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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이스북, 트 터로 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는 폭발 인 성장과 

함께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미디어로 성장하

다. 최근 페이스북의 2013년 1사분기 실 자료

에 따르면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수는 11억 1,000

만명(2013년 6월 말 기 , Monthly active users)에 

이르고 년 비 23%가 증가하 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는 재  세계인을 연결하는 

요한 통로가 되었다.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 리의 환경이 변

화하고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 한 가속화 되면서 

지식, 정보가 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커뮤니 이션 미디어로

써의 역할이 차 확 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어지면서 정보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 터(Twi-

tter)에서만 하루 평균 1억 5500만 건의 메시지가 

생겨나고 유트 (Youtube)의 하루 평균 동 상 재

생건수는 40억 회에 이른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엄청난 양의 정보의 유

통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 공유의 채 로써 확산되

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검색과 수신이라는 기

존의 수동  형태에서 행해지던 일방향 인 소통

에서 벗어나 정보의 생성, 공유, 참여의 방향

인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사람들과 계를 형성

하고 그러한 계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가 유

통되고 공유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 

사회  이슈나 사건이 발생될 때 포털사이트나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공유되어지는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표 인 가 아시아나 항공사의 여객기 추락사

고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어떠한 매체보

다도 더 빠르게 소식이 되었던 을 들 수 있

다. 이와 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용자들의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일반 인 포털사이트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

해 보다 문 이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새로운 미디어로써 기

존 미디어를 양 (量的)측면에서 압도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편리함과 정보의 유통속도

는 기존 미디어를 체하는 신개념 미디어로서 유

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그에 한 향요인

들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와 정보공유에 한 사회  심과 이슈에도 불구

하고 실증 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련하여 개인의 행동 의도나 개인특성

과의 계를 설명하기 한 연구들이 조 씩 진행

되어 왔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23, 39].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가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공유의 

활성화가 사회 으로 요한 이슈가 되는 것에 

을 맞추고 정보공유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

 동기요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체의 기능을 

설정하여 이들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배경  목

2. 이론  배경

2.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선행연구

온라인 백과사  Wikipedia에서 소셜네트워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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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

요인 정의

Expert Search SNS를 통해 평소에 만날 수 없었거나 문 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하는 기능

Communication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친구들과 화를 나 기 한 기능

Connection SNS를 통해 오 라인 상으로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계를 유지하는 기능

Content Sharing SNS를 통해 알고 싶은 정보나 음악, 동 상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기능

Identity SNS를 통해 자신의 최근 상황이나 기분, 감정 등을 표 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 하는 기능

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사용자간

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그리고 인맥확

 등을 통해 사회  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

는 온라인 랫폼을 의미한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념과 발 과정에 하

여 Boyd and Ellison[20]은 개인이 공 인 신상정

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

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만들

어진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된 웹 기반의 서

비스라고 하 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

용하여 새로운 이용자와 계망을 구축해주고 정

보 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인맥구축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거미 과 같이 노드에 연결되어 신

뢰를 바탕으로 한 계형성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

한다. 한 김종기, 김진성[4]은 소셜네트워크서비

스를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그리고 인맥 확  등을 통해 사회  계를 생성

하고 강화시켜 다고 하 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  계망을 생성하고 유지  확장을 

해나가며 정보가 이러한 계망을 통해 공유되고 

원활히 유통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소

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기존의 웹서비스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은 콘텐츠 생성을 기업에서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가 정보를 생성할 수 있

으며 사용자들 간의 공유를 하는 것이 큰 특징이

1)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C% 

85%9C_%EB%84%A4%ED%8A%B8%EC%9B%8

C%ED%81%AC_%EC%84%9C%EB%B9%84%EC

%8A%A4.

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인맥이 제공

하는 정보 는 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 요인이라 할 수 있으

며. 특히 Open API 환경제공, 커뮤니 이션 매체

로서의 역할, 기업 고 솔루션으로 가능성을 제공

하고 있는  한 주된 성장요인이라 말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요한 특성

은 계와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이라 할 수 있

다. 고상민[1]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의 기능을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5가지 기능

 속성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그 기능

 속성에 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밝 진 5가지 

기능  Identity, Expert Search, Communication 

의 3가지 요인을 주요변수로 설정하 다.

 2.2 정보공유에 한 연구

최근에는 정보공유  활용에 한 심이 높아

짐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정보공유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유란 획득한 정보를 다른사

람들과 나 거나 교환을 시도하는 행동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고 재사용을 해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까지도 포

함한다[24].

정보공유에 하여 연구 기에는 정보공유를 목

으로 하는 커뮤니티에 이 맞춰져 진행되었

고 최근 SNS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사용자간 정보

공유에 미치는 향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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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보공유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

선행 연구 주요 내용

Chow et al.[24]
 Chen[22]

정보공유를 해 사회  자본을 심으로 연구

정재훤[14] 온라인 지식네트에서 정보공유 활동을 개인의 동기  사회  자본 을 통해 도출

Chin Lung Hsu a, Judy 
Chan Chuan Lin[30]

합리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블로그 사용의도에 기술수용모형(TAM)과 정보공유, 
사회  향력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

김종애[5]
지식커뮤니티에서의 자발 인 정보기여에 한 태도와 정보기여 의도에 향을 미치는 
내재   외재  동기요인의 통합모형을 제시

한진우 등[15] 정보공유를 연구함에 있어 개인의 아이덴티티 실 의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Chinh Jou Chen a, Shiu 
Wan Hung[22]

가상 커뮤니티 내 정보공유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해 정보활용  
커뮤니티 홍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

이정수[10]
소셜네트워크의 계요소가 정보공유 활성화를 한 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설명

Hendrik Kalb[35]
소셜미디어 에서의 과학자들의 과학  정보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행동을 진 할 수 
있는 의도요인을 밝힘

김종기[4] SNS 지속  사용의도와 정보공유 간의 계를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유와 련하여 국내

외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기존의 정보공유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보공유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자기효능

감, 상호호혜성, 즐거움 등을 제시하 고 박경수, 

임용환[6]의 연구에서는 동기요인으로 사회 인지 

이론이 자기효능감과 기 성과, 사회  교환 이론

의 부호화 노력, 이미지, 타인을 돕는 즐거움, 상호 

호혜성을 통합하여 연구모델을 제안하 다. 한 

개인의 심리 인 인지요인과 사회  네트워크의 

향요인 두 가지 을 모두 다 야 한다고 하

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타  즐거

움, 자기 효능감, 이미지를 동기요인으로 설정하

다. 21세기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요한 경제

 자원으로 등장하고 결정 인 경쟁도구로 이용

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기 한 노력이 커

짐에 따라서 정보공유  활용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다[7].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단순히 의사 달을 한 

것만이 아니라 메시지의 생산  공유, 정보, 문

인 지식, 개인의 생각들을 할용하는 것까지 범

가 커지고 있다.

2.3 합리  행동이론 련 연구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신념, 태도, 행동의

도, 행동 간의 계를 설명하기 한 표 인 모

델이다. 합리  행동이론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떄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

떤 결과를 래할 것인가를 합리 으로 생각하고, 

정 인 결과를 래할 것이라 생각할수록 그 행

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27].

행동의 직 인 결정요인으로 태도가 아닌 행

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라 설명한다. 행동의도는 행

동에 향을 주는 동기유발 요인을 내포하는 것이

고,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의 마음과 

련한 개인  요인과 사회  향을 반 한 사회

 요인 두 가지를 제안하고 이를 각각 행동에 

한 태도와 주  규범으로 개념화 하 다. 합리

 행동이론은 행동을 측하고 설명하고 수많은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행동과 련하여 폭넓

게 용된 이론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과 개인의 심리  동기요인이 사용자의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향    149

[그림 3] 연구모형

[그림 2] 합리  행동이론

합리  행동이론은 정보공유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모델로서 [그림 2]와 같이 태도

와 규범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19, 44].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합리  행동이론

은 정보시스템의 기술이나 신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함이 밝 졌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

델  하나이다[11,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  행동이론을 기반

으로 정보공유태도를 매개로 하여 독립변수인 소

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 개인의 정보공

유 동기요인과 의도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 과 확산으로 인해 여

러사람들과 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

고 이런 계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나 

본인이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 인 방

법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유는 단순

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메시지를 달한다

고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  동기와 소셜네트워크서

비스의 기능이 정보공유의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은 합리  행동이론

을 바탕으로 먼  정보공유태도와 그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심리  동기요인과 소셜네트워크서

비스의 기능을 설정하 다.

심리  동기요인으로는 이타  즐거움, 자기효능

감, 이미지를 심리 동기요인의 변수로 설정하 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으로 Identity, 

Expert Search, Communication의 3가지 속성을 

설정하 다. 그리고 정보공유태도와 주  규범이 

정보공유의도에 향을  것이라고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은 [그

림 3]과 같다.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정보공유 태도에 향을 미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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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으로 앞서 언 한 

고상민의 연구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5가

지 기능  속성  Identity, Expert Search, Com-

munication, 을 설정하 고 각 기능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Identity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최근 상황이나 기

분, 감정들을 표 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 하는 

기능이다[1]. 

그리고 정유진[13]의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과 련하여 사진과 신상정보, 취미, 

심사 등 개인 자신의 Identity를 밝힐 수 있는 

서비스와 계맺기가 심이 되며 이 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배포한다

고 하 다. 한 Ellison et al.[26]의 연구에서 이

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은 상 방에게 자

신을 표 하고 친구와의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간의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한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용환, 박지홍

[3]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구축행태에 한 연구

에서 정보추구 행태 분류기  에는 좋은 , 사

진, 수집을 해서 그 사람에 한 정보수집, 개인

인 흥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 등 개인의 Identity 표 과 련된 분

류기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의 기능에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Iden-

tity과 정보공유 태도 간의 계에 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  Iden-

tity는 정보공유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고상민 등[1]의 연구에 의하면 Expert Search 

기능을 평소에 만날 수 없거나 문 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색하는 기능이라고 하

으며 특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

색하고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화를 나 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나 새로운 을 제시함으로써 계를 형

성하고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 기여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 의 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지식을 기여할 가

능성이 더 크다고 하 다[21, 25, 36, 37].

한 김용환, 박지홍의 연구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시 정보추구 행태 분류기   학술

인 목 을 해서, 비즈니스 목 을 해서, 특정 데

이터를 보기 한 것과 같이 문  지식에 한 

탐색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이처럼 소셜네트워

크서비스는 단순히 친구들간의 계 맺기를 넘어

서 문 분야의 비즈니스 인맥 리와 사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 분야별 정보생산, 탐색 

 필터링의 기제로 향력을 넓 가며 차세  인

터넷 서비스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13].

이러한 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Expert Search는 정보공유 태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  Expert 

Search는 정보공유 태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Communication

에 해 정유진은 쪽지, 채 , 메신  등 사용자 간

의 커뮤니 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하 다. 

Communication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싸이월드 

블로그를 시작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계속

으로 진화해 미투데이, 트 터, 페이스북 등으로 

거듭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

일 메시징 서비스 역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심홍진[9]

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 터의 속성과 이용

동기에 해 연구하 는데 트 터의 주요 이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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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는 정보교환을 통한 사회이슈 참여, 정보 달

의 용이성, 편리한 소통기능 떄문이라고 하 다. 

Hughes and Palen[32]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당 회와 허리 인과 같은 긴 상황이 발생하

을 때의 사례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 간 메시지교환은 정보 달을 한 소통

이라고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소

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Communication과 정

보공유태도와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Communica-

tion은 정보공유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개인의 심리  동기요인  이타  즐거움(En-

joyment in helping)은 보상을 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행복과 복지를 증가시키려

는 정도를 의미하는 이타주의 개념에 기반을 둔 동

기를 의미한다[30].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

른 사람을 돕는 행 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31].

Wasko and Faraj[46]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

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동기가 그 사람을 돕는 

행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정보

공유자들은 이타주의 인 행동을 증명함으로써 만

족감을 얻는다고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이타  즐거움과 정보공유 태도 간

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개인의 심리  동기요인  이타  즐거움은 

정보공유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8]의 연구에서 처음 제

시된 개념으로 주어진 과제와 행동을 성공 으로 수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하 다. 이

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자신

이 가진 능력에 한 신념이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가 일을 효율 으로 향상시키고 업

무에 여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다[25, 36]. 

Wasko and Faraj[46]와 Kankanhalli et al.[36]

연구에 따르면 정보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다른 사

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Lin[38]은 정보자기 효

능감이 정보공유 태도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정보자기효능감

은 정보공유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개인의 심리  동기요인  정보자기 효능감

은 정보공유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이미지는 신의 수용  이용으로 인하여 사회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사회  자유나 이미지가 증

 는 강화되는 정도라 볼 수 있다[40]. 

그리고 정보에 한 기여자는 사회  인정과 존

경을 얻기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신이 가치 있는 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다른 사

람들로부터 존경과 더 나은 이미지를 얻고자 한다

고 설명하 다[25]. 

한 Wasko and Faraj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이나 상이 높아질 것

이라는 기 감을 정보공유에 가장 큰 향요인으

로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정보공유 태도 간의 계

에 해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 다.

 

H6：개인의 심리  동기요인  이미지는 정보공

유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합리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특정 행동에 한 개인의 태도

는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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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태도는 인간 행동의 결정요

인으로 인간의 행동과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33]. 

그리고 주  규범은 개인이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요한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신념구조의 

일부분으로 통합하여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향

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  규

범과 특정 행동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리고 김종애[5]의 연구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

이 자신도 지식 커뮤니티에 지식을 기여하기를 기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식기여에 하여 

더 극 일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주  규범

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간 행동의도의 주요 선행

요인으로 사용되어왔다[43, 44].

Chow and Chan[24]의 연구에서는 합리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태도와 정보공유 의도 

간의 계에 해 실증분석을 하 고 그 결과 주

 규범과 정보공유태도는 정보공유 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ock et al.[19]

와 수환, 김 걸[12]의 연구에서도 정보공유에 

한 태도가 정보공유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Ryu et al.[42]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공유에 한 태도는 지식공유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리  행동이론에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7：주  규범은 정보공유 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의도와 태도와의 계를 설명하고 있는 Fishbein 

et al.[27]의 합리  행동이론에서처럼 의도는 특정

행 를 수행하려고 하는 행 자의 태도에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정보공유 의도는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

하며 정보공유 태도와 구성원들과의 계를 의미

하는 주  규범에 따라 유의한 향을 받을 것

으로 설정을 하 다. 

H8：정보공유 태도는 정보공유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3>

과 같다.

4. 실증분석

4.1 자료 수집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해 설문지 배포  온라인 설문조

사 사이트를 이용해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250개의 설문자료를 회수하 고 그  불성실한 

응답이나 오류가 발견된 9개의 설문자료를 제외하

고 나머지 총 241개의 설문자료를 결과분석에 이용

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리커트 7  척도를 기 으로 소

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으로 Identity, Ex-

pert Search, Communication의 설문항목으로 구

성하 고, 개인의 심리  동기요인으로 이타  즐

거움, 정보자기 효능감, 이미지의 설문항목으로 구

성하 으며, 합리 행동이론의 정보공유태도와 주

 규범, 정보공유 의도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

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SPSS 20.0과 AMOS 18.0

을 이용하 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소

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이용특성을 알아보기 한 빈

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와 가설검증을 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을 하 다.

4.2 자료의 일반  특성

설문자료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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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변수 측변수 조작  정의  설문항목 련 연구

Identity

정의 SNS를 통해 최근 상황이나 기분, 감정을 표 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 하는 기능
Ellison et al.[26]

Kaye and 
Johnson[34]
고상민 등[1]

IT1 SNS를 개성을 표 하기 해 이용하는 정도

IT2 SNS를 기분이나 감정을 표 하기 해 이용하는 정도

IT3 SNS를 최근상황 등을 업데이트하기 해 이용하는 정도 

Expert
Search

정의
SNS를 통해 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검색하고 의견을 달하거나 화를 통해 계를 
형성하는 기능 Ellison et al.[26]

Kaye and 
Johnson[34]
고상민 등[1]

ES1 SNS를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계를 맺기 해 이용하는 정도

ES2 SNS를 동일한 공이나 직업을 찾기 해 이용하는 정도

ES3 SNS를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형성을 해 이용하는 정도 

Communi
cation

정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친구들과 화를 나 기 한 기능

Ellison et al.[26]
Kaye and 
Johnson[34]
고상민 등[1]

CO1 SNS를 사회이슈와 련하여 상 방의 의견에 한 견해를 표 하기 해 이용하는 정도

CO2 SNS를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해 이용하는 정도

CO3 SNS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일상  화를 나 기 해 이용하는 정도

CO4 SNS를 긴 상황시 상 방에게 달을 해 이용하는 정도

이타  
즐거움

정의 SNS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

Hsu and Lin[30]
Wasko and Faraj[46]

EH1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는 정도

EH2 SNS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는 정도

EH3 자신의 정보로 인해 타인의 문제해결을도움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의정도

EH4 타인과의 정보공유의 즐거움 정도

정보 
자기효능감

정의 SNS에서 타인들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의 정도

Kankanhalli et al.[36]
Wasko and Faraj[46]

SE1 타인이 흥미를 가지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는 정도

SE2 타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는 정도

SE3 제공하는 정보가 타인의 심을 끌수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

SE4 정보공유를 통해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것이라 믿는 정도

이미지

정의 SNS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명성이 증가한다는 인식의 정도

Hsu and Lin[30]
Wasko and Faraj[46]

김종애[5]

IM1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얻는 존경심 획득의 정도

IM2 정보공유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얻는 자신의 상의 정도

IM3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지 가 향상된다고 믿는 정도

IM4 상을 높이기 해 정보공유 하는 정도 

주  
규범

정의 자신에게 요한 사람들이 내가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 한다고 믿는 정도

Bock et al.[19]
Fishbein and 
Ajzen[27]

SN1 요한 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내가 SNS에서 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믿는 정도

SN2 소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SNS에서 정보공유를 권유하는 정도

SN3 주  사람들이 SNS에서 정보공유 하는 정도

정보공유 
태도

정의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한 정  는 부정  감정

Bock et al.[19]
Fishbein and 
Ajzen[27]

Hsu and Lin[30]

AT1 SNS를 통한 정보공유에 한 좋은 감정의 정도 

AT2 SNS를 통한 정보공유에 한 유익한 감정의 정도

AT3 SNS를 통한 정보공유에 한 즐거운 감정의 정도

AT4 SNS를 통한 정보공유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한 감정의 정도

AT5 SNS를 통한 정보공유에 해 느끼는 명한 행동인가에 한 감정의 정도

정보공유 
의도

정의 SNS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

Bock et al.[19]
Fishbein and 
Ajzen[27]

Hsu and Lin30]

IT1 앞으로도 SNS를 통해 다른사람과 정보공유를 할 것인가에 한 의지의 정도

IT2 앞으로도 SNS를 통해 다른사람과 정보공유를 하기를 기 하는 정도

IT3 앞으로도 계속 SNS를 통해 정보공유를 할 것이라는 의지의 정도

IT4 아는 정보를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의지의 정도

IT5 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려는 의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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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먼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6%와 

44%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20  54.4%로 가

장 많았으며 30 가 44.8%, 40  이상이 0.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한 자세한 인구통계

학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여

135

106

56.0

44.0

연령

20

30

40  이상

131

108

2

54.4

44.8

0.8

직업

학생

공무원

회사원

문직

사무/기술직

자 업

주부

기타

118

4

85

14

10

4

1

5

49.0

1.7

35.3

5.8

4.1

1.7

0.4

2.1

최종 

학력

고교 졸업(이하)

학 재학

학 졸업

학원 재학

학원 졸업

4

103

98

27

9

1.7

42.7

40.7

11.2

3.7

4.3 타당성  신뢰도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한 검증에 앞서 다항목 변수들에 

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같은 개념

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이라고도 한

다[8]. 

탐색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모든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Princi-

pal Component Analysis)과 요인 재치(Factor 

Loading)값의 단순화를 하여 직각회 방식(Va-

rimax)을 이용하 다.

요인 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의 

정도를 나타내며 먼  고유값(Eigen Value)은 특

정요인에 재된 모든 변수의 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으로 일반 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고유 

값은 1.0 이상, 요인 재치는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2]. 

그리고 공통성(Communality)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공통성이 0.4 이하이면 낮다고 정한다[28]. 

본 연구에서 고유 값은 모두 1.0 이상이며, 요인 

재치는 0.4 이상이며 모든 변수의 공통성 값은 

0.5 이상으로 기 을 충족하 다. 단 기 치 이하

인 소통의 요인 소통 1은 제거하 다. 

그리고 다항목으로 측정된 항목들이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Re-

aliability)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 된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변수 측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Cronbach’s Alpha 계수

의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값은 모두 0.7

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41]. <표 

5>은 탐색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값을 나타

낸 표이다.

4.4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타당성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 고 이후 측정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계

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앞서 실시한 탐색  요인분석은 

확인  요인분석의  단계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는 확인  요인분

석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

론에 도달 할 수 있다[8].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과 개인의 심리  동기요인이 사용자의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향    155

<표 5> 탐색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변수
성분

공통성
1 2 3 4 5 6 7 8 9

정보
공유 의도

IT2
IT1
IT4
IT3
IT5

.834

.806

.788

.777

.651

.057

.069

.126

.044

.129

.181

.257

.244

.240

.148

.183

.131

.164

.151

.142

.097

.089

.129

.130

.086

-.069
-.052
.003
.069
.198

.164

.180

.139

.176

.045

.176

.224

.127

.264

.147

.021
-.009
.020
.003
.139

.838

.831

.809

.776

.572

 이미지

IM3
IM2
IM1
IM4

.039

.089

.103

.103

.908

.900

.878

.831

.167

.194

.137

.052

.071

.089

.093

.035

.150

.116

.170

.169

.099

.115

.109

.153

-.019
.019
.047
-.013

.034

.005
-.054
-.010

.003
-.015
.001
-.038

.892

.890

.855

.759

정보
공유 태도

AT2
AT3
AT1
AT5
AT4

.167

.204

.160

.233

.249

.251

.108

.161

.080

.025

.811

.785

.720

.631

.628

-.038
.093
.105
.201
.280

.178

.076

.141

.093

.003

.045

.100

.025

.127

.172

.030

.043

.076

.083

.077

.104

.043

.052

.155

.179

.049

.074

.167
-.007
.117

.797

.703

.638

.556

.617

이타  즐거움

EH3
EH1
EH4
EH2

.146

.104

.229

.245

.047

.084

.078

.111

.115

.156

.188

.057

.837

.819

.794

.738

.216

.257

.197

.286

.053
-.009
.022
.171

-.014
-.045
.119
.128

.069

.111

.097

.110

.030

.020

.116
-.038

.793

.794

.800

.761

정보
자기
효능감

SE1
SE2
SE4
SE3

.201

.177

.001

.100

.166

.192

.185

.158

.108

.097

.116

.173

.168

.272

.263

.257

.824

.818

.778

.764

.098

.032

.133

.063

.029

.037
-.041
.107

.057

.055

.067

.192

.099

.012
-.051
.081

.810

.826

.773

.748

Expert Ssarch
ES2
ES1
ES3

.016

.096
-.030

.181

.110

.146

.081

.096

.155

.037

.069

.064

.059

.113

.088

.895

.881

.858

.075

.009

.128

-.043
.015
-.131

.034

.031

.014

.853

.825

.828

Identity
ID2
ID3
ID1

.156

.160

.155

.057
-.014
-.020

.056

.038

.129

.005

.020

.095

.061
-.029
.064

.098

.001

.108

.888

.841

.789

-.005
.055
.166

.044
-.001
.076

.834

.739

.722

주  규범
SE2
SE1
SE3

.258

.214

.312

-.022
.004
-.017

.194

.085

.139

.051

.165

.135

.098

.080

.141

.011
-.066
-.130

.003

.176

.062

.846

.833

.731

-.016
-.047
.009

.833

.818

.711

Communication
CO3
CO4
CO2

.054

.075
-.014

-.001
-.017
-.025

.075

.108

.083

.066

.034
-.003

.022
-.058
.121

.000

.091
-.016

-.008
.084
.027

-.091
.050
-.005

.908

.838

.785

.847

.743

.639

Eigen-Value
분산설명(%)

3.767
11.078

3.468
10.201

3.199
9.410

3.141
9.237

3.074
9.041

2.596
7.636

2.366
6.958

2.355
6.927

2.263
6.657

-
-

Cronbach’s Alpha .913 .936 .852 .901 .901 .900 .836 .852 .816 -

<표 6>과 <표 7>은 각각 확인  요인분석

(CFA)과 별타당성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개념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값을 살펴볼 때 요인간의 

별 타당성이나 신뢰도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AVE 값은 잠재변수를 측정변수들이 얼마나 설명

하는 지를 분산의 크기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별

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며, 개념 신뢰도는 

측정변수들의 내 일 성을 설명하는 지표로 모두 

0.6 이상이므로 신뢰성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

다[16].

신뢰성 검사의 기 에 의하면 첫째, 잠재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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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확인  요인분석(CFA) 결과 

잠재변수 측정 항목 비표 화 계수(λ) C.R P 표 화 계수(λ) AVE 개념 신뢰도

Identity

ID3

ID2

ID1

1.000

1.333

1.032

-

11.77

11.12

-

***

***

0.742

0.889

0.758

0.630 0.835

Expert

Search

EX3

EX2

EX1

1.000

1.019

0.914

-

17.49

15.894

-

***

***

0.859

0.910

0.704

0.701 0.875

Communication

CO4

CO3

CO2

1.000

1.283

0.717

-

10.801

9.772

-

***

***

0.741

0.976

0.623

0.548 0.779

이타

즐거움

EH4

EH3

EH2

EH1

1.000

0.983

0.974

0.963

-

15.509

15.300

15.914

-

***

***

***

0.857

0.823

0.816

0.837

0.673 0.892

정보

자기

효능감

SE4

SE3

SE2

SE1

1.000

1.078

1.148

1.035

-

13.409

15.065

14.313

-

***

***

***

0.775

0.812

0.897

0.857

0.712 0.908

이미지

IM4

IM3

IM2

IM1

1.000

1.124

1.091

0.985

-

17.371

17.551

16.258

-

***

***

***

0.792

0.933

0.941

0.891

0.758 0.926

주

규범

SN3

SN2

SN1

1.000

1.030

0.906

-

13.044

12.809

-

***

***

0.776

0.847

0.827

0.650 0.848

정보

공유

태도

AT5

AT4

AT3

AT2

AT1

1.000

1.052

1.266

1.319

1.231

-

9.099

10.241

10.654

9.66

-

***

***

***

***

0.664

0.675

0.780

0.823

0.725

0.633 0.897

정보공유

의도

IT5

IT4

IT3

IT2

IT1

1.000

1.238

1.385

1.478

1.506

-

10.209

10.678

10.95

11.011

-

***

***

***

***

0.615

0.814

0.870

0.905

0.913

0.696 0.918

측변수에 미치는 향인 λ은 0.5 이상, 둘째 합

성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은 0.7 이상, 셋째 

추출된 분산평균(AVE：Average Variance Extrac-

ted)값이 0.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리

고 타당성 검사의 기 으로서 첫째, λ값이 (C.R. 

＞ 1.96)에 유의하여야하며 둘째, λ값이 0.7 이상, 

셋째, 두 잠재요인의 AVE1과 AVE2 값이 상 계

수의 제곱보다 커야한다고 하 다.

4.5 연구모형의 합도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검증하 다. 모형의 반  합도를 

나타내는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값의 경우 최 모형 기 인 ≤ 0.05에 약

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설명력을 나타내

는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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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별타당성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Identity 0.630 0.024 0.002 0.008 0.022 0.034 0.121 0.09 0.061

Expert Search 0.155 0.701 0.003 0.023 0.003 0.003 0.177 0.188 0.317

Communication 0.047 0.063 0.548 0.009 0.001 0.002 0.104 0.071 0.016

이타  즐거움 0.039 0.085 0.073 0.673 0.183 0.050 0.014 0.031 0.010

자기 효능감 0.026 0.044 0.034 0.428 0.712 0.090 0.008 0.035 0.005

이미지 0.040 0.002 0.018 0.224 0.301 0.758 0.003 0.100 0.000

주  규범 0.211 0.053 0.149 -0.058 -0.044 0.182 0.650 0.104 0.292

정보공유 태도 0.034 0.199 0.164 0.201 0.094 0.153 0.096 0.633 0.033

정보공유 의도 0.271 0.185 0.136 0.186 0.058 0.048 0.186 0.324 0.696

주) 각선에 있는 수치는 각 연구 개념들의 AVE, 상 는 상 계수의 제곱값, 하 는 상 계를 나타냄.

<표 8> 모형 합도

합도 지수 연구모형 최 모형 기 이론  근거

부합지수

모형 반  합도

X
2

929.125
***

p > 0.05

Hair et al.[28]
김계수[2]

X
2
/df 1.844 1.0 ≤ X

2
/df ≤ 2.0～3.0

RMSEA 0.059 ≤ 0.08

SRMR 0.105 ≤ 0.05

모형설명력

GFI 0.817 ≥ 0.8～0.9

Hair et al.[28]
김계수[2]

AGFI 0.784 ≥ 0.8～0.9

PGFI 0.692 ≥ 0.5～0.6

PNFI 0.763 ≥ 0.5～0.6

증분
부합지수

독립모형 VS. 연구모형

NFI 0.849 ≥ 0.9

Bentler(1992)
IFI 0.925 ≥ 0.9

TLI 0.915 ≥ 0.9

CFI 0.924 ≥ 0.9

합도 기 이 0.8 이상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좋다

고 해석되는데 본 모형에서는 0.784로 약간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GFI의 경우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 성(inconsistencies)으로 인

하여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

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을 권고

하고 있다.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의 합도 지수값들이 양호한 기

으로 제시된 값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반

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

기 해 경로계수 값과 p-value 값을 제시함으로

써 연구가설에 한 경로간의 유의성을 평가하

다. 먼  개인의 심리  동기요인에서 이타  즐

거움(경로계수 = 0.159, t-value = 3.038)과 이미지

(경로계수 = 0.158, t-value = 3.706)는 통계  유

의수  하에서 정보공유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리고 정보 자기효능감(경로계수 = 0.064, t- 

value = 1.015)은 정보공유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이는 앞선 선행

연구들  김종애[5]와 박경수, 임용환[6]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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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value 결과

H1 Identity → 정보공유 태도 0.117 0.049 2.393 0.017 채택

H2 Expert Search → 정보공유 태도 0.045 0.036 1.265 0.206 기각

H3 Communication → 정보공유 태도 0.080 0.034 2.325 0.020 채택

H4 이타  즐거움 → 정보공유 태도 0.159 0.052 3.038 0.002 채택

H5 정보 자기효능감 → 정보공유 태도 0.064 0.064 1.015 0.310 기각

H6 이미지 → 정보공유 태도 0.158 0.043 3.706 0.000 채택

H8 주  규범 → 정보공유 의도 0.324 0.052 6.262 0.000 채택

H7 정보공유 태도 → 정보공유 의도 0.514 0.085 6.035 0.000 채택

는 다르며 박 선, 이동만[7]의 연구와는 동일하

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속성 요인

에서는 Identity(경로계수 = 0.117, t-value = 2.393)

과 Communication(경로계수 = 0.080, t-value = 

2.325)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정보공유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으

며, Expert Search(경로계수 = 0.045, t-value = 

1.265)은 정보공유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그리고 합리  행동이

론의 요인인 정보공유태도(경로계수 = 0.514, t- 

value = 6.035)와 주  규범(경로계수 = 0.324, 

t-value = 6.262)로 정보공유 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표 9>은 경

로분석에 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시사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 지는 정

보공유의 동기요인으로 개인의 심리  동기요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체의 기능  요인이 정보공

유 의도에 해서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탐색하

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 다. 연구결

과와 그에 따른 시사 들은 다음과 같다. 

먼  정보공유 의도의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  

동기 요인  이타  즐거움과 이미지는 정보공유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어 이는 다시 정보공유 

의도에까지 정 인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  즐거움의 경우 정보공유를 하는 

행동이 타인을 돕기 한 것이라 여기고 정보를 

공유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기 해 더 노력할 

수 있고 정보공유를 하는 것에 해서도 더 정

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지의 경

우는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에 해 가

지는 신뢰나 명성을 얻는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강

할수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해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정보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정보공유태도에 

정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인

데 정보를 공유할 때 자신이 타인이 느끼기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각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해 극 이고 정 인 태도를 가지고 하

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가 

타인이 느끼기에는 가치 있는 정보라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소극

인 심리상태가 되는 경우 정보공유를 하는 것에 

해 부정 인 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

라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  자기정

체성과 소통의 기능은 정보공유 태도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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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어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는 사회  

이슈나 뉴스 등 문 인 정보이외에도 문성이 

결여되더라도 자신의 경험, 생각, 의견 등도 포함

되는 개념이며 설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자기정

체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표

의 기능들을 통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 자

신의 재 상태를 표 하는 것인데 정보공유와의 

계에서 보면 자신의 존재를 표 하고 인정받음

으로 인해 자신을 알아 주길 바라는 욕구가 작용

되어 이러한 것이 단순히 올린 개인의 신변잡기와 

련된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게 된다

면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해 높은 인식

을 하며 타인에게도 자신의 상태에 한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소통의 기능은 소셜네트워크서

비스의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견해나 

의견 등이 다수의 인원들에게 쉽게 달되어 지고 

공유되며 개방, 참여와 같은 가치를 잘 나타내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소통을 하는 와 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

으며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과도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사회 으로 요한 이슈

나 문제에 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

을 공유할 수 있는 은 정보공유에 정 인 

향을 미친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문지식인 탐색의 기능은 상과 다르

게 정보공유 태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특정제품을 구입시 의사결정의 로세스

가 복잡하고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도가 높은 제품이나 문 인 지식이 필요한 특

정 문제에 해서 해결을 해 소셜네트워크서비

스에서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 는 있을 수도 있다

고 생각 된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필요로 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라 이것이 정보

를 공유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합리  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태도와 

주  규범이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온 결과

이며 정보를 공유하려는 동기요인들이 정 이면 

태도 한 정 인 상태가 되며 이는 정보를 공

유하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과 련된 집단의 인원들이 소셜네트

워크서비스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기 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 기라면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에서의 정보공유에도 정 인 작용

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

Web 2.0을 기반으로 한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

를 추구하며 시작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시간이

나 공간  한계를 넘어 실시간으로 다양한 구성원

들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이 지는 정

보공유의 요인을 악하기 해 개인의 심리  동

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정보

공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개인의 심리  요인들이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

서 정보공유의 요인으로 분석되어 사용된 기존의 

논문은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과 결과는 

같지 않았으며 이는 인간의 심리 인 측면을 활용

한 것은 결과 인 면에서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연구된 요인들에 

해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이 정보를 공

유하는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본 연구가 

최 로 시도하고 있는 에서 이를 활용한 시사

은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실무 인 측면에서는 빠

르게 확산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높은 

심으로 인해 기업은 물론 국가나 공공기 에서

도 이를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구축되거나 

마  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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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세계 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심

이 높은 가운데 기업이나 국가, 공공기 에서 소

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마

을 한 도구로 이용이 될 때 사용자들의 심을 

끌기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측면에 

맞춰서 략을 구상해야 하는지에 해 이해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방 인 단방향 인 정보의 

달이 아닌 양방향(Two-Way Communication)

인 면이 요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는 단순히 사용자들에게 정보만 유통되고 공유되

는 것이 아닌 사용자 들 간의 다양한 생각, 경험, 

기분이나 감정 까지도 원활히 공유되고 이를 바탕

으로 서비스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

인의 로필이나 성향에 따른 타켓 고의 성장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개인의 개성에 맞춰 고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

보일 계획도 시도되고 있는 과 련이 있을 것

이다[13].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이용하여 사내 직원들의 업무 소통과 업을 

한 주요 통신 수단 허 로 활용하는 것에 심

을 가지기 시작하 다[7].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기업 내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한 수단으

로 활용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소통

의 기능이 정보를 공유하는 태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서 제시하자면 정서 인 

소통이나 교감을 통해 직업 내 뿐만 아니라 외부

인 마  략으로 활용 시에도 소통을 통한 

계 구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랫폼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효과 으로 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과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Web 2.0 시 의 환경에서 

보다 나은 기업환경과 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5.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

에 한 비 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을 보완해사 확 해서 진행될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기능은 기

존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쓰

인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서 추출된 기능만 가지고서는 표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해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에 

한 개인의 동기요인으로 용된 변수들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를 보완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에 수행될 

연구들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범 를 명확

하게 정의하고 그에 다른 기능들을 분명히 분류하

고 표본 집단의 구성과 범 를 좀 더 확 해서 진

행된다면 보다 나은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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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정보시스템 구축이며, 지진  재난방재 련 분야 논문 다수를 

학술지에 발표하 다. 

최 정 일 (jichoi@ssu.ac.kr)

재 숭실 학교 경 학부 교수로 재직 이며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에서 경 학 박사학 를 취득하 다. 경력으로는 미국 메리맥 학 

경 학에서 교수로 재직하 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리고 

랑스 인시아드(INSEAD)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 다. 주요 심분야는 온

라인 비즈니스 모델 연구, 정보통신 기술 신  수용, 정보시스템 이용의 

성과 리, 서비스 품질과 디자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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