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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has been rapidly increased, enterprise managers have a keen interest 

in business application of social media.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perspective of the individual unit of 

analysis instead of enterprise level unit. The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erprises' recogni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use) about social media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cial media application, an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behavioral intention 

or use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s of four corporate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erprises' 

recogni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re also examined. We surveyed 900 corporate staffs and received 203 responses. 

After questionnaires with unreliable responses had been excluded, 182 effective sampl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formance Expectation, Social Influence, Facilitating Conditions significantly affect Behavioral 

Intention of social medea, and Behavioral Intention affects USE. Furthermore, some corporate characteristics ha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social media and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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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haracteristics,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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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이폰으로부터 발된 스마트폰의 확산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가입자 수가 약 4천만 명(2014년 12월 말 기 )

으로 집계되어  국민의 82%가 스마트폰을 이용

하고 있다(MSIP : 미래창조과학부, 2014). 한국인

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다

양한 응용소 트웨어(앱)(66%), 휴 인터넷(53%) 

등을 활용하기 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을 통한 인터넷 이용경험자가 96%에 이르고 하루 

평균 1.7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한 스마트

폰 이용자의 48%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이용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개인의 친교나 개인  

심사 공유, 일상생활에 한 기록 등 개인의 신

상에 한 목 뿐만 아니라 문정보나 지식의 공

유(21%), 경제활동(3%) 등 비즈니스 활용의 목

으로도 사용하고 있다(KISA, 2013).

SNS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차 다양화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 인 SNS 업체인 다음

카카오는 융서비스와 결합한 상품(뱅크월렛카카

오)을 2014년 11월에 출시하여 3주 만에 50만 명

의 가입자를 확보하 고 페이스북은 언론의 역

과 결합한 상품(Paper)을 출시하여 서비스 이다

(ChosunBiz, 2014; Hankooki, 2014). 한, 모바

일 게임은 SNS와 결합된 표 인 비즈니스 모델

이다.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등 SNS 기반의 게

임을 즐기고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모

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활용으

로 인한 삶의 변화는 ‘정보화’라는 총체 인 사회  

패러다임과 더불어 경제 , 정치  변화를 유발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an et al., 2011). SNS

의 활용이  산업에 걸쳐서 변화를 야기하고 있

음을 인식하고 모바일 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

하게 응하면서 스피드 경 과 효율경 , 고객

착 경 뿐만 아니라 통 인 마  방식에서 탈

피하여 보다 효율 이고 실 인 마  활동 수

행을 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Kwon, 2010; Lee, 

2011).

이러한 시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마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채 이나 

고채 로 각 받고 있고, 기업의 마  앱과 소

셜미디어의 결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채 로 활용되고 있다(NIA, 2010). 이와 같은 시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비해 반 인 

여건이 열악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

즈니스 목 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이제

는 소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

시하기 한 연구가 실하게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소기업의 SNS, 블로그, 유튜  등 

소셜미디어에 한 인식이 활용의도  활용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한 목 으

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통합

기술수용이론을 토 로 하여 소 제조업체를 

상으로 소셜미디어에 한 기 치, 소셜미디어 

용을 한 노력의 정도, 기업 내 ․외  여건, 가

격 비 효용성 등이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와 활

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  특

성, 산업  특성 등의 변수가 이들 계에 미치는 

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소셜미디어의 개념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는 가이드와이어그룹(Guide-

wire Group)의 공동설립자인 Chris Shipley가 발

표한 기술동향보고서에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사

이트, 키, 팟캐스 과 비디오캐스 , 가상세계, 소

셜북마킹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Newson et al., 2009). Kaplan et al.(2011)은 소

셜미디어를 ‘웹 2.0의 이념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제작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s)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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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의 어 리

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업  로젝트, 블로그, 

콘텐츠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가상게임

세계, 가상사회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Mangold et al.(2009)는 SNS, 창조물 공유 사이

트, 비즈니스 네트워킹 사이트, 업사이트, 가상

세계, 상업  커뮤니티, 오  소스 커뮤니티 등 15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소셜미디어 사례를 제시하

다. 그 밖에도 KISA(2009)는 소셜미디어를 사

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의 공유를 해 사용

하는 온라인 도구나 랫폼으로 정의하고, 소셜미

디어의 유형을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

츠커뮤니티, 키피디아, 팟캐스트 등으로 구분하

기도 하 다. 그러나 오늘날의 SNS는 렴한 가

격에 량정보의 송이 용이하고 정보의 재 송

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 가능하여 

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SNS와 

소셜미디어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2 기술수용에 한 연구

Fishbein et al.(1975)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 이

행 여부를 결정하기 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를 먼  합리 으로 생각해 본 후에 그

에 따라 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소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제시하 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

고과정이 매우 합리 이라는 제 하에 개인의 모

든 행동은 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

의 의식  의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

문에 태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하 다. 결국 TRA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한 태도(Attitude)와 주  규범

(Subject Norm)이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에 향을 주고 행동의도는 다시 실제행동에 향을 

다고 설명하고 있다(Davis et al., 1989; Fishbein 

et al., 1975; Park, 2011; Seo et al., 2011). TRA

는 상 으로 단순한 모형으로 응용이 용이하며, 

개인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

어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Sheppard 

et al., 1988). 

그러나 개인의 의지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는 

TRA를 바탕으로 실제행동의 측이 가능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 이 이론만으로는 태도와 실제 행

동과의 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Ajzen 

et al.(1985)은 개인의 통제력 하에 있지 않은 상황

에 한 설명력을 보완하기 하여 ‘지각된 행동통

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제안하 다(Ajzen 

et al., 1985; Seo et al., 2011). 모든 사람들이 쉽

게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측에는 ‘합리  행동

이론(TRA)’이 유용하지만, 능력이나 자원, 기술, 

는 기회 등이 필요한 행동을 측하는 데는 ‘지

각된 행동통제’라는 변인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이

론(TPB)’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다(Ajzen et al., 1985; Park, 2011). 지각된 행동

통제는 자신의 행동통제가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

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

다(Ajzen, 1991). 행동 결정에 요한 요인은 개인

의 행동의도이며, 행동의도는 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동의도가 행 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다. TPB

는 TRA를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행

동을 설명하기 한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태

도-행동간 계와 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이론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조직의 성과향상을 해 도입되는 정보기

술에 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Davis(1986)는 합리  행동이론을 

이론  기반으로 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

ceptance Model : TAM)’을 제안하 다. TAM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써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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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데 정신  노력이 게 필요할 것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이용에 한 태도와 행동의

도에 향을 미치고, 행동의도가 실제 사용에 

향을 미친다(Davis, 1989; Davis et al., 1989).

TAM은 그동안 개인용 컴퓨터의 수용(Baek, 

2000), 모바일 기기의 수용형태와 사용(Lee et al., 

2005), 원격의료기술의 수용(Hu et al., 1999), 인

터넷의 수용(Moon et al., 2001), 소셜네트워크 게

임의 지속 인 사용의도(Kim et al., 2014)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모

델은 합리  행동이론, 기 이론, 자기효능감이론 

등 여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각 근거 이론의 

역할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연구모형의 변형과 확

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 용 가능하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You et al., 2010). 

그 후 Venkatesh et al.(2003)은 기술수용과 

련된 표 인 8개의 연구모형(TRA, TPB, TAM, 

TPB-TAM 혼합모델, 동기모델(Motivational Model), 

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PC활용모델

(The Model of PC Utilization))을 분석․검토하

고, 연구모형 간 개념  유사성을 토 로 ‘통합기술

수용이론(UTAUT : Unified Theory of Accep-

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제안하 다. 

UTAUT는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 진조건’을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독립

변인으로 인식하고, ‘성별’, ‘나이’, ‘경험’, ‘사용의 자

발성’을 이들 계에 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으로 

도입한 모델이다.

Venkatesh et al.(2003)은 그들이 제시한 UTAUT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한 4개 조직을 상으로 6개월 동안 3회(T1 : 

도입된 정보기술의 사용법 교육 , T2 : 정보기

술 도입 후 30일, T3 : 도입된 기술의 사용법 교

육을 받고 사용한 지 6개월 후)에 걸친 실증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UTAUT 모델이 기존 8

개 연구모형에 비해 Adjusted R
2 값이 69%나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나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설명력 

는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을 입증하 다.

한 Venkatesh et al.(2012)는 2003년에 제안

된 UTAUT 모델을 수정하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

이론(UTAUT2)’을 새롭게 제시하 다. UTAUT2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의 UTAUT 모델에 ‘오락  동기(Hedonic Motiva-

tion)’, ‘가격가치(Price Value)’, ‘ 습(Habit)’ 등 

세 가지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고, 개인  차

이(‘나이’, ‘성별’, ‘경험’)가 행 의도와 행동의 

계에 미치는 향 계를 추가하 다. UTAUT 모

델에서 추가  수정된 가설은 아래 <Figure 1>

에서 굵은 선으로 표기하 다. 

<Figure 1> Research Model : UTAUT2(adapted from 
Venkatesh et al., 2012, p.160)

‘오락  동기’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유발되는 

재미나 즐거움으로 정의되며, ‘인지된 유희성(Per-

ceived Enjoyment)’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격가

치’는 비용과 가격구조가 개인의 기술사용에 향

을 주는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 습’은 일반 인 

의미의 습과 동일한 의미이며,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모두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Venkatesh et al., 2012). UTAUT2는 모바일 학습

(m-Learning)의 수용에 한 연구(Kang et al., 

2015),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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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Lian, 2015), 소셜 추천시스템 채택에 한 

연구(Oechslein et al., 2014)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거이론의 용되고 있다. 

2.3 기술수용모델을 용한 기업 단 의 기술

수용에 한 연구

TAM, UTAUT, UTAUT2 등 지 까지 살펴

본 기술수용모델은 조직의 업무성과를 개선하기 

하여 도입하는 정보기술에 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하여 제

시된 모형이다. 그에 따라 기술수용모델을 용한 

부분의 기존 실증연구는 연구의 분석단 (Unit 

of Analysis)가 조직구성원 개인으로 정의되는 경

우가 많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기업 혹은 조직을 연구의 분석단 로 검증

하기도 하 다.

Lim(2012)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도입특

성이 성과기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면서, 신의 특성과 채택률에 한 연구들은 

부분이 개인을 분석단 로 연구되었음을 지 하고 

조직이나 사회체계를 분석단 로 하는 연구도 가능

하다고 주장하 다. 그 밖에도 기업의 RFID 도입

에 미치는 험요인 연구(Jeong et al., 2011), ERP

시스템의 채택과 확산에 한 연구(Lee, 2006),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의 PR활동에 한 연

구(Choi, 2013), 기업의 ERP 사용 분석(Chang et 

al., 2008) 등 기업 는 조직을 분석단 로 설정하

여 기술수용모델을 용한 연구 사례가 있다. 이들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해당 기술 

혹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한 변수를 추가하고 

변형된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혹은 

서비스)에 한 기업 는 조직 단 의 수용도를 

검증해왔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지고 있다.

2.4 기업특성에 한 연구

기업을 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는 다양한 

에서 기업의 특성을 정의하고 측정하여 연구에 활

용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조직특성을 악하기 

하여 기업문화, 흡수능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매출액, 업이익 등 기업의 재무회계 정보를 활

용하거나 생산제품의 특성 는 산업의 경쟁환경 

등 산업  특성을 기업특성으로 인식하고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사례가 있다. 이 게 다양한 개념과 

측정방법이 기업특성으로 활용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방법이나 연구의 상황에 합한 개념을 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Kim(2013a)은 산업특성변수와 기업특성변수에 

따른 기업의 성과 결정 요인을 분석하 다. 이때

의 산업특성변수는 연구개발집 도와 연구개발집

약도에 한 변수이며, 기업특성변수는 업이익 

비 매출액, 부채비율, 흐름비율, 매출액 등의 

재무요인을 사용하면서 매출액을 기업규모의 리

변수로 사용하 다. 매출액을 변수로 사용함에 있

어서는 다른 변수들과의 단 를 평 화시키기 

하여 매출액의 자연로그(Ln) 치환 값을 실증분석

에 사용하 다. Jang(2013)은 기업특성 변수  

거시경제 변수와 상부도 확률을 설명하는 연구

에서 사내유보율, 매출액 비 자산, 자산, 업이

익 비 자산, 매출액 비 자본, 자기자본비율, 유

동부채비율 등의 회계정보를 기업특성 변수로 사

용하여 기업의 상부도 확률과의 상 계를 분

석하 다. 이때, 자산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유

동부채비율 등의 비율로 측정되는 변수와 단 의 

표 화를 하여 자연로그 값으로 치환하여 실증

분석을 하 다. 기업특성에 따른 기업가치를 연구

한 Sanders et al.(2004)은 기업규모(매출액)의 로

그변환 값과, 매출증가율, 순이익 등을 조 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하 고, Waddock et al.(1997)은 재

무회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사회  향을 분석

하는 연구에서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등을 기업

특성변수로 채택하 다. 

Bae et al.(2011)은 기업특성에 따른 기술이  

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기업특성

을 기업업력과 기업규모(종업원 수)로 설정하고 분

석하 다. 기업업력과 기업규모는 비율척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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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으며,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의 자연로그 값

으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Lee et al.(2013)은 

표 인 기업특성변수  하나인 기업규모에 따라 

e-비즈니스 채택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하 고, Park(2013)은 기업규모에 

따른 핵심인재 리와 조직성과에 한 연구에서 

기업규모를 종업원 수 300인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그 이상의 기업으로 구분하 다.

한편 Kim et al.(2005)은 공 사슬 통합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향을 에 있어서 산업유형과 

공 사슬상의 치와 같은 기업특성변수에 따라 

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때 산업유형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 인 만족 내지 편익을 제

공하고자 하는 제품을 심으로 한 산업’으로 정

의되는 소비재와 ‘기업이나 조직체로 구성되는 산

업시장에서 구매되는 제품을 심으로 한 산업’

으로 정의되는 산업재로 구분하 다. 한 Lee

(1998)는 기업특성이 물류정보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산업유형을 기업특성변수로 채

택하 다. 물류정보시스템 수용의 요성 인식정

도가 비슷한 정도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고 소비

재 산업, 기 산업재 산업, 자․ 기산업 등 3개 

산업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특성을 측정하 다. 

소비재 산업은 음식물가공, 의약품, 신발 등의 산

업군을 의미하며, 기 산업재 유형은 섬유, 석유

화학, 펄 , 속 등의 산업군을 의미하며, 자․

기산업 유형은 컴퓨터, 가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군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산업유형의 

분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속성에 따른 분

류이다.

이처럼 기업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매출액, 

업이익, 자산, 자본 등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거나 

종업원 수, 기업업력 등 기업에 소속된 인력규모 

혹은 기업연역을 활용하여 기업의 규모를 측정한 

연구사례가 있으며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특성

(생산재, 소비재 등)을 이용하여 기업의 산업특성

을 정의하고 이를 통계 처리하는 방식의 연구사례

가 있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의 목 은 소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의도  실제 활용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것

이다. 소기업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인식하여 

활용의도  활용에 이르고, 기업특성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신확산이론, 신 항모델, 기술수용모델 등 

8개 기술수용 련 이론을 통합하여 제시된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을 거이론으로 채

택하고 개념  연구모형을 <Figure 2>와 같이 도

식화하 다.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합한 모형으로서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업이 수용하고 사용하는 요인을 

설명하기에 가장 한 이론으로 단하 다. 다

만, 본래 UTAUT2에서 제시되었던 7가지 독립변

수 에서 ‘오락  동기’와 ‘ 습’ 등 두 가지 변수

는 연구모형에서 제외하 다. 이들 두 변수는 개인

을 분석단 로 하는 연구에는 정하나 이윤추구

를 목 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정하지 않은 요인

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한 UTAUT2에서 조

변수로 도입되었던 ‘나이’, ‘성별’, ‘경험’ 한 기

업을 분석단 로 하는 연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기업특성을 기업규모와 산업특성

으로 구분하고 세부요인으로 매출액(Sales), 종업원 수

(Employee), 업인력 수(Sales Person), 소비재 

비 (RGC :　Ratio of Consumption Goods)을 조

변수를 설정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과기 (PE)’, ‘노력기

(EE)’, ‘사회  향(SI)’, ‘ 진조건(FC)’, ‘가격

가치(PV)’ 등 5개 변수로 구성되며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매개변수로 ‘활용의도(BI)’ 등 1개 변수

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로는 ‘실제사용(USE)’ 등 1

개 변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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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먼  ‘성과기 ’는 새로운 시스템 사용이 업무성

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과기 는 기술수용모형과 TAM과 TPB 혼성모

형(c-TAM-TPB)의 ‘지각된 용이성’, 신확산 

이론의 ‘상  이 ’ 혹은 사회인지이론의 ‘결과

기 ’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소셜미디어 사용이 

업무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

된다. ‘노력기 ’는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이용의 

용이성’, PC활용모델의 ‘복잡성’ 혹은 신확산이

론의 ‘사용의 용이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소셜미

디어 사용에 한 용이함의 정도로 정의된다. ‘사

회  향’은 합리  행동이론의 ‘주  규범’ 혹

은 PC활용모델의 ‘사회 요인’과 유사한 개념이며, 

주변의 요한 다른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야 한다고 믿는 것에 한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 진조건’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 통

제’, 신확산이론의 ‘ 합성’ 혹은 PC활용모델의 

‘ 진조건’과 유사한 개념이며, 소셜미디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이고 기술 인 기반체계의 

존재에 한 믿음 정도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가

격가치’는 사용자의 지각된 사용 이 과 사용에 따

른  비용 사이의 균형(Trade-off)을 의미하

며, 소셜미디어 활용에 소요되는 가격 비 가치

로 정의된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기술수용에 미치는 향은 

여러 가지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경 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상황요인으로는 

경 략, 조직구조, 조직규모, 환경, 기술분야, 과

업, 개인특성 등이 주로 많이 채택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으로

서 기업규모(Bae et al., 2011; Kim, 2013a; Kim 

et al., 2013b; Lee et al., 2013)와 산업특성(Kim 

et al., 2005)으로 우선 구분하 다. 기업규모는 매

출규모(매출액)와 인력규모(종업원 수, 업인력 수)

로 세분화하여 조 변인을 설정하 으며, 산업특

성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주요제품  소비재의 매

출액 비 을 조사하여 소비재 비 으로 정의하고 

조 변인으로 설정하 다. 

3.2 연구가설

소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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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

조건, 가격가치 등 5가지로 제하고 이를 소셜미

디어에 한 소기업의 인식으로 통칭하고 <가

설 H1>, <가설 H2>, <가설 H3>, <가설 H4>, 

<가설 H5>와 같이 설정하 다. 즉, 소셜미디어에 

한 인식이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설을 요약할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 인식이 활

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기업규모와 산업특성에 

따라 조 되어지며 이에 한 가설은 <가설 H6a, 

6b, 6c, 6d>, <가설 H7a, 7b, 7c, 7d>, <가설 H8a, 8b, 8c, 

8d>, <가설 H9a, 9b, 9c, 9d>, <가설 H10a, 10b, 10c, 

10d> 등 20가지로 설정하 다. 가설의 아래첨자 숫

자는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문자는 조 변수를 

의미한다. 매출액, 종업원 수, 업인력 수, 소비재 

비  등 4가지 조 변인이 5개의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과의 계에 한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가설이다. 가설의 가독성을 높이기 하여 매출액

에 한 가설은 가설번호에 ‘a’를 포함하 으며, 

종업원 수에 한 가설은 ‘b’를 포함하 고, 업

인력 수에 한 가설은 ‘c’를, 소비재 비 에 한 

가설은 ‘d’를 포함하 다. 를 들어 <가설 H6a>

는 “매출액은 성과기 가 활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를 조 한다.”와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가설 

H6b>는 “종업원 수는 성과기 가 활용의도에 미

치는 효과를 조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가설 H11>은 “소셜미디어 활용의도는 

실제사용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설정하 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한 가설 5개, 

조 변수(4개)에 한 독립변수(5개)와 매개변수에 

한 가설 20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가

설 1개 등 26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가설 H1> 성과기 는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가설 H2> 노력기 는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가설 H3> 사회  향은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H4> 진조건은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가설 H5> 가격가치는 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가설 H6> 기업규모  산업특성은 성과기 가 

활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한다.

<가설 H7> 기업규모  산업특성은 노력기 가 

활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한다.

<가설 H8> 기업규모  산업특성은 사회  향이 

활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한다.

<가설 H9> 기업규모  산업특성은 진조건이 

활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한다.

<가설 H10> 기업규모  산업특성은 가격가치가 

활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한다.

<가설 H11> 소셜미디어 활용의도는 실제사용에 정

(+)의 향을 미친다.

소기업의 소셜미디어에 한 인식  활용의

도와 련된 측정문항들은 통합기술수용이론(Ven-

katesh et al., 2003, 2012)에서 사용된 변수와 측

정문항을 본 연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실제사용(실제행

동) 변수는 Kim et al.(2013b), Mangold(2009) 

등에 의해 시된 소셜미디어의 월 평균 활용횟

수로 측정하 다. 기업특성 변수  기업규모는 

매출액, 종업원 수(Bae et al., 2011; Jang, 2013; 

Kim, 2013a), 업인력 수(Kim et al., 2013b)로 

측정하 다. 매출액의 경우 다른 측정값과의 표

화를 하여 조사된 매출액의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한 인식과 활용의도의 계에 

향을 미치는 산업특성 변수로서 Kim et al.(2005)

이 제시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제품의 

매출액 비 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11개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 Items of Variables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PE

∙The degree to which using social media will provide benefits to consumers in performing 

certain activities

  - Our company find social media useful in business

  - Using social media increases our chances of achieving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company

  - Using social media helps our company accomplish things more quickly

  - Using social media increases my productivity

EE

∙The degree of ease associated with consumers’ use of social media

  - Learning how to use social media is easy for our company

  - Our company find social media easy to use in marketing business

  - It is easy for our company to become skillful at using company

SI

∙The extent to which consumers perceive that important others believe they should use a 

social media

  - People who are important to our company think that We should use social media

  - People who influence our behavior think that We should use mobile Internet

  - People whose opinions that the company value prefer that We use social media.

FC

∙Perceptions of the resources and support available to perform a behavior 

  - Our company have the resources necessary to use social media

  - Our company have the knowledge necessary to use social media

  - Social media is compatible with other technologies We use

  - We can get help from others when We have difficulties using social media

PV

∙Cognitive trade-off between the perceived benefits of the applications and the monetary cost for 

using social media

  - Social media is reasonably priced

  - Social media is a good value for the money

  - At the current price, social media provides a good value

BI

∙The degree of behavioral intention to use a social media

  - We intend to continue using social media in the future

  - We will always try to use social media in business

  - We plan to continue to use social media frequently

USE ∙Average usage per month

Sales ∙Value of log(sales) in 2013(sales unit : ￦)

Employee ∙Number of employee in corporate(unit : person)

Sales Person ∙Number of person in sales and marketing department(unit : person)

R. C.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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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Item(frequency) Rate(%) Category Item(frequency) Rate(%)

Position
(person)

Executive 89 48.9

No. of 
Employee
(person)

≦ 10 49 26.9

Unit manager 25 13.7 ≦ 30 64 35.2

Part manager 25 13.7 ≦ 50 19 10.4

Unit manager 23 12.7 ≦100 20 11.0

Under Assistance manager 20 11.0 ≦500 30 16.5

Total 182 100.0 Total 182 100.0

Sales
(100mil.￦)

≦ 10 25 13.7

No. of
Sales
Person
(person)

≦ 3 83 45.6

≦ 50 55 30.2 ≦ 5 33 18.1

≦ 100 40 22.0 ≦ 10 41 22.5

≦ 500 44 24.2 ≦ 20 16 8.8

≦ 1,500 18 9.9 20 < 9 5.0

Total 182 100.0 Total 182 100.0

R. C. G
≦ 10% 96 52.8

R. C. G
≦ 100% 43 23.6

≦ 50% 43 23.6 Total 182 100.0

4. 가설검증  통계분석

4.1 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는 제안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각종 회  기업 련 단체의 조를 얻어 설문

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을 분석하 다. 본 설

문조사에 앞서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0개 기업의 임원 을 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하

고 설문지의 내용, 문항 등에 한 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 다. 설문 문항의 명확화, 문구 

수정, 소셜미디어 시 등에 한 설문자의 의견

을 반 하여 설문지를 개선하고 본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본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

지 이메일을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900부

를 배부하여 203부를 회수하 으며, 기업특성 변

수를 포함하여 설문값이 과다하거나 동일 응답 반

복 빈도가 높은 불성실 응답, 소기업에 해당하

지 않는 기업1) 등을 제외하고 182부의 유효표본

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모형에는 소기업의 소셜미디어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한 5개의 독립변수(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가격가치)와 1개

의 매개변수(활용의도), 1개의 종속변수(실제사

용), 그리고 4개의 조 변수(기업규모 : 매출액, 종

업원 수, 업인력 수. 산업특성 : 소비재 비 ) 등 

모두 11개 변수로 구성된다. 이  5개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는 리커트 척도(5 )로 측정되었으며, 

종속변수는 소셜미디어 종류별로 월 평균 사용횟

수를 연속변수로 조사하 다. 끝으로 각각 연속변

수로 조사된 4개 조 변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서 측정된 11개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 등 기술

통계량을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1)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기업의 범 )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직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설문자가 직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하여 직  사업연도(2013년도) 매출액을 기 으로 소기업 여부를 구분하
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Measurement Items Mean S.D.

Performance
Expectancy

(PE)

(PE1) Useful in business 2.91 1.03

(PE2) Increasement of chances for achieving things 3.20 1.00

(PE3) Level of growth contribution in business 3.19 1.01

(PE4) Degree of performance improvement in company 3.19 0.99

Effort
Expectancy

(EE)

(EE1) Learnability of social media 3.13 0.99

(EE2) Easy of use for business 2.93 1.05

(EE3) Easy of skillful for application 3.05 1.01

Social
Influence

(SI)

(SI1) Degree of encouragement of assistance group 3.06 1.01

(SI2) Degree of encouragement of major group 3.04 1.01

(SI3) Degree of encouragement in environment 2.95 1.00

Facilitating
Conditions

(FC)

(FC1) Degree of resource possession for using 2.90 1.11

(FC2) Degree of knowledge possession for using 3.08 1.09

(FC3) Compatibility of existing business and marketing 3.08 0.99

(FC4) Outside sources to get help for resolving problems 2.89 0.97

Price Value
(PV)

(PV1) Resonable price 3.01 0.94

(PV2) Good value for the money 3.16 0.99

(PV3) Propriety of current price 2.98 1.04

Behavioral
Intention

(BI)

(BI1) Degree of intention to continuous use 3.18 1.07

(BI2) Degree of effort for using social media 3.22 1.04

(BI3) Degree of planing to use at all time 3.19 1.03

Use Behavior
(USE)

(USE1) Twitter 3.15 12.33

(USE2) Facebook 4.87 14.07

(USE3) Kakao 11.96 41.76

(USE4) Blogue 3.23 9.04

(USE5) U-tube 2.44 10.48

(USE6) Linked-in 0.57 3.02

(USE7) Others 0.36 3.16

Sales Sales in 2013(unit : 100million won) 155.40 233.40

Employee Sum of employee(unit : person) 50.85 67.68

Sales person Sum of person in sales, marketing dpt.(unit : person) 7.25 11.71

R. C. G Ratio of consumption goods in sales 30.25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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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Factor Analysis

Construc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KMO χ2 Value β(Norm.) Critical Ratio AVE Construct Reliability

PE

PE1

.832 688.51
***

.853 .782 14.577***

.791 .937
PE2 .942 .912 21.207

***

PE3 .939 .936 23.012
***

PE4 .933 .927 -

EE

EE1

.734 311.10
***

.893 .822 14.293
***

.724 .883EE2 .893 .846 15.009
***

EE3 .926 .894 -

SI

SI1

.742 305.36
***

.903 .827 13.607
***

.724 .891SI2 .918 .871 14.731
***

SI3 .890 .855 -

FC

FC1

.720 331.84***

.878 .870 8.352
***

.570 .837
FC2 .873 .876 8.379

***

FC3 .783 .668 7.102***

FC4 .710 .580 -

PV

PV1

.725 352.48***
.891 .815 14.01

***

.766 .909PV2 .941 .921 17.15***

PV3 .909 .874 -

BI

BI1

.773 527.29***
.950 .926 -

.850 .919BI2 .958 .936 22.757***

BI3 .949 .920 21.641
***

***p < 0.001.

<Table 5>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PE EE SI FC PV BI

No. of Items 4 3 3 4 3 3

Cronbach’s alpha 0.937 0.888 0.888 0.827 0.901 0.948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타당성 분석  신

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분석은 SPSS 19.0  

AMOS 19.0을 이용하 다. <Table 4>는 각 변

수의 측정항목에 한 확인  요인분석과 집 타

당성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측정된 각 변수

의 χ2  C.R.값이 모두 유의미한 수 으로 나타

나고 있어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타당함을 보여주

고 있다.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에 해서 반복 으로 측

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측정하기 하여 SPSS 

19.0을 이용하여 알 계수(Cronbach’s alpha)를 

측정하 다. 알 계수는 자료의 내  일 성을 나

타내는 값으로 0～1의 값을 가지며, 일반 으로 값

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Kang et al., 2009). <Table 5>의 결과는 5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알 계수가 모두 0.6을 크

게 상회하여 본 연구의 측정지표들이 충분한 신뢰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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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l Fit of Research Model

Category
Goodness of Fit
(Ref. value)

Proposed Model Modified Model

Result Verification Result Verification

χ2(Norm.) < 5 2.174 ○ 1.027 ○

RMR < 0.05 .971 × .974 ×

GFI > 0.9 .836 × .929 ○

AGFI > 0.9 .783 × .892 ×

RMSEA < 0.1 .081 ○ .012 ○

NFI > 0.9 .894 × .956 ○

TLI > 0.9 .872 × .998 ○

CFI > 0.9 .939 ○ .999 ○

4.3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합도는 AMOS 19.0을 이

용하여 검증하 으며, 합도를 향상시키기 하

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근거로 측

정오차간 혹은 측정오차와 변수간의 공분산을 설

정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변수간의 수정지

수가 높을 경우 공분산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합도를 향상시킨다. 변수간의 공분산 설정을 반복

하면서 최 의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4.4 가설검증

독립변수( 소기업의 소셜미디어에 한 인식)

와 매개변수(소셜미디어 활용의도)에 한 연구가

설은 <가설 H1>, <가설 H2>, <가설 H3>, <가설 

H4>, <가설 H5>로 설정하 으며, 매개변수와 종

속변수(소셜미디어의 실제사용)에 한 연구가설

은 <가설 H11>로 설정하 다. 연구가설의 검증결

과는 <Table 7>과 같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성과

기 , 사회  향, 진조건 등 3개 독립변수에 

한 연구가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서 기업이 얻는 성

과에 한 기 감(성과기 )은 소셜미디어의 활용

의도에 향을 주며, 둘째 소셜미디어에 한 기

업 주변의 권장정도(사회  향)가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에 향을 주고, 셋째 소셜미디어를 용

하기 한 기업의 자원여건( 진조건)이 소셜미디

어의 활용의도에 향을 다. 이와 같이 성과기

, 사회  향, 진조건 등 3개 요인이 활용의

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3개의 연구가

설이 채택되었다. 한, 매개변수(소셜미디어 활용

의도)와 종속변수(실제사용)에 한 연구가설은 <가

설 H11>로 설정하 는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설 H11>

이 채택되었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조 효과에 한 연구가

설은 <가설 H6a, 6b, 6c, 6d>, <가설 H7a, 7b, 7c, 7d>, 

<가설 H8a, 8b, 8c, 8d>, <가설 H9a, 9b, 9c, 9d>, <가

설 H10a, 10b, 10c, 10d> 등으로 설정하 다. 가설검증 

결과에 의하면 성과기 , 사회  향, 가격가치는 

어떠한 조 변수에 의하여도 매개변수에 한 조

효과가 없었으며 노력기 의 경우 일부 요인에 

의한 조 효과가 나타났고 진조건은 모든 조

변수에 의하여 조 효과가 나타났다. 즉, 소셜미디

어의 성과에 한 기 감(성과기 ), 소셜미디어에 

한 기업 주변의 권장정도(사회  향), 소셜미

디어 사용을 한 가격 비 가치의 정도(가격가

치)는 기업규모 혹은 산업특성에 따라 활용의도에 

향을 주지 않았고 기업의 용 용이성에 한 

기 감(노력기 )과 기업의 자원여건( 진조건)은 

기업의 규모  산업특성에 따라 활용의도를 조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Hypothesis β(Norm.) S.E C.R. p-value Result

H1 : PE(Price Expectancy) 
⇨ BI(Behavioral Intention)

.203
**

.099 2.173 .030 Adopted

H2 : EE(Effort Expectancy) 
⇨ BI(Behavioral Intention)

-.447 .175 -2.757 .066 Rejected

H3 : SI(Social Influence) 
⇨ BI(Behavioral Intention)

.259
**

.152 2.028 .043 Adopted

H4 : FC(Facilitating Conditions) 
⇨ BI(Behavioral Intention)

.675
**

.285 2.906 .004 Adopted

H5 : PV(Price Value) 
⇨ BI(Behavioral Intention)

.126 .121 1.151 .250 Rejected

H11 : BI(Behavioral Intention) 
⇨ USE(Use Behavior)

.241
**

5.415 3.257 .001 Adopted

*p < 0.05, **p < 0.01.

<Table 8>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Construct
Moderating
Variable

β t-value p-value Result

PE(Price Expectancy) 
⇩

BI(Behavioral Intention)

H6a Sales 0.684 1.790 0.075 Rejected

H6b Employee 0.236 0.632 0.528 Rejected

H6c Sales person 1.106 1.663 0.098 Rejected

H6d R. C. G 0.408 1.497 0.136 Rejected

EE(Effort Expectancy)
⇩

BI(Behavioral Intention)

H7a Sales 0.753
**

3.349 0.001 Adopted

H7b Employee 0.526
**

2.271 0.024 Adopted

H7c Sales person 0.564 1.597 0.112 Rejected

H7d R. C. G -0.79** -2.312 0.022 Adopted

SI(Social Influence)
⇩

BI(Behavioral Intention)

H8a Sales -0.366 -0.910 0.364 Rejected

H8b Employee -0.049 -0.129 0.897 Rejected

H8c Sales person 0.078 0.139 0.889 Rejected

H8d R. C. G -0.222 -0.800 0.425 Rejected

FC(Facilitating Conditions)
⇩ 

BI(Behavioral Intention)

H9a Sales -1.230
**

-3.318 0.001 Adopted

H9b Employee -1.039** -3.232 0.001 Adopted

H9c Sales person -1.835** -2.713 0.007 Adopted

H9d R. C. G 0.915
**

2.458 0.015 Adopted

PV(Price Value)
⇩ 

BI(Behavioral Intention)

H10a Sales 0.153 0.608 0.544 Rejected

H10b Employee 0.487 1.781 0.077 Rejected

H10c Sales person 0.074 0.264 0.792 Rejected

H10d R. C. G -0.005 -0.019 0.985 Rejected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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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특히 산업특성(소비재 비 )은 노력기 와 진

조건 모두에서 활용의도를 조 하는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가설 H7a>, <가설 H7b>, <가설 

H7d>, <가설 H9a>, <가설 H9b>, <가설 H9c>, 

<가설 H9d> 등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Table 

8>의 가설검증 결과를 연구모형에 가설검증 결과

를 포함하여 도식화하면 <Figure 3>과 같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한 소기업의 

인식을 알아보고, 소셜미디어 인식이 소셜미디어

의 활용의도  실제사용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연구하 다. 먼 ,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특징을 살

펴보고 기술의 수용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모형의 이론  토 를 마련하 다. 선행연구

를 근거로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

조건, 가격가치 등 5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소셜미

디어에 한 활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기업규모, 산업특성 등 기업특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 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는 행동의도

가 실제사용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이론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에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

을 실시하 다.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량을 분석하고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AMOS 19.0

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 검증을 실시

하 다. 측정된 항목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모두 0.6 이상에 해당하며 집 타당성 분석결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에 해당하여 신뢰

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연구모형에 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

은 시사 을 주고 있다. 첫 번째, 소기업의 성과

에 한 기 감(성과기 ), 주변 계자와의 계

망 유지(사회  향), 해당기업의 자원여건( 진

조건) 등 3가지 요인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의도와 

실제 활용에 요한 요소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 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 에 한 성과

물이 요시된다. 따라서 성과에 한 기 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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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의사결정(소셜미디어의 사용)에 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기업이 지속 인 이윤

을 획득하기 해서는 주변 계자와 원만한 계

를 형성하고 재료를 납품받는 기 , 력기  혹은 

제품을 매하는 기 과의 계망 한 요한 요

인이다. 이 때문에 사회  향이 기업의 의사결정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셜미디

어를 기업이 운용하기 해서는 기업 내부의 실질

 여건이 요할 것이다. 기업 내부에 충분한 운

용인력 혹은 SW/HW의 자원은 여력이 있는가, 기

존 마  방법과 공존할 수 있는가 등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앞서 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독립변수로 설정한 가격 비 가치의 정

도(가격가치)가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에 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활용  운용

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 으로 낮고 본 연구의 

피설문자가 소 제조기업이 많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가격 비 효용성을 낮게 인식하여 소셜미디어 

사용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페이스북, 트 터, 블로그 등의 소

셜미디어를 용함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

로 하지 않고, 기 근성이 용이하며 최근 일반

인에게 SNS가 보편화되어 용의 용이성(노력기

)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가설(H11 :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는 실제사용

에 정(+)의 향을 미친다)이 채택되어 활용의도

가 실제 활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소셜미디어에 한 활용의도는 실제 활용에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매출액, 종업원 수, 업인력 수 등의 기

업규모와 제품특성(소비재 비 )은 특정요인이 사

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 용의 용이성(노

력기 )은 매출액이 클수록 활용의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활용의도가 강화되

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커질수록 소셜미디어 사용에 한 용이함의 정도

가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용을 하여 조해야 하는 인력과 부서가 늘어

나고, 업무 련자가 증가하게 되어 용의 범 가 

커지기 때문에 용의 용이성이 요한 요소가 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진조건의 경우, 표

화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

의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자원여건은 

기업의 규모(매출액, 종업원 수, 업인력 수)가 작

을수록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업규

모가 작을수록 소셜미디어 활용 혹은 운 할 수 있

는 조직 ․기술  기반체계 존재에 한 믿음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활용의도가 높아지고 실제 활용

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소규모 기업

일수록 기업의 내재  자원의 확보정도가 의사결

정을 조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비재 비 은 

기업의 매출액에서 소비재 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므로 생산된 제품이 생산재 비 이 

높을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수치로 표기되고 ‘100’

에 가까울수록 소비재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

이다. 가설검증 결과에 의하면 소비재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진조건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생산재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노력기 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소셜미

디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기술  기반체

계에 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용의

도를 가지며, 생산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소셜미디어 사용에 한 용이함의 정도에 따라 소

셜미디어 활용의도를 갖는다. 생산재는 일부 한정

된 기업을 상으로 업이 이루어지지만 소비재

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으로 마 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한 제품 정보제공, 다양한 계

층의 고객 리 등이 필요하여 조직과 기술  기반

이 없이는 소셜미디어를 용하기 어렵다고 느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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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의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

어에 한 기업단 의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 지

까지 부분의 소셜미디어에 한 연구는 소비

자, 사용자 등 개인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고 이

용의도, 구매동기, 사용만족도 등을 찰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상으로 소셜미디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최근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용

에 한 연구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기업

에 한 소셜미디어 활용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고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와의 소통채  확 , 마

을 한 활용 등 다양한 목 으로 소셜미디어

를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소기업의 소셜미

디어 인식과 활용의도  활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기업의 소

셜미디어 확산을 한 주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소셜미디어 인식이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의도  실제 활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통제요인을 분석하 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를 

조 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소셜미디어의 활

용의도를 통제하는 변인을 분석하 다.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큰 기업일수록 용 용이성이 소셜미

디어의 활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증가시키고, 기

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자원여건에 따

라 소셜미디어의 활용의도가 조 된다는 통계  

의미를 확인한 것은 연구결과에 있어서 요한 의

미가 있다. 셋째, 기술수용에 한 연구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시  상황을 반 한 연구모

형을 이론  근거로 연구분석을 실시하 다. 통합

기술수용 이론(UTAUT2)은 기존의 기술수용모델 

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러한 거이론에 본 연구의 특성에 맞는 독립변인

으로 변경하고 조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내포

하고 있다. 첫째, 표본조사의 한계성이다. 다양한 

기술분야의 회, 조합 등의 단체에 등록된 소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결과

에 한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 으나, 응답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

째, 다른 조 변수의 존재 가능성이다. 기업특성은 

보다 다양한 측정값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기업의 일반  특성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종업원 수’, ‘ 업인력 수’ 등의 기업규모와 ‘소비

재 비 ’ 등 산업특성에 국한하여 조 효과를 분

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일반 인 소셜미디어

에 한 인식을 이해하고 기업의 규모  여건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용의 정도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소셜미디어를 도

입하려는 기업에게는 소셜미디어를 도입하기 앞서 

내부  검 요인으로 활용되고, 정책 입안자에게

는 기업규모별 세부 지원방향을 설정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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