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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Forming a network,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mong a group of people who share the

same hobby or interests could increase the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members at an exponential

rate. Moreover, SNS users’ behavior extends beyond the traditional introverted consumption behavior to

a proactive behavior by owning or actively sharing product information. For firms, such proactive

consumer behavior translates into marketing effects such as the word of mouth (WOM) effect.

Therefore, SNSs are accepted not only as a communications channel between firms and consumers but

also as marketing channel,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new revenue source. In this context, we will

explore into the factors of SNS contents which conserve firms’ image and product information, and

effects of the factors on consumer attitude and 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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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UCC, 유튜브 등의 웹기반 

미디어 서비스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들

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

터넷 공간으로 가져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호기심을 자

극하더니 전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Kozinet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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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네트워

크 형성을 지원하며 개인의 일상사나 관심사를 공

유·소통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실시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개인의 웹 페이지에 올린 정보를 사

람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취미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정보의 공유가 단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때문에 기업

의 입장에서 SNS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면

서 광고 채널로써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 효과와 광

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SNS가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 

있어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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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inets et al. 2010). 하지만 정작 SNS를 어떻게 활

용할 것이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해 기업들에게 SNS 활용방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가 이전의 광고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 하

나는 이전의 광고가 기업이 생각하는 정보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

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면 SNS는 기업과 소비

자의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

비자들은 수동적인 구매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공급자

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지하고, 심지어 콘텐

츠를 직접 생산·공유하면서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깊

숙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SNS

의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하여 브랜드 광고 효과를 높

였다. 유니클로는 자사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한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 놓은 ‘유니클룩스’라

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트위터나 페

이스북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사진을 올리고 베스트

를 뽑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1주일마다 베

스트 드레서를 선정해 SNS 사용자들의 참여율을 높

여 브랜드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Kwon and Wen(2010)은 SNS 사용자들이 기본적

으로 콘텐츠에 만족하면 다른 인센티브 없이도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위에 퍼트리게 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구전효과(word of mouth)

로 기업이 대규모의 매스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개

인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마

케터가 원하는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WOM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전파하고 타인에게 추천하는 행동

(Kozinets et al., 2010)으로 기업이익에 공헌하는 

SNS의 가장 큰 가치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SNS 사용자들의 구전행동을 유도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SNS 구전은 면대면의 접

촉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수신자는 구전정보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SNS의 경우 텍스트, 사

진, 동영상, 댓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전정보의 질적측면이 강조된다

(Elliott, 2002). 때문에 기업이 SNS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품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특히 SNS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다량의 정보를 

접하게 된다.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 없이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적극적 순응(genuine compliance)을 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단순히 관망하

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표면적 순응(superficial 

compliance)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한다(Burby et al. 

1998). 

즉 SNS에서 전달되는 구전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떠

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보

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구전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Elliott, 2002). 때문에 SNS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 

특성이 SNS 사용자들의 태도와 구전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믿을

만하다고 지각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정보는 소비자들의 긍정적 

태도와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들이 자사 이미지,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는 SNS 콘텐츠의 품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이 무엇이며, SNS 콘텐츠 품

질이 사용자의 태도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

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SNS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활동

1. SNS 환경에서의 기업 웹마케팅 정보품질

SNS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참여자들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

(Kozinets et al. 2010). SNS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그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정보메시지 노출과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SNS 활동

을 통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고자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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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유저 친화적인 정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콘텐츠 

정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의 정보품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은 정보 콘텐츠 품

질의 가치 정도로, 웹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품질은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서 지각하는 가치

이다. 정보품질에 대해 Negash et al.(2003)는 기업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품질(quality), 적시성

(timeless), 완전성(completeness), 그리고 관련성

(relevancy)의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의미 있고 유

용한 정보라고 하였다. DeLone & McLean(2003)은 

정보품질을 가늠하는 차원으로 정보의 정확성

(accuracy), 관련성(relevancy), 이해가능성

(understandable), 완전성(completeness) 등이 있다

고 하였으며, Davis(1992)는 인지적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유희성(perceived enjoyment)이 갖추어져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여러 학자들이 정보품질에 대한 요건을 제

시하고 있는데 특히, 수많은 정보가 수집·공유가 가

능한 SNS 의 경우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

(expertise)이 SNS 이용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전통적 구전과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정보

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보원의 전문성을 쉽

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SNS 상에서 정보를 올

리는 리뷰어가 과연 전문가일까를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워져 정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 때문에 공

신력이 있는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일

수록 SNS 이용자들이 정보 메시지를 수용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김봉준·황의록, 2007).  

 또한 기업은 정보제공에 있어 SNS 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적시성(timeliness)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적시성은 정보의 작성과 배포가 신속하게 이루

어지는 정도로 최신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지 여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상품에 대

한 프로모션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다. 비슷한 상품을 경쟁사에서 

먼저 홍보를 해 입지를 뺏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으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Taylor and Todd, 1995). 특히 SNS의 

경우 정보의 공유와 획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의 적시성 확보는 기업의 SNS 운영을 위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신뢰성(trustworthiness)은 

정보의 정확성 혹은 구체적인 사실로써 정보에 대한 

거짓없는 표현을 일컫는다. 이는 정보원이 커뮤니케

이션의 주제와 관련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

졌고 편견이 없는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수신자가 인식하는 정도이다(Kozinets et 

al., 2010). 정보의 신뢰도는 소비자의 탐색정보에 대

한 수용 및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

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SNS 사

용자들은 기업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갖게 된다(김봉준·황의록, 2007).

한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평가할 때 SNS 사용자

들은 해당 콘텐츠의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감

정적으로 공유되는 가를 고려하곤 한다. 이는 동의성

(consensus)으로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평가가 자신

의 제품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회비교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

의 의견을 타인의 의견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많이 다르지 않게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이은영·이태민, 2005). 다수 의견집

단의 수가 클수록 집단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

게 되어 자신도 다수의 의견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동의성은 정보의 양과 범위가 전통적인 

구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 동의성이 높은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Elliot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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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유희성(playfulness)은 SNS를 사용하

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SNS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개인의 일상사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서비스이다. 때문에 사

람들은 단순히 재미추구의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기

도 한다(Schindler & Bickar, 2002). 

유희성이 높은 구전정보는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

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친숙도를 높인다. 소

비자들은 해당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보다 의미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에 대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

업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품질을 전문성, 적시

성, 신뢰성, 동의성, 유희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 SNS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2.1 기업 SNS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외부 자극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반응이다. 

소비자의 태도는 한번 형성이 되면 좋아하거나 싫어

하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지속되게 된다.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가 형성되면 이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지게 된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해 소비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 하게 

된다(Grasmick & Bursik 1990). 

그런데 태도는 외부자극의 수준에 따라 형성되는 

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나 권위로부터 시행

이 되면 수용자들은 정책을 수용은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새로운 정책을 따

를 경우 이익이 자명해 보이면 수용자는 새로운 정책

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이건찬·강인원, 

2010). 이렇듯 외부자극에 대한 다른 태도의 수준에 

대해 전자는 표면적 수용(superficial compliance)이

라고 하고 후자는 적극적 수용(geunine compliance)

이라고 한다(Burby et al. 1998).    

비슷하게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기업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

가 제공할 때 기업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수준

은 높아지는 반면, 정보품질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특정 이익이 제공되면 정보를 

표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에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타입에 따라 소비자가 정보에 대

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품질이 높

을수록 소비자들의 적극적 순응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품질이 높

을수록 소비자들의 표면적 순응이 높아질 것이다. 

2.2 기업 SNS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구전효과

  구전마케팅(word of mouth marketing)은 소비

자들이 상업적 이익성과 무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Kozinets et al., 2010). 소비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케팅 효과는 소비자간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요인인 것이다. 

여기에 웹 기반의 개방성과 사용자의 네트워크로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미디어인 SNS는 메시

지의 노출과 확산을 그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용

이하게 해준다(Hennig & Walsh, 2003). SNS상에서

의 구전은 전달받는 대상이 개인과 네트워크로 이어

진 지인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광범위하며, 스

마트폰의 보급으로 웹 기반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보 확산의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강

력하다(Kozinets et al., 2010)  

SNS 사용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 수동적이지 않으

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확산하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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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자신의 제품을 개별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의 네

트워크를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

다. SNS를 통한 기업 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

여 개별 소비자의 구전이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비

용을 줄여둔다. 여기에 SNS 상에서 개별 사용자의 활

발한 구전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기업이 목적을 달성하는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소비자들의 적극적 순응이 높을수록 구전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소비자들의 표면적 순응이 높을수록 구전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표본 설계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중에 있다.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2011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250

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 방법은 직접 수거

와 이메일을 통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중 20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이용 가능한 설문지는 188부였

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영향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에 적합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콘텐츠 정보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적

시성은 Taylor & Todd(1995)의 연구에서, 신뢰성은 

Kozinets et al. (2010), 동의성은 Elliott(2002), 그리

고 유희성은 Schindler & Bickar(2002)의 측정항목

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맞게 설계하였다. 또한 적극

적순응과 표면적순응은 Burby et al.(1998), 

Grasmick & Bursik (1990)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구전효과는 Hennug & Walsh(2003)의 측정항목을 

설계하였다. 설문을 통한 각 구성개념에 대한 질문은 

해당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동의하지 않음 

(2), 보통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의 리커트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제외

하고 총 8개의 구성개념에 28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측정항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96명(51.1%), 여성이 92명(48.9%)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47명

(78.2%), 30대가 30명(16%), 40대가 8명(4.3%), 50대 

이상이 3명(1.6%)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151명(33.5%), 회사원 22명(11.7%) 등으로 조사되었

다. SNS 평균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93명(49.5%)

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1~3시간이 68명

(36.2%)이 많이 나왔다. 또한 가장 주로 이용하는 

SNS로는 페이스북이 134명(71.2%)이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SNS를 활용하는 분야는 소비상

품(의류, 화장품) 73명(38.8%)과 문화상품(연극, 영화, 

뮤지컬 등) 58명(30.9%)으로 관련된 웹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표면적 순응이 3.73(0.68)으로 가장 높았으

며, 적극적 순응이 3.14(0.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수간 상관관계의 경우 표면적 순응과 유희성이 

0.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극적 순응과 표면

성이 0.55로 높게 나왔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측정항목들의 해당 구성개념을 연결하는 λ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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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항목

요   인 측정항목 연구자

전문성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는 정보가 풍부한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는 정보가 다양한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Taylor

&

Todd

(1995)적시성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내 관심분야의 최신 정보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내 관심분야의 정보들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는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는 내 관심분야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

신뢰성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의 정보는 정확한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의 정보는 구체적인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의 정보는 신뢰할 만 하다.

Kozinets et al.
(2010)

동의성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조회수가 많은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댓글의 수가 많은 편이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추천의 수가 많은 편이다.
•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동의하는 편이다.

Elliott
(2002)

유희성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재미있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내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표현 및 전달방식이 신선하다.

Schindler
& Bickar(2002)

적극적 

순응

• 이 SNS에서 작성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다.
• 이 SNS에서 작성된 의견이 다른 리뷰어들에게 좋은 반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SNS에서 작성된 의견이 다른 리뷰어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SNS에서 작성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Burby et al.
(1998)

표면적 

순응

• 이 SNS에서 작성된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보상에 따른 이익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인다. 
• 이 SNS에서 작성된 의견을 동의하지만 그대로 따르기에는 어려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의견선도자들이 이 SNS에서 그들의 의견을 공유할 때 외부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Grasmick &

Bursik

(1990)

구전

행동

• 나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 도움이 될 만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 
• 나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SNS를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 나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 내 주장을 피력할 의향이 있다. 
• 나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문제등을 들어줄 의향이 있다.

Hennug & 
Walsh
(2003)

t값이 8.419 이상이 됨으로써 1%의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CFA를 통해서도 집

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념신뢰도 0.7 이상, 분산추출값 0.5 이상인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개념

신뢰도는 0.83 이상의 값이 나타났고, 평균 분산 추출

값은 0.59 이상의 값이 나타났으므로 신뢰할 수 있으

며, 평균 분산 추출값이 0.59에서 0.72까지의 값이 나왔

고, 상관계수의 자승값은 0.004부터 0.34까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상관계수 자승값의 최대값보다 평

균 분산 추출값의 최소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1998). 

3. 가설검증 결과

앞서 논의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464.2, df=351(p=0.00), GFI=0.86, AGFI=0.82, 

NFI=0.86, CFI=0.96, IFI=0.96, RMSEA=0.04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와 연관된 유의수준은 .05

보다 크게 나타나고, GFI 0.9 이상, AGFI 0.8 이상, 

IFI 0.9 이상, RMSEA 0.05에서 0.08 사이면 연구모

델이 수용할 만한 것으로 권장되는데, 본 연구의 

GFI, NFI값이 기준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나 다른 지

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하기에 적



SNS상의 콘텐츠품질이 사용자의 수용태도와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1. 12. 7

<그림 1> 연구결과

** p<.01

=464., df=351(p=0.00), GFI=0.86, AGFI=0.82, NFI=0.86, CFI=0.96, IFI=0.96, RMSEA=0.04

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먼저 구전정보 콘텐츠 품질과 소비자의 양면적 태

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적극적 순응에 

.2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은 

.52**의 그리고 동의성은 .2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시성과 유희성은 각각 -.28**, 

-15**, 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시성의 경우는 SNS 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최신 정

보에 대해 모두 믿을 수는 없다는 태도에 기인된 것

으로 사료된다. 유희성의 경우도 SNS 사용자의 관심

을 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건 사실이나 사용

자들이 재미로 즐기는 정보의 경우는 그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구전정보 콘텐츠 품질이 표면적 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27**의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NS 사용자가 느끼기에 전

문성이 높은 정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결과라 하

겠다. 또한 적시성은 표면적 순응에 .29**의 영향을 

미치고, 유희성은 .5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적시성의 경우 SNS 상에 올라온 정보가 최신일수

록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한 다른 리뷰어에 의해 

올려진 정보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기업에서 올린 정

보들이 많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태도에 기인된 것

으로 보인다. 즉, 최신 정보는 그만큼 기업의 의도된 

정보로 왜곡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정보를 있는 그래도 받아들이거

나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희성의 경

우는 SNS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웹사이트에 접

속하게 만들고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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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를 제공하고 경품 이벤트 등을 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유희적인 면을 

즐기기는 하지만 이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신뢰성과 동의성은 표면적 순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태도가 참여행동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

보면, 적극적 수용은 .5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면적 수용은 .2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기업의 SNS 에 제공되는 구전

정보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직접적인 참여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 수용의 경우도 참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지만 적극적 수용이 표면적 수

용에 약 2배가량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호

작용을 통해 광범위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탄생시켰

고, SNS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행위를 제한하기도 한다(Kozinets et al. 2010).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기업들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고심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이 제공하는 구전정보 콘텐

츠 품질이 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개념적

인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은 SNS 상에 구전정보를 확산시키고자 

할 때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동의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들 요인들은 적극적 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정

보를 게시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문적인 정

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리뷰어들의 동의성, 

혹은 추천이 많은 글도 소비자들의 적극적 순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들이 댓글이나 추천에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적시성과 유희성의 경우는 적극적 순응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표면적 순응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시성이 

높은 정보는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쉽게 변하는 정

보이거나 혹은 너무 최신의 정보로써 더 정보의 질을 

믿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유희성은 재미, 오락 등의 쾌락 추구 동기와 연관

성이 깊은 정보품질 요소로 SNS 사용자들의 이용 목

적 자체가 이질적 동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여 진다. 때문에 적시성과 유희성이 높은 정보

의 경우 최신의 것, 혹은 재미를 바탕으로 동의는 하

지만 그 정보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거나 이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적극적 순응은 표면적 순응보다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사용자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는 구전행동이나 참여행동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 SNS 

사용자들의 적극적 순응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시성과 유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표

면적 순응의 경우도 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속성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SNS 콘텐츠가 가지는 속성이 SNS 사용

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추출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이론전개가 부족했다

고 생각된다. 둘째, SNS 구전정보에 관한 사용자들의 

의견들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상의 간격을 두고 반

복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다 유의한 결과를 통해 분석

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무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

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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