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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의 외식상품 추구편익이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 SNS 구전정보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 지 수
1)
․정 양 식

2)
․이 형 주

3)¶

혜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계열1)․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2)․경기대학교 경영학부3)¶

Effects of Benefit Sought of Food Products on Purchase 
Intention and WOM Intention on SNS 

- Focused on SNS 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s Mediator -

Ji-Soo Han1)
․Yang-Sik Joung2)

․Hyoung-Ju Lee3)¶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Hyejeon University1)

Dept. of Food, Nutrition and Cookery, Keimyung College University2)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benefit sought of food products on SNS-WOM infor-
mation characteristics, purchase intention, and SNS-WOM with regards to food products.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was also examined.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0th to 30th using an SNS based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total of 350 responses were coll-
ected, of which 326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responses containing missing data. Multiple regre-
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diversity and utilitarian benefits of food 
products had a greater effect on consensus of SNS than the symbolic and experimental benefits. However, sym-
bolic and experimental benefits of food products had a greater effect on neutrality of SNS than the diversity 
and utilitarian benefits. Second, only consensus of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impacted 
purchase intention of food products. Third, consensus of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had a greater 
effect on SNS-WOM intention of food products than the neutrality of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Fourth,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 sought 
and purchase intention of food products. Fifth,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 sought and SNS-WOM intention of food products. 

Key words: food product benefit sought(diversity and utilitarian benefits, symbolic and experimental be-
nefits), SNS-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consensus, neutrality), SNS purchase intention, 
SNS-WOM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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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데 머무르

는것이아니라, 인터넷을통해기업이나제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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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관한정보를더욱쉽게탐색할수있을뿐

만 아니라,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마케팅 주체인 구매영향력자로 급부상하

게 되었다. 이렇게 소비자의 권한과 능력이 증대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과 브랜드가

주도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며, 광고와 같은
일방적인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Park 
TW 2014). 특히,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과 같은 다양한매체를통해공급되는
과잉정보들 속에서 믿을수 있는진짜 정보를 가

려내기가더욱어려워졌으며, 소비자자신들이스
스로 생산해 낸 순수하고 솔직한 정보를 통해서

구매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Park TW 2014). 따
라서 소비자들은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소비자

간의 추천이나 사용 후기와 같은 온라인 구전(e- 
OM)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Chaterjee 2001; 
Bickart & Schindler 2001). 
외식업계에서도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

해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등을이용한 SNS
마케팅을많이사용하고있다. 특히, 경쟁이치열
해지고 있는 외식업체 간에 특정한 공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SNS는다수의의견을바탕으로최적대안을
찾는효과적인방법중하나이다. 따라서본연구
에서는 외식 제품에 관한 SNS 상에서 외식 소비
자의 태도에영향을미치는 SNS 구전정보특성에
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 SNS를통해외식제
품에 대해 개인들이 동의하는 정도(Chu & Kim 
2011)를나타내는 ‘좋아요’와같은동의성이나제
품에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있도록사진이

나 그림을 올려서 생생함을 풍부하게 하기도 한

다.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 쪽 방향에 치우
치지않고중립성을나타냄으로써소비자가더욱

정확한판단하에서정보를수용할수있다. 이런
중립성은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외식상품에대한긍정적인구매의도또는구전의

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Joung YS 2015). 
한편, 현대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소비자

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기업들의노력으로

다양한제품이출시되고있으며, 세분화된집단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
렇게소비자들의니즈가다양화되고있는상황에

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추구하는 편익(be-
nefits sought)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어진
다. 추구편익은소비자가특정제품으로부터기대
하고 추구하는 욕구 충족을 의미하며(Kim SH․
Kang JY 2005), 소비자행동을예측하고이해하는
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ochot 2005; Ha-
ley 1983). 특히, Chu & Roh(2009)는 온라인상에
서 제품에대한 평가의 수가많을 경우에는 실용

적 편익을 추구하는 제품에 호의도가 높아지며, 
제품에대한평가가찬반양론으로대립될경우에

는 실용적 편익을 추구하는 제품은 쾌락적 편익

추구보다호의도가크게저하된다고밝혔다. 따라
서이러한현상은 SNS 상에서의외식소비자행동
에서도나타난다. 즉, 외식소비자들이외식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외식상품의 본래의 기능
(예: 음식맛)을 잘 수행하여 목적을 잘충족시키
는실용적인편익을추구하는소비자들은 SNS 구
전정보특성중 ‘좋아요’와같은다수의동의성정
도를나타내는긍정적인사용후기등을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다양한편익을추구하는외식소비자들

은 불확실성 하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

매의사 결정을 하게 되므로, SNS 상에서의 구전
정보특성을통해외식상품에대한구매의도나구

전의도를더욱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특히기
존의 연구에서는 추구편익과 SNS 구전정보특성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전무하므로, 본 연구
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자들이 외식상

품 선택 시 추구하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다양한 추구편익이 SNS 상에서의구전정
보특성과외식상품구매의도및구전의도에미치

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외식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편익을 이해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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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효과적인시장세분화전략에도움을주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의 외식기업뿐만 아니라, 자금
력이 부족한 소규모의 외식 자영업자들에게도

SNS 구전정보를통한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제
시함으로써긍정적인구매의도또는구전의도형

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추구편익

소비자들은상품을그자체의물리적인속성보

다는 편익, 즉 긍정적인 결과의 관점에서 평가한
다(Levitt 1960). 추구편익의 개념은 소비자의 욕
구와 필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시장세분화의

특성으로그유용성이확인되면서마케팅과소비

자 행동 분야에 적용되었고(Haley 1968), 이로써
마케팅담당자들은소비자들이제품을구입할때

속성이아닌편익의관점에서구입한다고인식하

게되었다. 따라서마케터들은추구편익에의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제품 부류에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시장세분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구편익

(benefit sought)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식의 일
환으로써 제품 혹은 서비스의 속성과 관련되어

소비자들이주관적으로느끼게되는욕구를말한

다(Lee JE 2008). 추구편익은다양한학자들에의
해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Kim SH․Kang JY 
(2005)는 휴대폰 제품에대한 소비자들이 추구하
는 편익을 상징성, 체험성, 다양성, 실용성의 4가
지로 분류하였다. 상징성 편익은 자신의 자아 이
미지를 형성하고, 타인에게 제품을 통해 표현하
고, 인정받으려고하는욕구를만족시키는편익이
며, 체험성편익은제품을직접 만져보고, 스스로
사용함으로써감각적인즐거움을얻는편익을말

한다. 또한, 다양성편익은다양하고새로운제품
을사용함으로써제품의다양한기능을경험하려

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편익을 말하며, 실용성 편

익은해당제품이본래의기능을수행하여사용목

적을 잘 충족시키는 편익을 말한다. 또한, Lee 
JE(2008)는레스토랑추구편익을 상징적 체험 추
구편익과 실용적 가치추구편익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Kim SH․Kang JY(2005)의 연구와 일맥상
통한다. 즉, 상징적체험추구편익은 상징성 편익
과 체험성 편익의 내용을 포함하며, 실용적 가치
추구편익은실용성편익과다양성편익의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품편익과관련된구매행동변화원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의 과거
경험, 구매시점요인, 소비자 특성요인에의해행
동변화가달리나타남을알수있다(Seo HY et al 
2012). Chitturi et al(2008)은 실용적 편익과 쾌락
적 편익이 충족과 불충족되었을 때의 감정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실용
적 편익보다는 쾌락적 편익이 충족되었을 때 더

욱 긍정적인 재구매의도를 보인다(Chitturi et al 
2008). 이러한 매커니즘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비
자의정보처리과정이제품편익유형에따라다른

양상을보인다(Tompson & Hamilton 2006). 즉, 쾌
락적편익은이미지적정보처리를유도하고, 이러
한 이미지적 정보처리는 제품의 혜택에 초점을

두고사고하게만든다. 반면, 실용적 편익은 분석
적인정보처리를유도하며, 이는소비자들이제품
의 잠재적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게 된다. 

Chu & Roh(2009)는온라인상에서제품에대한
평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실용적 편익을 추구

하는 제품에 호의도가 높아지며, 제품에 대한 평
가가찬반양론으로대립될경우에는실용적편익

을 추구하는 제품은 쾌락적 편익 추구보다 호의

도가 크게 저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실용성과다양성편익을추구하는소비자들은

SNS 상에서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긍정적인댓
글이나 ‘좋아요’와같은동의성정도에영향을미
칠수있을것으로본다. 반면에, 상징성과체험성
편익을 추구하는소비자들은 SNS 상에서제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구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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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제시한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

다. 특히, 소비자들의외식상품에대한 다양한 추
구편익에따라구매의사결정이다르게형성될수

있으며, 이 때 SNS 구전정보특성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SNS 구전정보 특성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SNS에
의해일상화됨에따라블로그나온라인커뮤니티

를통한온라인구전활동이 SNS로이동하고있는
추세이며, 이는기존포털사이트들이온라인구전
정보를기업들로부터거액의수수료를받고상품

을 홍보하는 거짓 정보가 보도되면서, SNS에 의
한 온라인 구전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

고있다고 볼수 있다(Park TW 2014). 특히, SNS 
상에서의 온라인 구전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 없이 더

욱믿을수있는정보로인식될수있으며, SNS는
사회적관계를지속시키는서비스이므로, 다른온
라인 환경에 비해 구전의 효과가 더욱 직접적으

로 나타난다(Lee NK et al 2014). 
또한 SNS는 정보의가치를평가할 수있는평

가도구(예: 좋아요, 댓글 등)를 통해 정보 필터링
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편의성을제공하고, 정
보 필터링 범위를 다른 미디어 사이트들과 플랫

폼 연계 등을 통해 이용자 개인들이 정보를평가

하는 필터가 되어 소셜 필터링(social filtering)을
할수있게한다(Park TW 2014). 소셜필터링이란
정보에대한필터링이공통의소셜네트워크서비

스를 공유하는 이용자 개개인에 의해 정보 평가

가이루어지며, 이렇게필터링된정보가사적네
트워크로연결되어있는지인들을통해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Heo JS 2012). 
따라서 소셜 필터링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정

보가 소통되는 SNS 상에서 지인들의추천정보나
사용후기와같은온라인구전을실시간으로접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
보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가 생산해 낸

순수하고솔직한정보에의한구매의사결정에큰

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 외식상품을구매할경
우, 주위사람들의추천이나권유에의해외식업체
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들의 식사

후 반응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SNS 구전정보를
통해 외식소비자의 구매의도나 구전의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온라인 구전정보특성에 대한 연구(Ell-

iott 2002; Salo & Karjaluoto 2007; Lee EY 2004; 
Park SH 2009; Park HJ 2011)는많이이루어졌으
며, 정보의특성중정보의양과방향성, 정보제공
대상에중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으나, 정보의
내용적인특성(Lee EY․Lee TM 2005; Park JM․
Hwang SJ 2012; Lee SN․Lee KY 2013; Lee NK 
et al 2014; Park TW․Lee KY 2014)에따라 구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Elliott 2002). 즉, 온라인
구전은 말이 아닌 텍스트 형태로 전파되기 때문

에메시지에담긴증거와정확성, 동의성, 생생함, 
신뢰성, 중립성과 같은 메시지 자체의 특성이 중
요하다. 본연구에서는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NS 상에서 댓글이 많거나 같은 의견이 여러
사람에 의해 게시된 온라인 구전 정보의 동의성

은 매우중요한정보특성으로작용한다. 즉, 소비
자들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공유하기, 트위터의
RT와 같은 기능들로 인해 구전정보의 동의성 정
도를더욱용이하게판단할수있다(Park TW 2014). 
온라인 구전에서의 동의성(consensus)은 둘 이상
의 개인이 제품의성과에 동의하는정도이다(Ch-
iou & Cheng 2003). Kim YC․Joung HM(2007)은
온라인 구전 정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요인은정보의동의성이며, 구전정보의동의성
이 높을수록 구전 정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높

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어떤 설득 메

시지보다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특정 제품

과 서비스에 대해직접 경험한 사실을 생동감있

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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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설득 메시지에비해 보다생생하고생동

감있는정보이다(Park TW 2014). 온라인구전하
에서 정보의 생생함(vividness)은 제시된 정보의
풍부함을 말하며(Steuer 1992), 생생한 정보는 기
억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비자의 판단에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Kisielius & Stemthal 1986). 
Coyle & Thorson(2001)은 생생한 정보는 현장감
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온라인 정보
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소비

자에게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현장의 생생함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전달 수단보다 정보를 더

욱 생생히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구전의 특징은 정보의 범위로서

온라인에서이용가능한구전정보의양은기존의

전통적구전에서보다엄청나게많고, 다양한정보
원으로부터긍정적인정보와부정적인정보를동

시에 접하게 된다(Chatterjee 2001). 이처럼 정보
의 중립성(neutrality)은 구전 정보의 방향성이 한
쪽에치우치지않고중립적인입장에서서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Park TW 2014),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이 긍정적인 정보나 중립적인 정보보다

더욱 크게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태도변화에도
부정적 구전정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Sohn J
A․Lee EY 2007).

3. SNS 외식상품 구매의도

Engel et al(1990)은구매의도를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주관적가능성이라고하였다. 구매의도
는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는 별개의 행

동변수로취급하지않았지만, 행동의도모델(Ben-
havioral Intention Model)을제안한이후의사결정
변수로부각되기시작했다(Fishbein & Ajzen 1975). 
이러한구매에대한태도로서의구매의도는실제

구매행동의예측치로서사용될수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구매의도는 소비자 조사에서 관례적으

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Morwitz & Schmittlein 
1992). 따라서기업의마케터들은제품또는서비

스의판매를예측하려는목적으로소비자의구매

의도에 관심을 가지며, 수집된 구매의도 자료는
제품의 수요, 시장세분화 및 판매촉진 전략을결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Tsiotsou 2006). 
한편, 최근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

해 인터넷을 단순한 정보탐색 또는 오락적 목적

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구매활동을 위한 의사
결정도구로 활용하고 있다(Oh MH 2014). 
온라인환경이나 SNS 상에서의구매의도에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uh MS et al(2009)는
온라인환경에서긍정적이고객관적인사용후기

가구매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으

며, Kim JG(2014)는 외식기업 온라인 구전 커뮤
니케이션(정보유용성, 생생함, 오락성)이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im 
HJ․Kim YI(2014)는스마트폰 외식정보서비스의
구전정보 특성(생생함, 최신성, 동의성, 상호작용
성)이유용성및구전신뢰, 행동의도에영향을미
친다고 밝혔다.

SNS 상에서의 연구를살펴보면, Lee SH(2012)
는 SNS의특성중유용성, 신속성, 유희성이사용
자의지속적인이용의도및구매의도를증가시킨

다고밝혔다. Park TW․Lee KY(2014)는 SNS 발
신자특성, SNS 수신자특성, SNS 구전정보특성
이 신뢰성 및 유용성, 구매영향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Joung YS(2015)는 외
식제품의 SNS발신자특성, SNS 구전정보특성이
소비자태도, 구매의도 및구전의도에영향관계를
밝혔다. 
따라서 외식상품의 SNS 구전정보특성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으로예측할 수있

다.

4. SNS 외식상품 구전의도

온라인 구전이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존

재하는구전을말한다(Henning-Thurau et al 2004). 
즉,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해 자신이 경험
한기업, 제품, 서비스와관련된긍정적혹은부정



SNS 상에서의 외식상품 추구편익이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307

적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

다(Lee TM․Park C 2006). 또한, 구전의 효과는
수신자의정보수용뿐만아니라, 수용한정보를재
전달하는 것도 있다(Brown & Reingen 1987). 수
신자가정보를전달받은후 그 정보를 다시재전

달하는 것은 구전정보가 많이, 멀리 전달되므로
구전의 중요한 효과로 볼 수 있다(Trayor & Ma-
this 1983). 온라인 구전이 오프라인 구전보다 효
율적이고 광범위하게 구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고 하였으며(Park C․Yoo CJ 2006), 최근
인터넷의 다양한 발전에 따라 메일, 게시판뿐만
아니라, SNS 등이 구전전달의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구전 중 SNS 상에서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Lee SN(2014)은 개인적 특성, 대인적 영
향, 사회적 자본이 SNS 상에서의 온라인 구전행
동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보았으며, SNS 온라인
구전을의견추구, 의견제공, 의견전달로구분하였
다. Oh MH․Kim IL(2014)은 SNS 특성에 의한
패션제품 소비자태도가 구매의도 및 온라인구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는 구
매행위를 하기 앞서 제품에 대한 구전정보를 수

집하여제품에대한태도를형성하고, 구매결정과
더불어제품에대한구전정보를다른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간에구전은쌍방향의사
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매우 신뢰성이 높아,  
소비자의의사결정에대한측정치로온라인구전

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Oh MH․Kim IL 
2014).
따라서 외식상품의 SNS 구전정보특성은 구전

의도에유의한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수 있

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외식상품 추구편익이 SNS 구전정보특성, 구매
의도와 구전의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특히

<Fig. 1> Research model.

SNS 구전정보특성이 외식상품 추구편익과 구매
의도 및 구전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

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

구모형 <Fig. 1>을 설정하였다. 
 

H1. 외식상품 추구편익은 SNS 구전정보특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SNS 구전정보특성은 외식상품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SNS 구전정보특성은 외식상품 구전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SNS 구전정보특성은 외식상품 추구편익
과 외식상품 구매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5: SNS 구전정보특성은 외식상품 추구편익
과 외식상품 구전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표본 및 자료수집

본연구의가설을검증하기위해설문지조사법

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추구편익(13문
항), SNS 구전정보특성(8문항), SNS 구전을통한
외식상품에 대한 구매의도(3문항), SNS 구전을
통한 외식상품에 대한 구전의도(3문항)을 선행연
구를토대로측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서 서

울․경기 지역의 대학가 및 회사 밀집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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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경험해 본외식소비자를 대상으로진행하
였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
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지를제외한 유효한자료 326부를분석에 사
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외식상품 추구편익

외식상품 추구편익이란 외식 제품이나 서비스

에 소비자 지식의 일환으로써 제품 혹은 서비스

의속성과관련되어소비자들이주관적으로느끼

게 되는 욕구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Jeon G
Y․Lee EJ․Ha DH(2011), Lee JE(2008), Kim S
H․Kang JY(2005), Park CW et al(1986)의 연구
를 토대로 본 연구에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13
문항을 측정하였다. 

2) SNS 구전정보 특성

SNS 구전정보의 특성은 동의성, 생생함, 중립
성으로구분하였다. 동의성은 SNS에서다수의소
비자가 구전 정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생생함은 SNS에서
접한 구전 정보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

으로느껴지는정도로정의하였다. 중립성은 SNS
에서 구전 정보가 긍정이나 부정 한쪽으로 치우

치지않고중립적인정도로정의하였다. 측정항목
은 Park TW․Lee KY(2014), Elliott(2002), Lee 
EY․Lee TM(2005), Coyle & Thorson(2001), Ch-
iou & Cheng(2003), Park SH(2009)의연구를토대
로본연구에적합하게수정보완하여 8문항을측
정하였다. 

3) SNS 외식상품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SNS를통해얻은구전정보를바탕
으로 미래의 외식상품 구매행동과정에서 외식상

품에 대해 구매할 의도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Oh MH․Kim IL(2014), Park TW․Lee 

KY(2014), Park JY(2013), Han JS․Lee HJ(2016)
의 연구를토대로본 연구에적합하게 수정 보완

하여 3문항을 측정하였다. 

4) SNS 외식상품 구전의도

구전의도는 SNS를통해얻은구전정보를바탕
으로 미래의 외식상품 구매행동과정에서 외식상

품에 대해 타인에게 호의적인 구전할 의도 정도

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Park TW․Lee KY 
(2014), Park JY(2013), Oh MH․Kim IL(2014), 
Lee SN․Lee KY(2013), Han JS․Lee HJ(2016)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

여 3문항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은 7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연구의분석에사용된전체표본의수는 326
명이며, 성별은 남자가 94명(28.83%), 여자가 232
명(71.2%)으로나타났다. 결혼여부는미혼이 254
명(77.9%)으로기혼 72명(22.1%)에 비해 매우 큰
분포를나타내고 있다. 연령은 20대가 236명(72.4 
%), 30대가 42명(12.9%), 40대 이상이 48명(14.7 
%)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이 224명(68.7 
%), 회사원이 54명(16.6%), 전문직이 23명(7.0%)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타당성검증을위해탐색적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차
원인 외식상품 추구편익과 SNS 구전정보특성에
관한 요인분석은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
max) 방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요인은 아이겐
값이 1 이상 되도록 추출하였다. 우선, 외식상품
에 관한 분석결과, 총 분산설명력은 60.294(%)로
나타났으며, 외식상품 추구편익은 2개의 요인(다
양성 및 실용성 편익,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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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94 28.8

Female 232 71.2

Marital status
Single 254 77.9

Married 72 22.1

Age

20～29 236 72.4

30～39 42 12.9

40 yrs≤ 48 14.7

 Occupation

Student 224 68.7

Office job 54 16.6

Professional 23 7.0

Other 25 7.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26)

추출되었다. 변수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새로
운외식업체방문하는것이즐겁다’와 ‘음식이외
의 행사 등을 하지 않은외식업체방문하지않는

다’는 본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매개변수인 SNS 
구전정보특성의총분산설명력은 79.441(%)로나
타났으며, 2개의 요인(동의성, 중립성)이 추출되
었다. 변수중신뢰도를떨어뜨리는 ‘내가경험한
구전정보는 구체적이다’와 ‘내가 경험한 구전정
보는 사실적이다’는 본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종
속변수인외식상품구매의도와구전의도의총분

산설명력은 각각 80.615(%)와 83.972(%)로 나타
났다. 또한, 각변수의공통성과요인적재값이모
두 0.5이상이며, 직각회전을실시하였으므로집중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 Alpha 계수를 기준으로 사용하
였으며,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것으로 볼수 있

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가설의 검증

각구성개념들이어느정도의관련성을갖는지

를 알아보기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각 구성개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

지를알아보기위하여상관관계분석을실시한결

과,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구성 개념들 간에 관계가 양의
방향성을보이고있어, 연구가설에서제시된요인
들간의관계와일치하는것을알수있다. 분석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본연구의가설검증을위해다중회귀분석과계

층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가설1의 검증

H1: 외식상품 추구편익(상징성 및 체험성 편
익/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은 SNS 구전
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우선, <Table 4>의 (A)에 나타난바와 같이, 종
속변수인 SNS 구전정보특성중동의성에대한전
체설명력(R2)은 10.6%이고, 회귀식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19.198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나타나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상품
추구편익중다양성및실용성편익(B=.21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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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ility

Eigen 
value

Variences
(%)

Cron-
bach's α

Food 
product 
benefit
sought

(60.294%)

KMO=.863

Bartlett의
구형성검정

(p=.000)

Diversity & 
utilitarian 
benefits

I prefer to visit arestaurant that charges reason-
able prices.

.855 .762

3.510 31.907 .855

I prefer to visit a restaurant that is easily acce-
ssible.

.800 .670

I consider value for price when I choose a fa- 
mily restaurant.

.777 .605

I prefer to visit a restaurant that provides good 
taste instead of good atmosphere.

.743 .557

I prefer to visit a restaurant that reflects custo- 
mer opinion as much as possible.

.708 .646

I prefer to visit a restaurant that provides many 
dishes.

.511 .478

Symbolic & 
experimental 

benefits

The restaurant that I use is one of the character-
istics that represents me. 

.817 .667

3.123 28.387 .811

I prefer to visit a restaurant that reflects my 
status.

.746 .570

To me, a restaurant is not simply ean ating place, 
but also a culture center.

.744 .570

I participate in family restaurant events .736 .546
I try to determine family restaurants to visit. .612 .561

SNS
WOM

information
characte-

ristics
(79.441%)

KMO=.786

Bartlett의
구형성검정

(p=.000)

Consensus

There are many view counts of food product 
WOM that I searched on SNS. 

.903 .847

2.525 42.076 .899
There are many reviews of food product WOM 
that I searched on SNS.

.887 .823

There are many recommendations of food prod-
ucts WOM that I searched on SNS.

.883 .823

Neutrality

Food product WOM I searched on SNS is 
objective.

.883 .708

2.242 37.365 .831
Food product WOM I searched on SNS is 
neutral.

.863 .811

Food product WOM I searched on SNS is po- 
sitive or negative.

.779 .754

SNS Purchase Intention
(80.615%)

KMO=.739
Bartlett의 구형성검정

(p=.000)

I intend to visit a restaurant through SNSWOM. .911 .831

2.418 80.615 .880
I want to eat food products through SNS WOM 
. 

.900 .811

I am going to buy food products based on SNS 
WOM. 

.881 .777

SNS-WOM intention
(83.972%)

KMO=.742
Bartlett의 구형성검정

(p=.000)

I am going to recommend to others food prod-
ucts through WOM on SNS. 

.935 .874

2.519 83.972 .904
I want to share food products through WOM on 
SNS with others. 

.916 .839

I am going to tell to others about food products 
through WOM on SNS. 

.898 .806

(  ): total variences.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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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

mediated variables

Dependant Variables

Consensus Neutrality SNS purchase intention SNS-Wom intention

A B C D

Model 
1

Model
 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Food 
product 
benefit
sought

Symbolic & 
experimental 

benefits
.167** .243*** .132* .078 .106* .283*** .235*** .235***

Diversity & 
utilitarian 
benefits

.218*** .104* .443*** .373*** .432*** .358*** .295*** .337***

SNS
WOM 
infor-
mation
charac-
teristics

Consensus .431*** .321*** .353*** .286***

Neutrality .041 .106* .184** .198***

R2(%) 10.6 9.1 20.3 26.3 35.5 27.3 21.4 29.3 36.6 32.9

Adjusted R2(%) 10.1 8.6 19.8 25.8 34.9 26.6 20.9 28.9 36.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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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 of H4 and H5

Items 1 2 3 4 5 6

1. Symbolic & experimental benefits 1

2 Diversity & utilitarian benefits .421** 1

3. Consensus .259** .288** 1

4. Neutrality .287** .207** .428** 1

5. SNS Purchase intention .318** .498** .449** .226** 1

6. SNS-WOM intention .434** .477** .432** .335** .719** 1

** p<.01.

<Table 3> Correlation matrix

징성 및체험성 편익(B=.167)보다 동의성에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able 4>의 (B)에나타난바와같이, 종속변수인
SNS 구전정보특성 중중립성에 대한전체설명력
(R2)은 9.1%이며, 회귀식에대한통계적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16.212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나타나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상품 추구편익 중
상징성및체험성편익(B=.243)이다양성및실용
성편익(B=.104)보다중립성에더욱큰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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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

H2: SNS 구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외
식상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SNS 구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외

식상품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Table 4>의 (C)의 model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종속변수인 외식상품 구매의도에 대한
전체설명력(R2)은 20.3%이고, 회귀식에대한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41.021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은통계적으
로유의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SNS 구전정
보특성 중 동의성(B=.431)만이 외식상품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가설 2는부분채택되었다. 다음으로, <Table 
4>의 (D)의 model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
수인 외식상품 구전의도에 대한 전체설명력(R2)
은 21.4%이고, 회귀식에대한통계적유의성을검
증하는 F 통계량 값은 43.947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은통계적으로유의성이
있는것으로볼수있다. SNS 구전정보특성중동
의성(B=.353)이중립성(B=.184)보다 외식상품 구
전의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3. 가설 4와 가설 5의 검증

<가설 4>와 <가설 5>의검증을 위해 계층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했다. 

H4: SNS 구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외
식상품 추구편익(상징성 및체험성 편익/ 
다양성및실용성편익)과외식상품구매
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매개효과가검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조건들이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
립변수는매개변수에유의한영향을미쳐야한다. 
둘째, 독립변수는종속변수에유의한영향을미쳐
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에영향을미칠때, 매개변수는반드시유의한영
향을미쳐야하며, 독립변수만종속변수에영향을
미칠때보다회귀계수가감소해야만한다. 분석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A)에서외식상품추구편익(다양성및실

용성편익/상징성및체험성편익)은모두동의성
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C)의
model 2와 model 3을 비교해 볼 때, 외식상품 추
구편익(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만이독립변수로존재할때(model 2: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B=.443)/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
(B=.132): 모두 유의함)와 동의성이 추가되어 매
개변수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Model 3), 
외식상품 추구편익 중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

(B=.373)만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의 회
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B=.443→B=.373), 동의
성(B=.321)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의성은 외식상품 추
구편익 중다양성및 실용성편익과구매의도간

에부분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반면
에, (C)의 model 3에서 외식상품 추구편익 중 상
징성 및 체험성 편익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의 회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B=.132→B= 
.078), 동의성(B=.321)이 구매의도에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동의성은외
식상품 추구편익중 상징성및 체험성 편익과구

매의도 간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다음으로, (B)에서 외식상품 추구편익(다양성

및실용성편익/상징성및체험성편익)은모두중
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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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model 2와 model 4를비교해볼때, 외식상
품추구편익(다양성및실용성편익/상징성및체
험성 편익)만이 독립변수로 존재할 때(model 2: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B=.443)/ 상징성 및 체험
성 편익(B=.132): 모두 유의함)와 중립성이 추가
되어 매개변수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Model 4), 외식상품추구편익중다양성및실용
성 편익(B=.432)과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B= 
.106) 모두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또한, 다양성및실용성편익의회
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B=.443→B=.432), 상징
성 및 체험성 편익의 회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

(B=.132→B=.106), 중립성(B=.106)이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중립성은외식상품추구편익중다양성및실
용성편익과구매의도간에또한, 상징성및체험
성 편익과 구매의도 간에 모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가설 4는채택되
었다.

H5: SNS 구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외
식상품 추구편익(상징성 및체험성 편익/ 
다양성및실용성편익)과외식상품구전
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A)에서외식상품추구편익(다양성및실
용성핀익/상징성및체험성편익)은모두동의성
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D)의
model 2와 model 3을 비교해 볼 때, 외식상품 추
구편익(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만이독립변수로존재할때(model 2: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B=.358)/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
(B=.283): 모두 유의함)와 동의성이 추가되어 매
개변수로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Model 3), 
외식상품 추구편익 중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

(B=.295)과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B=.235) 모두
구전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또한, 다양성및실용성편익의회귀계수값이
감소했으며(B=.358→B=.295),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의 회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B=.283→B= 
.235), 동의성(B=.286)이 구전의도에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동의성은외
식상품 추구편익(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과구전의도 간에 부분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B)에서 외식상품 추구편익(다양성

및실용성편익/상징성및체험성편익)은모두중
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의 model 2와 model 4를비교해볼때, 외식상
품추구편익(다양성및실용성편익/상징성및체
험성 편익)만이 독립변수로 존재할 때(model 2: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B=.358)/ 상징성 및 체험
성 편익(B=.283): 모두 유의함)와 중립성이 추가
되어 매개변수로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model 4), 외식상품추구편익 중다양성 및실용
성 편익(B=.337)과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B= 
.235) 모두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또한, 다양성및실용성편익의회
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B=.358→B=.337), 상징
성 및 체험성 편익의 회귀계수 값이 감소했으며

(B=.283→B=.235), 중립성(B=.198)이 구전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중립성은 외식상품 추구편익(다양성 및 실용
성편익/ 상징성및체험성편익)과구전의도간에
부분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연구는외식상품추구편익이 SNS 구전정보
특성, 구매의도와구전의도간의관련성을살펴보
고, 특히 SNS 구전정보특성이외식상품추구편익
과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SNS를
경험해본외식소비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설
문지는 350부를배포하였으며, 이 중불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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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거나, 연구목적에 부합하지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한 자료 3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자료는통계패키지인 SPSS 18.0를이용하
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가설검증에따른분석결과와전략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외식상품 추구편익

중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B=.218)이 상징성 및
체험성편익(B=.167)보다 동의성에 더욱 큰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B=.243)이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B=.104)
보다중립성에더욱 큰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u 
& Roh(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외식상품
구매 시 다양성과 실용성 편익을 추구하는 소비

자들일수록 SNS 상에서의 외식상품에 대한 댓글
이나 추천, 조회 수 등이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식상품 구매
시상징적이면서체험적인편익을추구하는소비

자들일수록 SNS 상에서의 외식상품에 대한 긍정
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동시에
접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로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 및 실용성을
추구하는소비자들은외식상품구매시페이스북

이나트위터 등에 좋아요또는 리트윗 같은외식

상품 구매 후의 느낌이나 평가에 많이 의존하며, 
이를통해타인에게도긍정적인구전효과를확장

시킬수있을것이다. 반면에, 상징성및체험성을
추구하는소비자들은외식상품구매시 SNS 상에
서 구전정보의 방향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면에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할 때 구매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설 2의 검증결과, SNS 구전정보특성

중 동의성(B=.431)만이 외식상품 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
분채택되었다. 또한, 가설 3의 검증결과, SNS 구
전정보특성 중 동의성(B=.353)이 중립성(B=.184)

보다 외식상품 구전의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NS 상에서는외식상품을직접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SNS 상에서 댓글이 많거나 같은
의견이 여러 사람에 의해 게시된 온라인 구전정

보의동의성은매우중요한정보특성으로구매의

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반면에, 
외식상품에대한무조건적인댓글이나다수의조

회수같은동의성을강조하기보다는외식상품에

대한장단점을모두제시하는중립적이면서객관

적인 정보가 구전의도 형성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식상품 구매 시
SNS 상에서의긍정적이고호의적인 댓글이나추
천과 함께 부정적인 견해가 함께 제시된 구전정

보는 추후 잠재소비자들이 외식상품을 구매하거

나, 타인에게구전하고자할때유용한정보로작
용될 것이다.  
셋째, 가설 4의 검증결과, SNS 구전정보특성

(동의성/중립성)은 외식상품 추구편익(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과 구매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또한, 가설 5의 검증결과, SNS 구전
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외식상품 추구편익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
과 구전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상
품 구매 또는 구전 시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또는 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SNS 상에서의 구전정보특
성인 동의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SNS 상에서의외식상품추구편

익(다양성및실용성편익/상징성및체험성편익)
이구매의도와구전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며, 
이 때 SNS 구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중요
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추구편익과 SNS 구전정보특성, 구매의
도 및 구전의도 간의 관련성에 관한연구는 찾아



SNS 상에서의 외식상품 추구편익이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315

볼 수없기 때문에 중요한 학문적시사점을제공

한다고볼수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대규모프
랜차이즈외식기업뿐만아니라, 소규모외식자영
업자 및 마케터들은 자사 고객들이 외식상품에

대해 어떤 편익추구성향을 가지는지를 인지하여

시장세분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적합한 SNS 구전정보특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이

단순히정보탐색이나오락적목적을위한도구가

아닌 구매활동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의 중요한

도구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기
존 포털사이트들이 온라인 구전정보를 기업들로

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홍보하는 거

짓 정보가 보도되면서, SNS에 의한 온라인 구전
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부족한소규모 외식업체들은 SNS를 자사
의강점을알리는유통채널로활용함으로써비용

절감뿐만아니라, 기업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정
보가아닌 소비자 자신들스스로가 생산해낸 순

수하고솔직한정보에의해긍정적인구매의사결

정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연구에서는외식상품에대한추구편익을중심

으로세분화하여하여연구를진행하였으나, 추후
에는소비자의인구통계적특성이나행태적변수

들을추가적으로활용한다면더욱정교하고효과

적인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

료된다. 또한, 본연구는 외식상품에대한조사이
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유사한특성을지닌제품군으
로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글 초록

본연구는외식상품추구편익이 SNS 구전정보
특성, 구매의도와구전의도간의영향관계를살펴
보고, SNS 구전정보특성이외식상품 추구편익과
구매의도및구전의도간에매개역할을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SNS를 경
험해본외식소비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설문
지는 350부를배포하였으며, 이중불성실하게응
답했거나연구목적에부합하지않는설문지를제

외한 유효한 자료 3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외식상품 추구편익 중 다양성

및 실용성편익이상징성 및체험성편익보다동

의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징성및체험성편익이다양성및실용
성 편익보다 중립성에 더욱큰 영향을 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 구전정보특성 중 동의
성만이외식상품구매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 구전정보특성중
동의성이 중립성보다 외식상품 구전의도에 더욱

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SNS 구
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은 외식상품 추구편익
(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상징성 및 체험성 편익)
과 구매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SNS 구전정보특성(동의성/중립성)
은 외식상품 추구편익(다양성 및 실용성 편익/상
징성 및 체험성 편익)과 구전의도 간에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외식상품추구편익(다양성, 실용성, 상
징성, 체험성), SNS 구전정보특성(동
의성, 중립성), SNS 구매의도, SNS 구
전의도

참고문헌

Bickart B, Schindler RM (2001). Internet forms as 
influential sources of consumer information.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5(3):31-40.

Baron MR, Kenny D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
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4호(2016)316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
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1173-1182. 

Brown JJ, Reingen PH (1987). Social ties and 
word of mouth referral behavior. J Consumer 
Research 14(3):350-362.

Chu SC, Kim YJ (2011). Determinants of con-
sumer engagement in Electronic Word-of Mou-
th(eWOM) in social networking sites. In-
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30(1):47-75. 

Chaterjee P (2001). Online reviews: Do consumers 
use them?,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8:129-133.

Chitturi R, Raghunathan R, Mahajan V (2008). 
Delight by design: The role of hedonic versus 
utilitarian benefits. Journal of Marketing 72(3): 
48-63.

Chu WJ, Roh MJ (2009). The effect of number, 
distribution, and skewness of peer reviews on 
hedonic and utilitarian consumption.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24(1):109-143.

Coyle JR, Thorson E (2001). The effect of pro-
gressive levels of interactivity and vividness in 
web marketing sites. Journal of Advertising 30 
(3):65-78.

Chiou JS, Cheng C (2003). Should a company have 
message boards on its web sit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7(3):50-61.

Chatterjee P (2001). Online review : Do consumers 
use them?,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8:129-133.

Engel JF, Kollat DT, Blackwell RD (1990). Con-
sumer Behavior(6th ed), N.Y.: Dryden.

Elliott KM (2002). Understanding Consumer-to- 
Consumer Influence on the Web. Doctoral Di-
ssertation, Duke University, 1-162.

Frochot I (2005). A benefit segmentation of tou-
rists in rural areas: A scottish perspective. Tou-
rism Management 26(3):335-346.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
tention, and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aley RI (1968). Benefit segmentation: A de-
cision-oriented research tool. Journal of Mar-
keting 32(3):30-35.

Haley RI (1983). Benefit segmentation: 20 years 
later.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2):5- 
13. 

Han JS, Lee HJ (2016). The influence of food 
product purchase intention and SNS-WOM on 
social capital: Based on mediating role of trust. 
Culinary Science & Hospitallity Research 22 
(3):254-268.

Henning-Thurau T, Gwinner KP, Walsh G, Gre-
mler DD (2004). Electronic word of mouth via 
consumer-opinion platforms: What movies con-
sumers to articulate themselves on the inter-
net?,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8(1): 
33-52. 

Heo JS (2012).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커져가는 자발적 입소문과지인추천. 월드와
이드웹:http://www.ad.co.kr/journal/column/ 
show.do?ukey=183347&oid=@18318

Joung YS (2015).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SMS Sender of Catering Products and Oral 
Information on Attitudes of Consumers and 
Intension of Purchase and Oral Transmi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 of Cha-
racteristics of SNS Receivers, Kyonggi Uni-
versity. 1-7.

Jeon GY, Lee EJ, Ha DH (2011). Effect of 
consumers want in brand identification, brand 
attachment, and customer loyalty in family res-
taura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26(6):682-691.

Kim SH, Kang JY (2005).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benefits sought and impor-



SNS 상에서의 외식상품 추구편익이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317

tance in attributes of durable goods: Emphasis 
on consumer innovativeness, social sensitivity, 
and consumer knowledge. Korean Journal of 
Marketing 20(4):209-226. 

Kim YC, Joung HM (2007). The relationship ana-
lysis among influential factors to the effec-
tiveness of on-line WOM at service industr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8(4):167-183.

Kim JG (2014). Effects of the online oral co-
mmunication in food service enterprise on pur-
chase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
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11):215-224.

Kim HJ, Kim YI (2014). The influence of building 
trust by characteristics of e-WOM based on 
application of food information service on be-
havio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Hotel Ad-
ministration 23(1):45-64.

Kisielius J, Sternthal B (1986). Examining the vi-
vidness controversy: An availability-valence in-
terpret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4):418-431.

Lee SN, Lee KY (2013). Determinants of eWOM 
behavior of SNS users with emphasis on per-
sonal characteristics, SNS traits, interpersonal 
influence, soci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4):273- 
315.

Lee EY (2004). Two Factor Model of Online Word 
of Mouth Adoption and Diffus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Factors, Seoul University. 

Lee EY, Lee TM (2005). The effects of infor-
mation characteristics on word of mouth per-
formance in online environment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6(2):145- 
171.

Lee TM, Park C (2006). Effects of direction and 

type of electronic word of mouth information 
on purchase decision: Cross-cultural compa-
rison between Korea and U. S. Korea Mar-
keting Review 21(1):29-56.

Levitt (1960). Marketing Myopia. Harvard Busi-
ness Review, July/Aug, 45-46.

Lee SH (2012). SNS Users' Factors that Affect 
Continuous Usage and Purchase Intention: So-
cial Marketing Perspective, Jeonnam Univer-
sity. 

Lee JE (2008). Restaurant Benefit Sought and Se-
lection Attributes based on Customer Charac-
teristics. Masters Degree Thesis, Ewha Wo-
mans University, 5-40. 

Lee NK, Byun GI, Kim K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SNS WOM infor-
mation for restaurant businesses on the acc-
eptance of WOM information and consumer 
attitude: Focusing on married women in Busan 
area. Culinary Science & Hospitallity Research 
10(3):165-177.

Morwitz, Viki G, David Schmittlein (1992). Using 
segmentation to improve sales forecasts based 
on purchase intent: Which intenders actually 
bu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4): 
391-405.

Oh MH, Kim IL (2014). The effect of consumer 
attitude toward fashion products on SNS’s cha-
racteristics to purchase intention and on- line 
word of mou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1):101-120.

Oh MH (2014). The Effect of Consumer Attitude 
toward Fashion Products on SNS’s Charac-
teristics to Purchase Intention and On-line Word 
of Mouth, Department of Advanced Fashion 
Merchandising Graduate School, Kookmin Uni-
versity, 6-45.

Park JM, Hwang SJ (2012). A study on the impact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4호(2016)318

of cosmetics blo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credibility in the process of word of mouth 
acceptance and mouth eff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2):13-25.

Park C, Yoo CJ (2006).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mers' word of mouth about brand ex-
periences and responses on brand evaluations 
at online context.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17(1):73-93.

Park TW (2014). A Study on the Integrated Model 
of eWOM Effect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Hanyang University, 1-3.

Park CW, Jaworski BJ, Maclnnis DJ (1986). 
Strategic brand concept-image management. 
Journal of Marketing 50(4):135-145.

Park JY (2013).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word of mouth information communicated th-
rough SNS’s on word of mouth effec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7 
(6):385-408.

Park TW, Lee KY (2014). An integrated model of 
information processing of eWOM in social 
network service. Korean Association for Ad-
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Spring 100: 
172-224.

Park SH (2009). Acceptance process of Word-of- 
Mouth on Internet Consumer Community, Dept. 
of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Yon-
sei University, 16-22.

Park HJ (2011). The Effect of Online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to Use Restau-
rant Inform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Trust, Department of Culinary and 
Food Service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16-18.

Seo HY, Yeo JS, Hwang SJ (2012). The effect of 
pursued benefits on repurchase intention when 

consumers are satisfied/dissatisfied with fash-
ion product purchase: The moderation effect of 
consumers’ hyperopic disposition, Sungkyun-
kwa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10):1040-1049.

Salo J, Karjaluoto H (2007). A conceptual model 
of trust in the online environment. Online In-
formation Review 31(5):604-621. 

Steuer J (1992).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
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Journal of Co-
mmunication 42(4):73-93. 

Suh MS, Ahn JW, Lee JE, Park SK (2009). The 
influence of customer's multidimensional eva-
luation in online review: Focused on apparel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
ciation 9(8):255-271.

Sohn JA, Lee EY (2007). The effects of infor-
mation characteristics(direction, consensus) on 
word-of-mouth performance in online apparel 
shopping internet communication. Korea So-
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8):1157-1167. 

Tompson DV, Hamilton RW (2006). The effect of 
information processing mode on consumer’s 
responses to comparative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4):530-540.

Tsiotsu Rodoula (2006). The role of perceived pro-
duct qua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on pur-
chase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
sumer Studies 20(2):207-217.

Trayor MB, Mathis AM (1983). The impact of TV 
advertising versus word of mouth on the image 
of lawyers: A projective experiment. Journal of 
Advertising 12(4):42-49.

2016년 05월 02일 접수
2016년 05월 17일 1차 논문수정
2016년 05월 31일 2차 논문수정
2016년 06월 10일 논문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