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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태도, SNS 추천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연구모형은 SNS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435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테스트하였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SPSS 21
과 PLS 2.0이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자기효능감은 SNS 개인혁신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은 SNS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NS 태도는 SNS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은 각각 매개효과와 함께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SNS Attitude, and SNS Recommendation 
Intention in the SNS(Social Network Service). The research model was tested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435 users who 
have used SNS. SPSS 21 and PLS 2.0 technique used to perform these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and SNS Self-Efficacy have positive effects on SNS Personal 
Innovativeness. Also,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have positive effects on SNS Self-Efficacy. Second, the results indicate 
that SNS Self-Efficacy and Personal Innovativeness have positive effects on SNS Attitude and SNS Attitude have positive effects 
on SNS Recommendation Inten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and SNS Attitude, it was shown 
thant SNS Self-Efficacy and Personal Innovativeness had a mediation and multiple mediation effect,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esented practical implic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related to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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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이자, 인류 모두에게 공

평하게 분배되는 유일한 자원이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1]. 우리는 이런 공평하

게 분배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바쁘게 움

직이며, 또 움직인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이런 바쁜 현대인들에게 실

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극대화된 효율성을 제공하기도 하지

만 반면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려

야 한다는 피로감 또한 느끼게도 한다.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SNS의 사용이 급증하고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SNS의 이용률은 급속도로 증가[2]하지만, SNS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경쟁자들

로 인해, 기존 회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높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나 SNS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공간이자 새로

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에[3], 해당 SNS에 대한 구전에 의

한 추천은 SNS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중요한 이

슈라 할 수 있다. 추천은 기업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4].
그동안의 SNS의 추천의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SNS 추천

의도의 선행변수로 SNS 태도와 만족, SNS 태도와 만족의 선

행변수로 SNS 지각된 가치나 SNS의 품질과 같은 특성이 대부

분 주로 다루어져 왔고, 상대적으로 SNS 개인특성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 태도에 관

련한 중요 선행요인들로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관련 중요 변

수들을 발굴하여 개인특성, 태도, 추천의도와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시간관은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

며, 경영학 분야에서도 개인특성변수로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간관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SNS 추천의도와 관련

성이 있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으

며,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태도, SNS 추천의도와의 관계에

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온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

성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SNS 개인특성

1) 미래지향적 시간관

Zimbardo&Boyd[5]는 시간관(Time Perspective)을  “시간

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이며 우리의 삶에 질서와 조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활을 시간의 범주로 나

누는 과정”이라 정의하였으며[6], 이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간관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과거 부정적(Past-Negative) 

시간관이며, 둘째는 과거를 온화하고 향수적이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태도인 과거 긍정적(Past-Positive) 시간관이다. 셋째는 

현재의 순간에 중점을 두는 현재 쾌락적(Present-Hedonistic) 
시간관, 넷째는 특별히 선호하는 시간대가 없는 일종의 중립적 

태도 현재 운명적(Present-Fatalistic) 시간관이다. 다섯째는 미

래의 성취를 위해 목표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태도로서 미래지

향(Future-Oriented) 시간관이다[7][8].
5가지 시간관 중 본 연구의 주요 선행요인인 미래지향적 시

간관에 대해 살펴보면, 미래 지향적 태도가 높은 사람은 현재

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유발할지에 관심을 지니고 있어

서 현재보다 먼 미래에 초점을 두고 훗날의 성공을 목표로 추

구하며,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안위를 희생한다[9].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현재의 쾌락을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미래에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 긍정적 

사고로 인해, 좀 더 나은 목표를 위해 즉각적 보상이 적더라도 

미래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현재 행동에 노력과 시간 

등 자신이 가진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한다[5][10].
따라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특성이라 정의

할 수 있다[11][12][8].

2) SNS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기 자신이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 Bandura[11]는 

자기효능감을 “지목된 특정 유형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요구되

는 일련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13]라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 활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

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11][14].
Park[13]은 지식제공 자기효능감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으며, Lee[14]는  자기

효능감을 MSN(Mobile Social Network) 환경에서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으로, 
Jo&Park[15]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모바일 쇼핑 서비스의 성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각정도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Hyun&Kim[16]은 자기효능감을 정보효능

감과 관계효능감으로 나누고 정보효능감을 ‘SNS 이용자가 자

신이 이용하는 SNS에서 정보습득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에 대

한 자신의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Lee at al.[3]은 자기효

능감을 유튜브 여행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여행정보를 검색할 

경우 자신이 목표한 만큼 여행정보를 검색해 낼 수 있다는 개

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나 확신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SNS 자기효능감은 ‘SNS를 편

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확신과 같은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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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개인혁신성

혁신성은 개인적인 특성의 하나로 새로운 자극에 개방적이

며 신제품 채택과 같은 소비자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도 제품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말하며[17], Oh&Hwang[18]은 소비자 혁신성을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선호, 먼저 이용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혁신성은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일반적

인 성격특성으로 다른 어떠한 변인들보다 소비자들이 신상품

을 선택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19][20].
기존 연구에서 개인혁신성은 새로운 수용 요인을 기초로 하

여 한 개인이 같은 사회 구성원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며[21], 개인에 의해 

새롭게 인지되는 개념, 관행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22][3].
IT와 관련된 연구로 Jang&Noh[17]은 개인혁신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혁신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먼저 수용하는

가에 대한 정도”, Ji&Park[23]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다

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사용해 보려는 개인적 성향 또는 자발

적인 의지”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혁신성을 ‘새로운 SNS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SNS 태도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태도는 인지, 감정, 의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태도를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보고 있다

[24]. 이성적 행위이론에 의하면 행위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고, 태도는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

는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25].
즉, 태도는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내

는 판단을 의미하며, 마케팅 분야에서의 제품태도는 자신이 

가진 태도와 가장 근접한 마케팅 자극 및 정보들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26].
IT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 Liu et al.[24]는 태도를 “모바일 

오피스 앱을 사용할 때 호의적으로 느끼는 평가 또는 행동 경

향”, Youm[27]은 게임태도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호감의 정도”로 정의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SNS 태도는 해당 SNS에 대

해 개인이 느끼는 호감의 정도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에 대한 개인의 호감의 정도’로 정의

하고자 한다.

2-3 SNS 추천의도

추천의도는 어떤 일에 대하여 이미 경험한 사람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으로서 구전을 말한다

[28].
이러한 구전에 의한 추천은 각 개개인의 직간접인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의 정보를 소비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는 과정[29]으
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추천의도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

을 주변사람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Kim et al.[4]은 추천의도를 “고객이 어떤 학원의 서비스를 

잠재적인 이용자에게 호의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이라 하였으

며, Sun[30]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IT와 관련된 연구에서 Lee&Lee[28]는 추천의도를 “앱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추천할 의향이 있으

며, 사용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 제시하였

으며, Lee[29]는 추천의도를 키오스크 서비스의 장소를 사람

들에게 알리고, 추천하며, 정보를 나누고, 사용법을 공유하고

자 하는 의도라 하였다.
따라서 SNS 추천의도는 ‘해당 SNS를 사용한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주변사람들에게 구전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S 개인특성인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자기

효능감, SNS 개인혁신성 간의 관계, SNS 개인특성이 SNS 태
도에 미치는 영향, SNS 태도가 SNS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

의 다중매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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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1)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

간의 관계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관리를 잘하며, 자
신의 미래에 가치를 두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

히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의

사결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 느낀

다[31][8].
따라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사람들은 미래 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에 있다는 것은 많은 연

구들[7][8][10]에서 주장되어져 왔다. 또한 혁신자는 비혁신자

에 비하여 개성적이고 개방적이며, 외향적이면서 자신감이 높

고,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모험적인 성향을 보이기[32][23] 
때문에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이들은 높은 개인혁신성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자기효능감은 어떤 바라는 성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8],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없거나 한계를 지닌 상황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 과

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혁신행동을 하기 

때문에[33],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개인혁신성이 높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개인혁신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SNS 자기효능감은 SNS 개인혁신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개인특성과 SNS 태도와의 관계 

Zimbardo&Boyd[5]는 “시간관이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삶

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행동, 태도를 예측하게 하는 변

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
시간관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대한 내현적 또는 

외현적 태도, 생각, 가치 등을 반영하며 의사결정, 상황판단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정서, 태도, 동기 등의 형

성에 영향을 미친다[5][9]. 따라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바

라보느냐에 따라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개인의 시간관은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 변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5][1],시
간관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34][8]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목표과제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며, 주

어진 목표를 얼마나 잘 추구할 것인지 등 목표 행동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12][35]. Kim et al.[35]는 MMS의 태도에

는 자기효능감, 상대적 이점, 서비스 신뢰성, 지각된 사용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즉, SNS 사용자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어서 SNS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SNS 사용에 대한 불

안감이나 두려움이 감소되기 때문에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ark[36]은 혁신성을 개개인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

라고 하였으며, 높은 혁신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신제품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휴대폰 사용자들은 비사용자 집단보다, 
일할 때에는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채용하는 혁신성향

으로 인해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24],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혁신성이 낮

은 사용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기술에 부정적이기도 

하다[37][38].
Oh&Hwang[18] 연구에서는 개인 방송 이용자의 혁신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3], Yoon&Han[39]
는 소비자의 혁신성향이 한국과 중국의 두 집단 모두 구전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또 다른 연구로 Kim et al.[8]은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자기

효능감이 창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미

래지향적 시간관과 창업태도간의 관계에 있어 불완전 매개변

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은 SNS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의 매개 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시

간관을 다시 고찰해 보면,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소유자들은 뛰

어난 목표관리로 인해 자신감이 높아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

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새로운 SNS 사용 및 기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4: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SNS 자기효능감은 SNS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SNS 개인혁신성은 SNS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SNS 자기효능감은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8: SNS 개인혁신성은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9: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은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 간의 관계를 다중매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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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태도와 SNS 추천의도와의 관계 

태도는 경험에 의해 학습되고,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하려는 감정이 뒤따르며, 지속적이고 규칙성을 가진 특

성이 있어 행동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 요인

으로 간주되어진다[40][41].
많은 연구에서 행동의도를 재구매의도와 긍정적인 구전, 추

천의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42], 구전은 상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으로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도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43][28].
Yoon[41]은 마리나 요트승선체험 이용객을 대상으로 가치, 

태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태
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Youm[27]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이용동기, 게임태

도, 지속적 이용의도, 추천의도에서 추천의도에 게임태도가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태도를 가진 소비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속성을 강

조하는 긍정적인 구전과 추천을 만들 것이며[44][28], 태도가 

긍정적인 구전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입증된바 있다

[45][28]. 따라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0: SNS 태도는 SNS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 중 일부를 수

정하여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미래지향적 시간

관은 짐바르도 시간관 설문지(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56문항 중 미래지향 시간관의 13개 문항에서 Tak et 
al.[6]에 의해 확인된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매

일 아침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업무를 정시에 완수한다”,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싶을 때,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다”, “내가 해야 할 일들

을 목록으로 만든다”, “오늘 밤 노는 것보다 내일 마감시간을 

맞추고 다른 필요한 업무들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와 같은 

5문항을 사용하였다.
SNS 자기효능감은 조작적 정의를 SNS를 편히 사용할 수 있

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하고, Larose et al.[46], Choi[2]의 연구

를 기반으로 “나는 SNS 관련된 용어나 단어를 이해하고 있으

며 사용하는데 편안하다”, “나는 SNS상의 기능들을 잘 이해하

고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컴

퓨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와 같은 5문항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SNS 개인혁신성은 ‘새로운 SNS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먼

저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특성’으로 정의하고, Lu[47], Kang[48]
의 연구를 기반으로, “나는 새로운 SNS가 출시되면 이용하고 

싶은 편이다”, “나는 항상 새로운 SNS 이용방식에 관심이 가

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SNS가 출시된다면 남들보다 먼저 

이용하고 싶은 편이다”, “나는 나의 주변사람들보다 새로운 정

보나 유행에 더욱 빠르게 반응한다”와 같은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NS 태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에 대한 개인의 긍정

적 호감의 정도’로 정의하고, Pollay[49], Shin et al.[50]의 연

구를 기반으로, “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가 (1)매우 싫

다 - (7)매우 좋다”,  “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가 (1)매우 

불쾌하다 - (7)매우 유쾌하다”, “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
가 (1)매우 부정적이다 - (7)매우 긍정적이다”와 같은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NS 추천의도는 ‘해당 SNS를 사용한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주변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 
Hallowell[44], Evanschitzky et al.[51], Lee&Lee[28]의 연구

를 기반으로, “나는 이 SNS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사람들에

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 SNS를 사람들에게 추천 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 SNS을 사용할 때의 경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이다”와 같은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4-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방식을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의 응답자가 선택한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 하나를 기준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435부의 설문지 중 응답누락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404부

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SPSS 21과 Smart PLS 2.0으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4-3 표본 자료의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 171명, 여
성이 233명으로 42.3%, 57.7%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총 404명 

중 20대가 167명, 30대 52명, 40대 150명,  50대 32명, 60대 이

상이 3명 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130명, 초대졸 45명, 대졸 159
명, 대학원 석사 45명, 대학원 박사 14명, 기타 11명으로 나타

났다. SNS를 하루에 접속하는 빈도는 3회 이하는 114명, 4~6
회 114명, 7~9회 58명, 10회 이상 118명으로 10회 이상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SNS 사용기간은 1년 이하는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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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4명, 2~3년 45명, 4년 이상 310명으로, 4년 이상이 

76.7%로 가장 많았다.

4-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KMO(Kaier Meyer Olkin)가 

0.914, Bartlett’s test 결과는 p <.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요인회전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은 4개이지

만, 카이제곱과 적합도를 통해 살펴본 요인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4요인의 RMSEA는 0.1156(χ2 = 740.399, df = 116, p < 
0.001), 5요인의 RMSEA는 0.0745(χ2 = 323.970, df = 100, p < 
0.001)로 5요인 모형이 적합도가 우수하였으며, 누적변량이나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5요인 구조가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설문항목들을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이, Chronbach’s  α

값이 0.849에서 0.943으로 모두 0.7이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으며, 요인적재값이 0.715에서 0.949로 모두 0.7이상이고, 
개념신뢰도가 0.892에서 0.963으로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

출이 0.624에서 0.897로 나타나 모두 0.5이상으로 집중타당성

에도 문제가 없다.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판별타당성 분석결

과,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높기 때문에 판별타

당성 또한 확보되었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Item
Factor

1 2 3 4 5

SNS
Attitude

ATT2 .915

ATT1 .854

ATT3 .851

SNS
Recommendation

Intention

REC3 -.917

REC2 -.876

REC1 -.839

SNS
Personal 

Innovativeness

INNO3 -.913

INNO2 -.847

INNO1 -.818

INNO4 -.623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FUT4 .889

FUT6 .740

FUT3 .709

FUT5 .708

FUT2 .576

SNS
Self-efficacy

SELF3 -.904

SELF5 -.879

SELF4 -.855

SELF2 -.750

SELF1 -.694

Eigen Value 9.186 2.801 1.858 1.518 .714

% of variance 44.524 8.530 7.431 11.168 2.728

Cumulativce % 44.524 53.055 60.486 71.654 74.382

표 2. 요인분석과 신뢰성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α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FUT2 0.715

0.892 0.624 0.849

FUT3 0.741

FUT4 0.859

FUT5 0.830

FUT6 0.795

SNS
Self-efficacy

SELF1 0.888

0.955 0.810 0.941

SELF2 0.890

SELF3 0.928

SELF4 0.898

SELF5 0.895

SNS
Personal 

Innovativeness

INNO1 0.907

0.951 0.829 0.931
INNO2 0.922

INNO3 0.940

INNO4 0.871

SNS
Attitude

ATT1 0.949
0.963 0.897 0.943ATT2 0.948

ATT3 0.945

SNS
Recommendation

Intention

REC1 0.945

0.961 0.891 0.939REC2 0.943

REC3 0.944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1.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790

 2. SNS Self-efficacy .249 .900

 3. SNS Personal Innovativeness .253 .617 .910

 4. SNS Attitude .194 .635 .547 .947

 5. SNS Recommendation Intention .253 .529 .476 .731 .944

Ⅴ. 연구의 분석 및 결과

5-1 가설검증

구조 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4>에 요약되

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SNS 태도는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에 의해 44.1%가 설명되고, 
SNS 추천의도는 SNS 태도에 의해 53.5%가 설명된다. 

<표 3>과 같이 가설1은 경로계수 0.249, t값이 4.738로 미래

지향적 시간관이 SNS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SNS 개인혁신성에 미래지향적 시간관(경
로계수 0.108, t값 2.527)과 SNS 자기효능감(경로계수 0.590, t
값 17.764)이 정(+)의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SNS 태도에 SNS 자기효능감(경로계수 0.477, t값 

10.081)과 SNS 개인혁신성(경로계수 0.251, t값 4.860)은 정

(+)의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SNS 태도는 SNS 추천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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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분석결과

Fig. 2. Result of path estimation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3.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Hypotheses Coefficient T value Result

H1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  SNS Self-efficacy 

   .249*** 4.738 Accept

H2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  SNS Personal Innovativeness 

   .108* 2.527 Accept

H3
 SNS Self-efficacy
 →  SNS Personal Innovativeness

   .590*** 17.764 Accept

H4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  SNS Attitude 

   .011 0.255 Reject

H5
 SNS Self-efficacy
  →  SNS Attitude

   .477*** 10.081 Accept

H6
 SNS Personal Innovativeness
 →  SNS Attitude

   .251*** 4.860 Accept

H10
 SNS Attitude
 →  SNS Recommendation Intention

   .731*** 26.351 Accept

( *: p<0.05, **: p<0.01, ***: p<0.001 )

경로계수 0.731, t값 26.35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SNS 태도에 대한 SNS 
자기효능감 연구[12][35][8]와 SNS 개인혁신성 연구[24][38]
와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추론과

는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은 Hayes[52]가 제시한 SPSS Macro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태도와의 관계

에서 SNS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0.1445, 신뢰구간 하한 값 

0.0803, 상한 값 0.2092로, SNS 개인혁신성의 매개효과는 

0.0324, 신뢰구간 하한 값 0.00159에서 상한 값 0.0656으로 모

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다중매개효과 결과

Table 4. Results of multiple mediation effect

Hypotheses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Total .2217 .0421 .1361 .3032

H7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  SNS Self-efficacy 
 →  SNS Attitude

.1445 .0331 .0803 .2092

H8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  SNS Personal Innovativeness 
 →  SNS Attitude

.0324 .0156 .0059 .0656

H9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  SNS Self-efficacy 
 →  SNS Personal Innovativeness
 →  SNS Attitude

.0448 .0133 .0215 .0738

또한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
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의 다중매개효과는 0.0448, 신뢰

구간 하한 값 0.0215에서 상한 값 0.0656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이 중요한 매개변인일 것

이라는  추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개인특성인 미래

지향적 시간관,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과 SNS 태
도, SNS 추천의도라는 변수를 통해 그 구조적 관계에 대해 알

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

와의관계에서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의 매개효과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개인특성간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SNS 자기효능감은 SNS 개인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SNS태도에는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NS태도는 SNS 추천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NS 태도와의 관계에서 SNS 자기효능

감과 SNS 개인혁신성이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결과 중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SNS 태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34][8]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상관관계에 있어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태도의 상관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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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P<.001)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함을 보였으나,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미래지향적 시

간관이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을 통해 SNS 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구체적인 변인 간 영향관계가 규명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에 의

해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SNS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중매개효과 분석결

과에 따르면 SNS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

타나 SNS 자기효능감이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SNS 태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시 고찰해 보면,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현재의 안위를 포기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목

표를 위해 증진하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의 향상을 추구하는 

시간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의 호감도를 향상시키는 자기

효능감과 개인혁신성과 같은 변인들과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긍정적 태도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소유자들은 목표관리 

능력이 뛰어나 자신감이 높고, 현실의 불편함보다 미래지향적

이기 때문에 SNS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SNS 개인혁신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기존 연구들에서  SNS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SNS 자기효능

감과 SNS 개인혁신성 모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선행요인으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SNS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주목하여,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SNS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변인은 아니지만, SNS 자기효능감과 SNS 개인혁신성

을 매개로 SNS 태도에 영향을 주며, 이 매개관계에서 SNS 자
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임임을 밝혀낸 것이다. 

즉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사용자들에게 SNS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면, SNS 개인혁신성 뿐만 아니라 SNS 
태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사람들은 SNS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통한다면 SNS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

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태도는 행동의도인 구매의도, 지속사용의도, 추천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SNS로 확장시켜, SNS 추천

의도에 SNS 태도가 주요한 변인임을 재확인 하였다는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SNS 추천의도를 높이기 위한 SNS 사용자

들의 개인특성에 대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이들은 SNS 
자기효능감이 높고 SNS 개인혁신성이 높아서 SNS에 대해 호

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는 SNS 추천의도를 증가시킨다. 따
라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이들에게 기업의 마케팅역량을 집

중시킨다면 사용자들의 SNS추천의도를 증가시켜 SNS 가입률

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관은 외부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점화 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며[5], 개인 성향과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광고 메시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53][54][1], 미
래지향 시간관의 사람들은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 보

상을 선호한다[55][1]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보
다 효율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람들에게는 SNS 자기효능감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를 보다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 등을 꾸준히 제공한다면, 이
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에 대한 호감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을 보다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혁

신성 또한 증가시켜 해당 SNS를 다른 이들에게 추천해야겠다

는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잇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가 있다. 첫째, 짐바르도의 5가지 시간관 중 미래지향적 시간관

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시간관

별 SNS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본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어려

움을 감수하고도 미래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미래지향적 시

간관과 구별되는, 현재의 순간에 중점을 두는 현재쾌락적 시간

관에 주목하여 본 연구결과를 확장시킨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행동의도에는 추천의도 외에도 구매의도, 지속사용의

도 등이 있다. SNS 유형별, 성별, 연령별  개인특성과 해당 행

동의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SNS 사용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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