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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end to understand distinguishable SNS technology contributions for B2C commerce. In order 

to theorize this, we draw upon Technology-to-Performance chain (TPC) theory to develop the model that could explain 

how the technology value of the SNS could be realizable. For the purpose of capturing SNS technology effect to B2C 

channel effectiveness, on the basis of TPC theory, personal productivity is selected as a performance variable instead 

of satisfaction from SNS usage. Accordingly, as the antecedents of personal productivity, two variables of locatability 

and timeliness are extracted to reflect Task-technology-fit (TTF) dimension of performance precursors. For the utilization 

dimension of TPC framework, convenience and recreation tendency of the personal traits in shopping are included as 

the precursors of SNS utilization in the sense of reflecting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 of SNS adoption. Empirical 

validation is conducted with reference to promotion and sales event on Facebook, which is chosen as the typical SNS 

based B2C commerce scenario. The data analysis result provide useful insights to further investigate the firm’s SNS 

usage potentials for busines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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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기술이 경제활동의 반  패턴을 온라인 

쇼핑몰과 B2B 기반의 자상거래로 변화시키는 동

인이 된지 오래이다. B2C 자상거래가 일반화 되는 

과정에서 학계의 연구 한 다양한 에서 진행되

어 왔다.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방문을 진하거나 

재구매를 통하여 쇼핑몰 사이트의 성과 요인을 설명

할 수 있는 수많은 연구 모델이 제시되고 실증 으

로 검증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 한 연구는 한 

B2C 상거래의 온라인 채  특성과 제품 특성의 합

성, 온라인과 오 라인의 효과 인 결합에 한 시

지 효과 분석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한편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연구는 모바일 기술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모바일 기술의 특성을 반 하

여, 모바일 상거래 분야로 확장되었다. 모바일 상거

래 련 연구는, 인터넷 쇼핑의 형태가 단순히 온라

인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행 를 모바일로 환하

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술 특성이 기반이 

되어 치기반상거래(location-based-commerce)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모바일 기반의 자상거래의 발 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속한 보 에 더불어 SNS를 활

용한 상거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가능하

게 하 다. 이동일, 김 교[12]는 모바일, PC 온라인 

매체 방문 행동이 쇼핑 사이트 방문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 온라인 고 에서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여 쇼핑 활동에 고착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모바일 매체를 통해 추가 인 혜택이나 편

의성을 강조를 제안하 다. 주 진, 지민성 외[16]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치기반 쿠폰 고의 효과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 특성인 소비가치와 스마트폰 이

용환경을 반 한 치기반특성인 거리에 따라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하 다. 백미 , 한상린[8]은 모바일 소셜 커머

스 이용 고객을 상으로 이용 동기  재이용의도

를 실증분석하여 모바일 소셜 커머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실무  시사 을 제공하 다.

한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화로 인

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SNS는 최근 가장 핵

심 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는 사용자 간의 사회  계를 생성, 유

지, 강화, 확장시켜주는 온라인 랫폼 서비스를 의

미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끼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분이 

웹 기반의 서비스이며, 자 우편, 인스턴트 메신

가 연락망의 수단으로 제공된다( 키피디아). 

SNS란 온라인에서 공통의 심사를 지니고 있는 

이용자들 간의 계 형성을 지원하고, 이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이는 스마트폰 활용

의 화로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는 일반 으로 개인 간의 계 형성을 지원하며 

취미, 오락 등이 주요 활용 목 으로 사용된다. Aula 

[27], Kaplan and Haenlein[51]와 Parsons[57]는 SNS

를 개인 정보의 로 일이나 정보 공유를 통한 이

용자 간에 상호작용을 SNS의 특징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  계의 유지와 새로운 

계의 형성을 돕는 역할[39]을 하며 이는 기업의 

SNS 활용에 근본  가치 창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가치 창출 요인은 기업 경 에서 

소셜 미디어를 마   홍보, 고객 서비스 부문에

서 활용하는 것에 한 잠정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KT그룹이 발표한 ‘2014 NPR(Netizen Profile Re-

search)에 따르면 SNS 이용자의 10명  7명이 기업

이나 랜드에서 운 하는 SNS에 방문한 경험이 있

으면 방문자의 81%가 랜드 SNS와 팔로잉, 친구, 

팬 등의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

며[6], 특히 융업계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SNS와 

융을 결합한 마 이나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서윤교 등[9] 등은 가치사슬 활동별 SNS 

활용에 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SNS가 단순 홍보 

활동을 넘어선 소비자 요구사항 악  심화된 마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 터 

등의 기업 응용에 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 다. 

최근 SNS을 활용한 마 에 한 연구가 다양한 

산업을 배경을 이루어지고 있다. Leung et al.[53]은 

호텔 산업에서 페이스북과 트 터를 이용한 소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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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마 에 한 효과성에 해 실증분석 하 다. 

Trainor[63]은 미국의 체 산업분야에서 1,200개 기

업의 최고경 진을 무작 로 308개 표본 추출을 통

하여 기업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고객 계 리

(Social CRM)에 한 가능성을 모색하 다. 

그러나 SNS의 기업 활용은 한 실패의 험 역시 

존재한다. Forbes[49]는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실

패를 조사하며 그 이유를 소셜 미디어와 기업의 핵심

가치의 불일치, 일 성 결여, 소셜 미디어의 이해 부

족, 차별화 결여, 일방  달, 모니터링과 측정의 결

여 등으로 제시하 다. Winpenny[64]은 알코올 랜

드 5개사에서 운 하는 소셜 랫폼의 공식 채 인 

페이스북, 트 터, 유투 에서 국의 어린이  청소

년을 상으로 높은 수 의 SNS 노출  근에 한 

험을 우려하며 향후 모니터링  규제를 구하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SNS의 기업 활용 험에 착안하

여, 새로운 응용 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SNS의 B2C 

활용 합성에 한 이론  근을 시도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SNS의 다양한 응용에 

기반이 되는 기술  가치에 을 맞추고,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등 기술이 개인의 B2C 상거래에 근

원  효용을 제공한 맥락에서, SNS 기술의 B2C 채

 활용 시 개인 에서 B2C 채 로서 얻을 수 있

는 효용을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탐색

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연구 질의와 목 을 하여 본 논문에서

는 기술이 개인의 활용과 성과와 미치는 과정을 체계

으로 이론화한 연구 흐름에 이론  바탕을 두고, 

실제 으로 SNS가 기업의 개인 상 수익 창출 활동

에 기여하는 황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 모델을 도출

하 다. 도출된 연구 모델은 SNS 기반 B2C 활용 

황 분석을 바탕으로 표  사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모델을 검증하 다. 

2. 연구 배경 

2.1 국내 기업의 SNS 활용 

기업에게 잠정  고객 확보  기존 고객 리에 

새로운 기회로서 SNS 활용이 주목 받게 된 것은 스

마트폰과 이를 이용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의 일반화

가 속히 진행된 데 기인한다. 상호작용과 커뮤니

이션에 기반한 SNS의 기술  특성은, SNS 활용

을 통하여 기업은 로모션 이벤트  마  캠페

인 활동 뿐 아니라 잠재 고객을 발굴하여 업 기회

와 매출을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경험을 창출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등 고객 유지율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SNS는 취향이 유사한 사용자를 모

아 제품  서비스에 한 생각, 아이디어나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고객에게 직  제품을 매하

는 새로운 채 로 이용할 수 있다[21].

KPR소셜커뮤니 이션연구소[23]에서 수행한 국

내 기업의 SNS 도입 황과 인식 조사 결과, SNS의 

기업 활용 역에 하여, 고객과의 소통  계개

선, 기업/제품 이미지 제고, 제품/서비스에 한 소

비자 인지도 강화, 기업미디어 채  구축, 고객 이벤

트  로모션 활성화, 이슈  기 리, 소비자 의

견 수렴, 제품/서비스 매  매출 증가 순으로 나타

났다. 일반 으로 기업의 SNS 활용은 내부 업무 효

율을 향상하는 목 과 고객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

는 외부  활용으로 구분되며, <표 1>에 정리된 바

와 같이 페이스북, 트 터 등 도구 별로 그리고 업종 

별로 차별화 된다. 

융기 의 경우 업무처리 처리 효율화를 한 내

부  효율 향상은 내부직원 소통의 편의성과 속도 

향상이며, 외부  활용은 고객 상담과 민원 업무 처

리 등을 들 수 있다[4]. SNS를 통해 상담내용이 실시

간으로 소통되어 고객 상담 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함께 상품 련 단순 문의 회신 등의 속도 향상이 가

능하다. 한 융기 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고객

에게 방문이나 입소문을 유도하고 그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을 홍보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뱅킹 서비스나 송  서비스와 같이 기존 

채 과 차별화된 서비스 채 을 확장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KB 융지

주 경 연구소[22]는 융권의 소셜미디어의 형  

활용을 실시간 고객 상담을 한 채 로서 고객 불

만 등에 빠르게 응 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창구로 



138 손진렴․한 수

연구자 연구주제 주요 내용

김서 [4]
국내외 융기 의 

SNS 활용 황  시사

업무처리 효율화

고객 계 형성

매 진

서비스 채  확장

KB 융지주
경 연구소[50]

융권의 소셜 마  활용

실시간 상담창구

융상품  서비스 개선 고객참여

사회공헌활동 홍보  공익 캠페인 운

출 련 정보나 융교육 서비스 제공

융게임 서비스 제공

KPR소셜
커뮤니 이션 연구소[51]

2012 국내 기업 소셜미디어 
도입 운  황  담당자 인식

고객과의 소통  계개선

기업/제품 이미지 제고

제품/서비스에 한 소비자 인지도 강화

기업미디어 채  구축

고객 이벤트  로모션 활성화

이슈  기 리

소비자 의견 수렴

제품/서비스 매  매출 증가

IBM기업가치연구소[45]
기업의 소셜 비즈니스 활용 략 : 
소셜 비즈니스의 이 과 방향

로모션 이벤트/마  캠페인

업 기회  매출 창출

제품  서비스 지원 제공

고객에게 직  제품 매

이강호[11]
기업의 트 터 활용유형에 따른 

도입방안에 한 연구

조사  마

고객 계 리

랜딩

매

업

정동훈, 이 지[15] 기업 SNS 분석을 한 범주화 연구

고객서비스

고객 계

기/미디어 응

마 / 로모션

이벤트 리

사회공헌활동

이은선, 김미경[13]
마  커뮤니 이션 수단로서의 기업 
페이스북 팬페이지 이용행태 분석

일기

고

이벤트고지

정보제공

<표 1> 국내 기업의 SNS 활용 유형

제시하고 있다. 고객이 융 상품  서비스 개선을 

해 고객 참여 채 을 SNS상에서 열어두고 융 

거래에 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사

회공헌활동 홍보  공익 캠페인 운 은 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공익 캠페인을 SNS의 활용을 통

하여 자연스러운 홍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랜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댓  기능이

나 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소통 채 로 

활용한다. 한 융 회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

객에게 출 련 정보나 융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융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고객의 

확보  기존 고객의 유지를 강화한다[22].

같은 맥락에서, 이강호[11] 정동훈, 이 지[15]과 

이은선, 김미경[13]는 기업의 SNS 사용에 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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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주제 측정항목

Schivinski
et al.
[58]

The Impact of Brand Communication on Brand 
Equity Dimensions and on Brand Purchase 
Intention Through Facebook

Firm-created social media communication, User- 
generated social media communication, Brand 
awareness/association, Brand loyalty, Perceived 
quality, Brand purchase intention

Johanna et al. 
[48]

Customer engagement in a Facebook brand 
community

Community engagement,  Transactional engagement, 
Social benefits, Entertainment benefits, Economic 
benefits, Satisfaction, Loyalty

Akar et al.
[24]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Attitudes Toward Social Media 
Marketing

Attitudes toward marketing with social media, Social 
media use, Social media knowledge, Being affected by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Following- monitoring 
social media, Foresight about social media, Fear about 
marketing with social media

심은선 외
[10]

기업 SNS 이용자(고객)의 지속  사용의도에 한 
연구：Facebook 팬페이지 운  목 을 조 변수로

계성, 신속성, 컨텐츠 다양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만족도, 이용의도 

나종연
[7]

사용확산모형을 용한 소비자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한 연구

이용동기, 기술 신성, 기술 근성, 기술활용능력, 인지
된 유용성, 인지된 향력, 미래 이용 의도

김동 , 황 욱
[3]

호텔기업의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품질이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인터페이스품질, 서비스품질, 만족, 
재방문 의도

김홍기 외
[5]

트 터를 통한 기업과 고객과의 소통 : 지속 인 
팔로윙과 구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인지된 유사성, 인지된 수용성, 인지된 상호작용성, 유비
쿼터스 속가능성,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유용성, 인지
된 정보 투명성, 감정  만족, 인지  만족, 지속  사용의
도, 구 의도

최재원 외
[17]

페이스북 기업 팬페이지 지속  이용의도의 
결정요인

계성, 유능성, 자율성, 인상 리, 정보성, 오락성, 침입성, 
지속  이용의도, 정  피드백

임기흥
[14]

국내 기업의 SNS 마  특성이 계몰입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정서  몰입, 계산  몰입, 온라인 
구 의도

<표 2> 기업 SNS 활용 연구의 성과 지표

화를 하는 연구에서 기업의 트 터와 페이스북을 분

석하여 활용 내역을 고객서비스, 친  계 형성, 마

 활용 등으로 구분하 다. 첫째, 기업은 SNS를 

활용하여 고객의 실제 인 소비와 이용이 이루어지

는 상품  서비스에 한 사 , 사후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고객과의 장기 이고 수익성이 있는 

계를 형성하고 유지  강화에 을 두고, 기업의 

이미지에 향을  수 있는 고객의 부정  경험이나 

의견에 한 응 등을 SNS를 이용한다. 셋째, 기업

의 상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며,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SNS 채 을 이용하는 것이다.

2.2 기업 SNS 활용성과 

국내 사용자들의 SNS 이용 동기나 목 은 일반

으로 인 소통과 개인의 즐거움을 한 오락  목

이 일반 이다. 한 사용자는 SNS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이슈나 콘텐츠가 궁 하여 틈새시간을 이용하

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속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이벤트 페이지 등에 노출이 되면 다

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고객의 심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용이하

며, SNS 사용자의 방문 횟수와 시간을 늘리면서 심

사나 흥미 있는 주제를 악할 수 있고, 고객과의 

계를 유지하고 팬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댓  이벤트나 

사진, 동 상 공유와 같은 참여를 하게 되면 쿠폰, 상

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 인 보상이 주어진다. 

기업의 SNS와 사용자 즉, 고객과 련된 연구들은 

주로 사용자의 SNS의 이용 행태나 이용 동기 요인을 

밝히는데 을 맞추어왔다. 소셜 미디어와 련 선

행연구들은 사례 분석이나 문가 면담을 통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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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함께 SNS에 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실증 

연구는 페이스북과 트 터 등 기업에서 운 하는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반 인 

만족도, 재이용 의도, 구  의도 등과 같은 변수로 측

정된 것이 부분이다. <표 2>에서 제한 으로 조사

된 기업의 SNS 활용성과 지표는 만족도, 몰입도, 인

지된 유용성, 재방문 의도, 구매 의도, 인지 품질, 경

제  이익, 온라인 구  의도 등으로 다양하며, 이와 

같은 변수는 IT 기반 정보시스템, 자상거래 등 활

용 연구의 성과 지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실증 연구는 기업의 새로운 형

태의 서비스에 한 형태를 악하거나 달 방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실제 으로 고객이 어떠한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 SNS의 기술  특성과 

합하여 이용 빈도를 높이고 정 인 성과  어

떠한 속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구체 인 성과 

지표를 악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SNS 활용 시 차별화 된 개인의 경제  효용 즉 SNS 

고유의 기술  특성이 타 매체를 이용하 을 때 

비 기여하는 요인과 이에 한 성과를 악한다. 

3. 이론  개  

3.1 연구 모델 

SNS 기업 활용에 한 경제  효용에 한 이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SNS

를 통 인 유무선 기반의 B2C 상거래와 차별화되

는 기술로 간주하고, SNS의 기술  특성이 어떻게 

개인의 상거래 효용 향상에 기여하는 가를 탐색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델 설

계에 이론  토 를 태스크-기술 합(TTF,  Task- 

Technology Fit)에 바탕을 둔 TPC(Technology-to- 

Performance Chain) 이론[43]에 기반한다.

TTF 이론은 사용자의 기술 사용의지와 성과가 

기술 속성과 태스크 속성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향

을 받는 다양한 합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

론이며, 이에 한 확장 모델인 TPC 이론은 합변

수의 수 과 함께 개인  요인이 포함된 제반 활용 

선행 변수가 활용 수 에 향을 주고, 결과 으로 

활용수 과 합수 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태스크 특성을 비-일상성(non- 

routinenes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직무 타

이틀(job title) 등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술 특성

을 부서와 시스템 종류로 구분하 다. 이러한 태스

크의 특성과 기술의 특성은 8가지 태스크-기술 합 

세부 요인(데이터 품질, 데이터 소재, 데이터 사용 인

증, 업무 습 과의 합, 정 시기, 신뢰성, 교육 등

의 편의 계)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스크-기술 

합 정도가 활용과 성과에 향을 미치는 인과 

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에 제시한 SNS 기업 활용 연구 모델은 

TPC 이론에 근거하 으며, 상이 되는 태스크

(Task)와 기술(technology)은 각각 로모션  고

객 이벤트(Promotion and Customer Event)와 페이

스북을 선정하 다. 본 연구 모델에서 로모션  

고객 이벤트를 태스크로 채택하고 SNS 유형  페

이스북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소셜미디어 형태의 가장 우선순 는 연령

에 계없이 페이스북이 가장 높으며, SNS 활용 유형 

 B2C 분야의 표  태스크는 로모션  고객 

이벤트이다[20]. KT그룹이 발표한 ’2014 NPR(Ne-

tizen Profile Research)에 따르면 기업 랜드 SNS와 

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로모션 참여(56.2%), 소식

이나 정보 획득(31.6%), 랜드 심(12.2%) 순으로 

조사되어, 기업 SNS 활용의 주요 태스크는 이벤트와 

로모션으로 악되었다. 한 SNS 이용자 증가와 

이를 이용한 마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기업이나 

랜드의 SNS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SNS 

마  경쟁이 확 될 것으로 망되는 것이 본 연구

에서 SNS 기업 활용의 기술과 태스크를 각각 페이스

북과 로모션  고객 이벤트로 선정한 배경이다.  

TPC 이론  임웍에 근거한, SNS 활용을 통한 

성과 향상 수 에 향을 주는 구성개념(construct)

은 각각 활용(utilization)과 태스크․기술 합(T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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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NS 활용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향 탐색 
연구 모델 

요인이다. 본 연구 모델에서 활용은 페이스북에서 

로모션  이벤트 활동에 참가하는 빈도이며 TTF 

요인은 이와 같은 태스크 기술 수행 환경에서 

한 구성개념을 포함한다. TPC 이론은 합 (fit 

focus)과 활용 (utilization focus) 모델의 결합으

로 구성된바, 본 연구모델에서도 활용  모델을 

따라 활용 수 에 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 요인을 

선행 구성개념으로 정의하 다. 

TTF 모델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은 Goodhue and 

Thomson[43]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합 요

인을 태스크와 기술의 특정 상황에서 독립된 변수로

서 추출하는 방법과 합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

의 계량  크기가 궁극 으로 특정 합 수 에 

향을 다는 애토미스틱(atomistic) 합 근 방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SNS 기반의 페이스

북 기술을 이용하여 이벤트나 로모션에 참여하는 

상거래 활동을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애토미스틱 

합 방법 신 독립된 변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택

하 다. 한편 성과와 련하여서는 SNS 련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사용자 만족 혹은 지속사용 

의도 신 페이스북 특정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이벤트 혹은 로모션을 통하여 B2C 행 를 수행하

는 것을 반 하여, 업무 생산성과 같은 맥락에서 개

인의 B2C 활동 생산성을 채택하 다. 

이용(Utilization)이란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수하

기 해 정보기술, 는 정보시스템을 직 으로 이

용하는 행 를 뜻하며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측정하

기 해 직 인 사용 빈도, 이용 의도, 결과에 한 

믿음, 활용에 한 선호 등을 보조 인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Goodhue and Thompson 

[43]의 활용에 한 정의를 기반으로, 기업에서 운

하는 SNS의 활용은 고객 태스크를 완수하기 해서 

기업의 페이스북에 속하여 로모션 행사  이벤

트에 참여하기 해 커뮤니 이션을 시도하거나 활

동을 하는 행 라고 정의한다. 

3.2 태스크․기술 합과 기업 SNS 이용  

TTF 구성개념에 한 기의 연구는 Goodhue 

[44]의 시스템과 서비스 평가를 한 장 연구를 들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험

사, 제조업체, 정부기  등 10개 회사  조직의 357

명을 상으로 TTF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해 과업

수행과정을 세부 과정으로 나 고 하 개념에 해 

타당성이 높은 12차원의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그

는 과업기술 합도란 개념이 과업 수행을 지원해주

는 정보 기술의 평가를 목 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평가 측정도구이며, 실무  에서 정보시

스템의 진단 혹은 치료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개발된 측정도구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을 기 으로 정보 확인 과정에는 히 상세한 

정보를 유지하는 정도, 정보의 손쉬운 치 악, 정

보의 의미 이해, 일의 복잡성 정도이며 정보의 획

득 과정에는 자료의 근성, 지원정도, 손쉬운 사용

여부, 신뢰성이 포함되었고, 정보의 해석과정에는 정

확성, 호환성, 최신성, 올바른 정보제시의 개념이 포

함되었다.

Dishaw and Strong[36]은 태스크-기술 합 모

형을 바탕으로 합의 12차원을 네 가지의 범주

(Intrinsic Fit, Contextual Fit, Representational Fit, 

Accessibility Fit)로 나 었다. 한 그들은 후속 연

구에서 태스크-기술 합 모형을 이용하여 유지보

수 업무와 소 트웨어 기술의 특성의 합을 두 가지 

합도(fit)으로 정의하고 실제 인 이용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Lee et al. 

[52]은 태스크-기술 합과 개인의 특성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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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측정 Fit

Goodhue and 
Thompson

[43]

항공사와 보험사에서 정보시스템 부서가 아닌 26개 
부서에서 26개 부서에서 일하면서 25개의 기술  
시스템을 활용하는 662명을 상으로 TTF 모형을 실증  
검증함

data quality, locatability of data, authorization 
to access data, data compatibility, training and 
ease of use, production timeliness, system 
reliability, relationship with user

Goodhue
[44]

보험사, 제조업체, 정부기  등 10개 회사  조직의 
357명을 상으로 과업기술 합도라는 구성개념을 측정, 
과정을 세부 과정으로 나 고 하 개념에 해 타당성이 
높은 12차원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한 실증분석을 함

level of detail, accuracy, compatibility, 
locatability, accessibility, meaning, assistance, 
ease of use, system reliability, currency, 
presentation, confusion

Dishaw and 
Strong
[36]

유지보수 업무와 소 트웨어 기술의 특성의 합을 두 
가지 합도(fit)으로 정의하고 실제 인 이용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실증 으로 검증

Production, Coordination

Lee et al.
[52]

보험산업에서 모바일 커머스를 용하기 한 략 
수립을 해 PDA를 활용한 보험 업무 지원에 한 
TTF 모형을 실증  분석함

Data Quality, Locatability, Authorization, 
Timeliness, Compatibility, Systems Reliability, 
Ease of use/Training, Relationship with users

Junglas et al.
[50]

병원 직원들을 상으로 간호 업무에 모바일 기술을 
용하기 한 합도를 규정하고 TTF 모형을 기반으로 

이용과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함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location, patient interaction, physical, 
time criticality, user comfort, work flow

<표 3> 태스크-기술 합도(Task-Technology Fit) 구성개념 정의 선행 연구

보험 산업에서 모바일 커머스를 용하기 한 략

에 한 연구하 다. PDA를 활용한 모바일 커머스 

시스템을 보험 태스크에 용하 을 때 보험 업무를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는지에 해 실증  분석하 다. 

같은 맥락에서 Junglas et al.[50]은 병원에서의 간호 

업무와 모바일 기술에서 합도를 이해하고 사용자 

심의 이용 결정과 성과에 해 실증 분석하 다. 

특정 의료기술을 병원 직원들을 상으로 용하기

에 앞서 련 인터뷰를 통한 질  연구를 통해 변수

를 규정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스크-기

술 합이 이용과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태스크․기술 합 이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한 수, 정석인[19]은 TV홈쇼핑, 인

터넷 쇼핑, 로드밴드 응용(IPTV) 등 3개의 가상 

쇼핑 채 에 한 소비자 선호에 향을 주는 합

요인을 탐색하 다. 미디어 기술과 다양한 제품 구

매 태스크의 한 매칭을 한 4가지 주요 합 속

성과 상  차별성이 악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요약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TTF의 구

성 개념을 ‘ 치 합성(Locatability)’와 ‘시간 합

성(Timeliness)’으로 채택하 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와 로모션에 참여’할 

때 오 라인 업 의 수가 제한 이어서 근이 어

려운 지역이거나 해외 체류 이어서 기업의 정해진 

물리  공간에 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페이스북’

이라는 새로운 채 은 사용자의 부담과 노력을 이

고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유용하며 효과 인 지원을 

해  것이다. 융결제원[1]에서 발간한 ‘ 융 IT환

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응 략’ 보고서에 따르면 

융업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고 스마트 

융 서비스 경험자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고객들은 융회사가 있는 공간에서 융 상품을 거

래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들이 있는 장소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을 지 하 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스마트

폰과 SNS의 이용이 이 보다 생활에 한 의존도가 

 커져가고 있으며 업무나 일상생활의 패턴까지 

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에 물리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는 합성을 

‘Locatability Fit’이라고 정의하고 기업 SNS 활용에 

양의 향을 미치는 가설을 개하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두 번째 TTF 구성개념은 ‘시

간 합성(Timeliness Fit)’이다. 기존 기업의 로모

션이나 마 을 진행할 때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면 

지역 간 정보 달의 속도에 격차가 나면서 참여율 

한 달라진다. 한 고객이 고객 문의와 같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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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자 할 때 직업  특성 때문이나 해외 체

류 일 경우 시차로 인해 정해진 기업의 업시간 

동안 기업과 소통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온

라인 홈페이지에 속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 으

나 그 역시 형태만 제공될 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고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고객이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기업의 SNS에 근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

간에 자유롭게 문의 업무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

고, 이러한 업무들에 한 기업의 응 속도가 신속

하다면 SNS는 기술 으로 매우 유용하며 정 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국내 사용자들

의 특성에 한 연구  김남훈[2]이 제안한 SNS 사

용자들의 특성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기업의 제

품  서비스에 한 빠른 피드백과 한 정보 교

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Goodhue and Thompson[43]에서 정의한 이용

(Utilization)은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수하기 해 정

보기술, 는 정보시스템을 직 으로 이용하는 행

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을 

기업의 페이스북에 속하여 로모션 행사  이벤

트에 참여하기 해 커뮤니 이션을 시도하거나 활

동을 하는 행 라고 정의한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H1 : 태스크-기술 합성(TTF)는 기업 SNS 이

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치 합성(Locatability)이 기업 SNS 

이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시간 합성(Timeliness)이 기업 SNS 이

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3 태스크․기술 합과 성과 

성과(Performance)는 직무에 한 개인의 성취 

정도를 말하며 높은 수 의 직무성과는 직무에 한 

질  향상,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의 개선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보시스템, 자상거래 

그리고 SNS 련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와 련하여 

일반 으로 만족도 혹은 향후 이용 의도를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SNS 기술을 이용하여 B2C 활

동을 할 때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주목하

다.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경우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측정이 기술 도입의 차별화 

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기반한다. 를 

들어 Anitsal and Flint[25]은 고객생산성은 기술기

반 셀 서비스 환경과 같이 새로운 기술의 출 을 

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은 연구자들에 의해 ‘투입과 산출의 비율(비

율함수)’로 비교  쉽게 측정되며, 부분 공 자 

심에서 바라본 기업 의 생산성에 해서 주로 다

왔다. 이러한 내부 지향 인 에서는 고객을 생

산 제조 과정에서 요한 요소나 역할로 간주하지 않

기 때문이며[46, 47] 기업들은 서비스 생산성을 증가

시키기 해 고객에게 더욱 의존하는 바가 커지고 있

지만 고객 측면에서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32]. 반면 

Parasuraman[56]은 고객이 서비스 생산성을 창출하

는 서비스의 생산과 달 측면에서  더 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과 

더불어 고객 이 생산성 모델로 통합되어야하며 

고객 의 생산성 측정의 당 성을 강조하 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를 고객 생산성(Cus-

tomer Productivity)으로 정의하고 TTF 구성개념과 

연계 가설을 다음과 같이 개하 다. 

H2 : 태스크-기술 합성(TTF)은 고객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치 합성(Locatability)이 고객생산성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시간 합성(Timeliness)이 고객생산성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4 개인  특성과 기업 SNS 이용 

SNS 채 을 이용하여 이벤트와 로모션 등에 참

여하는 것은 일차 으로 상거래의 효율성을 시하

는 경향이 기반이 될 수 있다. Teo and Yu[62]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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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경제 활동이 사용자에게 주는 

효용성을 탐색 비용, 모니터링 비용, 용 비용 등 3

가지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경감이 온라인 

채  이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이론화 

하 다. 이와 같이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한 로세스 

효율성 향상은 온라인의 일반  경제 활동[35]과 모

바일 거래 행 [66]에도 인지된 유용성에 핵심 구성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2C 상거래 련 비용 감

에 한 심이 큰 사용자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오 라인을 포함한 특별한 세일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 비, 

본인의 심사에 합한 아이템을 심으로 SNS를 

활용하여 이벤트와 로모션 등을 참여할 때 편의

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쇼핑의 실용  가치

(utilitarian value)를 추구하는 에서 페이스북 등 

SNS 기반의 마  기능은 실용성 추구의 편의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Morganosk[54] 편의 지향 인 소비자는 최소한

의 시간과 에 지를 통해 목  달성을 하려는 사람

이라고 하 다. Eastlick and Feinberg[38]은 카탈로

그 쇼핑을 이용한 구매자들의 선호도에 향을 미치

는 기능 , 비기능  동기로 구분하 으며 편의성을 

구매를 한 탐색에 들이는 시간, 노력을 약하고 

시간 제약의 완화라고 하 다. Seiders et al.[59]은 

많은 소비자들이 쇼핑 시간을 이는 신 다른 활

동을 하기 해서 시간을 벌고 있으며, 제품 구매뿐

만 아니라 반 인 서비스의 시작과 끝에서 고객의 

노력 소모를 이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 활동의 “편의

지향성” 이 높은 고객은 기업 SNS 참여와 활용 수

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 다. 

구매자의 쇼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실용  

가치와 함께 감성  재미 가치(hedonic value)이다.  

감성  재미는 통 으로 온라인 웹사이트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악되었으며(  : [30, 65]) 특

히 모바일 앱을 심으로 한 응용에서 시된다[18]. 

Novak et al.[55]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오 라

인에서 쾌락  소비 가치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에

서의 감각 , 쾌락  소비 가치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을 지 하 다. 온라인 쇼핑은 통  마  에

서와 구분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몰입과 참여를 이끌

어 내기 해서는 재미, 즐거움과 같은 오락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웹상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오락  

즐거움이 소비자의 경험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의지향성과 함께 구

매 과정에서 ‘오락 추구성(Recreation Orientation)’

이 높은 성향을 가진 이용자는 기업 SNS에서 제공하

는 마  등 활동에 참여하여 이용하는 수 이 높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가설 H3를 도출하 다. 

 Parasuraman[56]은 기업과 고객 에서의 서비

스 품질과 생산성 향성을 한 계를 시 지 측면에

서 살펴보고 고객생산성을 ‘서비스 생산에서 고객이 

참여자로써 제공하는 투입물에 해 고객이 경험하

는 서비스 결과의 비율’이라고 고객 에서의 정의

를 제안했다. Anital and Flint[25]은 고객생산성은 

TBSNS(기술기반셀 서비스) 환경과 같이 새로운 

기술의 출 을 반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객은 

즐기기 한 쇼핑 경험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반 으로 

그들의 시간, 돈, 노력에 해 어떻게 활용, 지출, 약

을 할 것인지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생산성은 

만족, 서비스 품질, 미래의 기술 활용 의도 등의 개념

과는 다르게 인식해야한다는 을 용하여 고객 

의 성과 측정 지표인 ‘고객생산성’을 TPC 이론

에 의거하여 가설 H4를 수립하 다. 따라서 SNS 채

을 이용하여 이벤트  로모션에 참여하는 고객

들은 ‘고객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H3 : 개인의 성향은 기업 SNS 이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1 : 편의 지향 성향이 높은 사용자는 기업 

SNS 이용 수 이 높을 것이다. 

H3-2 : 오락 추구 성향이 높은 사용자는 기업 

SNS 이용 수 이 높을 것이다. 

H4 : 기업 SNS의 이용은 개인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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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정의 참고문헌

태스크
기술
합도

치
합도

사용자가 태스크를 수행할 시 기업의 Facebook을 통해 물리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도 Goodhue and Thompson[43],

Lee et al.[52],
Junglas et al.[50]시간

합도
사용자가 태스크를 수행할 시 기업의Facebook을 통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도

이용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수하기 해 Facebook에 속하여 
활동하는 행

Davis[33],
Delone and Mclean[34]

개인
특성

편의추구
성향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시간, 노력을 
약하고 불편함을 이고자 하는 성향 

Donthu and Gilliland[37],
Eastlick and Feinberg[38], 

Berry et al.[29],
Seiders et al.[60]

오락추구
성향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에 상 없이 즐거움, 
재미, 오락  가치를 우선시 하는 성향 

Babin et al.[28],
Guiry and Lutz[45]

성과
고객
생산성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수하는데 Facebook이 이를 유용하고 
하게 지원을 해주어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효율 , 

효과 이라고 느끼는 정도

Anitsal[26],
Parasuraman[56]

<표 4>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20 49%

여자 125 51%

연령

20 (20～29세) 139 57%

30 (30～39세) 93 38%

40 (40～49세) 7 3%

50  이상(50세 이상) 6 2%

학력

고등학교 졸업 16 7%

문 학교(재학) 졸업 18 7%

학교(재학) 졸업 173 71%

학원(재학 )졸업 38 16%

사용 
경험

아주 많이 사용 한다. 8 3%

조  사용 한다. 55 22%

사용한 이 있다(1～2회). 84 3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3 30%

 사용한 이 없다. 25 10%

<표 5> 응답자의 일반  특성4. 연구 방법 

4.1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표 4>에 제시된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기존 논문에서 신뢰성과 타당

성이 검증된 측정 항목을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여 항목을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Task를 사용

자가 특정한 보상을 하여 기업의 이벤트  로모

션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제한하 고, Technology는 

기업이 소셜미디어 랫폼에서 운 하는 공식 SNS 

채   Facebook으로 정의하 다. 설계된 설문문항은 

문가 검증을 통해 1차로 확정하고 비조사의 피드백 

결과를 참고로 최종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4.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회수된 설문

응답자 수는 253개이나 불성실한 응답 8개를 제외한 

245개의 설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회수된 설문 응

답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총 응답자 245명  성별은 남자 120명(49%), 여

자 125(51%)이었으며, 연령의 분포는 20 가 139명

(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30 가 93명

(38%), 40 와 50 가 각각 7명(3%), 6명(2%)로 나타

났다. 학력은 학교 재학  졸업이 173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 재학  졸업이 38명(16%), 

문 학교 재학  졸업이 18명(7%), 고등학교 졸업

이 16명(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SNS의 사용에 

한 경험에 한 응답에서는 횟수가 1～2회로 ‘사용

한 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4명(3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73명(30%),  ‘조  사용 한다’가 

55명(22%), ‘  사용한 이 없다’가 25명(10%), ‘아

주 많이 사용 한다’가 8명(3%)의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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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item factor loadings t-value AVE CR
Cronbach’s

alpha

개인
특성

편의추구 성향

편리성1 0.892*** 37.297

0.711 0.880 0.797편리성2 0.873*** 24.251

편리성3 0.758*** 15.030

오락추구 성향

오락성1 0.748*** 12.130

0.628 0.835 0.701오락성2 0.863*** 26.024

오락성3 0.762*** 10.870

태스크-
기술 합

(fit)

치 합성

치1 0.835*** 22.419

0.800 0.923 0.874치2 0.934*** 59.308

치3 0.912*** 41.815

시간 합성

시간1 0.889*** 33.465

0.785 0.916 0.863시간2 0.862*** 24.850

시간3 0.906*** 34.789

이용 이용 의도

이용1 0.897*** 29.315

0.831 0.936 0.898이용2 0.927*** 48.137

이용3 0.911*** 39.470

성과 고객 생산성

성과1 0.935*** 63.916

0.866 0.951 0.923성과2 0.941*** 63.905

성과3 0.916*** 40.657

<표 6>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CR = Composite Reliability,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
t > 1.645, 

**
t > 1.965, 

***
t > 2.576.

4.3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의 검증을 해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PLS(Partial 

Least Square)는 기존의 공분산구조를 기반으로한 

구조방정식모형과는 달리 표본의 크기나 변수, 잔차

에 한 제약조건이 없어[41], 샘 수가 충분하지 않

은 IT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PLS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할 경우 측정문항과 

구성개념에 해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Discri-

minant Validity)가 필수 인 검증이 요구된다[42].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이론 으로 

한 계를 갖는 개념이 서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며, 각각의 잠재개

념에 한 측정변수들이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재

되어야 한다. 측정문항의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개별 측정항목의 요인에 한 요인 재량(outer 

loadings 혹은 factor loadings)과 t-값의 통계  유

의성이 요구된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는 요인 재

량의 값이 0.4～0.5를 상회해야 하며 t-값이 1.645, 

1.965, 2.576을 기 으로 유의수 을 만족해야 측정 

도구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측정항목들이 개별 으로 해당하는 변수를 측

정하기에 신뢰하다고 해석하거나, 개별 측정항목의 

신뢰성(individual item reliability)이 높다는 것은 각 

측정항목이 집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확인  요인 분석 결과는 본 설문

의 집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고 있다.

측정항목에 한 잠재변수에 한 집 타당성을 

평가한 다음 각 잠재변수에 한 단일차원성과 신뢰도

를 평가하기 하여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 α)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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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추구 치 합성 고객생산성 오락추구 시간 합성 이용의도

편의추구 0.843

치 합성 0.475 0.895

고객생산성 0.474 0.571 0.931

오락추구 0.625 0.483 0.431 0.792

시간 합성 0.485 0.775 0.666 0.511 0.886

이용의도 0.552 0.603 0.712 0.567 0.670 0.911

<표 7> 측정항목의 상 계분석

주) 각선은  값.

일반 으로 Cronbach’s α와 CR값이 0.7 이상이고, 

AVE값이 0.5 이상의 값을 가지면 측정변수들의 신

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단한다[41]. 이에 한 결과

는 <표 6>과 같으며, 측정모형에 한 신뢰성을 확

보했음을 알 수 있다. 

별타당성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 있는 경우 다른 

개념을 측정하 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들 간의 상

계가 매우 낮은 경우에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요인간의 상 계수와 각 요인별 AVE값의 제곱근

을 비교하여 검할 수 있다. 요인들의 상 계수보다, 

AVE의 제곱근값이 크다면 각 요인의 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본다[41]. 이에 한 검증 결과는 <표 7>

과 같으며 모든 AVE의 제곱근 값이 상 계수 값보

다 높게 도출되어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 

5. 실증 분석 결과

5.1 구조모형 합도 검증 

실증 분석을 한 구조모형의 합도는 Redun-

dancy값과 GoF(Goodness-of-fit)를 통해 검증되어

진다. PLS에서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인 Stone-Ceisser 

  test의 통계추정량인 Redundancy지표가 값이 

양수(+)일 경우 합도가 있다고 단한다[31]. 체 

합도인 GoF(Goodness-of-fit)은 모든 내생변수의 

분산 설명력()값의 평균과 공통성(communality)

의 평균값을 곱한 뒤에 이를 다시 제곱근해서 산출

하며, 이 값의 크기를 0.1, 0.25, 0.36을 기 으로 각각 

약(small), (medium), 강(large)로 분류하여 모형

의 합도가 유의한 수 으로 단한다[6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Redun-

dancy값이 양의 값을 보이며, 값의 평균값(0.558)

과, Communality의 평균값(0.770)을 곱한 후 제곱

근 한 값이 0.656으로 도출되어 모형 합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Communality Redundancy

치 합성 0.711

시간 합성 0.628

편의 추구 0.800

오락 추구 0.785

이용 0.545 0.831 0.141

고객생산성 0.572 0.866 0.037

모형 합도 ×   

<표 8>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구조모형 분석에서 평균 인 합도를 단하는 

종속변수의 설명력(  값)에 하여 값이 높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31]. 따라서 본 연

구모형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모든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최종 내생변수인 개인의 성과를 나

타내는 ‘고객 생산성’의   값이 0.572로 나타나 독

립변수를 57.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

었다. 정 검정력이 10%를 상회하는 것이 정 모

형이며[40], 내생변수의 값이 0.26 이상이면 상, 0.13

∼0.26이면 , 0.02∼0.13이면 하로 평가할 수 있다

[31]. 본 연구의 설명력은 57.2%로 의 조건을 만족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설명력에도 문제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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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결과

H1-1 치 합성 → 이용 0.120 1.006 기각

H1-2 시간 합성 → 이용 0.338
***

2.859 채택

H2-1 치 합성 → 고객생산성 0.039 0.269 기각

H2-2 시간 합성 → 고객생산성 0.316
**

2.040 채택

H3-1 편의지향성향 → 이용 0.184
*

1.952 채택

H3-2 오락추구성향 → 이용 0.195
*

1.933 채택

H4 이용 → 고객생산성 0.476
***

4.752 채택

<표 9>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검증

*
t > 1.645, 

**
t > 1.965, 

***
t > 2.576.

5.2 경로 분석과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경로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실증 분석에서는 부트스트랩 리샘 링 기법(Boot-

strap Re-sampling Method) 방법을 사용하 다. 연

구 모형의 통계  유의성 검증은 양측 검정에 한 

t값의 치가 2.576보다 크면 통계 으로 0.01수

에서 유의하며, 2.33보다 크면 0.02에서 1.965보다 크

면 0.05에서, 1.645보다 크면 0.10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다고 한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은 어떤 조건

하에서의 통계량 분포를 근사하게 구하는 방법으로 

재표본추출(Re-sampling)하여 심 있는 통계량 값

을 구한다. 실제 표본에서 n개의 측치를 포함하는 

표본을 반복추출(Re-sampling)하는 방법이므로 표

본의 크기에 따라 t-값 추정에 향을 미친다. 이에 

실증 분석을 하기에 앞서 재 수집한 표본 수가 연

구모형에 한지를 알아보기 해 G×Power 3.1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표

본 수는 245개이며, G×Power를 통해 도출된 최소 

표본의 수는 107개로 나타났기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표본상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첫 번째 가설인 태스크-기술 합성의 구성 요인

인 치 합성(Locatability)와 시간 합성(Time-

liness)이 기업 SNS 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치 합성(Locatability)은 경로계수가 

0.120, t값이 1.006으로 나타나 유의수  0.10에서도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시간 합성(Timeliness)은 

경로계수 0.338, t-값이 2.859로 도출되어 유의수  

0.01수 에서도 이용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채

택되어, 시간 합성은 기업의 SNS 이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통계  근거를 확보하 다.

두 번째로 태스크-기술 합성의 구성 요인인 

치 합성(Locatability)와 시간 합성(Timeliness)

이 태스크-기술 합성(Fit)으로 성과 변수인 고객

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이다. 태그크-기

술  치 합성(Locatability)은 경로계수 0.039, 

t-값이 0.269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시간 

합성(Timeliness)은 경로계수 0.316, t-값이 2.040

으로 유의수  0.05에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시간 합성은 고객생산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향이 기업 sns의 이용에 정 인 향이 

미치는 지에 한 가설 검증 결과, 편의 지향 성향을 

지닌 사용자는 경로계수 0.184, t-값이 1.952로 유의

수  0.10수 에서 기업 SNS 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추구 성향 사용자의 

활용 수  인과 계 결과는 경로계수 0.195, t-값이 

1.933으로 유의수  0.10에서 기업 SNS 이용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업 sns를 이용할 때 성과

인 고객생산성에 유의한 향이 미치는지에 한 가

설 검증 결과 경로계수가 0.476, t-값이 4.752로 나타

나 유의수  0.01 이하 에서도 가설을 채택할 수 있

었으며, 기업 SNS를 이용이 고객생산성간에 정

인 정(+) 향을 미치는 것이 악되었다. 이에 한 

결과를 <표 9>와 <그림 2>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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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 결과

5.3 분석결과와 시사

실증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결과값 가운데 SNS

이용을 통한 고객생산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로모션 행사  이벤트 참여를 하는데 시간, 비용, 

노력에 비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느낀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폰 보 과 SNS 사용자수의 

증가를 미루어 볼 때 기업 SNS를 이용하는 고객 

한 늘어날 것이며, 기존 채 의 고객들도 생산성을 

고려하 을 때 기업과의 소통에서 채  선택 과정 

 SNS로 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둘째, 태스크-기술 합성(Fit)을 이루는 하  차

원  시간 합성(Timeliness)가 이용과 고객생산

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시간의 제약에 한 측면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에게 자유로움, 완화를 제공했을 때 이를 지

원해주는 기술이나 수단을 더욱 극 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감정  혜택이나 이익이 크다고 

단된다.  

반면 치 합성(Locatability)은 이용과 고객생

산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

다. 이는 기업 sns에서 제공되는 로모션 행사  

이벤트 참여를 해 속할 때 치의 제약에 해 

소비자들이 지각되는 SNS 이용 의도와 생산성에 

계가 지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본 가설이 기각

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태스크를 ‘ 로모션 

행사  이벤트 참여’로 한정하 기 때문에 나온 결

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에서 편의 지향 성향과 

오락 추구 성향을 지닌 사용자가 기업 SNS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의성

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업의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기 한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편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 소비자

는 기업 SNS상에서 진행되는 로모션 혹은 이벤트

를 일종의 게임이나 오락으로 여기며, 콘텐츠나 제

공되는 서비스에서 재미를 느껴 SNS를 이용한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6. 결  언

본 논문에서는 SNS가 기업의 개인 상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는 이론  모델을 도출하고자, SNS 

기업 활용의 표  유형인 페이스북을 이용한 마

 이벤트와 로모션 태스크 수행을 상으로 연구 

모델을 도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이론  공헌 은 TPC 이론을 SN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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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용 역으로 확장하여 이에 한 합한 구성

개념을 도출하고 차별화된 사용자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하는 이론을 제시한 데 있다. 본 연구의 실무  시

사 은 SNS를 이용하여 고객 마 과 차별화된 가

치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실무  시사 을 

제공한데 있다. 

한편 본 논문의 한계 은 실증 분석에 사용된 표

본이 은 층에 제한된 과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으로 채택한 시나리오가 페이스북과 이벤트  로

모션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에 한정한 이다. 실

제로 소셜 미디어 랫폼에서 운 되는 페이스북, 

트 터, 블로그, 유투  등 다양한 미디어 채 들은 

각각의 이용방법과 장단 이 다르다. 각 채 의 고

유한 특성을 고려한 발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여러 연구에서 지 된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 으로 작용한다. 한 국내 

SNS 사용자의 기업 SNS에 한 이해도와 활용 수

, 그리고 다양한 환경  요소들을 고려하 을 때 

이를 모두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표본 수집에 

실 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

시된 기업 SNS 활용과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향후 이를 보완하여 일반화하고, 포 인 연

구를 진행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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