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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여 SNS 이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SNS 

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SNS 이용이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라는 사회  

네트워크 유형에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들 간의 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이를 해 SNS의 주 이용계층인 20～30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 로 실증분석을 

실시 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SNS 이용에 한 태도와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SNS 이용에 각각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SNS 이용은 결속  네트워크, 교량  

네트워크에 각각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 이용 향요인과 SNS 이용 간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유형 간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에 한 이론 ․실천  함의를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attitude on SNS us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NS use, (2) to analyze effect of SNS use 

on bonding network and bridging network, (3) to consider moderating effect of the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and Social network. We conducted a survey for 20-30’s SNS 

user.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represent that attitude 

on SNS us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SNS use. SNS use affects bonding network and bridging network. An interesting result was 

observed that the gender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and social 

network.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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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  계를 통해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

게 함으로써 사회발 에 기여한다. 사회  네트

워크는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써 특정 집단 내

의 계를 의미하며(Putnam, 2000), 신속한 정

보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Pasek, More, & Romer, 

2008).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들은 상호

계를 맺으며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감

소시킨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  네트워크의 

공간  범 를 오 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장

시키고 있다. 정보기술과 사회자본의 계에 

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몇몇 연구

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오 라인

에서의 면 면 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축소되어 

사회자본이 감소될 수 있음을 지 한다(Kraut et 

al., 1998; Nie, 2001; Nie, Hillygus, & Erbring, 

2002). 이러한 지 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

이 온라인 커뮤니 이션의 증가가 사회  네트

워크를 강화시키고 신뢰와 규범, 사회  참여 등 

반 인 사회자본을 증 시키는 동인(driver)임

을 강조한다(Bargh & McKenna, 2004;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Katz & Rice, 2002; 

Shah, Kwak, & Holbert, 200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정보나 개인 일상 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감이라는 정서  유 를 

형성하기도 한다(신소연, 이상우, 2012, p. 192). 

SNS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이미 알고 지내

던 지인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이들과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도 있다. 신소연과 이상우(2012) 역시 SNS가 

개인과 다수의 사람들을 연계함으로써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이용자는 지속 으로 네트워크

와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계형

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Liu와 Tsai(2012)

가 지 한 바와 같이 SNS 이용에 의한 실의 

사회  고립이나 라이버시 험 등의 부작용

에도 불구하고 SNS가 사회자본 형성  사회

통합 등 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학자

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박용석, 이경미, 이지원, 

2012; 신소연, 이상우, 2012; 최지은, 이두희, 2013; 

Ahn, 2012). 이러한 이유로 SNS가 사회  네트

워크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는 요한 

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SNS 특성이나 품질에 따른 이용만족도, SNS 이

용동기와 SNS 이용, SNS 이용과 정치행태 

는 정치참여 간의 계,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계에 이 맞춰져 있다. 이들 연구들

은 개인의 SNS 이용 향요인이 무엇인지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과 사회  네

트워크 간의 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정보기술 수용이나 미디어 이용 과정에

서 성별 차이에 한 논의도 주목해야 할 논제

이다. Nysveen, Pedersen, Thorbjornse(2005)

은 성별에 따라 모바일채 서비스 이용 동기가 

상이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Hwang(2010) 

한 자상거래 시스템 이용 의도에서 성별 차

이가 존재함을 실증한 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정보기술 수용이나 미디어 는 SNS 

이용과정과 그 성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희조, 2010; 이혜인, 배 , 

2011; 하승태, 2012; Venkates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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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SNS 이용과 그 향요

인,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성

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SNS 이용과 그 향

요인,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간의 향 계

를 규명하고, 이들 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 으로 SNS 이

용의 향요인은 무엇인지, SNS 이용이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향 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 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계획된 행동이론과 SNS 이용

SNS는 웹상에서 다양한 인  네트워크를 구

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송경재, 2010, p. 36). SNS 

이용이란 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와 련

된 것으로 SNS를 이용하는 행동의 강도를 의

미한다. 지 까지 SNS 이용에 한 선행연구

들은 SNS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  SNS 이용 

간의 계(서우종, 원욱연, 홍진원, 2010; 성혜

진, 고재윤, 2012),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

성, 그리고 인지된 즐거움 등과 같은 사용자 인

지요인과 SNS 이용 간의 계를 규명한 연구

(이홍재, 최문형, 박미경, 2012; Choi & Chung, 

2012; Kwon & Wen, 2010; Lin & Lu, 2011; 

Pai & Huang, 2011), SNS 이용 동기와 SNS 

이용에 한 연구(김 섭, 2010; 김성훈, 김한주, 

2012; 김 근, 최민재, 2012; 노지 , 주효진, 2012; 

최 , 박선 , 2011; Chen, 2012; Smock et al., 

2011)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 로 SNS 이용의 향요인을 규명

하는 연구라는 에서 공통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문제  하나인 SNS 이

용 향요인을 규명하기 해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용

하고자 한다. TPB는 인간 행동을 측․설명

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

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이나 

미디어 이용행 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TPB는 태도, 주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실제 행동으로 구성

된다(Fishbein & Ajzen, 1975). TPB에서 제시

하고 있는 태도(attitude)는 ‘ 상에 한 태도’

가 아닌 ‘행동에 한 태도’로 행동에 하여 

정 이거나 부정 인 평가나 단의 정도를 의

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1991). 

행동에 한 태도는 특정 행동에 한 결과에 

해 갖는 신념과 그 결과와 련된 가치에 의

해 결정된다(이홍재, 2013). 이를 SNS에 용

해보면 SNS 이용 행 에 해 정 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단할수록 SNS 이용은 더 잘 

발 될 수 있다. 

주  규범(subjective norms)은 특정 행동

과 련해 행 자가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

는 인물이 그 행동을 하거나 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  압력을 인지하는 것과 이에 

해 행 자가 동조하는 것에 한 동기를 의미한

다(Ajzen, 1988). 주  규범은 자신의 의사결

정에 한 향을 주는 거인이 자신의 특정

행 를 지지할 것인가에 한 개인의 지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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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를 들어 자신의 주변 주요인물들이 SNS 이용을 

극 으로 권유하거나 추천하고 이러한 압력

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SNS 이용은 더 잘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는 행동의 실행이 용이하고 자기 의지의 통제하

에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Ajzen, 2002). 

여기에서 자기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통제신념(control belief)은 자신이 행동하기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지니고 있어서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넘어서 행동을 실행할 수 있

다고 믿는 확률에 한 신념이다(한덕웅, 2006, 

p. 345). 따라서 SNS 이용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

회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SNS 이용은 증가할 것

이다. 

TPB에 따르면 태도와 주  규범은 특정

행동의 자발  수행의지를 의미하는 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를 매개로 실제 행동에 

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

은 연구에서 TPB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PB 수정과 련된 부분의 논의들은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실제 행동 간

의 직 인 향 계를 설정하고 있다(윤미선, 

이종 , 2012; 정혜선 외, 2003; Chow & Chen, 

2009; Jamil & Mat, 2011; Stone, Jawahar, & 

Kisamore, 2010). 를 들어 정혜선 외(2003)

는 행동의도에 다양한 내․외  요인들이 향

을 미친다고 지 하면서 태도와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행동 간의 직 인 

향 계를 강조한 바 있다. Luo(2002)는 웹 사

이트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웹 사용에 한 

태도와 행동 간의 직 인 향 계를 보고한 

바 있다. Cheung, Chang, Lai(2000) 역시 인터

넷 사용에 한 사회  요인의 요성을 언

하면서 주  규범과 유사한 사회  요인이 

인터넷 사용행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다. 이들 연구들의 공통 은 기

수용자가 아닌 정보기술을 이미 지속 으로 사

용하고 있는 기사용자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는 이다. 정보기술을 최 로 수용하거나 미

래 사용자들을 상으로 할 경우에는 행동을 

측하기 한 선행변수로 행동의도에 한 논

의가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처럼 이미 SNS를 수용하여 반복

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사용자들을 상으로 할 

경우, 실제 SNS 이용행 가 더 요하다고 

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 로 SNS 이용에 

한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가 SNS 이용 행 에 직 인 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한다. 

한편, SNS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이용은 TPB

에서 설명하는 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성별은 다수

의 연구에서 정보기술의 이용에 차이를 나타내

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Venkatesh 등(2003)

은 정보기술 수용  이용에 한 통합모형에 한 

연구에서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상기 (effort 

expectancy)와 TPB의 주  규범에 해당되

는 사회  향력(social influence)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 다. 이동후와 손승혜(2006)는 

여성이 휴 화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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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에 있어 남성보다 더 극 임을 확인하

으며, 배진한(2006)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콘텐

츠 이용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모바일 콘텐츠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SNS 이용과정에서도 성별에 의한 조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

의들에 기 해 본 연구는 SNS 이용의 향요인

을 규명하고, 이들 간의 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분석한다. 

2.2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본이란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연결 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Coleman, 

1988). Putnam(2000)은 네트워크 특성에 기

반하여 사회자본을 교량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 다. 교량  사회자본은 

다양한 사회  배경과 인구사회학  는 가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포  개념이다. 반면 결속  사회자본은 유사

한 배경을 바탕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정서 으로 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

질 인 사람들 간의 계망이다. 

Putnam(2000)의 사회자본 유형화 논리는 

사회  네트워크 유형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결속  네트워크는 유사한 배경과 동질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강한 계

망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정서 으

로 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질 인 사람들 간

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Granovetter(1973)의 

강한 연결(strong tie)과 유사하다. 결속  네

트워크는 배타 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외

집단(out-group)의 감을 야기할 수도 있

고(Williams, 2006, p. 597), 개인들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신소연, 이상우, 2012, p. 197). 

반면 교량  네트워크는 상이한 배경과 이질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약한 계

망을 의미한다(이승민, 2013, p. 163). 폭넓은 

계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가 일시

이고 질 으로 약한 결속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

다(Putnam, 2000). 이는 Granovetter(1973)가 

제시한 연결 유형  약한 연결(weak tie)과 유

사하다. 결국 결속  네트워크는 동질성과 배

타성(embeddedness)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내

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목 인 반면 교량

 네트워크는 이질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커

뮤니티 외부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 형성  

정보공유를 지향한다. 

SNS는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 이션을 기반

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유

지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일부는 

SNS 이용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결속  네트워크

를 강화할 수도 있고, 일부는 다양한 배경을 지

닌 사람들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교

량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2.3 SNS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

SNS와 사회자본 간의 계에 한 논의는 최

근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

들은 SNS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 간의 계에 



138  정보 리학회지 제30권 제3호 2013

한 연구,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계에 

한 연구, 사회  네트워크 유형에 한 SNS 

이용의 상  향력에 한 연구 등으로 유형

화 할 수 있다.

첫째, SNS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 간의 계

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 과 박성

(2011)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사회자본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정보추구, 자

심 표출, 추억공유, 사회 상호작용, 기분 환․

여가, 정체성 표 , 유행성 등과 같은 SNS 이용 

동기는 사회자본의 사 차원(표출  보상, 도구

 보상)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 상호작용을 제외한 이용동기

들은 공 차원( 인신뢰, 제도신뢰, 공 활동의

사)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노지 과 주효

진(2012)은 학생들을 상으로 SNS 이용 목

(인간 계형성, 정보획득, 공감형성)이 사회

자본(표출 , 도구 , 온라인 사회자본)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인간 계형성만

이 사회자본(표출 , 도구 , 온라인 사회자본)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김

섭(2010)의 경우 블로그 이용동기(정보추구, 

상호작용, 자아추구, 도피․휴식)와 사회  

계 유형(교량 , 결속 ) 간의 향 계를 검증

하 다. 결속  네트워크에는 정보추구 상호작

용, 자아추구 등의 동기가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량  네트워크에는 

정보추구 요인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계에 

한 논의로 희조(2010)는 한국과 미국 학생

을 상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이용과 참여  

사회자본 간의 정  향 계를 확인하 다. 

Ellison 등(2007)과 Ahn(2012)는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련성을 설명하면서 SNS 이용

이 증가될수록 결속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교

량  네트워크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이승민(2013) 역시 학생들을 상으로 

SNS 활용이 결속  사회자본과 교량  사회자

본을 증 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석승혜 등

(2013)은 SNS 이용이 온라인 내에서의 결속

 사회자본과 교량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셋째, 사회  네트워크 유형에 한 SNS 이

용의 상  향력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Donath & boyd(2004)는 SNS가 기존

의 오 라인 상에서의 계형성보다 쉽고 특별

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을 강조하고, 

SNS가 다수의 약한 연 를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다고 주장하 다.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Steinfield 등(2008)은 학생

을 상으로 페이스북 이용 강도와 삶의 만족

도, 자부심, 교량  사회자본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

는 사람일수록 교량  사회자본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Vitak, Eliison, Steinfield 

(2011)도 페이스북 이용이 교량  네트워크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국내연구인 심홍

진과 황유선(2010) 역시 트 터 이용자들을 

상으로 트 터 이용 강도가 결속  사회자본보

다 교량  사회자본 형성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 다. 이러한 견

해와는 달리 Chen, Goh, Li(2010)은 페이스북

이 부모와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

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와 아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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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친 하게 만들어 다고 설명한다. 이

는 SNS가 비슷한 배경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결속  네트워크 형성에 상 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정  계가 보고되고 있

지만 SNS 이용이 사회  네트워크 유형에 미

치는 향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SNS 이용과 사회자본 는 사회  네

트워크에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곽 근, 유

숙, 2011; 박희 , 이희창, 2006; 이혜인, 배

, 2011). Marsden(1987)은 여성의 경우 남

성에 비해 가족과 친척을 통한 사회자본 이용 

경향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친척 이외의 네

트워크를 주로 이용한다는 차이를 발견하 다. 

이와 유사하게 박희 과 이희창(2006)은 여성

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동질  성향의 

집단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반면 남성은 

직장 상사와 이질  단체 참여  정치참여와 

같은 이질  성향의 집단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강내원, 안순철, 서

형석(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이 차이가 있으며, 남성일

수록 사회 연결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곽 근과 유 숙(2011)의 연구에서는 주

민조직 참여와 사회자본에 한 연구에서 여성

의 사회자본(결속 , 교량 , 연계 )이 남성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인과 배 (2011)

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이용 정도,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극 으

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그리고 사회  네

트워크 계 간의 선행연구를 토 로 <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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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은 

외생변수인 SNS 이용의 향요인, 내생변수인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요인, 이들 간의 

계를 조 하는 조 변수로서의 성별요인 등

으로 구성된다. SNS 이용 향요인은 TPB에

서 제시하고 있는 SNS 이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결속  네트워크와 교

량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연구모형을 토 로 

할 때 SNS 이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가 정 일수록 SNS 이용은 증

가하고, SNS 이용은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된다. 그리고 성별은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를 조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3.2 연구가설

3.2.1 SNS 이용과 향요인

TPB에 따르면 행동에 한 태도, 주  규

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설명하

는 향요인이다(Ajzen, 1991; Cheung, Chang, 

& Lai, 2000; Chow & Chen, 2009; Jamil & 

Mat, 2011). 특정 행동에 한 정  태도가 

형성될 경우 행동은 더욱 잘 발 될 수 있다. 

한 자신이 요하게 여기는 거인이 특정 

행 를 지지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강

하게 인지할수록 특정 행동은 증가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SNS 이용행 를 정 으로 생각

할수록,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인이 

SNS 이용을 권유하거나 추천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SNS 이용행

는 증가할 것이다. SNS 이용에 한 정

인 태도와 이에 한 사회  압력을 인지한다 하

더라도 SNS 이용 능력이 충분치 않다면 SNS 

이용 행 는 발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SNS 이용에 한 정  태도는 

SNS 이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주  규범은 SNS 이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지각된 행동통제는 SNS 이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많은 연구들에서 SNS와 사회  네트워크 

간의 정  계가 보고되고 있다(석승혜 외, 

2013; 이승민, 2013; Ahn, 2012; Chen, Goh, & 

Li, 2010;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Steinfield, Ellison, & Lampe, 2008). 이들의 

공통 은 SNS 이용이 사회  네트워크를 향상

시키는데 정 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SNS 

이용은 사용자들 간의 빈번한 소통과 정보공유

를 토 로 기존의 계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새로운 계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

들은 SNS를 통해 동질 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

과의 결속  네트워크는 물론 범 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이질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의 계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SNS 이용은 결속 , 교량  네트워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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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SNS 이용은 결속  네트워크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SNS 이용은 교량  네트워크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성별에 따른 조 효과 

정보기술 는 미디어 이용에 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개인  특성, 특히 성별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Dittmar, Long, & Meek, 

2004; Oumil & Erdem, 1997; Venkatesh et 

al., 2003). 여성의 경우 주로 타인과의 교류와 

같은 사회  목  달성을 해 정보기술을 이용

하며, 남성은 정보기술 이용에 있어 실질  효용

을 더 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정보기술 이용동기나 목 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할 때 SNS 이용

과 그 향요인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상된다. 

<가설6-1> 성별은 SNS 이용에 한 태도와 

SNS 이용과의 계를 조 할 것

이다. 

<가설6-2>성별은 주  규범과 SNS 이용

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6-3> 성별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가족  친지와 같이 친

하고 가까운 사회  계망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직장 동료와 같이 사회 이고 폭넓은 사

회  계망을 선호한다(박희 , 이희창, 2006; 

신소연, 이상우, 2012; Marsden, 1987; Wellman, 

1985). 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주장은 

여성의 경우 동질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결

속  네트워크 형성에 심을 더 가진다는 것이

다. 이에 비해 남성은 이질  배경을 지닌 다양

한 사람들과의 결속  네트워크 형성에 상

으로 더 극 인 성향을 가진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성별에 따라 사회  네트워크 형성 범

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유형 간의 

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론해볼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7-1> 성별은 SNS 이용과 결속  네트

워크와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7-2> 성별은 SNS 이용과 교량  네트

워크와의 계를 조 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상은 SNS를 실제 이용하고 있

는 20～30  이용자들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20～30 의 은 세 들이 SNS를 포함한 정

보기술 수용에 극 이며 이용도 활발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안명규, 류정호, 2007; 이유

진,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고 

있는 20～30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거주자를 

상으로 직  방문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12

년 7월 한 달 간 이루어졌다. 직  방문에 의한 

조사는 총 200명을 상으로 실시하 고 이  

156명이 응답하 으며, 온라인 조사는 총 400명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3부가 회수

되었다. 이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9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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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통해 분석

되었는데,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하여 내  일 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과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M), 조 효

과분석(moderating effect analysis)을 실시하

다. 

3.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연

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이며 

일부 측정문항의 경우 연구주제에 맞게 일부 수

정하여 구성하 다. 측정항목은 SNS 이용에 

한 태도(3개), 주  규범(3개), 지각된 행동

통제(3개), SNS 이용(3개), 결속  네트워크

(3개), 교량  네트워크(3개) 등 총 18개 문항

(인구통계학  문항 제외)이며, Likert 5  척

도(①:매우 그 지 않다↔⑤:매우 그 다)를 

활용하 다(<표 1> 참조).

4. 분석결과

4.1 표본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분포

는 여성이 58.1%(111명)로 남성 41.9%(80명)

보다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20 가 68.1%(130

명)로 30  31.9%(61명)보다 많았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41.9%(80명), 회사원 33.0%(63

명), 공무원 8.4%(16명), 자 업 3.7%(7명), 주

부 2.6%(5명), 기타 10.5%(20명)로 나타났다. 학

력수 은 졸자(재학  포함)가 53.9%(103명)

로 가장 많고, 문 졸 15.7%(30명), 학원 졸

업 이상 15.2%(29명), 고졸 이하 15.2%(29명)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경

우 400만 원 이상이 26.2%(50명)로 가장 많았

고, 100만원 미만이 20.4%(39명), 100만 원 이

상 200만 원 미만이 19.4%(37명), 200만 원 이

상 300만 원 미만이 18.8%(36명), 300만 원 이

상 400만 원 이하가 15.2%(29명)로 나타났다.1)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설문문항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내

 일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내  

일 성 분석결과 Cronbach's 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잠재변수

별 측정변수의 Cronbach's 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문항이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지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부분의 합도 지수가 수용 기 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타당성 검증을 해 개념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검토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0.8 이상, AVE는 0.6 이상으로 

 1) 인구통계학  요인별 표본수가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표본특성에 한 빈도분석시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표본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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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선행연구

SNS 이용에 

한 태도

1. 나는 SNS를 이용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

2. 정보사회에서 SNS를 이용하는 것은 명한 일이다.

3. SN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Chow & Chen(2009)

Jamil & Mat(2011)

주

규범

1. 내 주변사람들은 SNS 이용을 극 추천한다.

2. 내 주변사람들은 함께 SNS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3.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기 해 주변사람들은 SNS 이용을 권유한다. 

지각된

행동통제

1.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SNS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나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물질  여유가 있다.

SNS 이용

1. 나는 자주 SNS를 이용한다.

2. 나는 자주 SNS에 속한다. 

3. 나는 자주 SNS에 올라와 있는 들을 확인한다.

Cheung, Chang, & 

Lai(2000)

Chow & Chen(2009)

결속  

네트워크

1. 나는 SNS를 통해 나와 같은 세 의 사람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2. 나는 SNS를 통해 나와 같은 심을 지닌 사람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3. 나는 SNS를 통해 나와 같은 문화의 사람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희조(2010)

김 섭(2010) 
교량  

네트워크

1. 나는 SNS를 통해 다른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 있다.

2. 나는 SNS를 통해 나와 다른 심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 있다.

3. 나는 SNS를 통해 나와 다른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 있다.

<표 1> 측정도구

잠재
변수

찰
변수

요인
재량

표 화 요인 
재량

표  오차
(S.E.)

t 값 Cronbach's α
개념
신뢰도

AVE

SNS 이용에 한 태도

AT1  .935 .804 .077 12.079

.862 .897 .744AT2 1.045 .845 .082 12.758

AT3 1.000 .822

주  규범

SN1  .869 .753 .080 10.803

.847 .858 .669SN2 1.046 .854 .085 12.252

SN3 1.000 .809

지각된 행동통제

BC1  .964 .818 .086 11.152

.861 .912 .777BC2 1.176 .911 .100 11.815

BC3 1.000 .746

SNS 이용

USE1 1.026 .949 .049 20.764

.902 .832 .842USE2 1.064 .957 .050 21.109

USE3 1.000 .878

결속  네트워크

BO1  .836 .835 .051 16.418

.947 .867 .810BO2 1.041 .936 .050 21.026

BO3 1.000 .913

교량  네트워크

BR1  .895 .791 .062 14.359

.920 .844 .847BR2 1.004 .913 .053 18.811

BR3 1.000 .909

=189.027, GFI=.904, RMR=.035, AGFI=.864, NFI=.934, TLI=.974, CFI=.974, RMSEA=.055

<표 2> 신뢰도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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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Mean St.D ① ② ③ ④ ⑤ ⑥

① SNS 이용에 한 태도 3.57 .756 .863

② 주  규범 3.19 .844 .550** 0.818

③ 지각된 행동통제 4.04 .697 .489** .272** 0.881

④ SNS 이용 3.18 1.104 .537** .607** .325** 0.918

⑤ 결속  네트워크 3.61 .786 .473** .412** .442** .446** 0.900

⑥ 교량  네트워크 3.60 .749 .468** .392** .405** .373** .746** 0.920

**p<0.01,  

주)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표 3> 별타당성  상 계 분석 결과

나타나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참조).2) 한편 별타당성은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AVE의 제곱근값과 

상 계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각 구성개념

에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을 과하면 별타

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잠재

변수별 측정변수들은 집 타당성  별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가설검증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해 AMOS 

18.0을 활용하여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을 용한 SEM 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모형

의 은 194.29(자유도=121, p<0.01)이고, 

를 자유도로 나  값인 Q는 1.606, GFI 0.902, 

AGFI는 0.862, RMR은 0.069, RMSEA는 0.056

로 나타났으며, NFI는 0.930, TLI는 0.965, CFI

는 0.972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형 합도 지수 

 RMR을 제외한 모두가 수용기 을 충족하

고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이 실제 자료와 비교

 잘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SEM 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를 

보여 다. SNS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가설검증 결과, SNS 이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SNS 이용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구체 으로 태도와 SNS 이용 간의 경로

계수는 0.343(t=2.373)이고, 이는 p<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주  규범과 SNS 이

용 간의 경로계수는 0.660(t=5.701)이고, 이는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

와 SNS 이용 간의 경로계수는 0.224(t=1.757)

이고, 이는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통제는 SNS 이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2) 일반 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Hair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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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내용 방향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S.E. t Sig.

검증

결과

가설1 SNS 이용에 한 태도 ￫ SNS 이용 + .343* .226 .144 2.373 .018 채택

가설2 주  규범 ￫ SNS 이용 + .660** .494 .116 5.701 .000 채택

가설3 지각된 행동통제 ￫ SNS 이용 + .224+ .126 .127 1.757 .079 채택

가설4 SNS 이용 ￫ 결속  네트워크 + .339** .444 .051 6.698 .000 채택

가설5 SNS 이용 ￫ 교량  네트워크 + .327** .494 .050 6.511 .000 채택
+p<0.1, *p<0.05, **p<0.01

<표 4> 가설검증 결과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에 해 정 으로 

단하고, 자신의 주변 인물들의 극 인 권유

와 추천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그리고 SNS 이

용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많다고 인지할수

록 SNS 이용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NS 이용과 네트워크 간에 한 가설검증 결

과, SNS 이용이 결속 , 교량  네트워크에 유

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SNS 이용과 결속  네트워크 간의 경로

계수는 0.339 (t=6.698)이고, 이는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이 결속  네트워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SNS 이용과 교

량  네트워크 간의 경로계수는 0.327(t=6.511)

이고, 이는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이 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NS 이용과 그 향요인, 사회  네트

워크 간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체 표본을 성별(남성: 

N=88, 여성: N=111)로 구분하여 다 집단분

석을 실시하 다. 

성별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차이

검증을 통해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조 효과

를  차이검증에 의해 분석하기 해 3단계로 

분석한다(배병렬, 2011, pp. 401-402). 첫째, 성

별이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간의 계, 그리

고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를 

조 할 것에 해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다. 둘째, 

성별이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간의 계, 그

리고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

가 성별에 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등가

제약모델(equality constrained model)의 합

도를 평가한다. 이 모델은 독립변수와 성별 간

에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1단계 

분석의 값과 2단계 분석의 값의 차이를 구

해 값의 차이를 토 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

한다. 차이가 유의 이라면 성별 간에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성별이 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배병렬, 2011, pp. 401-402). 

첫째,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간의 계에

서 성별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 이용

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계에서 구조계수에 등가제약

을 가한 모델의 차이검증 결과(태도: (1) 

=0.036, 주  규범: (1)=0.036, 지각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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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등가제약모형


 ∆

개별 표본분석
비표 화계수

개별 표본분석
표 화계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SNS 이용에 한 태도

SNS 이용

398.595 0.036 0.482* 0.422+ 0.371 0.238

주  규범 398.586 0.027 0.568** 0.528** 0.439 0.408

지각된 행동통제 398.719 0.160 0.089 0.190 0.052 0.115

SNS 이용
결속  네트워크 402.637 4.078 0.437** 0.222** 0.515 0.318

교량  네트워크 408.067 9.508 0.477** 0.155+ 0.668 0.242

비제약모형의 =398.559(df=242)   
+p<0.1, *p<0.05, **p<0.01

<표 5> 조 효과 분석결과

동통제: (1)=0.160)가 각각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따라 성별이 태도와 SNS 이용, 주

 규범과 SNS 이용,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설6-1>

과 <가설6-2>, <가설6-3> 모두 기각되었다. 이

는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간의 계에서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속 , 

교량  네트워크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SNS 이용

과 결속  네트워크 간의 계의 경우, 구조계수

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243)=402.64이

며, 차이는 (1)=4.078로 나타나 p<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성별은 SNS 이용과 결속  네트워

크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설7-1>은 

채택되었다. SNS 이용과 교량  네트워크 간

의 계의 경우,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243)=408.07로 나타났다. 차이검

증 결과, (1)=9.508로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SNS 이

용과 교량  네트워크 간의 계를 조 할 것

이라는 <가설7-2>도 채택되었다.

남성의 경우 SNS 이용이 결속  네트워크

(0.515)보다는 교량  네트워크(0.668)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에는 교량  네트워크(0.242)보다 결속  네트

워크(0.318)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SNS 이용을 

통한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여성은 교

량  네트워크보다는 결속  네트워크, 남성은 

결속  네트워크보다는 교량  네트워크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간의 향 계를 규명하고, 이

들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이

를 해 20～30  SNS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SNS 이용과 그 향요인인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사

회  네트워크 유형 간의 계에 한 가설을 설

정하고 이를 검증하 다. 가설검증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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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간의 계에 

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 이용

에 한 태도와 SNS 이용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에 한 정  태도가 SNS 이용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는 Jamil과 Mat(2011), Albrecht와 Carpenter 

(1976), Bajaj와 Nidumolu(1998)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SNS 이용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SNS 이용을 의미 있는 행 로 

생각하는 이용자일수록 SNS 이용은 더 활발하

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주  규범은 SNS 

이용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주  규범이 SNS 이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이는 Chow와 Chen(2009), Cheung, Chang, 

Lai(2000), Thompson, Higgins, Howell(1991)

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인들

이 SNS 이용을 극 으로 권유하거나 추천할

수록,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주변의 압력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SNS 이용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통제가 SNS 이

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에 필요한 자

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일수록 SNS 이

용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최근 스마트폰 보 이 확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과 SNS 이용방법이 특별히 어

렵지 않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 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

용은 결속  네트워크와 교량  네트워크에 각

각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따라 SNS 이용이 결속 , 교량

 네트워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와 <가설5>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SNS

가 네트워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Ellison, 

Steinfeld, Lampe(2007), Steinfield, Ellison, 

Lampe(2008), Ahn(2012), 희조(2010)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SNS 이용을 통해 동질 인 배경을 지닌 이

용자들은 물론 다양한 사회  배경을 가진 사람

들과도 사회  계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리고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특정 공동체의 사회자본과 사회  네트

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  주장의 타당

성을 제공하는 실증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SNS 이용과 그 향요인,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와 

련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분석한 결

과, SNS 이용과 그 향요인인 태도, 주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

별은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설6-1>, 

<가설6-2>, <가설6-3>은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

만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성별의 조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은 SNS 이용과 결속 /교량  네

트워크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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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과 <가설7-2>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계에서 성별에 

따라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고 약

하게 형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 으로 

SNS 이용을 통해 여성은 교량  네트워크보다

는 결속  네트워크에, 남성은 결속  네트워크

보다는 교량  네트워크에 상 으로 큰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지니는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이론  함의로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

구들이 실증한 바처럼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기사용자의 경우 태도와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는 이다. 즉, 정보기술이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기수용과 지속  사용

과정의 차이를 강조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지지

하는 결과인 동시에 SNS 이용행 를 설명․

측하는데 있어서 TPB의 용타당성을 경험

으로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SNS 기수용

자와 지속  이용자들 간의 SNS 이용행  구조

와 상  향력 차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

속 으로 논의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

크 유형 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SNS가 개인

들의 사회  계망 형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해서도 논의하 다. 그동안 SNS 이

용과 그에 따른 사회  향에 한 학술  

심은 정치참여나 사회자본의 증  등에 집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SNS 이

용이 실제 이용자들의 결속 , 교량  네트워

크 등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  유지에 향

을 미친다는 , 특히 SNS 결속  네트워크보

다는 이용자들의 교량  네트워크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등은 SNS를 비롯해 향후 새

롭게 등장할 소셜미디어와 사회  네트워크 간

의 계논의에 요한 이론  시사 을 제공한

다. 실무 으로 SNS는 기존에 형성된 사회  

계 강화와 새로운 사회  계 형성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SNS 이용이 항상 순기

능 이고 정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

다. SNS의 부정 인 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

한 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노력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한 사회  네트워크

의 양  확장보다는 질 인 측면에서 보다 성숙

된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사회  

네트워크가 질 으로 성숙될 때 이용자들 간의 

건 한 공론 형성과 집단지성이 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간의 

향 계에서 성별에 의한 조 효과를 경험 으

로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 으로는 향

후 SNS 이용과 사회  네트워크 양상논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입체 인 논의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실무 으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SNS 략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리기 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

에서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고객의 특성과 

SNS 활용 목 을 연계시킬 경우 효과는 증 될 

것이다. 를 들어 여성을 주 상으로 할 경우

에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보다는 기

존 네트워크의 결속과 응집을 강화하기 한 목

으로 활용될 때 더욱 효과 일 것이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SNS 이용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향에 해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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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은 연구의 한계

로 지 될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SNS 

주이용 계층인 20～30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

령층들을 상에 포함시켜 폭넓은 논의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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