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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과잉적 사용으로 야기되는 서비스 중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비스 중독은 능률 저하, 심리 및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독 메커니
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서비스 습관을 서비스 중독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자기표현, 네트워크 관리, 정보 검색의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페이스북 사용자 206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서비스 습관은 서비스 중독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기표현, 네트워크 관리, 정보 검색은 서비스 습관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용자들에 대한 중독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관련 디지털 융복합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독, 습관, 이용과 충족 이론, 디지털 융합

Abstract  Given social problem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ddiction,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user's 
formation mechanism of SNS addiction. Since a number of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negative outcomes of 
excessive SNS use, the researchers examined important antecedents of SNS addiction as SNS habit that is 
considered as a key driver of SNS addiction. Moreover, the effects of self-expression, network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arch on SNS addition formation were investigated. The proposed theoretical model was 
empirically tested by using longitudinal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6 Facebook user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SNS hab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SNS addiction. Further, self-expression, network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arch influence SNS addiction through SNS habit. The analysis results offer 
some in-depth perspectives to SNS providers and government that establish policies or digital convergence 
strategies to induce healthy SN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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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

서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속하여 네트워크를 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서비스  경  정보 연구들에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사용자들의 행태를 살펴보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1, 2]. 하지만 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련 연구들은 지속 사용 의도나 정보 공유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용 독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3, 4]. 2014년 국에서 

수행한 조사 자르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TV, 커피보다도 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서비스로 선정

되었다[5].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스

마트폰 독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정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독을 유발 메커니즘

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독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으로 서비스 습 을 고려하 다. 서비스 습 이라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해서 서비스를 반복하여 

사용하다 보면 무의식 으로 행 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하루에도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서비스 습 은 서비스 독 형성의 핵심

인 향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습 이 독 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습 에 향을 미치는 선

행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동기는 주로 이용

과 충족 이론이 용된다[6, 7]. 이용과 충족 이론이란 사

람들이 특정 미디어를 선택할 때 개인 욕구 충족을 해 

능동 으로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8].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에서 자주 고려되는 이용 동기로는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 엔터테이먼트 등이 있다[6, 7]. 

를 들어, C. S. Lee and L. Ma[9]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

어 사용자들이 미디어에 뉴스를 공유하는 동기로 정보 

검색, 즐거움, 사회  지  획득 등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습  형성에 개

인 이용 동기가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하 으며, 

그 가운데 여러 연구들에서 고려되고 있는 자기표 , 네

트워크 리, 정보 검색의 향을 살펴보았다.

요약 하면,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자들의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독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서비스 습 을 

고려하 으며,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이 서

비스 습 과 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206명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분석하 으며, 독 형성의 동 인 향을 

살펴보고자 종단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 분석 결

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사용자들의 건 한 사용을 유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제 2장에서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과 습 에 한 이론  고찰을 

수행하 다.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제안하 으며 가

설을 제시하 다. 제 4장에서는 설문지 항목과 데이터 수

집 방법을 기술하 고, 제 5장에서는 측정 항목의 신뢰성

과 연구 모형을 분석하 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 결

과의 시사 을 도출하 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한 논

의를 진행하 다. 

2. 연구 배경 

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습관

사용자들의 행 를 살펴보는데 주로 사용되는 합리  

행  이론[10]과 기술 수용 이론[11]은 사용자들은 합리

 의사 결정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 즉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신념, 사용 의지, 행 로 이어지는 로

세스로 간주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무의식 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습 이 실제 행 의 많은 부분을 설명

함을 보여주고 있다. 습 은 특정 상황  단서와 이에 반

응하는 행 가 반복되면,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

의식 으로 행 를 반복하게 된다[12]. 특히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서

비스의 경우 습 이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3]. 이는 

사용자들이 인지  과정을 거치는 것에 해 인색하기 

때문에 무의식 으로 일을 처리해서 인지  비용을 낮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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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14]. 그래서 서비스 사용 습 은 실제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 특히 O. Turel and A. Serenko[4]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 습 이 독을 유발하

는 핵심 선행 요인으로 고려하 다. 

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독

여러 서비스 경   경  정보 연구들에서 정보 서비

스 사용은 개인이나 기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가정한다[15]. 하지만 최근 서비스 경   경  정

보 연구에서는 서비스 과잉 사용은 개인이나 기업에 부

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 시

스템 련 연구들에서 서비스 독이 래할 수 있는 부

정  효과들로 정신  육체  문제, 개인의 행복 문제, 

학업  업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4, 16]. 그리고 여러 정보 서비스 가운데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유희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쉽게 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

마트기기 보 이 확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독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에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O. Turel 

and A. Serenko[4]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서 사용자들이 독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사용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정보와 즐거움을 얻기 해 

서비스에 자주 속하다보면 습 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

한 잘못된 습 이 서비스 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

증 으로 분석하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70% 이상이 날마다 속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사용자들은 서비스 사용 독 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독된 

그룹은 일 일 면 계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 모형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

의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습 이 독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고

려하 으며, 이용과 충족 이론 에서 자기표 , 네트

워크 형성, 즐거움, 정보 검색의 역할도 함께 살펴보았다. 

[Fig. 1]에 제안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1 서비스 습관

습 은 상황  단서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

복  행 를 통해 무의식 으로 발생하는 행 를 의미한

다[12]. 습 은 심리학, 소비자 행동에서 자주 반복 구매

하는 상품의 무의식  구매에 해 살펴보기 해 자주 

용되었다[13, 17]. 이는 소비자들이 같은 상황에서 단

을 내릴 때 매번 인지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기존에 했

던 로 하는 것이 인지  비용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 경 과 정보 시스템 연구들에서는 주로 

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  이론, 기술 수용 모형 등은 

합리 인 단에 근거하여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한

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최근 련 연구들에서는 서비스

의 반복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의도 으로 지속 

사용을 결정하기보다 습 으로 사용을 하게 됨을 밝히

고 있다[13, 14]. 특히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는 하루에도 자주 속하는 서비스로 사용

자들은 습 으로 속하게 된다. 이는 이런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상은 심화되고 있다. 

A. Oulasvirta et al.[18]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스마트

폰을 34번 이상 사용하여 습 이 고착화됨을 밝히고 있

다. 그리고 O. Turel and A. Serenko[4]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습 을 고

려하 으며, 습 의 선행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습 을 독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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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서비스 습 은 서비스 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3.2 자기표현

자기표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정  이미지를 보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

지를 최소화하려는 행 로 정의된다[19]. 가상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상의 가상 공간을 통해 자신

을 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기표 의 역

할에 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7, 

19]. 사용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목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리하기 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20]. 를 들어, 

다른 사람의 생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를 해주거

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로를 해주는 등 서비스 상

에서의 자신의 정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서비스 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자료 공유  ‘좋아

요’를 클릭하는 등의 선별 인 행 를 통해 자신에 한 

정  이미지를 형성하기 해 노력한다. 자기표  노

력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습 이 증가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한 이러한 자기표 을 한 행 를 반복하다

보면 서비스 독이 될 확률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

서 자기표 을 서비스 습 과 독을 형성하는 핵심 요

인으로 고려하 다.

H2a: 자기표 은 서비스 습 에 양(+)의 향을 

     미친다. 

H2b: 자기표 은 서비스 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3.3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네트워크를 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

한다[1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

기 쉽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

들은 친구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기 해 서비스를 

이용한다[6, 21].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뿐만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 리

도 강화시킨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들

이 네트워크 리에 한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록 습 이 형성될 확률이 증가한다. 한 네트워크 

리를 해 자주 서비스에 속하다보면 서비스에 독될 

확률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H3a: 네트워크 리는 서비스 습 에 양(+)의 향을 

     미친다. 

H3b: 네트워크 리는 서비스 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3.4 정보 검색

정보 검색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나 

기업 계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7].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자신의 취마나 

심사에 한 최신 자료를 얻거나 자료를 공유하기 해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한다. 개인들은 친구들이 공유한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래서 

기  이론과 충족을 용한 연구들에서 정보 검색이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에 향을 미

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6, 20]. 이런 최근 자료 

 기사에 한 정보 검색은 사용자들이 지속 으로 서

비스를 방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정보 검색은 습 과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H4a: 정보 검색은 서비스 습 에 양(+)의 향을

     미친다. 

H4b: 정보 검색은 서비스 독에 양(+)의 향을 

     미친다. 

4. 연구 방법

4.1 척도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해서 설

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설문 항목은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서

비스 경 , 경  정보, 미디어 문헌에서 도출되었다. 세 

명의 서비스 운   경  정보 연구자들이 개발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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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tructs of Research Model

Construct Measurement Item Reference
Factor

Loading

Cronbach alpha for 

deleted item 

Eigen

Value

Total

Cronbach's

  

SNS

Addiction

Neglect important things

Charlton and 

Danforth

[3]

.879 .929

4.017 .939

My social life has sometimes suffered .917 .919

Interfered with other activities .863 .933

I often feel agitated .902 .923

Unsuccessful attempts to reduce Facebook use .919 .918

SNS Habit

Using Facebook without being aware of the choice
Polites and  

Karahanna 

[22]

.894 .808

3.184 .914
Unconsciously start using Facebook .917 .843

Choosing Facebook is I do without being aware .852 .743

Choosing Facebook is I do unconsciously .904 .825

Self-

Expression

Performance in presenting myself

Min and Kim

[21] 

.905 .830

3.326 .932
Productivity in presenting myself .911 .840

Effectiveness in presenting myself .937 .883

Usefulness in presenting myself .895 .814

Network

Management

Meet new people

Min and Kim

[21]

.853 .878

3.056 .896
Find others with the same interests .906 .848

Talk with people .924 .836

Hang out with people .809 .899

Information

Search

Obtain useful information
Ku, Chen,  

and Zhang

[7]

.908 .870

3.143 .908
Obtain helpful information .908 .870

Find out new information .901 .873

Acquire information inexpensively .828 .710

문항을 검토하 으며, 그들의 설문 문항에 한 피드백

을 반 하여 표   형식을 소폭 수정하 다. 20명의 

학생을 상으로 사  설문을 수행하 고, 모든 요인들

의 15명의 학생을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모든 요인들의 크론박알 (Cronbach’s alpha) 값은 

만족스러웠다. 모든 설문 문항은 7  리커트 척도

(Likert-type scale)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항목과 참고 문헌을 <Table 1>에 제시하 다. 

4.2 설문조사 수행과 표본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다양한 연

령층에 한 표본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연령층의 패 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문 설문 조사 업체에 의뢰하

다. 각 페이지에 락된 설문 항목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

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습 의 동  향을 살펴보

고자 종단  연구 설계를 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총 206명의 데이터가 연구 모형 분석에서 활용되었

고, 최종 데이터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 다.  

5. 연구 결과

5.1 신뢰도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신뢰성을 분석하고자 SPSS 16을 활용

하여 신뢰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증

에서 가장 리 활용되는 크론바흐 알  값을 사용하

다. 고려된 요인들의 신뢰성 검증을 해, 가장 리 사용

되는 크론바흐 알  값을 사용하 다. <Table 1>에 제시

하 듯이 모든 요인들의 크론바흐 알  값은 권장 수  

0.7을 상회하 다[23]. 한 각 요인들의 고유값과 각 설

문 항목이 제거되었을 때 크론바흐 알  값을 함께 제시

하 다.  

Demographic Item
Subject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27 61.7

Female 79 38.3

Age

<30 61 29.6

30 - 40 69 33.5

>40 76 36.9

Usage

 Time per 

Month

Less than 10 mins 22 10.7

10 mins - 30 mins 53 25.7

30 mins - 1 hr 20 9.7

1 hr - 2 hrs 30 14.6

2 hrs - 5 hrs 34 16.5

More than 5 hrs 47 22.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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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t-value p-value VIF
Adj.

R²

Self-Expression .270 3.609 p<0.001 2.209

.481
Network 

Management
.354 4.510 p<0.001 2.241

Information Search .161 2.319 p<0.01 1.905

<Table 4> Effects of Self-Expression, Network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arch
on SNS Habit

5.2 가설 검증

제안한 연구 모형은 회귀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향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첫째, 서비스 

독에 한 모형 타당성은 F=16.236 (p<0.001)으로 통계

으로 연구 모형은 합한 것으로 단된다. F값은 설

명되는 분산과 잔차 분산의 상  크기를 반 한 것으

로 F값이 클수록 설명되는 분산의 크기가 증가함을 의미

한다. 상한 것과 같이 서비스 습 은 서비스 독에 유

의한 향을 미쳤지만,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

색은 직 으로 서비스 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제안한 연구 모형은 서비스 독 분산의 22.9%

을 설명하 다. 일반 으로 설명되는 변수 분산의 20%이

상을 설명하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23]. 

Cause  t-value p-value VIF
Adj. 

R²

SNS Habit .362 4.224 p<0.001 1.956

.229

Self-Expression -.120 1.271 N.S. 2.351

Network

Management
.159 1.583 N.S. 2.676

Information

Search
.132 1.542 N.S. 1.956

(N.S.: No-Significance Path)

<Table 3> Effects of Antecedents on SNS
           Addiction

<Table 4>에는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

이 서비스 습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습

에 한 모형의 타당성은 F=64.366(p<0.01)으로  연구 

모형은 통계 으로 합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

은 서비스 습 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제안한 연

구 모형은 서비스 습  분산의 48.1%를 설명해주었다. 

5.3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 모형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서 살펴보았다. <Table 5>에 

연구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서비스 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서비스 습 을 고려하 다. 그리고 이용

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을 고려하 다. 상한 것과 같이 서비스 습 은 서

비스 독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 다. 자기

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은 서비스 습 에만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ffect Cause Coefficient t-value Hypothesis

H1
SNS

Addiction
SNS Habit .362 4.224 Accepted

H2a
SNS

Habit
Self-Expression .270 3.609 Accepted

H2a
SNS

Addiction
Self-Expression -.120 1.271 Rejected

H3a
SNS

Habit

Network

Management
.354 4.510 Accepted

H3b
SNS

Addiction

Network

Management
.159 1.583 Rejected

H4a
SNS

Habit

Information 

Search
.161 2.319 Accepted

H4b
SNS

Addiction

Information 

Search
.132 1.542 Rejected

<Table 5> Summary of the Results

6. 연구 결과

본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실

무  에서 시사 들을 제공한다. 첫째,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독 형성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최근 여러 서비스  경  정보 연구들에서 IT 서비스에 

한 독 상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자들의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독 형성의 핵심 선

행 요인으로 서비스 습 을 고려하 다. 본 연구 분석 결

과 서비스 습 은 서비스 독 형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에 한 습 이 형성되었다

는 것은 그 서비스 사용 여부 단 없이 무의식 으로 과

잉 사용하다보면 독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논의하 듯이, 독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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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같은 심리 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학업  업무 능률 하 등의 개인 삶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 상을 막기 해서는 사용자들이 

서비스 사용하는 습 이 형성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이 강의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거

나 운  에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습 에 향을 미치는 선

행 요인들에 해 살펴보았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특정 미디어를 자의 으로 선택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이론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련 연구들에서 주로 고려되

고 있는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이 서비스 습

과 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자기표 , 네트

워크 리, 정보 검색은 습 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

지만, 독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사용

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습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직 으로 

독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자기표 , 네트워크 리, 정보 검색들은 

직  서비스 독에 향을 미치기 보다 서비스 습 을 

매개로 하여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을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독의 동  향을 살펴보기 해 종단  연구 방법을 

도입하 다.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련 연구들에

서는 횡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시 에서의 서비스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 다. 이런 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사용자들의 

독의 선행 연구의 동  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독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독되었을 

때, 사용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  신체  효과에 

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페

이스북에 해서만 설문을 진행하 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설문을 진행하여 일반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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