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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DeterminingFactors

thatInfluenceSatisfactionofSNSUsers

Sang-hunYoon

Dept.ofManagementInformationSystems

The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Keun-hyoungKim

SNSiseasilyaccessiblethroughawiderangeofmobiledevicesaswellas

PCstosupportvariouskindsofinformationsharingamongusers,thereby

expandingitsservicearea.Recently,SNSisgoingbeyondweb-basedservices

to evolve into mobile-friendly services.‘me2day’,so-called korea twitter,

launcheditsserviceandthenumberofusersareontherise.Then,whatis

majorcharacteristicsofSNSthatattractusers.Whatisthereasonforservice

usersareusingvariousSNSserviceslikeTwitterorme2day.Withthesebear

inmind,thestudytriedtoidentifytheseissues.

ToanalyzethetraitofSNS,qualityfactorsfrom DeLone& McLene(2003)

wereredefined which tailored to the research subjectand theadditional

factorswereinducedthroughpreliminarystudyonpersonaltraits.Therefore,

thestudytriestosuggestfactorswhichisinfluentialtotheuser’ssatisfaction

throughcorrelationbetween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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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 배경 연구 목

1.연구의 배경

SNS(SocialNetworkService)는 기존 정보 주의 인터넷 산업과 다르게 사람

과 사람의 계에 을 두는 서비스이다.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하고,

자신의 갖고 있는 데이터를 타인들과의 공유를 통한 한편의 인간 계 형성을

원한다.SNS가 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 오 라인 심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오던 사람들간의 사회 계를 서비스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도 맺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시공간을 월하여 사람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SNS만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서유종,원욱연,홍지원,2010).

한국의 싸이월드,미투데이,미국의 Facebook,Twitter,Linkedin,MySpace,일

본의 Mixi,GREE, 랑스의 Skyrock등과 같이 SNS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도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 무선

서비스들의 비약 인 발 을 거듭함에 따라 유선만의 서비스나 무선만의 서비스

는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이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융복합되고 있다.이러

한 때 새로운 킬러서비스로 SNS가 주목받고 있고,트 터,페이스북과 마이스페

이스와 같은 서비스가 다양화 발 을 하고 있다.2010년 9월 재

Facebook은 세계 약 5억명,한국 사용자 수 160만명,Twitter은 세계 약 1

억 5천명,한국 사용자 수 110만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재 SNS이용률은 세계 으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SNS의

성장륭은 연간 47%로 인터넷 이용자의 80%가 SNS로부터 생한 서비스를 이용

한 이 있다고 응답했다.최근에는 모바일 SNS의 성장세가 부시며,모바일 특

유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2009년 세계 모바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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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2억명을 돌 하 으며,2012년에는 8억명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특

히 ’트 터‘,’미투데이‘등 모바일과 연계해 짧은 메시지를 수시로 올리고 교환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깅‘서비스가 각 받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2009)

는 것이다.

SNS를 다른 사용자와 특징 이슈에 한 의견을 교환하고,공유하는 정치 ·사

회 커뮤니 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오 라인 활동으

로 발 되어 사회에 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원욱연,2009).

SNS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SNS이용에 따른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다만,SNS의 부분 (블로

그,미니홈피,마이크로블로깅 등)인 연구가 진행되어있을 뿐이어서 통합

에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SNS는 인터넷을 매래로 형성된 사람들 간의 계를 형성하는 장으로,나종연

(2010)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게끔 지원하는 랫폼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 진화하고 있다고 언 하 다.

2009년에는 끊임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장과 이를 순발력

있게 수용하는 기수용자(earlyadopter)들에 의해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인 트

터의 인기가 상승 하면서 소셜 미디어 커뮤니 이션의 진화 상은 계속되

고 있다.블로그와 트 터,페이스북 등으로 표되는 소셜 미디어는 이미 아이

폰으로 표되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해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

다.소셜 미디어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 이션 양을 폭발 으로 증가시

켰고,구내에도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가 등장하고 셀수 없이 많은 모바일

어 리 이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소셜 미디어의 향력 확 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는 앞서 언 한 기업과 고객 간 소통의 요성을 부

각시켰고,기존 데스크탑 PC에서 이루어지던 소셜 미디어 활동은 상당 부분 스

마트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그만큼 모바일 웹사이트로 속 역시 확 될

망이다. 한 SNS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애 리 이션이지만 응용분야 혹은

서비스 제공 측면을 볼 때 사용자가 상호 계형성,정보 제공 공유,경제활동

등을 수행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장으로써 정보기술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김재 ,박경자,노희옥,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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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성공요인 SNS 련 문헌을 검토하여 SNS서비스 이

용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이를 해 SNS서비스 이

용과 련한 특성들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알아 으로써 SNS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향을 주는 외부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고,기존 기술

수용모델(TAM)의 용가능성과 SNS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용자 만족도에 어떠

한 결정요인들이 있는지 합한 확장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이에 본 연구의 구

체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SNS사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SNS특성과 련하여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SNS서비스 이용에 한 사용자의 태도 만족을 포 으로 악하고자

한다.

둘째,SNS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들이 지각된 용이성과,지각된 유용성에 미

치는 향과 사용자의 태도가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문항과 척도를 도출하고,실증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에 한

신뢰성과 타탕성을 입증한다.

셋째,실증조사 결과에 한 연구모형의 합성과 가설 검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계를 구명하고,사용자의 태도에 따른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악하고자 한다.

제2 연구 방법과 구성

1.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SNS 모바일 SNS 련 문헌을 검토하여 SNS이용에 따

른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하여 실증 연구를 실시하 다.조

사 상으로는 SNS서비스의 잠재 수용자이며,SNS사용에 하여 기수용

가능성이 높은 10 부터 40 까지 학생․ 학원생 일반인(교직원․연구원 포

함)을 주로 설정하여,문헌 연구를 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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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설문조사에 필요한 문항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이용한 설문 문항을 SNS서비스 이용의 사용자 태도와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합하도록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 한 문항이 없는 경우 련 연구에서 이용

한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 다.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

들은 SPSS12.0버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빈도분석,요인분석,선형회귀분석

같은 통계 분석방법들이 가설검증에 사용되었다.

2.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배경 연구의 목 ,연구방법과 구성에

해 서술하 다.

제 2장에서는 이론 배경 부분으로 본 논문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이론

기 와 근거를 제시하기 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이를 통해 연구모

형을 제시하 으며,가설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조작 정의,표본의 선

정 자료수집에 해 설명하 다.

제 4장 실증분석에서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하 으며,가설검

증의 결과에 한 논의를 하 다.

제 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 시사 과 함께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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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의 이론 배경

제1 SNS에 한 논의

1.SNS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인터넷 상에서 공동의 심사를 지니고 있는 사용자

들 간의 계형성을 지원하고,이 게 형성된 지인 계를 바탕으로 인맥 리,정

보 컨텐트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가상커뮤니티,블로그 등과 같이 공통의 심사를 공유하거나

특정한 가상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서비스와 비슷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상민,황보 ,지용구,2010).

기존의 인터넷 기반의 카페/클럽,블로그·미니홈피,네이트온,MSN,동 상을

생산․공유하는 유튜 에 이어 모바일에서 활용이 돋보이는 트 터,페이스북 등

과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SocialMedia)가 확산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

과 각 을 받고 있다(이동훈,이민훈,박성민,이 화,2010).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개개인이 심이 되어 사용자들 간의

계를 형성하고 사용자 들 간의 계가 축 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다는 에서 기존의 가상커뮤니 이션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데,최근 아이폰

(I-phone)과 같은 스마튼 폰의 보 과 트 터 열풍으로 인해 상당히 각 받는 소

통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바일 폰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하

는 것을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MobileSocialNetworking)이라 하는데,최근의

스마튼 폰의 확산으로 인해 차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환되어 가고 있다.특히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등은 10 주의 철 한 소비자

심의 랫폼이지만,트 터의 경우 140자 제한을 가진 단문 주의 서비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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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읽거나 작성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스마트폰의 보 확산으로 인해 특정 연령 에 집 되기 보

다는 다양한 연령 로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유선(wired)서비스 심이었다나면,앞으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선(wireless) 는 모바일 SNS의 형태로 발 하게 될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상되며,컨텐츠의 생산,유통,소비 모두 모바일기기를

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 SNS시장은 세계 으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1>SNS이용자 수 및 모바일 SNS이용자 수 

<SNS이용자 수> <모바일 SNS이용자 수>

<출처 :eMarketer(단위:백만명)>

재 세계 SNS이용자는 거이 10억명에 달하며,북미나 서유럽의 Twitter,

MySpace,Faceboo,,남미의 Orkut나 Hi5,아시아태평양의 Freinder등 톱 60개

사이트에 집 되어 운 되고 있으며,Forrester보고서에 의하면 12~17세 청소년

SNS사용자의 60%,18~21세 사용자의 68%가 매일 SNS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그 외 일본의 Mixi나 한국의 Cyworld, 국의 Bebo,베트남의

Yahoo!360등의 표 사이트가 있다.최근에는 모바일 SNS의 성장세가 부시

며,모바일 특유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모바일 SNS이용자는 2009년 2억 명을 돌 하 으며,2012년에는 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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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NS의 특징

GeneSmith(2007)은 SNS서비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구분하여

제시하 다.즉,자신 표 을 한 presence속성,각종 정보와 컨텐츠 공유를

한 sharing 속성,커뮤니 이션을 한 conversation 속성,단체 활동을 한

group속성,자신의 홍보와 명성을 알리기 한 reptuation속성, 계를 구축하

고 유지하기 한 relationships속성,자신의 주체성을 표 하기 한 identily

속성이다. 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SNS업체들은 자신의 서비스 형태와 경쟁

략에 따라 자신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다.기본 으로 모든 SNS는 사람을

심으로 계를 형성하고,서로간의 계에 기반하고 있으며,사용자들간에 상호

작용과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SNS의 등장은 새로운 계형성은 물론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일으켰다.SNS

는 단순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도구라는 개념을 월하며,e-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된다.SNS는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지만 실세계의 인 계를 반 한다.

3.SNS의 등장과 발

온라인상의 인맥 리 서비스인 SNS(SocialNetworkService)가 부각되고 있다.

SN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인맥 리,자기표

등을 통해 불특정 타인과의 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한국인터넷

진흥원,2009). 의로 해석하면 인맥 리서비스 외의 커뮤니 이션 기능과 댓

기능이 있는 블로그,카페,가상 실서비스를 포함한다.한국의 싸이월드,미국의

페이스북,트 터,일본 Mixi,GREE등이 표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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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SNS서비스 분류 및 예시

카페․클럽․동호회
․카페/클럽:다음카페,네이버 클럽,프리챌 커뮤니티 등

․동호회:사진동호회 ‘포토아지트’,쇼핑몰동호회 ‘내가게’등

블로그․미니홈피
․블로그:다음/네이버 블로그,이글루스 등

․미니홈피:싸이월드/세이클럽 미니홈피 등

인스턴트 메신저 ․네이트온,MSN,버디버디,드림위즈 지니 등

인맥관리 서비스 ․페이스북,마이스페이스,링크나우,토씨 등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라이프,싸이월드 미니라이프 등

특히,SNS는 사용자간 끈끈한 연 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고계의 블루침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2-2>SNS가 광고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관계 Network 정보 Network

높은 사적 신뢰(오프라인

인간관계 반영도가 높음)
개방성과 tolerance

강한 동조(conformity)압력 약한 동조(conformity)압력

Highnetworkexternality Weaknetworkexternality

Highlock-ineffect Weaklock-ineffect

SocialFiltering Search

Trust

<출처:황현수,‘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리뷰’,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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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서 보듯이 잠재 소비자들이 가득한 SNS시장은 새로운 고

채 콘텐츠 제공 통로로 부상 되고 있다.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정보’

보다 나와 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보’에 한 신뢰성이라는 측면에 SNS

만의 큰 장 이라 볼 수 있다.온라인 고 모바일 연동서비스 등 다양한 수

익모델과의 결합을 통해 SNS 고시장의 확 가 기 되며, 고주들이 비용으

로 타켓 시장에 많이 높은 빈도로 도달할 수 있는 SNS를 새로운 고운용 매

체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4.한․미․일 SNS서비스 황

(1)한국의 SNS서비스 황

한국의 만12~49세 인터넷 이용자 61.3%는 SNS를 통해 타인과의 교류활동

을 활발 히 하는 SNS이용자 분포를 살펴보면,연령별로는 20 의 이용(77.7%)

이 가장 활발하며 40 이상,고령자의 이용률은 조한 편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분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심사를 공유’ ‘친교․교제’를 목 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한국의 SNS이용률(%)

<출처 :인터넷진흥원,‘인터넷 이용자의 SNS이용실태조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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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SNS서비스 황

미국은 이용자 수 1억 명이 넘는 메가 SNS가 다수 존재하는 SNS강국으로

기 ‘MySpace.com’을 시작으로,‘Facebook’,‘Twitter’,‘Linkedin’등 다양한

SNS서비스를 가진 SNS강국으로서 많은 SNS서비스가 100% 이상의 놀라운 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Facebook'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재 3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 의 SNS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 미국은 인터넷 이용자의 65%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2-4>미국 內 주요 SNS서비스 업체 성장 추이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다양한 연령층에서 SNS서비스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유선은 물론,트 터 등 무선에 특화된 SNS서비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마이크로블로깅’열풍이 유선은 기본,모바일까지 확 되고 있다.Twitter서

비스는 단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블로깅‘에 한 심 이 집 되고 있다.



- 11 -

<표 2-2>일반 블로그와 마이크로 블로깅 비교

구분 일반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깅(Twitter)

주요 형식
텍스트,사운드,동영상 등 다양

(형식이나 용량에 큰 제약이 없음
텍스트(140자 미만)

전달 방식 특정 웹 페이지 방문을 통한 내용 확인 Follower들에게 직접 전달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IT신조어로 내다보는 정보사회 단면과 전망’,2009년 2호>

(3)일본의 SNS서비스 황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SNS의 등록자수는 ‘07년 1000만 명 돌 이후 ’09년 1

월 재 7134만 명 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SNS에 한 반 인 인지율은 ‘08년

을 정 으로 이용률은 정체상황이다.

<표 2-3>일본의 SNS인지도에 대한 조사

조사 상 :인터넷 MyVoice등록회원

조사시기 :2008년 11월 1일 ~15일

재 등록되어 있다.

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용

했었다.

등록한 은 없지만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

들어본 은 있는 정도다.

들어본 없다.

<출처 :일본 총무성,‘블로그,SNS의 경제효과에 관한 조사연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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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보시스템 사용과 성공

1.정보시스템 련 선행 연구

(1)DeLone&Mclean:ISSuccessModel

DeLone&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InformationSystem Success

Model)은 정보시스템 평가에 한 연구와 설무자들에게 막 한 향을 미쳐왔

고,수정 발표한 D&M IS성공 모형(2003)은 정보시스템 역할 변화와 그동안 이

슈화 되었던 들을 논리 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인 정보시스템의 성공 모

형이다.DeLone & McLean(1992)은 Mason(1978)의 정보 향이론(influence

theory),Shannon& Weaver(1949년)을 심으로 정보시스템 성공의 개넘화

평가를 한 임워크로서 분류 체계 이고 상호작용 인 정보시스템 성공 모

형을 제시하 다.(DeLone&McLean,1992).

<그림 2-5>의 DeLone& McLeanIS성공 모형(1992)은 시스템 품질,정보 품

의 질이 시스템 사용,사용자 만족에 향을 주고 시스템 사용과 사용자 만족은

개인의 성과 조직의 성과에 향을 다는 모형으로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에

한 연구들의 종속변수로서, 한 정보시스템 평가의 측정지표로서 범 하게

사용되어 왔다(DeLone&McLean,2003).

<그림 2-5>DeLone&McLeanIS성공 모형(1992)

시스템 사용

시스템 품질

개인 향 조직 향

정보품질

사용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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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ne& McLean(2003)은 <그림 2-6>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역할 변화와 자신

들이 제시한 모형과 련된 이슈들에 한 보완으로 수정된 DeLone &

McLean(2003)을 제시하 다.사용자 컴퓨 환경의 확산에 따라 정보시스템 담

당 조직이 정보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을 감안하여 IS조직의 서비스의 질을

성공 모형(2003)차원에 포함하 으며 정보시스템 향의 역인 개인에 한

향과 조직에 한 향을 순효과(netbebefit)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하 다.

DeLone& McLean이 1992년에 IS성공 모형을 발표한 이래 IS성공에 한

측정을 하여 이 모형을 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는데,DeLone&

McLean은 IS의 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에 자신들이 제시한 IS성공 모형

(1992)과 련된 쟁 들에 한 보완 차원에서 수정된 IS성공 모형(2003)을 제시

하 다.

<그림 2-6>DeLone&McLeanIS성공 모형(2003)

시스템 사용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순효과

서비스품질

사용자 만족

수정된 DeLone&McLean(2003)의 IS성공 모형은 연구목 별,조직 역별,정

보시스템 특성별로 많은 평가지표들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표들을 체

계 으로 분류하고 통합시켜주는 IS성공에 한 폼 인 모형(comprehensive

model)이라는데 의의가 있는데,기존의 IS성공 모형(1992)과 수정된 모형(2003)

간에 차이 으로는 사용자 컴퓨 환경의 확산에 따라 IS담당조직의 기능과 역

할이 단순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에서 시스템을 운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됨에 따라서 Pittetal.(1995)이 주장한 IS

조직의 서비스의 품질(servicequality)이 수정된 평가모형(2003)에 포함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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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 IS 향의 역인 개인에 한 향과 조직에 한 향이 연구목

상황에 따라 조직수 에 미치는 향에 한 변수구성을 하게 설정하도

록 했기 때문이다.

한 강제화된 시스템(mandatory system)의 경우에 시스템 활용도(system

usage)가 성과변수로 치 못하다는 논란과 련하여 강제회된 시스템일지라

도 사용자가 시스템에 하여 만족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도된 목 달성을 하

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극 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로세스 모델과 인과모델의 장 을 공유하고 있다는 에서 IS성과분석을 한

자신들의 모델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별이

다소 혼란스럽고,상황 요인에 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에 한 보완의 필

요성에 해서 언 했다(진동욱,2007).

(2)Seddon모델

DeLone & McLean(1992)의 연구 이후 Seddon(1997)은 DeLone &

McLean(1992)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첫째,사용 환경에 한 가정을 일반화하 다. DeLone& McLean(1992)모델

은 자발 사용만을 가정하고 있다는 이다.둘째, DeLone& McLean(1992)

모델에서 제시한 IS성공의 개념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는데,즉 사용에서 오

는 혜택(benefit from use)의 응 척도, 미래 IS 사용의 변수 모델

(variance)model에서 종속 변수,개인 는 조직 향을 이끄는 과정에서 하

나의 이벤트(event)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을 밝히고 DeLone &

McLean(1992) 모델을 정교화된 모델을 제시하 다. 셋째, DeLone &

McLean(1992)모델에 혼재되어 있는 과정 모델(processmodel)을 인과 모델

(variancemodel)과 분리시켰다.그리고 두 가지 인과모델,즉 IS성공 모델과 형

태 모델을 분리하 다(진동욱,2007).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ddon(1997)모델은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과 정보 품질(informationquality)이 인지된 유용성(perceivedusefulness)

과 사용자 만족(usersatisfaction)모두에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인지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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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IS성공모델과 IS사용자 부분 형태 모델은

사용자 만족으로부터 미래 IS사용의 순혜택에 한 기 간의 연결로 서로 연계

된다.차례로 미래 IS사용의 순혜택에 한 기 는 IS사용에 향을 미친다.

<그림 2-7>Seddon모델(1997)

미래 IS사용의

순혜택에 한 기
IS사용

IS사용의

개인 ,조직 ,사회 결과

 개인 경험,타인의 보고서

1.정보와 시스템

품질의 측정변수

2.IS사용의 순혜택에 해

일반 으로 인식되는 척도

3.IS사용 순혜택의

다른 척도

상별 순혜택

시스템 품질 인지된 유용성 개인

조직

서비스 품질 사용자 만족 사회

인지왼 유용성(perceivedusefulness)은 David(1989)의 인지된 유요성의 척도와

유사하다.그러나 Davis의 인지된 유용성에 한 척도는 미래지향 이다.이것은

순혜택과 련된 기 와 련이 되며,IS성공과 련된 Seddon(1997)의 인과 모

델의 외부벵 치한다.Seddon(1997)모델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과거 IS사용으

로부터 얻은 순혜택에 한 지각으로부터 도출된 태도와 련된다.Davis의 인지

된 유용성이 미래 혜택에 한 기 인 반면 Seddon(1997)의 인지된 유용성은 과

거사용에 의한 혜택에 한 태도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진동욱,2007).

2.기술수용모델

(1)기술수용이론(TAM)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은 합리 행 이론(TRA:

theoryofreaasonedaction)을 이론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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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용요이성과 유용성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다(Davis,

1989).TAM에서 사용된 지각된 용이성(PerceicedEaseofUse)과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Usefulness)을 제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실재사용 간의 계를 표 하 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인의 주 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지각된 이용용이성이란 특정한

목 을 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을 일 것이라는 주 인

믿음을 말한다(Davis등,1989),즉,새로운 시스템이 유용하거나 사용하기 쉽다

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정보기술 수용에 한 개인의 태토가 결정된다.이를 측

정하기 우해서 측정도구를 개발 하 으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태도와의 상 계를 검증하 다.태도는 개인의 행 에 한 신념과 감정을 나

타내는 것이며,행 를 직 결정하지는 않지만 행 이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Davis(1989)는 기술수용모형(TAM)에서는 기술의 사용의도와 기술사요에 한

태도의 결정 요소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의 편리성 개념을 도입하여 합

리 행동이론의 에서 설명하고자 하 다.

<그림 2-8>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AcceptanceModel)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Usefulness)

사용에 한 태도

(AttitudeTowardUse)

사용에 한 행동의도

(BehavioralIntentionUse)

시스템 사용

(System Use)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

(PerceivedEaseofUse)

<그림 2-8>은 기술수용모형(TAM)을 도식화 한 것으로 Davis(1989)는 TAM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믿음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제시하고 이 두 요인이 기술수용에

한 개인이 태도에 향을 미치고,다시 그 태도가 기술수용 행 의도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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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그 의도가 최종 으로 기술수용 행 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 두 가지 이론 모두가 채택 상이 되는 뉴미디어의 객 속성보다는

채택자의 그것을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 하는지와 같은 인지된 주 속성이

더욱 크게 작용함을 말하고 있다.

<표 2-4>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의 구성개념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

 ․ 신속한 업무처리(work more quickly)  ․ 익히기 쉬움(easy to learn)

 ․ 업무성과 개선(job performance)  ․ 이해하기 쉬움(understandable)

 ․ 성과(productivity)향상  ․ 능숙해지기(become skillful)

 ․ 질 (quality) 향상  ․ 이용하기 쉬움(easy to use)

 ․ 업무를 쉽게 함(make job easier)  ․ 통제하기 쉬움(controllable)

 ․ 업무에 유용함(useful)  ․ 유연한(flexible)기능 제공

<출처:Davis,F.D.,1986.>

(2)확장된 기술수용이론(e-TAM)

Davis(1986)의 TAM 모형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기술에 한 사용자의 단만

을 강조한다는 단 이 지 되어 왔다(Malhotra & Galletta,1999).따라서

Venkatesh 와 Davis(2000)는 확장된 기술수형모형(Extend Technology

AcceptanceModel:ETRAM)을 제시하 다.이는 Davis(1986)의 TAM모형에 외

부변수룰 추가치켜 확장한 모형이다.Liljander등(2006)은 셀 서비스기술을 채

택하는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향요소들 고려하기 하여,항공사 키오스크와

인터넷 체크인 서비스에 한 태도 채택에 TRI가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연구결과 기술 비도의 낙 성이 신성 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려는 태도에

더 정 인 향을 주며,불안과 불편이라는 기술 수용 억제 변수는 개인 인

차원보다는 사회 인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 다.Walczuch등(2007)은 IT에

의해 제공되는 업무에 한 TRI와 TAM의 통합 연구를 제시하여 TRI로 표

인 개인의 특성이 기술의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향을 다는 것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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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최근에는 기본 TAM을 확장하여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향을 수 있는 외부변수들(externalvariables)에 한 탐색 근을 시도한 연

구들이 TAM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이원 ,2004).

1990년 반 이후 TAM을 기반으로 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는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기 한 외부변수를 기본

기술수용모델(TAM)에 첨가한 모형으로 <그림 2-9>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외부

변수로 많은 변수들이 사용되었고, 체로 동료의 여향,사회 향 압력,컴

퓨터 경험, 신 성격,최고 경 층의 지원,성별,사용자 참여나 몰입,정보시

스템의 질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9>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1990년대 중반이후)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Usefulness)

사용에 한태도

(AttitudeTowardUse)

사용에 한 태도

(AttitudeTowardUse)

사용에 한 행동의도

(BehavioralIntentionUse)

시스템사용

(SystemUse)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

(PerceivedEaseo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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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설의 설정 연구모형

제1 연구가설의 설정

1.외부변수 련 연구가설

(1)개인 신성에 한 연구가설

개인 신성은 한 개인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그리고 빠르게 수용하는가

를 나타내는 것인데,개인 신성이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비자의 신성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신성을 모든 소비자에 하여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성과 련된 특성으로 악하 다.그리고 신성의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아

이디어 는 상의 수용시기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에

서 신성을 개인이 타고난 성격(personality)특성이라고 보았으며,이것이 소비

자의 다양한 의사결정 행동에 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김용철 등,

2005).

신성이 높은 잠재 수용자는 새로운 서비스 는 신제품이 자신에게 익숙하

지 않은 부분에 해서는 개방 인 반변, 신성이 낮은 잠재 수용자는 변화를

싫어하고, 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seph와 Vyas(1984)는 개방 신성(open-processing innovative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이들은 이것을 인지스타일(cognivivestyle)로서 개인의 지

능력,지각과 태도 특성에 련된 개념이라고 설명하 다. 한 이러한 인지

스타일은 새로운 제품,감감,경험과 커뮤니 이션에 반응하는 방식에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근방법은 개방 신성 인지스타일에 높은 수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 이며,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게 될 것이

라고 설명된다.반변,일반 인 근 에 하여 소비자 신성을 역

(domain) 는 제품 특정 (productcategory)간에 신성의 복은 거의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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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따라서 신성은 제품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Goldsmith와 Hofacker(1991)은 신성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면서, 부분의 소비자 련 행동이 상황 특정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신성도 특정 제품과 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정보기술 역에서 개인의 신성이란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개인

의 자발 인 의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개인의 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기

술에 한 수용 만족에 있어 정 이며 수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심의 연구들을 토 로 개인 신성의 개념을

기술 신 서비스 제품의 개인차 특성으로 악하고자 한다. 한 SNS서비스 사

용에 한 개인의 선도 성향의 개념으로 SNS서비스 사용에 합한 측정문항

을 선정하여 용하 다.

(2)사회 향에 한 연구가설

Venkateshetal.(2003)은 사회 향(SocialInfluence)을 사람들이 새로운 정

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는 사람들의 믿음에 해 지각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기존의 이론들로부터 얻어진 세 가지 구성차원은

TRA,TAM2,TPB와 C-TMA-TPB(TAM과 TPB의 통합모델)의 주 규범,

MPCU(PC이용모형)의 사회 향,IDP( 신환산이론,modelofInnovation

DiffusionMode,TAM)의 이미지이다(Venkateshetal.,2003).

첫째 주 규범은 TRA,TPB,C-TAM-TPB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성과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 요성을 지각하는 정도

로 정의하 다.둘째,사회 향은 MPCU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사회 상

황에서 개인의 ckawhermfnq의 주 문화의 내재화,그리고 특정한 개인간 일

치 등으로 정의된다.셋째,이미지는 IDT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시스템에서의 개

인의 이미지 는 상태를 강화하기 해 지각된 신의 사용정도로 정의된다.

VenkateshandDavis(2000)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한 개인의 의도를 형

성하는데 사회 계 속에서 서로간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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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향이라고 정의하 다.새로운 신에 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이를 수용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OhbyungKwon,YixingWen(2010)은 싸이월드는 사용자에게 가상의 공간에서

오 라인에서 같은 사람들간의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들간 친 감 형성에 도움을 다.이러한 연 감은 싸이월드의 실제 사

용 증가에 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며,이를 통해 사용자 간에 형성된 심

배려가 이타주의를 형성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향을 SNS서비스 사용으로 타인들이 확신하다는 인상

을 개인이 갖게 되는 정도의 개념으로 SNS에 합한 측정문항을 선정하여 용

하 다.

(3)정보 품질 한 연구가설

DeLone& McLean(1992)는 성공 인 IS를 해서 시스템 품질과 더불어 정보

품질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웹사이트의 기본 인 목 이

정보의 달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정보의 품질이 웹사이트에 한 인식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자연스런 상으로 보여진다.따라서,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는 믿을 수 있으며,최신 정보이어야 하고,이해하기 쉬울수록 사용자의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DeWulfetal.,2006).

정보 품질이란 시스템이 생산형태는 정보의 품질을 말하며(DeLone &

McLean,1992),정보 품질에 한 연구는 정보의 품질을 어떻게 규정하고,어떻

게 측정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한 학술 시도로써 많이 수행되어 왔다.정보의

품질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들의 직무 효율성 만족,경 자들

의 의사결정 품질,그리고 공 망 리(SupplyChainManagement:SCM)이나

고객 계 리(CustomerRelationshipManagement:CRM)등과 같이 외부 이해

계자 역까지 정보 시스템의 범 가 확 됨으로써 조직의 재무 성과에도

직 으로 향을 수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기술

에서 바라본 정보의 품질은 소 ‘정확성’이라는 단일 속성에 의해 단될 수도

있지만,정보의 활용 형태와 용도에 따라 이해가능성,신뢰성, 시성,유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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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을 고려한 다양한 품질속성으로 할 수도 있다.본 연구의 SNS정

보 품질은 “SNS서비스의 결과물에 한 품질”이라고 정의한다.선행연구들의

정보 서비스 품질 속성 정확도, 성,유용성 등은 정보 자체의 품질 측면

을,시간 약성, 시성은 정보서비스의 비용 측면을,그리고 사용용이성,편리성,

근성 등은 정보서비스의 편의성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McKinny,Yoon& Zahedi(2002)는 웹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정보품

질을 타당성,이해가능성,신뢰성, 성,범 ,사용 가능성으로 구성하 고,모

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조진욱(2005)은 컨텐츠의 시성,

다양성,오락성,정확성이 모바일 컨텐츠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정보 품

질의 요인임을 검증하 다.최훈(2006)은 정보 품질을 정보의 범 ,정보 이해가

능성,정보 유용성으로 구성하 고,이는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

(4)시스템 품질에 한 연구가설

시스템(system)품질은 데이터를 달하는 시스템의 성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

으며,사용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DeLone& McLean,1992).사용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아무리 높

은 품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페이지 환속도가 느리거나,

속이 자주 끊기는 등 원활하게 데이터를 달하지 못한다면 웹사이트에 하

여 불안정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던 웹사이트의 사용

을 단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체할 다른 웹사이트를 찾기 해 이탈할 것이다

(McKinney& Yoon,2002).따라서 많은 정보시스템 련 연구들에서 시스템 품

질을 성공 인 정보시스템을 한 핵심요인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DeLone&McLean,1992).

본 연구의 SNS시스템 품질은 “사용자가 안 한 상태에서 SNS서비스를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Hamilton& Chervany(2001)는 데이터 정확성,반응시간,화면 환시간,신뢰

성,완정성,시스템 사용 용이성 등을 시스템 품질을 측정하는 ‘공식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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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제시하 다.그리고 Belardo,Karwan& Wallace(1982)는 비상 리시스템

을 상으로 신뢰성,응답시간,사용의 용이성,학습의 용이성 등의 측정변수를

사용하 다.SNS에 있어서도 시스템 품질은 요할 것으로 상된다. 재 3G

망을 이용한 데이터 수요가 격히 증가하여 통화 데이터 이용 품질이 격

히 떨어지는 은 문제 으로 지 되었으며,이는 SNS사용자 만족도를 감소 시

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Mckinny,Yoon& Zahedi(2002)는 웹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시스템품

질을 근성,유용성,엔터테인먼트,하이퍼링크,네비게이션,상호 작용성으로 구

성하 고,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최훈(2006)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 품질 시스템 품질을 시스템의 속성,사용편의성,시

스템 신뢰성으로 구성하여 PLS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진동욱,김상훈(2008)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성과의 품질요인으로 시스템 품질 사용용이성,보안성,

연결성을 제시하 고,이는 모두 사용자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가설 1>개인특성 SNS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1>개인 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2>사회 향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3>정보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4>시스템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개인특성 SNS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1>개인 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2>사회 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3>정보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4>시스템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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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수용모델에 한 연구가설

TAM과 TAM에서 확장된 도구들에 따르면,지각된 유용성은 자발 /의무

맥락 모두에서 신기술 사용의도를 향상시킨다(Venkateshetal.,2003).이러한 결

과는 모바일 SNS서비스이 수용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한 지각된 유

용성은 모바일 인터넷),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모바일 뱅킹,모바일 커머스,혹은

반 인 최신 모바일 서비스들을 포함한 범 한 모바일 서비스 SNS서비

스에 한 사용 의사를 설명하는데 핵심 요소로 보고되어왔다.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가 SNS사용에 해 특별한 지식이나 많은 노

력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즉,기술 서

비스 사용법을 습득하는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 유입되

는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말한다.

TAM을 구성하는 주요개념인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간의 계에서,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침을 제시하 으며,지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사용이 용

이한 시스템은 그 지 않은 시스템보다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

다. 한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용자의

수용정도를 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Seddon(1997)이 제시한 “IS성공모델”에서 제시히고 있는 지각된 유용성

은 과거 정보시스템 사용으로부터 얻은 순 혜택에 한 지각으로부터 도출된 태

도와 련된다고 보고 있다.Davis(1989)의 지각된 유용성이 미래혜택에 한 기

인 반면,Seddon(1997)의 지각된 유용성은 과거사용으로 인한 혜택에 한 태

도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Raietal.,2002;김용연,2007).

Bhattacheerjee(2001)의 연구와 Bhattacherjeeetal.(2004)의 연구에서도 효용

정보시스템에 한 지속 인 사용의도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면서 수용 이후의 기

를 의미하는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을 사용하 으며,지각된 유용성이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각된 용이성 한 상 서비스가 사용자 만족에 향을 다는 것이 검증되

었다(Thongetal.,2006;김 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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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가설 3>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태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련 연구가설

정보시스템(IS)분야에서 태도는 일반 으로 정서 태도를 의미한다.이러한 원

인은 IS분야에서 개인 수 의 연구에 있어서 TRA,TPB,TAM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IS분야에서 정의되는 태도는 Ajzen(1988)은

태도를 “ 상,사람,제도,사건, 는 개인의 세상에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측면에 한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으로 정의하 으며,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TRA,TPB,TAM 등의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김용연,

2007).최근의 TAM 련 연구에서 태도는 신념들과 행동의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으나 태도가 행동의도의 직 인 결정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

고,매개효과를 부정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이러한 태도의 불확실한 효과로

인해서 많은 연구들은 모형의 간명화를 해서 태도 변수를 제외시킨 모델을 따

르고 있는 추세이다(Chau,1996;Venkatesh&Davis,2000).

한 Molone(1990)은 사용자 만족을 체하는 구성개념으로 사용자 태도를 제

시하고 있다.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태도를 만족에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태도는 만족의 개념을 포 하고 있는 더욱 큰 개념으로

서 사후 의미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usersatisfacion)은 실제 시스템의 성능

(performance)이나 효과성(effectiveness)과 같은 정보시스템 성공에 한 체변

수로 사용되어 왔다(DeLone& McLean,1992;Gatian,1994).객 인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정보시스템 성능이나 효과는 시스템 사용 후 사용자가 종합 으

로 인지하는 만족에 의하여 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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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을 유용한 평가척도로 인식

하고 있는 이유에 해 DeLone& McLean(199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사용자 만족은 표면타당성(facevalidity)이 높아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

용자가 만족하면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Bailey&

Pearson(1983)의 측정도구와 생된 도구로부터 사용자 만족을 측정할 신뢰할만

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고,사용자 만족을 측정한 많은 연구들과의 비교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셋째, 부분의 다른 척도는 개념 으로 취약하거나 실증 으로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족 개념은 실제 시스템의 객 인 성능이

나 품질이 아닌 소비자 는 사용자에 의해 인지된(perceived)만족이므로,인지

과정에서 다른 향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의 시스템 성능 효과 수 과 다룰

수 있다(Bhattacherjee,2001;Ginzberg,1981;김재 ,박경자,노희옥,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가설 6>태도는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제2 연구모형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에서 2010년에 9월에 출간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결과

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자의 65.7%가 SNS이용자로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

자의 65.7%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한 ‘SNS이용자’이며,‘최근 1주일 이내’

이용한 경우도 34.8%로 나타났다.SNS유형별 이용 황을 살펴보면 SNS이용

자 10명 8명이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다.SNS이용자의 83.2%가 블로그를 이

용하고 있으며,커뮤니티 는 미니홈피 형태의 SNS를 이용하는 경우도 각각

74.4%,68.1%로 나타났다.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불로깅 형태의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약 83%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NS의 서비스별 내용 기능의 차이,고객의 요구 등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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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요하다. 시 에서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SNS의 시스템 악과

이용 특성에 한 분석이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TAM과 련

한 논의를 정리하고 SNS서비스 사용자라는 상을 특성을 반 하여 기술수용요

인(지각된 용이성과,지각된 유용성)을 심으로 선행요인으로는 개인특성( 신

성,사회 향) 품질요인(정보 품질,시스템 품질)과 결과요인으로는 태도

사용자 만족도로 설정하여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이론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3-1>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 다.

<그림 3-1>연구 모형

개인 신성

지각된

용이성

사회 향

태 도 만족도

정보품질
지각된

유용성

시스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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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비스 환경에서 정보는 그 자체가 제품이며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특

히 비 면 인 SNS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볼때 사용자는 컨텐츠 자체에 한 만

족 이외에 상호작용 계형성을 해 참조하거 획득한 정보에 해서도 감정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해당 SNS서비스에서

의 개인특성과 품질요인들이 실제 SNS사용에 유용한가에 해서 인지하게 될

것이다.

제3 변수의 조작 정의

1.개인 신성

개인 신성은 “잠재 수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려는 개인의 의지를

반 하는 개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 수용 여부와 수용 속

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언 되어 왔다(Goldsmoth & Hofacker,

1991).그러므로 한 개인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그리고 빠르게 수용하는가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수용자의 신성이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비자의 신

제품 는 새로운 서비스 수용여부와 수용 속도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신성을 “사회체계 내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 신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화 했다.이는 신성

이 높은 수용자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에 해

개방 인 반면, 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인 것으로 본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것이다.이를 측정하기 해 설정된 문항

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Goldsmithetal.(1991)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3문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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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개인 혁신성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나는 SNS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나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3.나는 최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

을 느낀다.

2.사회 향

VenkatashandDavis(2000)은 수정된 TAM 모형의 확장을 검증하면서 사회

향 로세스와 인지 도구 로세스라는 두 개의 구조를 정립하 다.개인이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향 로세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사용자가 사회구조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인지된 정도

와 련된 주 규범과 자발성,이미지의 세 가지라고 규정하 다.변수의 측

정은 VenkatashandDavis(2000)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4문항으로 구성했다.

<표 3-2>사회적 영향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나와 친한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도 이용하게 되었다.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SNS를 이용하는 나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은 좋게 평가할 것 같다.

3.SNS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다.

4.SNS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형성에 도움을 받는다.

3.정보 품질

정보 품질이란 시스템이 생산형태는 정보의 품질을 말하며,정보 품질에 한

연구는 정보의 품질을 어떻게 규정하고,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한

학술 시도로써 많이 수행되어 왔다.변수의 측정은 McKinny,Yoon&Zahedi(2002),

최훈(2006)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5문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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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정보품질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SNS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SN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3.SN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며 오류가 없는 편이다.

4.SNS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다.

5.SNS는 제공하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시스템 품질

시스템(system)품질은 데이터를 달하는 시스템의 성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

으며,사용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DeLone& McLean,1992).사용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기

기가 아무리 높은 품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페이지 환속

도가 느리거나, 속이 자주 끊기는 등 원활하게 데이터를 달하지 못한다면 시

스템에 하여 불안정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변수의 측정은 최훈(2006),진동

욱,김상훈(2008)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3문항으로 구성

했다.

<표 3-4>시스템 품질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SNS를 이용할 때 화면 환 속도가 빠르다. 그 지않다 매우 그 다

2.SNS는 이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3.SNS는 기술 인 문제(다운,오류 등)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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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각된 용이성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용이성은 “SNS서비스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지

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고,변수의 측정은 Davis(1989),Bhattacherjee(2001),

Thongetal(2006)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3문항으로 구성

했다.

<표 3-5>지각된 용이성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나는 SN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나는 SNS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나는 SNS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지각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유용성은 “SNS서비스 사용시 자신의 사용 목 에 유용

하다고 인지되는 정도”로 정의하 고, 변수의 측정은 Davis(1989),

Bhattacherjee(2001),Thongetal(2006)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3문항으로 구성했다.

<표 3-6>지각된 유용성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SNS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SNS는 내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것들을 빠르게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3.SNS는 나의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인다.



- 32 -

7.태도

IS분야에서 정의되는 태도는 Ajzen(1988)은 태도를 “ 상,사람,제도,사건,

는 개인의 세상에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측면에 한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으로 정의하 다.변수의 측정은 Molone(1990),(김용

연,2007)등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3문항으로 구성했다.

<표 3-7>태도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SNS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며 즐거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SNS서비스는 재미있고,흥미롭다.

3.나는 앞으로도 계속 SNS를 사용할 것이다.

8.만족도

본 연구의 만족도는 “SNS서비스 사용시 SNS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반

인 만족도”로 정의하 고,변수의 측정은 Bhattacherjee(2001)의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모두 3문항으로 구성했다.

<표 3-8>만족도의 측정항목과 척도

항    목
반응척도

1 5

1.나는 SNS의 기능에 대하여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나는 SNS가 제공하는 품질에 대하여 만족한다.

3.나는 SNS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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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자료 수집 연구방법

1.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한 조사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 연구를 시도하 다.설문지의 구성은 <표 3-9>

과 같이 개인 신성,사회 향,정보품질,시스템품질,기술수용요인,태도

사용자 만족도,인구통계 변수와 같이 7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각 설문의

항목은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지 않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LikertScale)를 사용하여 각 항목을 측정하 다.

<표 3-9>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수 측정척도 비 고

개인 혁신성 3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사회적 영향 4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정보 품질 5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시스템 품질 3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지각된 용이성 3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지각된 유용성 3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태도 3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만족도 3문항 리커드식 5점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9문항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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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우선 주로 사용하

고 있는 SNS 련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고,이를 기 으로 질문에 답할 것을 요

구하 다.설문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실시하 다.총 400부의 설문을 배부하 으며 366부가 회수되어 91.5%의 회수율

을 보 다.이 회수한 설문지 측정 항목을 성실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SNS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설문지 54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312부를 분

석에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코딩은 Excel2010 로그램을 이용하 고,통계분석을 한 패

키지로는 SPSS12.0KforWindows을 이용하 다.인구 통계학 분석은 빈도분

석을 이용하 으며 SNS서비스 이용 황에 한 분석을 하여 요인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다 항목으로 구성된 연구 개념 등에 한 단일 차원

성 확인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은 이론 인 배경 하에서 변수

들 간의 계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

여 내재된 요인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의 성립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이다.연구 변수의 내 일 성을 조사하기 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신뢰성이란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즉 분산에

한 체계 정보를 반 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SNS이용에 따른 사

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구성 개념간의 유의 인 상 계

는 향 계 분석을 해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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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을 해 유효한 312부의 설문을 회수하 으며,이를 분석에 사

용하 다.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 <표 4-1>와 같다.설문 의뢰시 응답자

의 성별 연령의 통계를 요구하여 남성이 204명(65.4%),여성이 108명(34.6%)으

로 구성 되었으며,응답자 연령 는 10 57명(18.3%),20 174명(55.8%),30

59명(18.9%),40 이상 22명(7.1%)으로 구성되었다.직업은 학(원)생 162명

(51.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일반사무직 60명(19.2%), ·고등학생

56명(17.9%)등이 278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4-1>인구통계학적 특성(1)

구분 빈도수 비율(%) 합계

성별
남 204 65.4

312

여 108 34.6

나이

10대 57 18.3

20대 174 55.8

30대 59 18.9

40대 이상 22 7.1

직업

중․고등학생 56 17.9

대학(원)생 162 51.9

일반사무직 60 19.2

자영업 6 1.9

전문직 27 8.7

주부 0 0

기타 1 0.3

설문 상자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2~4시간이 111명(35.6%),2시간 미만 104명

(33.3%)순이었으며 체 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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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율(%)

인터넷 이용시간

2시간 미만 104 33.3

2~4시간 111 35.6

4~6시간 41 13.1

6~8시간 27 8.7

8시간 이상 29 9.3

SNS

이용시간

2시간 미만 194 62.2

2~4시간 65 20.8

4~6시간 27 8.7

6~8시간 8 2.6

8시간 이상 18 5.8

SNS이용환경

PC 141 45.2

스마트폰 167 53.5

기타 4 1.3

SNS이용동기

자발적 268 85.9

강제적 5 1.6

주변 권유 35 11.2

기타 4 1.3

SNS이용목적

인맥관리 56 17.9

자기표현 공간 38 12.2

의사소통 102 32.7

여가 및 취미 65 20.8

정보․지식 획득 및 공유 44 14.1

경제활동 2 0.6

기타 5 1.6

주로 사용하는 

SNS

블로그 및 미니홈피 110 35.3

온라인 커뮤니티 91 29.2

지식공유서비스 18 5.8

Micro블로깅 77 24.7

기타 16 5.1

합    계 312 100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 194명(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SNS이용 환

경은 스마트폰 167명(53.5%)로 가장 높았으며.SNS이용 동기는 자발 사용이

268명(85.9%)으로 가장 높았다.SNS이용 목 은 의사소통 102명(32.7%),여가

취미 65명(20.8%),인맥 리 56명(17.9%),정보·지식 획득 공유 44명(14.1%),자

기표 공간 38명(12.2%),기타 5명(1.6%),경제활동 2명(0.6),순이었으며,주로 사

용하는 SNS는 블로그,미니홈피 110명(35.3),온라인 커뮤니티 91명(29.2%)순으

로 나타났다.

<표 4-2>인구통계학적 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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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석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신뢰성은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즉 분산에 한 체계 정

보를 반 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항목 측청치

에 한 신뢰성 측정방법은 내 일 성에 한 방법으로서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인 크론바하 알 (Chronbash'sα)계수를 사용하 다.일반 으로 크론바하

알 계수가 0.7이상의 값을 보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 검증 결과 각 요인 알 계수가 평균 0.813이상으로 나타

나 반 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각 요인의 항목들은 강

한 내 일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분석에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될

것으로 단된다.

요인분석은 변수간의 상 행렬로부터 공통요인을 끄집어내어 그 공통요인을

이용해서 변수간의 상 계를 설명하고,공통요인과의 계에 의해서 각 변수의

성질을 간경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 의존 계를 분석하여 요도가 낮은 변

수를 찾아내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등

을 확인 하 다.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의 MSA(MeasureofSamplingAdequacy)

는 0.5이상이면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며,표 재

치는 0.5이상이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고,분산추출지수 값은 0.5이상이면 내

일 성에 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2010).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KMO의 MSA는 0.5이상 나타나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 결과 값이 나왔으며, 부분의 변수에 한 표 재치 값은 0.5이

상기 치를 넘어 개념타당성 확보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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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개인특성 및 SNS품질)

잠재요인
표준적재

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추출

지수
신뢰도

개인

혁신성

x1:새로운 기능에 즉각적 반응 0.770 0.747

5.907 39.382 0.820x2:최신정보기술에 대한 호기심 0.857 0.798

x3:충동성 0.762 0.673

사회적

영향

x4:이용 가능 0.802 0.669

1.750 11.665 0.811
x5:나에 대한 평가성 0.782 0.717

x6:개성표출 수단 0.588 0.644

x7:관계형성에 도움 0.759 0.639

정보

품질

x8:원하는 정보 서비스 제공  0.759 0.627

1.213 8.086 0.766
x9:알기쉬운 정보 서비스 제공 0.590 0.569

x10: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 0.802 0.674

x11:최신 정보서비스 제공 0.712 0.619

시스템

품질

x12:빠른 정보 제공 0.608 0.582

1.010 6.736 0.719
x13:사용하기 편리한 정보서비스제공 0.591 0.600

x14:정확한 정보 서비스 제공 0.675 0.627

x15: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정보서비스 제공 0.817 0.696

<표 4-4>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지각된 용이성)

잠재요인
표준적재

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추출

지수
신뢰도

지각된

용이성

x16:이용하기가 편리함 0.893 0.705

2.210 73.665 0.901x17: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음 0.841 0.798

x18: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0.840 0.707

<표 4-5>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지각된 유용성)

잠재요인
표준적재

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추출

지수
신뢰도

지각된

유용성

x19: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 0.926 0.836

2.506 83.547 0.817x20:신속하게 달성 0.914 0.813

x21:일상생활에 유용함 0.9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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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태도)

잠재요인
표준적재

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추출

지수
신뢰도

태도

y1:이용하면 즐거워 함 0.899 0.808

2.294 76.483 0.846y2:이용하면 재미있고,흥미로움 0.892 0.795

y3:이용해본 결과 지속 사용 0.832 0.692

<표 4-7>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만족도)

잠재요인
표준적재

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추출

지수
신뢰도

만족도

y4:기능에 만족 0.884 0.781

2.241 74.710 0.830y5:품질에 만족 0.870 0.757

y6:전반적으로 만족 0.839 0.703

제3 가설검증

SNS의 시스템 특성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다 회귀분석은 일반 으로 두 두 변수 이상의 독립변수( 향변수,원인변수)

들이 종속변수(결과변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알기 한 분석기법이다.

회귀분석 과정은 표 추정오차를 이용한 검정, 합도 검정,결정계수를 이용한

검정,결정계수,유의도 검정 등을 추정하는데 여기서는 결정계수에 의하여 회

귀식의 합도를 추정하 다.

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일반 으로 회귀식의 합도와 유

의성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는 각각 회귀 결정계수(R 2,R-square),유의확률

에 의해서 결정된다.결정계수 R 2는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 측

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결정계수가 0과 1사이

에 있고,값이 클수록 잘 합 하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다 회귀분석에서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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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된 표본회귀함수의 합성을 정하는 기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왜냐하면 일반 으로 독립변수의 수가증가하면 오차 제곱합은

작아지게 되고,따라서 R2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즉,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

되면 항상 R2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합한 기 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제안된 척도가 AdjustedR 2 (수정결정계

수)를 사용한다.회귀식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정계수와는 별도로 회귀선이 통

계 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것이 요하다.이를 측정하기 해서는 ANOVA

라는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확률을 확인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는 회귀식의 유의성(통계 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을 검토하

기 해서 필요하다.F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일반 으로 α=.05로 설정)보다 작

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1)개인특성 SNS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1>개인특성 SNS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1>개인 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2>사회 향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3>정보 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1-4>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은 개인 신성과 사회 향,그리고 SNS품질요인인 정보품질

시스템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가설검증결과는

<표 4-8>과 같다.분석결과,사회 향을 제외한 개인 신성과 정보품질,시스

템품질은 모두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수 0.05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즉,<세부가설 1-1>,<세부가설 1-3>,<세부가설 1-4>만이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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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413를 보여 체 설명력은 41.3%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NS이용이 쉽다고 생각되는 이용자들은 사회 향보다는 개인

의 신성향이나 시스템품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품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

각된 용이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  개 혁신 사회적영향정보품질시스 품질+상수,

i=1,j=1,k=1,p=1…n

<표 4-8>개인특성 및 SNS품질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지각

된 

용이

성

개인혁신성 .175 .050 .193 3.494 .001** .620 1.612

사회적영향 .038 .056 .038 0.688 .492 .609 1.642

정보품질 .513 .066 .431 7.773 .000*** .615 1.627

시스템품질 .156 .065 .129 2.419 .016** .669 1.496

F값=55.616 R2=.421 수정된R2=.413 유의확률 0.00***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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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특성 SNS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2>개인특성 SNS품질은지각된유용성에유의한 향을미칠것이다.

<세부가설 2-1>개인 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2>사회 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3>정보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가설 2-4>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은 개인 신성과 사회 향,그리고 SNS품질요인인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가설검증결과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 0.05수 에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세부가설 2-3>과

<세부가설 2-4>은 채택된 반면 <세부가설 2-1>과 <세부가설 2-2>은 기각되었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501를 보여 체 설명력은 50.1%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NS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을 많이 의식하거나 SNS만이 가지

고 있는 기능에 해 호의 일 수록 SNS을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의 SNS 기 도입단계를 지나 빠르게 성장하여 화 단계로 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SNS은 개인의 신 성향보다는 SNS자체의 기

능을 활용하려는 사용자들 심으로 SNS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용  개 혁신 사회적영향정보품질시스 품질+상수,

i=1,j=1,k=1,p=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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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결정요인(개인특성 및 품질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지각

된 

유용

성

개인혁신성 .034 .043 .040 0.781 .435 .620 1.612

사회적영향 .047 .048 .051 0.993 .321 .609 1.641

정보품질 .599 .056 .542 10.611 .000*** .616 1.624

시스템품질 .216 .055 .192 3.910 .000*** .669 1.495

F값=78.789 R2=.507 수정된R2=.501 유의확률 0.00***

*p<0.1,**p<0.05,***p<0.01

(3)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3>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은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491를 보여 체 설명력은 49.1%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SNS에 한 용이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각된 유용성도 크게 지각한다는 것은 SNS를 사용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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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SNS를 보다 합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용  지각 용 +상수,

  …n

<표 4-10>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652 .038 .702 17.320 .000*** 1.000 1.000

F값=299.999 R2=.493 수정된R2=.491 유의확률 0.00***

*p<0.1,**p<0.05,***p<0.01

(4)지각된 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4>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는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

다.<표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424를 보여 체 설명력은 42.4%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명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지각된 용이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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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SNS에 한 지각된 용이성이 클수록 SNS사용에 한 태도도 높아진

다는 것이다.즉,SNS이용자들의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SNS

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태도 지각 용 +상수,

     …n

<표 4-11>지각된 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태도

지각된 

용이성
.654 .043 .651 15.073 .000*** 1.000 1.000

F값=227.205 R
2=.424 수정된R

2=.422 유의확률 0.00***

*p<0.1,**p<0.05,***p<0.01

(5)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5>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는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

다.<표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438를 보여 체 설명력은 43.8%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명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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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SNS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클수록 SNS사용에 한 태도도 높아진

다는 것이다.즉,SNS이용자들의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SNS

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태도  지각 용 +상수,

i=1,j=1,k=1,p=1…n

<표 4-12>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태도

지각된

유용성
.716 .046 .662 15.554 .000*** 1.000 1.000

F값=241.931 R
2=.438 수정된R

2=.437 유의확률 0.00***

*p<0.1,**p<0.05,***p<0.01

(6)태도가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

<연구가설 6>태도는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은 태도가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분석결과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태도는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

수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504를 보여 체 설명력은 50.4%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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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태도와 사용자 만족에 한 계는 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증결과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에서도 태도는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만족도  태도+상수,

  …n

<표 4-13>태도가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만족도

태도 .566 .036 .664 15.636 .000*** 1.000 1.000

F값=224.495 R
2=.441 수정된R

2=.439 유의확률 0.00***

*p<0.1,**p<0.05,***p<0.01

(7)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검증을 요약하면 <표 4-14>와 같다.먼 가설 1에서 4까지는 기존 정보기

술과 사용자 만족에 련한 선행연구에서 언 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 에

서 네 가지 구성개념,즉 개인 특성,SNS품질요인,태도 사용자 만족도를

심으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과의 계를 연구모델로 하고 검증하 다.이를

심으로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 신성과 사회 향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개인 신성만이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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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SNS품질요인을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

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정보품질과 시

스템품질 모두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표본 결과,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력은 지각된 용이성

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태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한 계를 검증한 결과 태도는 사용자 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가설검증의 요약

가 설 경로 가설검증결과

H 1-1 개인혁신성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 1-2 사회적영향 → 지각된 용이성 기각

H 1-3 정보품질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 1-4 시스템품질 → 지각된 용이성 채택

H 2-1 개인혁신성 → 지각된 유용성 기각

H 2-2 사회적영향 → 지각된 유용성 기각

H 2-3 정보품질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 2-4 시스템품질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 3 지각된 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채택

H 4 지각된 용이성 → 태도 채택

H 5 지각된 유용성 → 태도 채택

H 6 태도 → 만족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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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SNS는 온라인 통한 정보교환 등을 목 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 시켜주는 서

비스의 한 형태로서 2000년 반에 등장한 싸이월드의 폭발 인 인기와 성장

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타인과의 커뮤니 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확인했다.

오 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계를

확장해 나갔고 각종 콘텐츠(텍스트,이미지,동 상 등)을 통해 오 라인에서는

얻지 못했던 커뮤니 이션 욕구를 충족했다.그리고 2006년 미국에서 새로운

SNS서비스 형태인 ‘트 터’가 인기를 리자 국내에서도 한국형 트 터라 불리

는 ‘미투데이’가 시작되었다.

2009년 이래 트 터와 미투데이는 국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표 인 마

이크로블로그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그 만큼 SNS이 일상생활의 트

드를 바꿔놓고 있다.

연구 상은 서울(경기), ,제주지역 SNS이용자를 상으로 하 고,그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SNS와 련한 다양한 정책 ,학술 근과 련 주제들에 한 논의의

개에 해 포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둘째,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TAM의 핵심개념인 지각된 용

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심으로 TAM의 논의 개과정을 살펴보고 문헌고찰을

통해 개념화한 후 확장모형을 도출하고 실증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셋째,도출된 구성개념간의 구조 계모형을 SNS의 사용자 특성과 품질요인

을 고려 사용자 만족도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데 목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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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SNS사용자들 상으로 자

료를 수집한 후 통계 으로 검증하 다.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 신성,사회 향 요인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개인 신성만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품질요인을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지

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은 두 요인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태도가 사용자 만족도와의 계를 검증한 결과 태도는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과 지속 사용의도의 핵심개념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을 심으로 구조 계를 검증하고,이를 비교하 다.향후 증하

는 SNS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연구에 이론 토 를 제공하고 SNS활성화를

한 정책 인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는 과 SNS사용자들간의 커뮤니

이션을 하는데 있어 즐거움이 보장되어야 사용자가 만족을 갖게 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SNS 사용자를 상으로 기술수용모델의 선행 결과변수로 개인

특성(개인 신성, 사회 향) SNS 품질요인(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태도, 

만족도 간의 계를 구조 인 모델로 설계하고 검증하여 시사 을 모색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기술수용모형 용에 있어 기존 연구의 투

입 변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종속변수로는 태도, 이용의도, 실제이용, 지속사용의

도 등이 사용되었다. 이에 만족도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인과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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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모델이 복잡해지고 종속변수 설정에 있어 좀 더 보완이 요구되는 연

구모형이 필요 하겠다 할 수 있다. 한 서울(경기), , 제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화된 이들 변수 간의 계를 규명하는 데는 근본 인 한계가 있었다. 즉, 연

구 상을 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상의 표집에 있어서도 보다 환

경 차이를 반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자 만족의 결정

변수와 결과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해 추가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타당성이 높은 요인과 여건

을 반 한 변수가 추가 으로 검토될 경우 SNS의 사용자 만족도와 련한 연구

주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SNS라는 최신 인터넷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SNS 

서비슨 유선과 모바일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제

시한 한계 을 극복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해 각 투입된 변수간의

인간 계를 계량 연구로 진행하여 SNS 이용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한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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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SNS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한

사용자 만족도에 한 연구

오늘날 사람들은 커뮤니 이션 미디어로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Service:SNS)를 시하게 되었습니다.SNS 련 서비스는 다양

한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에 있어 유용성을 증 시켜 주며,이에 따라

최근 SNS이용의 증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재 SNS서비스 이용 과정에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단지 통계 목 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SocialNetworkService)란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및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칭합니다.이용자는 SNS를 통하여 

개인의 관심사 및 정보를 공유하며 또한 커뮤니케이션를 형성하게 됩니다.서비스 예로 

싸이월드 미니홈피,미투데이,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

지도교수 :김 근 형(제주 학교 경 정보학과 교수)

연 구 자 :윤 상 훈(제주 학교 경 정보학과 석사과정)

이 메 일 :banktown@jej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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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신성향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나는 SNS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에 하여 알고자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최신 정보기술에 하여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최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SNS사용의 사회 향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나와 친한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도 이용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SNS를 이용하는 나에 하여 주 사람들은 좋게 평가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SNS를사용하는 것은다른 사람에게 내개성을 표출하는수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4.SNS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계형성에 도움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SNS사용의 정보품질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SNS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SN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알기 쉽게 표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SN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며 오류가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SNS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5.SNS는 제공하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SNS사용의 시스템품질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SNS를 이용할 때 화면 환 속도가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2.SNS는 이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SNS는 기술 인 문제(다운,오류 등)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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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SNS사용의 이용용이성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나는 SN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SNS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SNS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SNS사용의 이용유용성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SNS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SNS는내가하고자하는다양한것들을빠르게달성하도록도와 다. ① ② ③ ④ ⑤

3.SNS는 나의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SNS사용 태도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SNS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며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SNS서비스는 재미있고,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앞으로도 계속 SNS를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SNS사용 만족도에 한 질문입니다.

측 정 문 항 그 지않다←보통→매우그 다

1.나는 SNS의 기능에 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SNS가 제공하는 품질에 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SNS에 하여 반 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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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응답은 질문항목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귀하의 1일 인터넷 이용 시간은?

① 2시간 미만 ② 2~4시간 ③ 4~6시간

④ 6~8시간 ⑤ 8시간 이상

3.귀하의 1일 SNS이용 시간은?

① 2시간 미만 ② 2~4시간 ③ 4~6시간

④ 6~8시간 ⑤ 8시간 이상

4.귀하의 나이는?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이상

5.귀하의 직업은?

① ․고등학생 ② 학(원)생 ③ 일반사무직 ④ 자 업

⑤ 문직 ⑥ 주부 ⑦ 기타( )

6.귀하는 SNS를 이용할 때 어떤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① PC ② 스마트폰 ③ 기타( )

7.SNS이용 동기는?

① 자발 ② 강제

③ 주변 권유 ④ 기타( )

8.SNS이용 목 은?

① 인맥 리 ② 자기표 공간 ③ 의사소통 ④ 여가 취미

⑤ 정보․지식 획득 공유 ⑥ 경제활동 ⑦ 기타( )

9.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SNS는 무엇입니까?

① 블로그 미니홈피 ②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다음 카페 등)

③ 지식공유서비스(지식in,Wikipidia,UCC(유튜 , 도라TV등))

④ Micro블로깅(트 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⑤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SNS에 관한 논의  
	1. SNS 정의  
	2. SNS의 특징 
	3. SNS 등장과 발전 
	4. 한미일 SNS 서비스 현황 

	제2절 정보시스템 사용과 성공  
	1. 정보시스템 관련 선행 연구  
	2. 기술수용모델 


	제3장 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1. 외부변수 관련 연구가설 
	2. 기술수용모델에 대한 연구가설 
	3. 태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관련 연구가설 

	제2절 연구모형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개인 혁신성 
	2. 사회적 영향 
	3. 정보 품질 
	4. 시스템 품질 
	5. 지각된 용이성 
	6. 지각된 유용성 
	7. 태도 
	8. 만족도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1. 설문지의 구성 
	2. 조사 및 분석 방법 


	제4장 실증 분석  
	제1절 표본의 특성  
	제2절 분석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3절 가설 검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 문헌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