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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여행정보특성이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창석

The Effect of SNS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the Determinant Factor of 
Internet Travel Products Purchase

Chang-Suk Chun

요 약

본 연구는  SNS 여행정보 특성과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간의 계를 검토하고자 실시하 다. 소비

자들이 인식하는 SNS 여행정보에 한 특성은 신뢰성, 흥미성, 상호작용성  유용성의 4가지 차원으로 나타

났으며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17개 문항을 선정하 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4가

지 차원 즉, 안 성, 가격  비용, 고객서비스, 이용 편리성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SNS 여행정보에 한 

신뢰성이 높은 집단은 온라인 구매결정요인 에서 이용편리성을 요시하고 SNS 여행정보의 흥미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격  비용을 요시하고 SNS 여행정보의 상호작용에 한 인식, 유용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모두가 고객서비스 요인을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t factor of internet travel product purch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perceived by travel product consumers are investigated as four major 

dimensions; reliability, interest, interaction, and usefulness. 17 items of online travel product purchase are adopted and produced four factors 

namely; safety, price & cost, customer service and convenience. We confirm that consumer have high importance on reliability consider 

convenience as most important factor of online travel product purchase. Interest of SNS tourism information have significant relation with price & 

cost, and Usefulness and Interaction of SNS tourism information have significant relation with customer service of online travel product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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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발 과 스마트폰 이용 확산으로 2016년 9월 

기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49,118만 명으로 년 비 

1.5%상승하 고 인터넷 이용자의 80% 정도가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것으로 발표되

었다(KISA, 2016). 특히 SNS 이용자의 95%가 카카

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로필기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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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업에서도 

많은 여행자들이 블로그, 트 터,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후기 등을 

집  검색하여 여행상품을 결정하거나 여행목 지를 

선정하는 등 SNS를 활용한 여행행동  여행소비 결

정이 증가 추세로 SNS는 이  온라인 여행정보와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 인 계를 맺는 새로운 계형

성과 확장의 도구로 각  받고 있다. 여행상품은 체

로 비용이 높고 한 구매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

용하게 되며 한 구매  품질 단 근거가 매우 취

약한 한 무형의 서비스상품으로서 이와 같은 여행상

품의 구매과정에 있어서 SNS 정보특성에 한 인식

의 차이가 인터넷으로 여행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온라인 여행구매결정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여행상품 

구매고객의 SNS 정보특성에 한 인식 정도에 따라

서 여행상품의 서비스품질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을 차별 으로 제공하거나 요시하는 구매결정요인

에 한 메시지 차별 으로 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SNS 정보특성에 한 정보이용자들의 인식 수

이 인터넷을 통한 여행상품 구매 시 어떤 구매 요인

들을 더 요시하는지를 이해함으로서 인터넷을 이용

하여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어느 구매요인들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측하게 

되어 마 리 차원에서 유익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인터넷 여행사 이용 황과 이용자 특성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행정보수집과 여행상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연령에 있어서 상 으로 

은 편이며 수입은 높은 편이고 직업  특성은 체

로 사무 리직 혹은 문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우려사항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보안문제, 제품 품질문제, 개인 사생활

(privacy) 보호 등이 주된 심사항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 인터넷을 통한 여행 련 정보탐색  구

매 여부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 고 이들 그룹을 

별하는 여러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여행 련정보를 탐색하는 집단의 로 일을 작성하

여 연령과 교육에서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2].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에 해 소비자

들의 구매형태에 한 연구에서 언 되듯이 온라인 

구매 이유로는 물건 찾기가 편리, 배달, 가격 렴 등

이 그리고 제품정보부족, 제품불신, 제품다양성부족, 

개인정보유출 등을 온라인 쇼핑을 꺼리는 이유로 제

시하 다. 한 자상거래에 있어 혜택요인과 험요

인이 잠재고객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구매집단은 시간 약을 가장 

요한 혜택요인으로 그리고 충동구매와 구매방법의 

어려움을 요인으로 생각하지만 비구매집단의 경

우 요인은 비교구매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 모두를 합한 체집단에서 

구매의도와의 계에서는 시간 약과 희귀성, 할인가

격이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품 

기능  신뢰성 험, 계약 련 험, 비교구매의 어려

움 등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에 한 연구에서 14개 

온라인 구매요인의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시장세분화 로 일을 작성하 는데 신뢰성, 편

리성, 고객서비스, 안   비용의 4개 구매결정요인

을 추출하 으며 구매결정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

하여 시장세분화를 통해 세분시장의 로 일을 작성

하 다[4]. 소비자의 인터넷을 통한 자상거래 구매

행동 향요인에 한  다른 연구에서는 5가지 차

원의 11개 문항의 독립변수들 에서 온라인 구매행

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래안정성, 개인정보

의 유출, 오락  성향, 편의  성향, 교환편리성의 5가

지 문항이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심리  변수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고객의 구

매의도에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 지각된 품질, 

보증, 이용자의 주  지식, 정보의 양을 독립변수로 

하여 향 계를 측정하 는데 구매의도에는 지각된 

험보다는 지각된 품질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리고 보증은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과 지각된 험 모

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 양은 지

각된 품질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따

라서 품질 단을 한 정보가 보다 극 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고 신에 보증에 한 확신성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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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NS 정보 특성 

여행  서비스상품 구매자의 정보탐색행태에 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에 

한 신뢰성, 유효성에 따라 정보탐색형태가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한 이l러한 정보원에 

한 지각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지각된 

험, 정보획득 능력이라고 지 했다. 즉, 상품차원에

서 지각된 험의 정도, 소비자의 정보획득 능력 등이 

정보원에 한 선택과 의존 정도에 차이를 발생시킨

다고 하 고[7] 더불어 일반 으로 서비스 상품을 구

매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은 기업보다는 소비자들의 정

보를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들의 정보

가 보다 효과 (effectiveness)이고 보다 신뢰

(confidence)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8]. 

이와 유사하게 SNS 정보특성에 한 다양한 연구들

에 따르면 자기표 을 한 사회  존재감, 정보와 컨

텐츠 공유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공통성을 갖는 집단

성  계형성을 주된 SNS 정보특성이라고 하 고 

최근 연구에서는 3가지 SNS 정보특성 차원을 인지  

차원, 기술  차원, 확신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일반 으로 SNS는 고객과의 계를 유지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9]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악하고 제공하는 유용성의 문제, 생생한 정보의 유희

성  제공되는 정보의 흥미성 한 커뮤니티안에서 

멤버들 간의 상호교류성과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정보

와 상거래상의 안 성을 포함하는 신뢰성 등이 주된 

SNS 정보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 흥미성, SNS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한 상호교류성, SNS를 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들은 안 하게 리될 것이라는 신뢰성 

등 이 게 4가지를 SNS 정보특성 차원으로 선정하

다.

2.3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인터넷상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언 하면

서 체 으로 가장 우려되거나 가장 발생 가능한 문

제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

의 품질로서 신뢰성 문제나 보안 등의 안  문제가 

제시되어왔으며 특히, 인터넷쇼핑에 한 신뢰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에서 시스템요인, 개인

특성요인, 외부환경요인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연

구에서 시스템요인이 개인거래정보와 결제안정성이 

유의한 향을 끼치지만 각 차원의 모든 항목들에 

한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외부환경요인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인터넷을 통한 자

상거래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사이트

의 품질, 신뢰, 감정으로 나 고 각 차원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요인이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인터넷 구

매행동과 련해서 소비자들의 심차원은 크게 두가

지 차원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정보 신뢰성 등의 안

성 차원과  정보의 흥미성과 효과성 그리고 가격 

 비용 감 등의 인터넷 정보의 유용성 차원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구매결정

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17가지 구매결정 

속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는 2016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소

재 학원의 직장인을 상으로 SNS을 통해 여행정

보를 탐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하

여 진행하 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 고 응답자

의 질문에 조사요원이 응답하는 등 설문지작성에 도

움을 주었다. 총 30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288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통계 로그램은 SPSS를 이

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그리고 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등이 사용되었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국내 직장인들 가운데 SNS 여행정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SNS 여행정보

특성,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등에 한 이론

 고찰을 통해 연구목 인 SNS 여행정보 특성에 

한 인식차이를 가져오는 온라인 구매결정요인은 어느 

것인가를 검토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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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SNS 정보 특성  SNS 정보 신뢰성에 

한 인식수 에 향을 미치는 온라인 여행상품 구

매결정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SNS 정보 특성  SNS 정보 유용성에 

한 인식수 에 향을 미치는 온라인 여행상품 구

매결정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SNS 정보 특성  SNS 정보 상호작용성

에 한 인식수 에 향을 미치는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SNS 정보 특성  SNS 정보 흥미성에 

한 인식수 에 향을 미치는 온라인 여행상품 구

매결정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난 

17개의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속성과 4가지 차원

의 SNS 여행정보 특성을 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1. 주성분분석 모형
Fig. 1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SNS 여행정보 특성 4

가지 차원을 각 문항의 체 평균값을 기 으로 각각 

인식수 별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이들 독립변

수들의 SNS 여행정보 특성에 한 인식 차이를 가져

오는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 요인을 악하기 

해 순차 으로 요인분석과 별분석이 실시되었다. 먼

,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법 이용하 는데 측정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 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

의존 인 여러 측정변수들을 서로 독립인 몇 개의 새

로운 변수(주성분)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그림 1 

참조). SNS 여행정보 특성에 한 인식 차이를 가져

오는 온라인 구매결정요인을 악하기 해 t-test로 

확인하 고, t-test 산출식은 (1)과 같으며, t는 검정통

계량을 의미한다.

     

 
(1)

한 변수들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한 상 분석

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으며 산출식은 

(2)와 같으며, 여기서 r은 상관계수이다[11]. 







 



   







  





  
 (2)

설문 응답자들의 SNS 여행정보 특성에 한 인식

의 차이를 가져오는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은 

어느 것인가를 알아보기 하여 별분석을 실시하

다. 별분석은 두 그룹이상으로 나 어진 상황에서 

연구 상이 어떠한 그룹에 속할 것인지를 별식을 

이용하여 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기법이다.

그림 2. 별함수 모델 
Fig. 2 Model of discriminant analysis

Ⅳ. 실증분석 결과

온라인 구매결정요인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온라인 구매결정속성 17개에 한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 는데 신뢰성 척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 는데 분석결과 체 4개요인들 

에서 3개요인의 값이 0.7이상을 그리고 1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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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이상을 보여 비교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체신뢰

도 값은 0.8이상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한 

체 17개 항목에 한 요인 수는 최소화하면서 정보손

실을 최 한 막는 타당성을 해하는 변수들을 제거

하기 쉽도록 해주는 직각회  방식(Varimax)을 이용

하 다(표 1 참조).

표 1.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요인분석
Table 1. The factor analysis of determinants factors for 

internet purchasing

Factor Loading
C r o n b a c h ‘ s 

Alpha 

Factor 1 
Safety 

(34.8%)a

0.77841
0.77459
0.65192
0.63255
0.62892

0.7651

Factor 2 
Price & Cost

(10.3%)

0.79076 
0.72013
0.68692 

0.7648  

Factor 3 
Customer Service 

(7.8%)

0.78594
0.68262
0.67052
0.64116 
0.62184 

0.7977

Factor 4
Convenience 

(6.6%)

0.70837
0.65606
0.64412
0.60634 

0.6518

체신뢰도 값 : 0.8754 분산율 : 59.5

그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만을 

분석에 이용하 으며 이들  요인 재값(factor 

loading)이 0.6이상을 기 으로 총 4개 요인으로 나타

났다. 한 SNS 여행정보 특성에 한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4가지 차원을 선정하고 각 차원을 측정하

는 문항들을 이용해 표 2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6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항목으로 묶여졌으며 

체 분산의 56.1%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SNS 여행정보특성 요인분석
Table 2. The factor analysis of SNS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Reliability of SNS tourism information 

Usefulness of SNS tourism information

Interaction of SNS tourism information

Convenience of SNS tourism information

Eigenvalue  2.19230

Variance   56.1

Cronbach's Alpha 0.6368

즉, SNS 여행정보특성에 한 인식이 높고 낮은 

두 집단을 별해내는 독립변수(온라인 여행상품 구

매결정요인)의 상  요도를 악하기 해서는 

독립변수들이 집단 별에 기여한 정도 즉, 별함수

의 설명력을 악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별분석에 이용된 각각의 별함수의 설명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3. SNS 정보 신뢰성과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Table 3. The Wilk's Lambda of determinants factors 
for internet purchasing on SNS information reliability

Independent F
Wilk's 

Lambda
p

Factor 1 Reliability

Factor 2 Price & cost

Factor 3 Customer 

service

Factor 4 

Convenience

1.0779

0.1261

1.5195

28.269

0.98842

0.99863

0.98375

0.76495

0.3019

0.7233

0.2208

0.0000

즉,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내의 분산으로 나  값

인 고유값이 비교  낮게 나왔으나, 집단내 분산을 총 

분산으로 나  크스(Wilks) 람다값에 한 유의도

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 유의수

 p<0.01 수 에서 보다 더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Wilks의 람다 값은 그룹내의 제곱의 합을 체의 제

곱의 합으로 나  값이다. 따라서 Wilks 람다값은 작

을수록 그룹간 평균의 차이가 크고 이 값이 크면 그

룹간 평균의 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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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에 한 신뢰성 인식의 높고 낮음을 별하

는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들의 람다값은 비교

 높게 나타났으나(요인들간의 평균차이가 작은 편

이지만) F 검증결과 통계  유의도(p<0.001)는 매우 

높게 나타난 이용편리성 요인이 가장 많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둘째, SNS 여행

정보에 한 흥미성 인식의 높고 낮음을 별하는 인

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으로는 가격  비용 요

인이 가장 많은 향력을 그 다음으론 편리성 요인이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SNS 정보 흥미성과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Table 4. The Wilk's Lambda of determinants factors 
for internet purchasing on SNS information Interest 

Independent F
Wilk's 

Lambda
p

Factor 1 Reliability

Factor 2 Price & 

cost

Factor 3 Customer 

service

Factor 4 Convenience

0.3642

7.80101

0.0981

6.9337

0.99764

0.95170

0.99936

0.95692

0.5471

0.0059

0.7544

0.009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함수의 크스 람

다 값은 0.95170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도 

검증 결과 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여 별함수에 

의한 별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 

표 5. SNS 상호작용성에 한 인터넷 구매결정요인의 
별함수 설명력과 유의수

Table 5. The Wilk's Lambda of determinants factors 
for internet purchasing on SNS information interaction

Independent F
Wilk's 

Lambda
p

Factor 1 Reliability

Factor 2 Price & cost

Factor 3 Customer 

service

Factor 4 Convenience

9.0021

7.9508

17.9742

6.9973

0.9002

0.9356

0.8763

0.9138

0.6921

0.0326

0.0034

0.2880

셋째, SNS 여행정보에 한 상호작용 인식의 높고 

낮음을 별하는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으로는 

고객서비스 요인이 가장 많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마지막으로 SNS 여행정보에 

한 유용성 인식의 높고 낮음을 별하는 인터넷 여행

상품 구매결정요인으로는 고객서비스 요인이 가장 많

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SNS 정보 유용성과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Table 6. The Wilk's Lambda of determinants factors 
for internet purchasing on SNS information usefulness

  

Independent F
Wilk's 

Lambda
p

Factor 1 Reliability

Factor 2 Price & cost

Factor 3 Customer 

service

Factor 4 Convenience

1.2658

1.5520

9.1558

5.8960

0.99309

0.93154

0.91426

0.95510

0.2620

0.2144

0.0235

0.025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함수의 크스 람

다 값은 0.91426 비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도 검

증 결과 p<0.05로 통계 으로 유의하여 별함수에 

의한 별분석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SNS에서 제공되는 여행정보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SNS에서 제공하는 여행

정보에 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여행상품 구

매결정요인 에서 이용편리성 요인을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에서 제공하는 여행정보를 

신뢰하는 집단일수록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

과 련해서는 안 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아무 때나 

쇼핑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때 잘 얻을 수 있는 

을 인터넷 구매의 가장 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

는 것이다. 둘째, SNS에서 제공하는 여행정보에 한 

유용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인터넷 구매가 시간 

 비용을 감시키고, 렴한 구매 가능, 가격비교 

가능 등의 가격  비용 요인이 요한 구매결정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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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행정보에 한 상호작용에 한 인식이 높을

수록 고객서비스 요인 즉, 신속한 처리, 다양하고 편

리한 결제방법, 편리한 주문취소 차, 편리한 지불

차 등의 고객서비스 요인이 요한 구매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고 끝으로 SNS 여행정보에 해 흥

미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가격  비용 요

인 즉, 시간  비용의 감효과, 렴한 가격, 가격비

교의 용이함 등과 함께 이용편리성 요인 즉, 24시간 

이용가능, 흥미로운 이벤트 등의 경품행사, 유용한 정

보의 이용 등이 요한 인터넷 여행상품 구매결정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와 같은 

소규모의 여행상품 서비스 제공 기업은 모바일과 인

터넷으로 제공되는 SNS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해 

이용자들의 인식하는 SNS 정보특성에 한 인식차이

가 구체 으로 어떤 여행상품 구매결정요인과 련되

는지를 악함으로서 향후 SNS 정보특성에 한 연

령 별 인식 차이를 악하여 연령 별로 요한 구

매결정요인을 리함으로서 온라인 여행상품 매 활

성화 등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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