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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vividness, consensus, reliability, homogeneity, 
ties and acceptance of WOM (Word Of Mouth), consumer attitude, SNS WOM transmission, offline WOM trans-
mission, and visit intention perceived by married women consumers who learned SNS WOM regarding restaurants. 
This study performed a survey targeting married women, focusing on broadcasting stations, department stores, 
major supermarkets, government offices, and cultural centers in Busan. The surveying period was from March 
1, 2014 to March 31, 2014. 30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ould be concluded that vivid and reliable SNS words raise the level of acceptance of WOM, reliability makes 
consumer attitude positive, and homogeneity raises the level of acceptance of WOM, consumer attitude, SNS 
WOM transmission, and offline WOM transmission intention. In addition, it could be confirmed that acceptance 
of WO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 attitude and offline WOM transmission, and consumer attitude 
have positive effects on SNS WOM transmission, offline WOM transmission, and visit intention. Lastly, it could 
be learned that SNS WOM transmission and offline WOM transmiss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isi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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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4년 외식 트렌
드로로컬푸드, 1인가구, Messtige를꼽았으며(창
업경영신문 2014), 현대인의 식생활은 생리적 욕
구와더불어정신적, 사회적욕구충족기능도하

게되었다(Park JS et al 2007). 오늘날은사회․경
제적 변화에 의해 식생활이 변화하였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에 대한 의존

도가 증가하게 되었다(Choi MK 2011; 김영신 외
2009). 직업을가진여성은가정주부에비해시간
의 기회비용이 크므로 서비스를 구매할 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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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함과 효율성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김영신 외 2009).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만큼여성의영향력은크며, 기업의성쇠를좌
우하기도 한다(머니투데이 2007). 따라서 외식산
업에서의 여성의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은 온라인 환경을 등장

시켰고, 최근에 등장한 SNS(Social Network Ser-
vice)는기업의새로운수익모델로서경제적가치
창출및 사회적파급 효과에 대해주목받고있다

(Kim HS & Yoon JH 2011). SNS는 오프라인 중
심으로 유지되었던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Seo WJ et al 
2010; Lampe C et al 2006) 구전정보의교환이활
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기존의외식관련 SNS에대한연구들은기업의

SNS 특성이 고객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고, 어떤
과정으로 SNS를이용하고자하는의도를형성하
게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Ji YH et al 
2013; Park JS 2013; Seong HJ 2012; Song JW 
2012). 온라인 외식관련 구전정보에 대한 연구

(Heo YW 2011; Seo JW 2011)와 SNS의구전(Kim 
JS 2014; Lee HJ 2012; Lee YJ 2012)에관한연구
도이루어졌으나, 외식과관련한 SNS 구전정보에
대한 연구는 행해진 사례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외식 관련 SNS구전정보의 특

성이 수용과 소비자태도, 재전달, 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또, 구전을활발하
게 하고 외식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혼여성을대상으로하였기에의미있는연구가

될 것이다. 
본연구는외식업에서의 SNS 구전정보의특성, 

구전정보의 수용, 소비자 태도, SNS 구전정보의
재전달, 오프라인 구전정보의 재전달, 방문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살펴보면, 첫째, SNS 구전정보의 특
성이 구전정보 수용과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밝힌다. 둘째, SNS 구전정보의특성중 SNS

의특성인동질성과유대관계가 SNS 및오프라인
구전정보의 재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셋
째, 구전정보의 수용이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밝힌다. 넷째, 구전정보의수용이 SNS 및
오프라인 구전정보의재전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밝힌다. 다섯째, 소비자태도가 SNS 및오
프라인구전정보의재전달, 방문의도에미치는영
향을 밝힌다. 여섯째, SNS 및 오프라인구전정보
의 재전달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본연구의결과는향후 SNS구전정보를통하여

소상공인들의 프로모션전략에 긍정적인 실무적

시사점을제공할것이며, 빠르게급변하는외식시
장이성장하는데필요한이론적시사점을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SNS 구전정보의 특성

구전(word-of-mouth)은 브랜드와 제품, 회사, 
서비스에대해이루어지는발신자와수신자사이

의 비상업적, 비공식적 대면 의사소통이다(Buttle 
FA 1998). 구전정보는 비공식적이고 비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Schiffman LG & Kanuk LL 1997). 
구전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Gelb B & Johnson M 1995; Richins 
ML 1983; Borgida E & Nisbett RE 1977; Engel 
JE et al 1969; Feldman SP & Spencer MC 1965; 
Katz E & Lazarsfeld P 1955; Whyte WH 1954), 
소비자들의구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도한

다(Bone PF 1995; Hwang ER & Kim CH 1995; 
Bristor 1990).
온라인구전의경우, 말이아닌문자형태로전

파되기 때문에 메시지에 담긴 증거와 정확성, 생
동감, 신뢰성등과같은메시지자체의품질이특
히 중요하게 인식된다(김현주 2005; Elliott KM 
2002).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정보의 생생함(v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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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이란 제시된 정보의 풍부함을 말하며(Steuer 
J 1992),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은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약, 은어, 사진, 동영상 등의 수
단을이용한다(김현주 2005; Elliott KM 2002). 생
생한정보는 기억에 쉽게접근할수 있어소비자

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sielius J & 
Sternthal B 1986).
온라인 구전에서 동의성(consensus)이란 둘 이

상의 개인이 제품의 성과에 동의하는 정도이다

(Chiou JS & Cheng C 2003). 소비자들은다른소
비자들의 동의의 정도를 온라인 구전 정보의 유

용성과타당성을판단하는중요한단서로이용한

다(Schindler RM & Bickart B 2005). Petty RE & 
Cacioppo JT(1986)는사람들이 메시지에 대해판
단하는 능력이나 메시지를 판단할 동기, 다른 유
력한 단서가 없으면, 단순히 수가 많은 메시지일
수록더낫다고생각한다고하였다. 특히, 많은양
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메

시지의 수가 매우 중요한 정보의 특성이 된다

(Chiou JS & Cheng C 2003).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은 전달자가 편견 없

이 순수한 동기에서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

하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것이다(Mc-
Cracken G 1989). 온라인구전에서는 정보의양극
단성, 어투 등을 통해 정보원의 신뢰성이 결정된
다(Elliot 2002). Rieh SY & Belkin NJ(1998)는정
보원, 내용, 형태, 표현, 즉시성, 정확성, 업로드속
도가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NS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서비스(Sledgianowski D & Kulviwat S 2009; 
Richter A & Koch M 2008)이므로 SNS내에는다
양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 SNS에 존재하는
강한유대관계(ties)는구전이많이일어나도록하
며, 약한유대관계는이러한구전정보를확산시킨
다(Johnson M 1987; Reingen PH & Kerna JB 
1986; Granovetter MS, 1973). 또한, Social Net-
works에속한사람들이그구성원들과비슷한특

성을나타내는것처럼(Crandall D et al 2008) SNS 
이용자들또한자신과교류하는사용자들과비슷

한특성을나타내게된다. 이러한이용자간동질
성(homogeneity)은구전의수용과전달에큰영향
을 미치게 된다(Bansal HS & Voyer PA 2000; 
Feick L & Higie RA 1992; Bristor JM 1990; Bro-
wn JJ & Reingen PH 1987).

2. 구전정보수용

Petty RE & Cacioppo JT(1981)는 수용자의 개
인적인특성과메시지의특성이수용자가메시지

를주의깊게받아들이느냐마느냐를결정한다고

하면서개인적특성으로는관여도, 비평적사고를
즐기는성향, 메시지처리능력을꼽았고, 메시지
특성으로는메시지에포함된단서의양과다양성, 
논증의 강도를 꼽았다.

Harrison-Walker LJ(2001)는 구전의 수용(acc-
eptance of WOM)과구전활동을분리하여구전정
보에대한호의적인태도를형성하고,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것을 구전정보의 수용으로 정의하였으

나, 구전의수용과태도, 의도를같은것으로취급
하였다. 구전정보의수용을독립적으로다룬연구
는 Lee CS et al(2013)의구전정보의수용성에미
치는 영향을 메시지의 특성, Heo KO(2013)의 이
용자의 성별이나 학력, 후기 생산에 대한 적극성
등이 구전정보의 수용도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본연구는구전정보의수용자가구전정보에노

출되었을 때 인지적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자신의판단과정에포함시키는것을구전정보의

수용으로 정의한다.

3. 소비자태도

태도(attitude)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서(이학식 외 2006), 광고
및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개념 중 하나이다. Petty RE & Cacioppo JT 
(1981)는태도를자기자신, 다른사람들, 대상, 이
슈 등에대해 내리고 있는일반적인평가라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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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태도를단일적요소로보는관점과인지, 감정, 

행동의 3요소로 보는 관점이 있다(서성환 2003; 
Lee HS et al 1999; Schiffman LG & Kanuk LL 
1991). 태도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동에 큰 영
향을 끼치지만(Won HY 2008; 임종원 외 2006) 
소비자의 상황으로 인해 태도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경우도있다(이학식외 2006; 서성한외
2005). 따라서본연구는인지를태도의선행요인
으로, 의도를 태도의결과요인으로보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4. 구전정보의 재전달

Brown JJ & Reingen PH(1987)는 구전의 효과
가수신자의정보수용뿐만아니라, 수용한정보를
재전달(transmission)하는 데에도 있다고 주장하

였다. 수신자가 정보를 전달 받은 후 그 정보를
다시 재전달하는 것은 구전정보가 많이, 멀리 전
달되는것이므로구전의중요한효과로간주된다

(Trayor MB & Mathis AM 1983).
구전정보의재전달(WOM transmission)은 전달

받은구전정보를다시누군가에게전달하려는의

도 정도로 정의한다. 재구매 의도와 재방문 의도
가 공통적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얼

마나 만족하였는가에영향을받는것(Bigne JE et 
al 2001; Boulding W et al 1993)과마찬가지로구
전정보재전달도구전정보에대한만족도에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obele  AR & Ward T(2003)와 Naaman 

M et al(2010)에의하면전달자의성향에따라재
전달의 경향도 달라진다. 김상훈(2004)은 남자보
다여자가구전을많이하고, 우리나라의경우단
체형빅마우스라고불리는유통업자, 택시기사등
과아줌마들이구전활동을활발히한다고하였다.

5. 방문의도

의도(intent)는 특정행동에 선행하거나 특정행
동을결정짓는유일한요인으로서태도와행동을

상호연결시키는중간변수이자, 개인의주관적상
태이다(Fishbein M & Ajzen L 1975). 의도가강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Norman P et al 2005). 행동의도는개인이대
상에대한태도를형성한후, 특정한미래행동으
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서(Bou-
lding W et al 1993), 결과인 행동에 따라 명명을
달리할 수 있다.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동의도는 측정이 가능하므로

(Parcel GS 1984) 많은연구자들은행동의도를측
정하게 된다.
본연구에서는서비스장소에방문하고자하는

의도 정도를 방문의도(visit intention)라고 정의한
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는 재방문의도(Ha KS & 
Han BS 2001; Newman JW & Webel RA 1973)가
측정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처음 정보를 접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인 방문의도를 측정함으로

써 신규 고객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에 대한 SNS구전정보
를 접한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SNS구전정보특성
에의수용과정과행동의도형성과정에대해살펴

보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목적을수행하기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제시하였다. 
Chae M et al(2002)은정보의품질은특히모바

일 인터넷의 핵심 요소이며, 모바일 서비스 소비
자의행동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Petty RE & 
Cacioppo JT(1981)는 메시지의 특성이 수용자가
메시지를주의깊게받아들이느냐마느냐를결정

한다고하면서메시지특성으로메시지에포함된

단서의 양과 다양성, 논증의 강도를 꼽았다. Lee 
CS et al(2013)은 메시지의 동의성, 생생함,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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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WOM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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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성이높을수록유용성이나신뢰성이높아져구전

정보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에게미치는메시지의특성으로생동감, 동
의성, 신뢰성이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H1: SNS구전정보의 메시지 특성은 구전정보
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 SNS구전정보의 메시지 특성은 소비자 태
도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SNS는 오프라인 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까지 연계하여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Steinfield C et al 2008). 정보 수신자
간 동질성은 구전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고(Bansal HS & Voyer PA 2000; Feick L 
& Higie RA 1992;  Bristor JM 1990; Brown JJ & 
Reingen PH 1987), 정보 수신자는강한유대관계
에서얻은 정보를 의사결정 시 더크게 고려한다

(Johnson M 1987; Reingen PH & Kerna JB 1986). 
따라서유대관계및동질성과구전정보수용, 소비
자태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H3: SNS 구전정보의 SNS 특성은 구전정보수
    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 SNS 구전정보의 SNS 특성은 소비자태도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정보수신자간동질성은구전의전달에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Bansal & Voyer PA 2000; 
Feick L & Higie RA 1992;  Bristor JM 1990; 
Brown JJ & Reingen PH 1987). SNS 내의 강한
유대관계는 구전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약한 유
대관계는 정보의 확산에 기여를 한다(Johnson M 
1987; Reingen PH & Kerna JB 1986). 즉, SNS의
특성은 그 자체로 구전정보의 재전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5: SNS의 특성은 구전정보 재전달에정(+)의
영향을 미친다.

 

구전정보의 수용과 태도는 Harrison-Walker 
LJ(2001), Kim CH & Hwang ER(1997)에의해동
일한것으로간주되었다. 이는태도의 3요소관점
에서는 타당하나 태도의 단일적 관점(Koo BS 
2013)에서는구전정보의수용을태도의선행요인
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H6: 구전정보의수용은소비자태도형성에정
(+)의 영향을 미친다.

Holmes JH & Lett JD(1977)는소비자가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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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면그것이호의적인것인지비호의적인것

인지에상관없이소비자의구전동기를높인다고

하였다. Lee HJ(2012)은 SNS에서 소비자의 정보
구전의도는소비자와정보의상호작용에영향을

받으며,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이를 더 촉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전정보 수용과 소비자 태도 형
성 및 구전정보 재전달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H7: 구전정보의 수용은 구전정보 재전달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H8: 소비자의 태도 형성은 구전정보 재전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태도는 특정사물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감

정에 의한 반응이므로 누군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Bae SM 2008). Park HJ(2010)은 도
시 이미지로 인해 형성된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호감도가방문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끼친다고

하였다. 즉, 구전정보의수용및 소비자가형성한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H9: 구전정보수용은 방문의도 형성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

H10: 소비자 태도 형성은 방문의도 형성에 정
(+)의 영향을 끼친다.

 

Holmes JH & Lett JD(1977)는구전정보의전달
의지가 재전달을 하도록 하며, 이것이 태도 형성, 
구매의도, 제품 사용량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즉, 구전정보를재전달한수용자는전달하지않은
수용자보다방문의도가높을것이라는추측을할

수있다. 따라서구전정보의재전달과방문의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H11: 구전정보 재전달은 방문의도 형성에 정
(+)의 영향을 끼친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SNS구전정보의 특성은 SNS
메시지의특성과 SNS의특성으로구분하였다. 먼
저 SNS메시지의 특성은 관련 선행연구(Lee EY 
& Lee TM 2005; Chiou JS & Cheng C 2003; 
Elliott KM 2002)를 참고하여 동의성, 생동감, 신
뢰성 등을 각각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SNS의특성은선행연구(Brown J et al 2007)를참
고하여 유대관계 4개 항목과 동질성 4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전정보의 수용은 선행연구(Lee CS et al 

2013; Heo KO 2013; Harrison-Walker LJ 2001)를
참고하여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소비자 태도
는 선행연구(Lee EY & Lee TM 2005; Kim CH 
& Hwang ER 1997)를참고하여 3개항목으로구
성하였다. 이상의 모든 항목은 5점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방송국, 백
화점, 대형마트, 관공서 등의 문화센터를 중심으
로여성이밀집된장소에게기혼여성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에게는먼저설문
대상자들에게기혼자여부를질문하고, SNS를사
용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다음 기혼자이면서 SNS
사용자인 사람에게만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실시하
였다. 최초 350부를 배포하였고, 320부(회수율: 
91.4%)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16
부를 제외하고,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데이터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1.0 및 AMOS 21.0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을 실시
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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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evel n % Variable Level n %

Age

20～under 30
30～under 40
40～under 50
50～under 60
Over 60

30
62
78
111
23

9.8
20.4
25.7
36.5
7.6

Education

High school/below
Two-yea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above

52
95
136
21

17.1
31.3
44.7
6.9

Job

Student
Service/sale
Professional
Office worker
Housewife
Self-employee
Other

19
13
33
17
192
16
14

6.3
4.3
10.9
5.6
63.0
5.3
4.6

Monthly
income
(10,000)

Under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Over 700

102
38
46
23
37
33
8
17

33.6
12.5
15.0
7.6
12.2
10.9
2.6
5.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n=30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
구를수행하였다. 연령대는 50대가 36.5%로가장
많은것으로나타났고, 학력은대학이 44.7%로가
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직업은주부가 63.2%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고, 200～300만원이 15.1%, 100～200만원이
12.5%, 400～500만원이 12.2%, 500～600만원이
10.9%로 각각 나타났다.

2. 측정개념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연구에서는측정개념의타당성및신뢰성을

검증하기위하여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
tor Analysis: EFA) 이후 측정개념별 항목구성의
최적상태를도출하기위하여확인적요인분석(Con-
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실시하였다. 탐
색적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통한 직각회전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과정에
있어요인적재치값 0.4이상, 아이겐값 1.0 이상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과 내적일관
성검증이후신뢰성및타당성을결여하고, 요인
명과 부합되지 않는 유대관계에서 1개 항목(이

SNS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다)
은 삭제되었다. 아울러 구전정보 재전달의 한 개
항목(나는 SNS에서읽었던글의내용을 SNS상의
지인에게 알렸다)도 삭제되었다. 
먼저 외생잠재변수들의 탐색적요인분석 및 확

인적요인분석결과를살펴보면, 메시지의 특성에
서 “실제 내가 경험한것 같은 느낌”, “사진이첨
부되어 생생함”, “매우 구체적인 정보제공” 등의
3개 항목이 적재되어 생동감요인이 도출되었고, 
“글의 조회 수가 높음”, “글의 댓글수가 많음”,  
“글은 많은사람들이 동의함”등의 3개 항목이 적
재되어 동의성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글은 신뢰
할만함”, “글은 믿을만한 정보임”, “글은 전문적
임” 등의 3개 항목이 적재되어 신뢰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NS의특성을살펴보면, “감정
적으로 친밀함”, “자부심을 느낌”, “도움을 주고
받음”, “다른회원을도와줄것임” 등의 4개항목
이 적재되어 동질성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나와
비슷한라이프스타일을가짐”, “나와비슷한마인
드”, “나와비슷한목표” 등의 3개항목이적재되
어 유대관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1개 항목을제거하여메시지특성은 생동감, 동
의성, 신뢰성등 3개 차원이 도출되었고, SNS 특
성은 동질성과 유대관계 2개 차원으로 도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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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ronbach's )

Item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variate %)

CFA
loadings

C.R.
AVE

(CCR)

SNS
WOM

characteristic

Message 
characteristic

Vividness
(.810)

V2 .866
2.104

(13.150)

.760 —13.380*
.598

(.919)
V3 .811 .856 -

V1 .588 .698 12.279*

Reliability
(.788)

R2 .816
2.199

(13.746)

.815 10.586*
.510

(.911)
R1 .815 .782 10.477*

R3 .767 .654 -

Consensus
(.881)

S2 .905
2.570

(16.061)

.930 18.148*
.728

(.975)
S1 .839 .815 16.060*

S3 .785 .810 -

SNS
characteristics 

Homogeneity
(.841)   

H1 .840

2.832
(17.700)

.756 13.374*

.573
(.885)

H2 .785 .758 13.408*

H3 .756 .800 -

H4 .686 .712 12.503

Ties
(.883)

T3 .863
2.348

(14.674)

.932 -
.733

(.964)
T4 .851 .892 22.384*

T2 .731 .733 15.927*

EFA: KMO=.841, Bartlett's test=2,760.890(p<0.01), Cumulative variate %: 75.331%
CFA: 2.825=265.588/94(CMIN/DF), GFI=.906, AGFI=.863, RMR=.031, CFI=.936, IFI=.937, RMSEA=.078, *p<0.01

Acceptance of WOM
(.787)

WR2 .856
2.105

(15.033)

.780 12.127
.558

(.879)
WR1 .711 .746 -

WR3 .661 .712 11.266

Consumer attitude
(.848)

C2 .824
2.349

(16.776)

.844 -
.658

(.775)
C3 .794 .844 16.405

C1 .721 .742 14.075

SNS WOM transmission(.885)
WS2 .860 2.278

(16.275)
.875 - .794

(.965)WS3 .837 .908 16.994

Offline WOM transmission
(.871)

WO1 .817
2.162

(15.445)

.728 15.038
.699

(.959)
WO2 .749 .876 20.127

WO3 .686 .896 -

Visit intention(.805)

VI3 .850
2.112

(15.085)

.773 -
.589

(.941)
VI1 .780 .802 12.899

VI2 .648 .727 11.925

EFA: KMO=.879, Bartlett's test=2,529.118(p<0.01), Cumulative variate %: 78.614%
CFA: 3.375=226.108/67(CMIN/DF), GFI=.901, AGFI=.844, RMR=.028, CFI=.936, IFI=.937, RMSEA=.089, *p<0.01

<Table 2> Resul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다. 탐색적요인분석 모형 적합도는 KMO=.841, 
Bartlett's test=2760.890(p<0.01), 총 누적분산률

75.331%, 도출된 요인 모두 신뢰계수값 0.7 이상

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에 큰 무리가 없

다고 판단된다. 
이후측정개념의차원성재검증을위한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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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결과, χ2=416.681(DF=94), GFI=.906, AG-
FI=.863, RMR=.031, CFI=.936, IFI=.937, RMS-
EA=.078로 적합도 지수는 권고기준치에 대체적
으로부합되며, 측정개념에대한집중타당성검증
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은 모든 요인에서 0.5 이상이며, 개념
신뢰도(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값은
모든요인에서 0.7이상으로측정개념의 집중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내생잠재변수들의 탐색적요인분석

및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읽었던 글에
동의”, “읽었던 글을 수용”, “나의 판단에 도움” 
등의 3개항목이적재되어구전정보수용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그 업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 
“그업체에대해이미지좋아짐”, “그외식업체를
믿음” 등의 3개항목이적재되어소비자태도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SNS에 공유함”, “SNS상의 지
인에게읽어보기를추천” 등의 2개항목이적재되
어 구전정보의 SNS재전달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글의내용을친구에게이야기함”, “글의내용을
가족들에게알리고싶었음”, “가까운지인에게알
리고싶었음” 등의 3개항목이적재되어구전정보
의 오프라인재전달요인이도출되었다. 마지막으
로 “그외식업체에방문할의사가생겼음”, “그외
식업체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고 싶었다”, “그

A B C D E F G H I J

A. Vividness .598*

B. Consensus .330** .728*

C. Reliability .124** .148** .510*

D. Homogeneity .120** .029** .080** .573*

E. Ties .099** .028** .099** .435** .733*

F. Acceptance of WOM .205** .144** .309** .155** .148** .558*

G. Consumer attitude .164** .134** .267** .145** .094** .390** .658*

H. SNS WOM transmission .098** .062** .087** .196** .128** .136** .153** .794*

I. Offline WOM transmission .121** .057** .125** .249** .150** .292** .264** .408** .699*

J. Visit intention .165** .128** .123** .093** .076** .234** .316** .189** .273** .589*

* AVE, ** p<0.01

<Table 3> Analysis of discriminant validity

외식업체를방문하는데긍정적인영향” 등의 3개
항목이 적재되어 방문의도 요인이 도출되었다. 

1개 항목을 제거하여 구전정보수용, 소비자태
도, 구전정보의 SNS재전달, 구전정보의오프라인
재전달, 방문의도 등의 5개 차원이 도출되었다. 
탐색적요인분석 모형적합도는 KMO=.879, Bart-
lett's test=2,529.118(p<0.01), 총누적분산률 78.614 
%, 도출된 요인 모두 신뢰계수 값 0.7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후측정개념의차원성재검증을위한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χ2=226.108(DF=67), GFI= 
.901, AGFI=.844, RMR=.028, CFI=.936, IFI=.937, 
RMSEA=.089로 적합도 지수는 권고기준치에 대
체적으로 부합되며, 측정개념에대한집중타당성
검증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
ance extracted)값은 모든 요인에서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값은 모든 요인에서 0.7 이상으로 측정개념의 집
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 측정개념에 대한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개념들은 실제로 관찰되지 않고 관측변수

들에의해간접적으로측정된구성개념으로판별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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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도출된 동질성, 유대관계, 생동감, 동의성, 
신뢰성, 구전정보수용, 소비자태도, 구전정보의
SNS재전달, 구전정보의 오프라인재전달, 방문의
도 등의 10개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
기위해확인적요인분석을통해도출된잠재개념

들의 AVE값과 각 잠재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모든측정개념의 AVE값은 측정개념 간 상
관계수제곱값보다크므로판별타당성을확보하

였다.

Path
S.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C.R. Result

Estimate S.E.

H1

1-1 Vividness → Acceptance of WOM .206 .174 .048 3.641*** Accepted

1-2 Consensus → Acceptance of WOM .054 .047 .049 .963 Rejected

1-3 Reliability → Acceptance of WOM .390 .420 .054 7.716*** Accepted

H2

2-1 Vividness → Consumer attitude .071 .060 .048 1.268 Rejected

2-2 Consensus → Consumer attitude .063 .055 .047 1.157 Rejected

2-3 Reliability → Consumer attitude .207 .225 .058 3.884*** Accepted

H3
3-1 Homogeneity → Acceptance of WOM .139 .116 .050 2.339* Accepted

3-2 Ties → Acceptance of WOM .096 .075 .046 1.622 Rejected

H4
4-1 Homogeneity → Consumer attitude .160 .135 .049 2.762** Accepted

4-2 Ties → Consumer attitude .054 .042 .045 .934 Rejected

H5

5-1 Homogeneity → SNS WOM transmission .278 .363 .089 4.098*** Accepted

5-2 Homogeneity → Offline WOM transmission .291 .299 .062 4.827*** Accepted

5-3 Ties → SNS WOM transmission .073 .089 .081 1.095 Rejected

5-4 Ties → Offline WOM transmission .019 .019 .057 .327 Rejected

H6 Acceptance of WOM → Consumer attitude .412 .414 .056 7.419*** Accepted

H7
7-1 Acceptance of WOM → SNS WOM transmission .111 .174 .102 1.701 Rejected

7-2 Acceptance of WOM → Offline WOM transmission .281 .344 .071 4.820*** Accepted

H8
8-1 Consumer attitude → SNS WOM transmission .193 .300 .100 3.007** Accepted

8-2 Consumer attitude → Offline WOM transmission .221 .269 .070 3.866*** Accepted

H9 Acceptance of WOM → Visit intention .115 .121 .063 1.925 Rejected

H10 Consumer attitude → Visit intention .335 .348 .061 5.678*** Accepted

H11
11-1 SNS WOM transmission → Visit intention .130 .087 .039 2.252* Accepted

11-2 Offline WOM transmission → Visit intention .206 .176 .055 3.192** Accepted

CMIN=17.043(DF=11, p=.107), GFI=.989, AGFI=.945, RMR=.012, CFI=.995, IFI=.995, RMSEA=.043 

*p<.05, **p<.01, ***p<.001

<Table 4> Parameter analysis of the constructs

4. 가설검증

본연구에서는본연구에서는탐색적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관

측변수에 의한 측정개념을 도출하여 연구모형에

서 설정된 가설들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

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검증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χ2=17.043(DF=11, p<0.01), GFI=.989, AGFI= 
.945, RMR=.012, CFI=.995, IFI=.995, RMSEA= 
.043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의적합도지수가권
고기준을충족한다. 이에가설검증을위한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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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모형 실시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며,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은 <Table 4>와 같

다. 
가설 1의 검정결과, 생동감(β=.206, p<.001)과

신뢰성(β=.390, p<.001)이 구전정보수용에 유의
한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가설
2의 검정결과, 신뢰성(β=.207, p<.001)이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설 3의검정결과, 동질성(β=.139, 
p<.05)이소비자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4의 검정결과, 동질성(β
=.160, p<.01)이 소비자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의 검정결과, 동질
성이 SNS 재전달(β=.278, p<.001)과 오프라인재
전달(β=.291,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의 검정결과, 구
전정보수용(β=.412, p<.001)은 소비자태도에 유
의한정(+)의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가
설 7의 검정결과, 구전정보 수용(β=.281, p<.001)
이오프라인재전달에유의한정(+)의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의 검정결과, 소비자
태도가 SNS 재전달(β=.193, p<.001)과 오프라인
재전달(β=.221,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9의 검정결과, 구
전정보수용(β=.115, p>.05)은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미치지않았고, 가설 10의검정결과, 소비
자태도(β=.335, p<.001)는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의
검정결과, SNS 재전달(β=.130, p<.05)과 오프라
인재전달(β=.206, p<.01)은방문의도에유의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 SNS상의구전정보에대한소비능력
이있는여성의수용과정과행동의도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식업체에 관한
SNS 정보를접한기혼여성소비자가지각하는생

동감, 동의성, 신뢰성, 동질성, 유대관계와구전정
보수용, 소비자태도, SNS 재전달, 오프라인재전
달, 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실
증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상의글이 생동감있고, 신뢰성이 있

다면, 그 글에 대한 수용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소비자 태
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ae M et 
al(2002), Lee CS et al(2013)의 견해를 지지한다. 
즉, SNS상의 글에 대해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
즉,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함께 게시한
다면생동감과신뢰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또
한, 자료들의출처를밝히고, 근거를 함께제시해
준다면, 구전정보를수용수준을높이고, 소비자들
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외식업체 또는 소매점들은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함
께 SNS 올릴경우의할인, 식사권제공등과같은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동질성은 구전정보 수용과 소비태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유대관
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동질성이 구전의 수용에
에영향을미친다는 Bansal HS & Voyer PA(2000)
의 견해를 지지하지만, 유대관계가 강한 정보 수
신자가 의사결정에 더 크게 고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Johnson M(1987)의의견과는상이한결과
가 나타났다. 즉, SNS의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보다는그사람들과의동질성이구전정보수용과

소비자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따라서구성원들과친해지고자하
는 시도 및 노력보다는 동질성이 높은 SNS를 찾
아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동질성은 SNS 재전달과오프라인재전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
성이 구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주장한 Bansal & Voyer PA(2000)의 견해를 지지
한다. 하지만, 유대관계는 SNS 재전달과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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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전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SNS상의회원들과 유대관계가 깊은것보다는동
질성 있는 회원들일 경우에 그 구전정보에 대한

SNS상의재전달또는오프라인상의재전달 의도
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동질성
이강한집단으로구성된 SNS를찾아야하며, 카
카오스토리와같은 SNS 매체의 경우에도동질성
이 강한 집단들과 관계를맺어 나가는 것이구전

또는행동의도를높이는중요한방법임을시사한

다. 
넷째, 구전정보수용은소비자태도에유의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rrison- 
Walker LJ(2001)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즉,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
우, 그 외식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다는 것이다. 또한, 구전정보수용의 수준이 높아
질경우, 오프라인재전달의수준도높아지는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전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동감과 신뢰성 있는 글을

올리고자방문한고객들에게학습시킬수있도록

pop등을 게시해야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소비자태도는 SNS 재전달과 오프라인

재전달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태도가 형성되면 소비자의

구전동기를 높인다고 주장한 Holmes JH & Lett 
JD(1977)의 견해를 지지한다. 즉, 소비자가 외식
업체에 대한 SNS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경우, 그정보를다른 SNS로공유하거나, 퍼
가기등의재전달행동을하게된다는것이다. 뿐
만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주위사람들에게 SNS
상에서접했던정보를재전달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소비자태도를형성하는데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SNS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시장세분화를통한표적소비자들과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구전정보수용은 방문의도에유의한영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소비자태도, SNS 재전달, 

오프라인재전달은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전정보 전달
의지가 제품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Holmes 
JH & Lett JD(1977)의견해를 지지한다. 즉, SNS 
정보를접한소비자들이긍정적인태도를가지게

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게 되고, 
SNS 재전달또는오프라인재전달하고자하는소
비자는 방문의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비자 태도와 SNS 재전달, 
오프라인재전달의도를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장세분화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변수들의집합인인구통계학적특성중시장

세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인 성별을 분할

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소비능력이
있는기혼여성을대상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이
는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와 저 출산으로 인한 자기자신을 위한 소비시간

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고객을 표적
으로 하는 외식업체에 효과적인 프로모션전략에

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하였다. 따라서일반화의
한계를가진다. 또한, 본연구는시간적재정적제
약으로인하여부산지역만을대상으로연구를진

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지역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

진소비자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해야할것이다. 
아울러구성개념들간의간접효과에대한검증을

진행하지못하였다. 향후연구에서는변수들간의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 관한 SNS 정보를 접한
기혼여성 소비자가 지각하는 생동감, 동의성, 신
뢰성, 동질성, 유대관계와 구전정보수용, 소비자
태도, 구전정보의 SNS 재전달, 구전정보의 오프
라인재전달, 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자하였다. 본연구는부산지역의방송국,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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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관공서등의문화센터를중심으로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실시하
였다. 최종분석에는 304부가 사용되었다. 분석결
과, 생동감과신뢰성있는 SNS글이구전정보수용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이 소비자태도를 긍정적으
로 만들며, 동질성이구전정보수용수준과소비자
태도, SNS 재전달과오프라인재전달의도를긍정
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전정보
수용은 소비자태도와 오프라인재전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태도는
SNS 재전달과 오프라인재전달 및 방문의도에도
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SNS 재전달과 오프라인재전달은 방문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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