용자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

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K-POP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해당 경험이 있는 이용자뿐 아니라 해당 경험이 없는 집

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 SNS를 이용한 K-POP 기

록물 수집에 대한 의도를 살펴본다면, 기록학적 측면에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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