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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growth of e-Business,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of interest in promoting Social Business 

(s-Business) based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As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brought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its users followed by the growing market of e-Commerce, online games, and e-Learning, the increasing 

number of SNS users has opened the new markets combining the existing industrial fields with SNS, and it developed 

into a revenue model beyond the mere sharing of information. Despite such industrial and social environments, 

understanding of new social business technology from the aspect of business has been insufficient, and the empirical 

study o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business has been scant as well. Thu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Business in detail and to study the factors giving influence to the users’ participation in s-Business. 

This study proposes six variables(Self-Empowerment, Job Relevanc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Relative Advantage, 

Shared Value, Relationship Specified Inves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as influential 

factors closely related with s-Business. A total of 362 data from a survey were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Result showed that all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Job Relevance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Business.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suggests to compliment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es, and to prepar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moting s-Business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further 

suggesting directionality from the view point of the users of the social business-releva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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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사회 반에 걸쳐 커뮤니 이션의 패러다

임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심에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자리 잡고 있다. SNS에 한 높은 

심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소통방식을 야기 시켰

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정보검색 등의 특정 목 을 

해서만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 다면 SNS

의 사용자들은 단순한 즐거움, 흥미 등의 불특정

한 목  뿐 아니라 군가와 끊임없이 계를 형

성하고 특별한 사회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SNS 사용자의 증가는 단순한 의사소통 

 정보공유의 의도를 넘어 SNS 기반의 교육  게

임, 고 등 그 역이 확장되어 이는 SNS 사용자

들을 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비즈니스에 SNS

의 고유 특성과 기능을 반 하여 새로운 수익 모

델이 창출되는 등 기업경 과 목한 사례( , 소

셜 커머스, 소셜 러닝, 소셜 게임 등)들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소통  합리성에 근거한 

SNS의 활용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반 

역으로 융합 효과가 확산되고, 기업의 조직  산

업 차원에서 그 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소셜 비즈니스의 등장은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유와 업의 경제를 통해 기존의 수익 

방식에서 벗어나 내․외부의 자발  참여를 이끌

어내는 수익 구조를 만듦으로 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흐름

을 형성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8].

한, 소셜 비즈니스의 구조는 그 안에 잠재된 

연동성과 확산성이 기업의 랜드 가치와 명성을 

만들어 가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공유 철학의 서비스는 앞으로 수년 이내에 보편화

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상된다. 

뿐만 아니라 계의 연계와 확장만으로는 그 한계

가 있기에 이를 한 기업의 해결방안으로 SNS의 

변화의 속도에서 시선을 옮겨 비즈니스  가치와 

가능성에 을 두고 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6].

그러나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사회  

심에도 불구하고 소셜 비즈니스에 한 국내의 구

체  찰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비즈

니스 모델에 한 포 이고 명확한 이해를 비롯

한 그에 따른 의도에 한 사용자 에서의 연

구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SNS 사용의 증가

에 따른 사용자 의 단편  연구( ：[12, 38, 

40, 46])는 다수 이루어진 것에 반해, 수익모델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SNS에 한 즉 소셜 비즈

니스에 한 포 인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한, 국내 기업들의 소셜 비즈니스 진출 상황은 국

외의 흐름을 따랐을 뿐, 사용자의 행동에 한 이

해와 서비스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

업이나 개인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소셜 비즈니스

에 심을 가지는지에 한 구체  찰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있어 사용

자들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는지에 

한 이해와 이에 따른 이론  함의 도출은 이 비즈

니스의 형태가 신 이라는 에서 요한 의미

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내재  특성(내부 역량강화, 업무 

합성, 사회  자본형성)과 외재  특성(상  

이 , 공유된 가치, 계특유투자)을 도출하여 내 

․외부로 부터의 지각된 특성들이 사용자의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둘

째, 사회  상호작용에 의한 비즈니스의 흐름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 계에 의한 가치 산출의 요

성을 강조하고자 심리  계약의 조 효과를 살펴

본다. 셋째, 제안한 요인들이 사용자 에서 소

셜 비즈니스 참여의도를 거쳐 참여에 어떠한 향

을 주는지를 실증 으로 검정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본 연구의 주요 목 을 

달성함으로써 기존의 사용 행동의 에서 다루

어 지지 않은 소셜 비즈니스 연구의 한계 을 극

복하고자 사용자 행 의 에서 좀 더 심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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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는 소셜 비즈니스를 활

성화하기 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소통할 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소셜 비

즈니스에 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함으로 성공

인 사업 발 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정보 소통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은 과히 명이라 불리 

울 만큼 IT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 다. SNS 

사용자의 격한 증가는 기업의 신 속도를 유지

하고 수익을 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소

셜 비즈니스는 기존의 다양한 산업분야(쇼핑, 게

임, e-러닝 등)와 SNS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상

을 일컫는다[3]. 이에 IBM은 소셜 비즈니스에 

해 SNS 기반의 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가치창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업용 

솔루션에 포함되어 기업 역으로 확 됨으로 인

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의 출 을 가속화 시키

고 기업의 마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소셜 비즈니스의 등장은 SNS 참여자들의 경험

과 의견의 공유에 기인한 서비스나 제품의 평가가 

요시되고,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서 출발하여 

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과거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방 인 공 방식과는 달리 사용자의 

향력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산업화가 보편화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을 반 하여 기

업에서는 공 자, 구매자 상호간의 참여가 제품의 

생산  발 에 기여하는 계 형성에 근거한 수

익창출의 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SNS가 가지는 특수한 환경은 소셜 커머스 뿐 

아니라 소셜 게임, 소셜 러닝 등으로 확 되어 시

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외의 성공 인 사

례에도 심이 차 높아지고 있다. 소셜 비즈니

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비즈니스의 단계가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온라인 방식의 환경 하에서 해결하

지 못했던 역을 포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거래

방식을 만들어 가고 사회의 경제변화를 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비즈니스는 기존의 SNS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수요도 보다 진시키는 등 

침체되어 있던 IT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산업

의 순환 구조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SNS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서비스 가

치를 제고하고 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극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소

셜 비즈니스의 핵심  목 과 그 개 흐름에 

한 이해는 사용자의 만족과 지속  수익 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2 소셜 비즈니스에 한 연구

SNS의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련된 많은 연

구들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측면의 연구는 무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셜 비즈니스는 새롭게 

각 받고 있는 신기술 분야이며, 이에 한 개념 

정립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이

와 련된 연구들은 소셜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소

셜 커머스, 소셜 게임 등에 의해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세분화된 소셜 비즈니스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보기술에 따른 

사용자 특성에 한 요인 규명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지고 있다.

를 들면, Chang and Chin[14]은 소셜 네트워

크 게임의 사용의도를 설명하고자 확장된 기술수

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신과 참여, 본

질  동기, 그리고 외부 동기를 향요인으로 제

안하 으며, 이는 궁극 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게

임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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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성은[5]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 사용자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사용자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기 를 탐색하 다. 사용자들의 개인  정

체성은 허구  페르소나(persona)가 약화되는 반

면, 개인의 지 는 강화되며, 사회  정체성은 기

획  정체성(project identity)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사용자의 정체성 변화는 소통

에 한 욕구를 반 한 것으로 게임과 실의 공

간의 경계가 차 으로 좁 지고 있다고 하 다. 

소셜 게임에 한 그 밖의 연구로는 한혜원, 심세

라[9]는 소셜 게임의 개인  인간과 사회  인간으

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욕구를 해석하고 사용자

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셜 게임에서 개인  인

식은 소유에서 사회  행동은 소비를 통해 비롯된

다고 주장하 다.

Stephen and Toubia[54]는 온라인 시장 상거래 

네트워크의 진화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셜 커머스 성장에 주목해야할 사항에 해 구체

 근 방안들을 제시하여 소셜 커머스에 한 

심의 요성을 주장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별  정보시스템 

연구에 국한되어 SNS의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행

동을 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포 인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소셜 비즈니스에 한 선행연구들은  추세를 

설명하거나( ：[1, 4, 8]), 로세스 구 에 을 

두는 연구( ：[2, 7])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참여

의도에 한 실증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소셜 비즈니스에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이 확 되고 있는 만큼 반 인 소비자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하다. 그러므로 이러

한 새로운 IT비즈니스의 신과 지속 가능한 경쟁

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사용자 에서의 요인

을 통한 수익흐름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2.3 심리  계약

일반 으로 계약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보편  제도로써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행동 

양식을 규칙화하고 상호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체 사회의 존속을 해 필요한 요

소로 간주된다. 이는 곧 상호 당사자 간에 내재되

어 있는 의무에 한 신념 혹은 믿음으로써, 추후

에 발생하게 될 행동에 해 근본 인 균형을 유

지하기 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  주 이고 암묵 인 약

속에 한 이해는 계로 얽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의무에 한 인식 함양을 높여 계 형성의 

능력을 보다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에 한 태

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통제의 장치, 혹은 규범  장

치로써의 그 역할을 가진다[28, 35, 52].

이에 Rousseau[50]는 이러한 구성원 간에 존재

하는 암시  계약에 해 심리  계약(Psycholo-

gical Contract)이라 규정짓고, 구성원들의 계약  

의무 즉 심리  계약을 이행하는 행동은 신  업

무활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심리  계약의 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활동에 해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의

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

에 해 구성원은 가치나 목표 공유에 한 결여

로 인식하고 상 방 모두에게 하지 못한 결과

를 가져오게 한다[20, 26].

특히, 소셜 비즈니스의 성장은 미비한 제도  장

치로 인해 그 투명성과 공공성의 해 등이 문제

시 될 수 있다. 자율성에 근거한 수익흐름에서의 

이러한 문제에 해 근본 이고 명백한 동기를 부

여하기 해서는 서로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심리  계약을 통해 반  비즈니스 모델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상호간의 약속된 

의무 이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믿음을 상실할 뿐 아니라 태만, 책임회피와 같은 

행동의 양상을 보이고 이는 곧 성과의 해요인이 

되는 등 심리  계약은 사용자의 행동과 그 노력

에 서로의 정 혹은 부정 인 결과를 진시키는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2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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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lf-Empowerment, JR: Job Relevance, FSC: Formation of Social Capital, RA: Relative Advantage,  SV: Shared Value, 
RSI: Relationship Specified Investment, PC: Psychological Contract, IPSB: Intention to Participate Social Business, PSB: Participating Soci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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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설

2.4 동기이론

사용자의 특정 활동을 유발하는 데에는 원인의 

소재, 즉 원인의 치가 활동하는 사용자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가에 의해 구분된다고 볼 수 있

다. 즉, 개인의 행 를 야기 시키는 욕구의 구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Deci[17]는 내

재 으로 동기유발 된 개인의 행동은 자기 목 과 

경험을 요시 하는 내  보상과 련된 내재  

동기에 의한 것이며, 반면 외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행동은 수반되는 부상에 의해 그 노력

을 이끄는 외재  동기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 다.

내재 으로 동기화된 사용자는 자기 결정감, 역

량감, 호기심, 몰입, 즐거움 등의 향에 의해 그 참

여 자체를 정 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하지 않아도 자발 으로 몰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11]. 한, 외재 으로 동기화된 사용자

는 참여 자체에는 흥미가 없다하더라도 그것이 가

져다  보상의 획득이나 처벌의 회피와 같은 일

정한 목 에 심을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

다[51]. 이러한 외재 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경쟁, 

평가, 경제  보상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기술 수용에 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구분된 요인들에의 검정은 요한 문제로 다

루어져 왔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14, 16, 

34, 37, 42, 55]. 이는 사용자의 상태와 목표를 확인

하고, 일어날 확률에 한 증가  감소는 이러한 

동기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기의 구분은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행동을 설

명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어떠한 취해진 행동에 

한 강화는 같은 방식으로의 행동에 의한 습 과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26]. 이는 곧 개인이 가지

는 의미 혹은 요도에 따라 구조화된 행동양식을 

수반하고 성취를 한 과업을 재배치하도록 한다

[41, 57].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셜 비즈니스의 참여의도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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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소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입장

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행연구들을 토

로 제안하고 실증  검정을 하고자 한다.

이에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내재  특성과 외재

 특성으로 분류하고 그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내재  특성으로 내부 역량강화(Self-Empower-

ment), 업무 합성(Job Relevance), 사회  자본

형성(Formation of Social Capital)을 포함하 으

며, 외재  특성으로 상  이 (Relative Advan-

tage), 공유된 가치(Shared Value), 계특유투자

(Relationship Specified Investment)를 포함하 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변수 이 

외에 심리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의 조

효과를 고려하 다. 사용자의 비공식  력, 

즉 심리  계약의 내용에 한 이해는 지속 인 

계유지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4].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보여

주고 있다.

3.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의 첫 번째 범주

는 내재  특성이다. 내재  특성은 특정 기술로

부터 사용행동을 유발하기 한 사용자의 개인  

특성으로 목 의식을 가진 사용자의 충족을 유지

하기 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소셜 비즈니스 참여에 향을  것이라 생각되는 

내부역량강화, 업무 합성, 사회  자본형성을 제

안한다.

본 연구에서 내부 역량강화는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획득되어지는 경쟁력 확보의 정

도로 정의된다. 역량강화는 사용자의 합리화된 능

력을 제고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행동의 제어  

략을 해 사용되는 자유의지로써의 그 역할을 

가지며, 이는 곧 특정 기술사용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다양한 인식 변화를 래한다

[29]. 이러한 신기술 사용을 통한 내부 역량강화는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쟁력의 회복 내지

는 증감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내부 역량강화는 사용자의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 자율성과 동기부여 에서 요한 근

요인으로, Vatanasombut et al.[58]은 웹 기반 정

보시스템의 지속  사용을 해서 사용자의 역량

강화는 편리와 통제를 해서 요하며, 시스템 

사용을 통한 역량의 확보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다음으로 업무 합성은 소셜 비즈니스가 사용

자의 업무를 해 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믿

음의 정도로 정의된다. 즉, 소셜 비즈니스 잠재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치, 경험, 욕구 등

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업무와 

련된 가치  차, 규범  요소들을 얼마나 잘 반

할 수 있는가에 한 인식은 신기술의 채택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49].

이에 Tornatzky and Klein[56]과 Lai and Guy-

nes[33]는 업무 합성에 해 실제 사용자의 업

무에 용되어질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는 곧 

신의 도입을 비롯하여 확산을 설명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한, Venkatesh and 

Davis[59]는 사용자의 업무와 련된 내용을 지원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능력은 사용자의 유용성 

지각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형성은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획득되어지는 개인 는 사회 단

의 계에서 결합된 잠재 인 자원의 정도로 정

의된다. 사회  자본은 유 계의 연결망에 근거

하여 사용자의 성취목표를 돕는 등, 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써 사회  참여를 통해 사용자가 갖게 되

는 가용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자원을 의미한

다[19, 44]. 이러한 사회  자본의 획득은 력  

조정 등 상호간의 이익을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47].

Lin[39]은 의의 개념에서 사회  자본은 시장

에서 이익을 기 하는 그 결과로써 나타난 획득 

가능한 자원으로 이는 개인들 사이의 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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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산물이라고 주장하 다. Ellison et al.[18]

은 사회  자본의 요성을 강조하고자 다양한 

에서 사회  자본을 분류하고 이는 사람들과의 

계를 통해 형성되어지는 자원의 합으로 상호간

의 사회  거래를 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은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내재  특성의 세 가지 변수와 소셜 비즈

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

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내부 역량강화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업무 합성은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  자본형성은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

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의 두 번째 범주

는 외재  특정이다. 외재  특성은 경쟁  평가

에 의해 향을 받는 개인이 경제  보상, 사회  

압력 등으로 부터 일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유발하는 환경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소셜 비즈니스 참여

에 향을  것이라 생각되는 상  이 , 공유

된 가치, 계특유투자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상  이 은 소셜 비즈니스 사용

이 다른 신기술보다 더 큰 이 ( ：효용, 사용

편리성, 가격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Ram[48]은 상  이

은 사용자가 새로운 신에 해 다른 신보다 

더 우수한 효능, 편리성, 가격 등을 얼마나 제공하

고 있는가에 해 인식하는 정도라고 하 으며, 

사용자의 신제품에 한 평가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한, Kwon and Zmud[32]는 시스템 도입과 성

장에 한 주요 변수로써 상  이 을 제안하고, 

사용자에게 달되는 신기술과 기존의 기술에 

한 가치 인식의 차이는 사용자의 시스템 도입  

태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다고 주장하 다. 

즉, 상  이 에 한 정 인 인식은 효율성 

향상과 경쟁우 의 잠재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IT 신기술에의 요한 동기를 제공한다[30, 56].

다음으로 공유된 가치는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

의 행동, 목표 등에 해 상호간에 공유되는 올바

른 신념 는 규범의 정도로 정의된다. 이는 곧 공

유된 가치의 지각 정도는 사용자 자신의 이익을 

달성함은 물론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 체의 공동

의 선을 달성하여 수많은 신과 생산성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

Vatanasombut et al.[58]은 공유된 가치란 사용

자들의 여를 통해 행동을 찰함으로써 특정 정

보시스템 사용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일 수 있으

며, 이는 서로 다른 가치 을 가진 사용자들의 신뢰

를 이끄는 요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한, Sitkin 

and Roth[53]는 이해 계가 상충되는 개인들에게 

당 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동을 이끌어 가는 

요소로써 공유된 가치의 요성을 강조하 다.

마지막으로 계특유투자는 소셜 비즈니스 사용

자를 해 신뢰, 계에 한 심, 희생, 등에 

한 투자가 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

다. 이는 상호간의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형  

증거로 계의 형성  유지, 그리고 통제를 한 

투자를 의미한다[22, 61]. Heide and John[25]은 

계특유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의존도가 높은 

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계는 상 방에 한 

확신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쉽게 해지되기 어렵다

고 주장하 다. 즉, 계특유투자는 생산, 력의 

진 요인으로 구성원 간의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한 계를 유지하기 한 의지의 표 으

로 나타날 수 있다[10]. 이와 같은 들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외재  특성의 세 가지 변수와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실증 으

로 규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상  이 은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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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공유된 가치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계특유투자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계약에 해 소셜 비즈니

스 사용자들 상호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묵시  계

약으로 심리 으로 지각된 상호 의무와 권리에 

한 개인의 믿음 정도로 정의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요변수로 검정된 한계를 보완하고 그 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를 조 변수로써의 역할을 살펴보고

자 하 다. 계 형성에 근거한 소셜 비즈니스의 

특성상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의무감을 확인하고 

의사표시의 합치에 한 지각 여부는 정 인 비

즈니스 리를 가능하게 하는 안 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27].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계 

속에서 수익흐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셜 비즈니스는 공식화되고 법 으로 합의한 규

정 이 외에도 내면에서 비롯되는 상 방에 한 의

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도는 정당하고 올바른 사용

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31, 45]. 

이와 같은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외

재  특성의 여섯 가지 변수와 소셜 비즈니스 참

여의도 사이에서 심리  계약의 조 효과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심리  계약은 내부 역량강화와 소셜 비

즈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더 강화

시켜  것이다.

[가설 8] 심리  계약은 업무 합성과 소셜 비즈니

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더 강화시켜 

 것이다.

[가설 9] 심리  계약은 사회 자본형성과 소셜 비

즈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더 강화

시켜  것이다.

[가설 10] 심리  계약은 상  이 과 소셜 비즈 

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더 강화시 

켜  것이다.

[가설 11] 심리  계약은 공유된 가치와 소셜 비즈 

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더 강화시 

켜  것이다.

[가설 12] 심리  계약은 계특유투자와 소셜 비 

즈니스 참여의도 사이의 계를 더 강

화 시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는 소셜 비

즈니스 사용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의 정도

로 정의되며, 소셜 비즈니스 참여는 소셜 비즈니

스 참여 활동을 행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사용에 

한 충분한 의지는 그에 상응한 행동의 결과로써 

나타난다. 정보시스템의 의도에 따른 실사용에 

한 계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검정되었다(  

：[59, 60]. 이와 같은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와 참여에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13]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는 소셜 비즈니

스 참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검정

4.1 표본  측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온라인 소셜 비즈니스

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제안한 

연구모형을 검정하 다. 연구 상은 구․경북지

역에 거주 인 사용자들을 상으로 장 설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총 1,000부의 설문

지를 구․경북지역의 공공장소, 학교  직장

에서 무작 로 선정한 참여자들을 상으로 배포

되어 이  403부(회수율 40.3%)를 회수 하 다. 

하지만 응답이 불성실한 41부를 제외한 총 362부

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분석을 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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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련 연구

변수 조작  정의 련 연구

내부 역량강화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획득되어지는 경쟁력 
확보의 정도

Vatanasombut et al.[58]

업무 합성
소셜 비즈니스가 사용자의 업무를 해 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

Tornatzky and Klein[56]
Venkatech and Davis[59]

사회  자본형성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획득되어지는 개인 는 
사회 단 의 계에서 결합된 잠재 인 자원의 정도

Ellison et al.[18]

상  이
소셜 비즈니스가 다른 신기술보다 더 큰 이 ( ：효용, 
사용편리성, 가격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

Rogers[49]
Ram[48]

공유된 가치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의 행동, 목표 등에 한 상호 이해를 
통해 공유되는 올바른 신념 는 규범의 정도

Morgan and Hunt[43]
Vatanasombut et al.[58]

계특유투자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를 해 신뢰, 계에 한 심, 
희생, 등에 한 투자가 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Heide and John[25]
Chang and Gotcher[15]

심리  계약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들 상호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묵시  
계약으로 심리 으로 지각된 상호 의무와 권리에 한 
개인의 믿음 정도

Schein[52]
Rousseau[50]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

소셜 비즈니스 사용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의 정도 Venkatech and Davis[59]

소셜 비즈니스 
참여

소셜 비즈니스 사용에 참여 활동을 행하는 정도
Venkatech and Davis[59]
Liao and Cheung[36]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9개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측정항목들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본 연구의 목 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정

의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하 다. 모든 측정항목

은 (1)강한 부정에서부터 (5)강한 정에 걸친 5  

리커트(5-point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 변수의 조

작  정의와 련 연구에 해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의 성별 비

율은 남자가 30.11%, 여자가 69.89%로 여자 사용

자가 조  더 많았다. 연령별 사용자를 살펴보면 

10 가 18.78%, 20 가 43.37%로 가장 많았으며, 

30 는 25.97%로 20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 40  이상도 11.88%로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

가 다양한 연령층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셜 비즈니스가 새로운 서비스이다 

보니 은 층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인 소셜 비즈니스 종류(복수응답)로는 

소셜 커머스가 39.50%, 소셜 게임이 43.37%로 가

장 많았으며, 소셜 마 은 26.52%로 나타났다. 

소셜 비즈니스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주당 사용빈

도가 1～2회(36.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3회(35.64%), 3～5회(24.03%) 순으로 

나타났다. 소셜 비즈니스에 참여한 기간은 1개월 

미만이 18.78%, 3개월 미만이 2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미만이 27.07%, 1년 미만이 

16.30%로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 부분이 최근 1

년 이내에 이 기술의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셜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방법(복수응답)에

는 PC가 72.93%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으

며, 스마트폰이 51.10%, 노트북, 넷북, 테블릿 PC

가 46.41%, 휴 폰이 18.78% 등의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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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는 본 연구에 응답한 표본이 인구통계

학  특성에 해 보여주고 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분류
빈도
(명)

응답비율
(%)

성별
남 109 30.11%

여 253 69.89%

나이

10～19세 68 18.78%

20～29세 157 43.37%

30～39세 94 25.97%

40세 이상 43 11.88%

직업

학생 140 38.67%

연구직 23 6.35%

사무직 84 23.20%

기술/엔지니어직 65 17.96%

교육직 41 11.33%

기타 9 2.49%

사용 인 
소셜 

비즈니스 
종류

(복수응답)

소셜 커머스 143 39.50%

소셜 게임 157 43.37%

소셜 마 96 26.52%

기타(소셜 러닝 등) 75 20.72%

소셜 
비즈니스 
사용빈도
(일주일)

1～2회 131 36.19%

2～3회 129 35.64%

3～5회 87 24.03%

5회 이상 15 4.14%

소셜 
비즈니스 
참여기간

1개월 미만 68 18.78%

3개월 미만 104 28.73%

6개월 미만 98 27.07%

1년 미만 59 16.30%

1년 이상 33 9.12%

소셜 
비즈니스 
참여 방법
(복수응답)

PC 264 72.93%

노트북/넷북/
테블릿 PC

168 46.41%

휴 폰 68 18.78%

스마트폰 185 51.10%

기타 41 11.33%

합계 362 100%

4.2 측정모형 검정

4.2.1 측정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검정

구조모형 검정에 앞서 최종 수집된 데이터(n = 

362)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

다. 신뢰성 검정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 으

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ronbach’s Alpha 계수(기

치 0.7이상)를 사용하 으며, 타당성은 집 타당

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정을 실시하 다. 집 타당성은 AMOS 

7.0을 사용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결과  요인 재값(factor load-

ing)을 별타당성 검정은 사용하 으며. Fornell 

and Larcker[2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AVE)과 Pearson 상 계분

석 방법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요인 재량은 

±0.4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단되며[13], 각 구

성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

른 구성개념간의 상 계수 값을 과하면 별타

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3>과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들의 신뢰성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신뢰성 검정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값

이 0.741에서 0.925로 분포되어 권장치(0.7이상) 이

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

로 단된다. 집 타당성을 검정하는 요인 재값 

역시 모든 항목에서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에 한 집 타당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AVE 값을 이용한 별타당성 

검정결과 각선 AVE 값의 제곱근이 종과 횡의 

상 계수값 보다 높이 나타나 별타당성 역시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측정도구 

검정에 한 결과는 모든 설문문항의 내  일 성

과 타당성을 통계 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3>과 

<표 4>는 측정모형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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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성  집 타당성 분석

변수 항목 요인값 C.R Cronbach’s α

내부 역량강화
(Self-Empowerment)

se1 0.738 -

0.820se2 0.721 11.347

se3 0.769 12.301

업무 합성
(Job Relevance)

jr1 0.851 -

0.769jr2 0.840 10.354

jr3 0.771 12.581

사회  자본형성
(Formation of Social Capital)

fsc1 0.722 -

0.862fsc2 0.860 15.240

fsc3 0.747 13.141

상  이
(Relative Advantage)

ra1 0.825 -

0.741ra2 0.883 14.220

ra3 0.716 12.741

공유된 가치
(Shared Value)

sv1 0.800 -

0.806sv2 0.769 16.849

sv3 0.823 13.952

계특유투자
(Relationship Specified Investment)

rsi1 0.760 -

0.781rsi2 0.814 11.618

rsi3 0.743 14.742

심리  계약
(Psychological Contract)

pc1 0.792 -

0.826
pc2 0.844 11.312

pc3 0.712 15.358

pc4 0.796 16.120

소셜비즈니스 참여의도
(Intention to Participate Social Business)

ipsb1 0.854 -

0.913ipsb2 0.886 13.552

ipsb3 0.910 13.687

소셜비즈니스 참여
(Participating Social Business)

psb1 0.885 -

0.925psb2 0.863 12.752

psb3 0.930 13.587

주) -：분석 시 ‘1’로 고정.

<표 4> 잠재변수의 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 내부 역량강화
2. 업무 합성
3. 사회  자본형성
4. 상  이
5. 공유된 가치
6. 계특유투자
7. 심리  계약
8. 소셜비즈니스 참여의도
9. 소셜비즈니스 참여

0.78
0.40
0.25
0.11
0.27
0.43
0.30
0.29
0.18

 　
0.79
0.38
0.49
0.35
0.20
0.27
0.13
0.24

 　
 

0.73
0.33
0.31
0.20
0.16
0.19
0.51

 　
 
 

0.77
0.23
0.29
0.22
0.12
0.14

 　
 
 
 

0.76
0.18
0.09
0.16
0.21

　 
 
 
 
　 
0.73
0.38
0.29
0.54

 　
 
 
 
　 
　 
0.74
0.30
0.28

　 
 
 
 
　 
　 
 

0.87
0.42

 　
 
 
 
　 
　 
 
 

0.88

주)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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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합도 검정

Models IFI GFI AGFI CFI X
2
/df RMSEA

측정모형 0.974 0.968 0.937 0.981 1.970 0.029

권장치 ≥ 0.9 ≥ 0.9 ≥ 0.8 ≥ 0.9 ≤ 3.0 ≤ 0.05

4.2.2 합도 검정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후, 수

집된 데이터의 특성이 연구모형의 특성과 어느 정

도 일치하는지를 검정하기 해 합도 검정을 실

시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 검정은 총 28개의 측

정항목으로 실시하 다. 합도 검정은 CFA 검정 

결과  기존 연구에서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  카이스퀘어(X2/df), 기 부합지수(GFI), 수

정된 기 부합지수(AGFI), 비교부합지수(CFI), 증

분 합지수(IFI), 표 합지수(RMSEA)를 사용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정한 결과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모형에 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5>는 합도 검정 결과에 해서 

보여주고 있다.

4.2.3 가설검정

총 362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정 

후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향을 검정

하기 해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

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을 실시

하 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향 

계를 규명 할 뿐 아니라 구조모형의 합도와 내

생변수에 한 결정계수에 한 정보도 알 수 있

다. 첫째, 구조모형의 합도 결과는 상  카이

스퀘어(X2/df) = 2.049, 기 부합지수(GFI) = 0.977, 

수정된 기 부합지수(AGFI) = 0.940, 비교부합지

수(CFI) = 0.989, 증분 합지수(IFI) = 0.988, 표

합지수(RMSEA) = 0.026로 나타나 연구가설의 

검정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두 번째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경로계수(β)이다. 이는 두 변수간의 인과

계의 정보를 나타낸다[62].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내재  특성의 내부

역량강화(β = 0.297, t = 3.488)는 유의수  0.001에

서, 사회  자본형성은(β = 0.391, t = 5.120)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업무 합성(β = 

-0.027, t = -1.468)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외재

 특성의 상  이 (β = 0.414, t = 5.952)과 공

유된 가치(β = 0.627, t = 9.732)는 유의수  0.001

에서, 계특유투자(β = 0.368, t = 4.974)는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조 변수로 제안한 심리  

계약의 총 6개의 변수와 참여의도사이 계를 살

펴보면, 내부 역량강화(β = 0.366, t = 5.103)는 유

의수  0.01에서, 사회  자본형성은(β = 0.395, t 

= 5.889) 유의수  0.001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업무 합성(β = 0.013, t = 1.007)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상  이 (β = 0.439, t = 7.273)과 공유

된 가치(β = 0.586, t = 8.069), 계특유투자(β = 

0.298, t = 4.120)는 유의수  0.001에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β = 0.628, 

t = 9.557)는 유의수  0.001에서 소셜 비즈니스 참

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한 채택되었다.

구조모형 분석의 세 번째 결과는 내생변수에 

한 결정계수 즉 R2 결과 값도 보여 다. 결정계수 

R2는 총 변동 에서 회귀선 즉 변수들에 의해 설

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소

셜 비즈니스의 내재  특성과 외재  특성에 속한 

총 6개 변수  업무 합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수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를 표 하는 분산

의 62.6%를 설명하고 있다. 즉, 소셜 비즈니스 참

여의도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  62.6%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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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793R2=0.626

내재적특성내재적특성

내부역량강화
(SE)

사회적자본형성
(FSC)

업무적합성
(JR)

외재적특성외재적특성

상대적이점
(RA)

관계특유투자
(RSI)

공유된가치
(SV)

소셜비즈니스
참여

(PSB)

소셜비즈니스
참여의도
(IPSB)

주) 일반숫자는표준화된경로계수, 괄호안숫자는 t-값
*: p<0.05, **: p<0.01, ***: p<0.001

X2/df: 2.049

GFI: 0.977

AGFI: 0.940

CFI: 0.989

IFI: 0.988

RMSEA: 0.026

심리적계약
(PC)

0.297 ***
(3.488)

-0.027(-1.486)
0.391**

(5.120)

0.414***

(5.952)

0.627*
**

(9.732)

0.368
**

(4.974)

0.628***

(9.557)

0.366**

(5.103)

0.013
(1.007)

0.395***

(5.889)

0.439***

(7.273)

0.298***

(4.120)

0.586***

(8.069)

[그림 2] 구조방정식 검정결과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셜 비즈니스의 내재 , 외재

 특성의 5개 변수의 변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는 소

셜 비즈니스 참여의 79.3%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

다. [그림 2]는 구조모형의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소셜 비즈니스 실사용자를 심으로 

소셜 비즈니스와 련된 변수를 도출하여 소셜 비

즈니스 참여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

를 실증  연구를 통해 검정하 다. 이에 소셜 비

즈니스 참여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내․외재  

특성을 제안하고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와 참여

에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각 변수들과 참여의도 사이에서 심리  계약

의 조 효과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  특성으로 분류된 내부 역량강화와 

사회  자본형성은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요인으로 사용자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에 있어 유용성 등을 비롯한 사용자

가 지각하는 직 인 이익과 연 성이 높을수록 

소셜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 환경과 련된 정도와는 별개의 의

도로 작용하여 아직까지는 소셜 비즈니스가 흥미

주의 련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셜 비즈니스가 포 인 형태로 확

되고 있는 만큼 업무와의 련 정도도 요시 되

고 있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 형태인 

소셜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SNS가 가지는 특성의 

인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셜 

비즈니스는 업무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SNS 활용을 통한 공유의 인식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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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외재  특성으로 분류한 상

 이 , 공유된 가치, 계특유투자는 모두 소

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의 환경  특성을 고

려한 요인으로 소셜 비즈니스의 주  여건과의 상

인 평가로써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

한 것이다. 즉,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가 소셜 비즈

니스의 외부로부터 지각하는 간  이익과의 

련성이 높을수록 소셜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셜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

하여 사용자 내부의 상호 신뢰 계의 구축이 

실하다고 단되어 심리  계약의 조 효과를 제

안하 다. 이러한 심리  계약의 조 효과는 업무 

합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내부 역량강화, 사

회  자본형성, 상  이 , 공유된 가치, 계특

유투자와 참여의도 사이에서 그 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  기 단계인 소셜 

비즈니스는 개인의 비즈니스 측면보다는 계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목 으로 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

며, 계에 있어 구성원 간의 믿음 정도는 자발  

노력 의지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 합성의 향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이

는 성과의 설계, 개발, 리  측정을 진하는 

의미로써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뢰와 업

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  계약에 한 효익 발생 

정도와의 련은 재 기의 소셜 비즈니스에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비즈니스 참여에 향을 미

칠 것이라 생각되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그 계들

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 소셜 비즈니스의 등장

은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의미 뿐 아니라 문화  

변화로써의 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로벌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보다 효과 인 경쟁자

산으로 사람과 정보에 한 원천의 힘 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비즈니스는 사람 심의 비

즈니스 패러다임을 이끌어 내고 경험과 지  자산 

공유를 통해 업과 신을 꾀하고 보다 일상 인 

비즈니스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소셜 비즈니스

에 한 심이 커지고 있는  시 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요인 규명에 따른 소셜 비즈니스에 

한 구체  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요

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한 몇 가

지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학문  시사 으로는 첫째, 소셜 비즈니스 

참여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자 에서 도출

하여 실증  검정을 하여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소

셜 비즈니스라는 신기술에 한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이론을 제공함과 더불어 소셜 비즈니스의 결

정요인에 한 이론  지표를 제시하 다. 둘째, 

소셜 비즈니스의 연구가 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검정되지 않았던 소셜 비즈니스 참여에 

한 내․외재  특성들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 소셜 비즈니스 사용에 한 방향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셋째, 소셜 비즈니스 련 선행연구

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심리  계약의 조 효과를 

검정하여 새로운 이론화를 정립하여 소셜 비즈니

스 상에서 무엇보다 요시되고 있는 공정성과 투

명성에 한 계를 확보하기 해서 선행되어야 

할 요인의 구체 인 규명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실무 으로도 요한 

들을 시사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비즈니

스의 개발자에게 사용자의 참여의도에 한 정보

를 제공하여 소셜 비즈니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

다. 이는 기업의 소셜 비즈니스와 련된 새로운 

분야의 생산과 발 에 도움을  수 있으며, 사용

자의 소셜 비즈니스 참여에 해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변화를 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 으로부터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소셜 비즈니스에 한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익흐름을 극 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성

장과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의 심 정도와 얼마나 많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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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하여 알 수 있다. 이

는 실 사용자의 구체  정보를 제공함으로 잠재  

사용자들에 한 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셜 비즈니스 산업에 보다 핵심 인 정보를 제안

하고, 기업의 사용자 만족 증 에도 기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 들은 향후 

소셜 비즈니스 산업의 핵심  지표로써의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에서도 여느 다른 사회과

학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계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셜 비즈니스 참여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외재  특성에 따른 규명 

이 외의 사용자 에서의 소셜 비즈니스 사용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이론화와 실증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 본 연구는 구․경

북 지역의 사용자를 상으로 응답자를 한정하

다. 이는 지역  한계를 나타내므로 소셜 비즈니스 

사용자에 한 보다 넓은 분포지역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응답자의 비율

이 69.89%로 남성 응답자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표본의 표성 담보에 한 어려움이 있다.

재 소셜 비즈니스는 확산되고 있는 기 발

단계로 보다 보편화 되었을 시기의 추가  연구도 

필요하며, 소셜 비즈니스의 련 연구가 상 으

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변수의 개발에 

의해 타당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

소셜비즈니스에 해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산업으로 확 되고 있는 만큼 그 도 다각화되

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

구의 한계 들에 한 이해를 통해 향후 보다 심

층 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는 소셜 비

즈니스 산업에 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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