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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히 개개인의 정보교류를 넘

어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주고 있다. 웹 

2.0 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에 의

한 정보와 의견 교류의 가속화로 바이럴 마케

팅(viral marketing)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Thackeray et al., 2008). 이런 이유로 많은 기

업들은 SNS을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Kaplan 

and Haenlein, 2012). 

또한, 항공업계에서도 SNS 마케팅이 지속적

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스마트(Smart)와 컨슈

머(Consumer)의 줄임말로 ‘똑똑한 소비자’를 

의미하는 스마슈머(Smarsumer)의 등장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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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항공사는 영향력 있는 소비층을 잡기 위

해 SNS 및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

들은 자신이 경험한 여행, 항공권 구매 방법과 

가격비교와 같은 정보를 자신의 SNS에 기재하

기도 하고 항공사 SNS에서 도착지나 할인쿠폰

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소셜베이

커스(Socialbaker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 많은 항공사들이 SNS를 주요한 마케팅 도

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Qatar Airways(카타르

의 항공사)와 KLM(네덜란드의 항공사)은 국내

외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Fan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항공사 및 

저비용 항공사에서도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

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

럼, SNS는 단순히 네트워크 형성, 정보습득의 

목적이 아닌 이용객이 선호하는 기업 및 브랜

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합리적

인 선택을 위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한편, SN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문

적 관심 또한 급증하였다. SNS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김종환 등, 2013; 김성권 등, 2014; Michaelidou 

et al., 2011; 손달호, 유성필. 2015; 이문봉, 

2011), SNS의 이용 동기에 관련된 연구들 또한 

수행되어왔다(이지영 등, 2015; Lin and Lu, 

2011; 강주희, 문태수, 2017). 동기를 구분하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 사람들이 외재적 동기 

및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인해 행동할 때의 경

험과 수행의 질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입

증되었기 때문이며(Deci and Ryan, 2000), 이

용객의 구체적인 태도, 행동 변화를 파악함으로

서 기업은 SNS을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특정 기업의 SNS 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으며, 이용 동기를 

구분하는 체계적인 개념적 틀과 세부적인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 동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SDT)을 활용하였다. 동기는 자기결정

성 정도에 따라 활동을 유발하는 이유와 목표

에 기초하여 무동기(amotivation), 외재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먼저, 내재적 동기는 활동 자체에 

내재된 흥미나 즐거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

는 것이며, 완전한 자기결정성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는 활동과의 별개의 결과

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수준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b). 본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의 요인을 ‘즐

거움’으로 정의하였고 외재적 동기를 ‘지식공

유’ 및 ‘보상’으로 정의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을 

활용한 연구로 인간의 교육 및 학습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이민희, 정태연, 2008; 

양명환, 2012; 심재명, 2016; Reeve, 2002), 최

근 사회 심리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동

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 자기결정이

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이론의 이

론적 개념을 적용한 관광 산업 및 항공사의 마

케팅 활동에 대한 연구 사례는 미비하다(Chung 

et al., 2014; Lin et al., 2009). 

본 연구는 국내 특정 항공사의 페이스북을 

‘좋아요’ 페이지로 지정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용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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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각 요인별로 이용객-브랜드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내재적 동

기 및 외재적 동기가 브랜드 신뢰, 애착 및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이용객을 위

한 콘텐츠 개발과 SNS의 활용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SNS 이용 동기의 분류

동기란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행동의 

방향성과 목표를 보여주고 행동의 수준과 강도

를 결정짓는 내적의 상태이다(Pintrich and 

Schunk, 2002). Deci and Ryan(2000)은 동기를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외재

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자기결정성에 따라 결정되는 동기의 분

류 및 내면화 과정의 개념을 이론적 틀로 활용

하였다. 과거 미디어 이용 동기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Blumler(1979)는 정보 추구 및 획득

의 인지적 동기, 오락적 동기, 개인의 정체성 동

기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SNS 및 뉴

미디어의 이용 동기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Jahn and Kunz, 2012; 이정권․최

영, 2015, Azar et al., 2016).

선행 연구에서 SNS의 다양한 이용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항공사 

페이스북의 콘텐츠 및 게시물 특성을 조사하여 

3가지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1>과 같

이 외재적 동기요인을 ‘지식공유’와 ‘보상’, 내

재적 동기요인을 ‘즐거움’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다. ‘지식공유’는 도착지 정보, 항공권 

안내, 항공기 출도착 및 지연 안내, 기업에 대한 

정보, 정보 접근의 편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며, ‘보상’은 다양한 문화이벤트(시사회, 

이용 동기 분류  내용
선행연구에서 SNS
 이용 동기

연구자

지식 공유

(외재적 동기)

- 도착지 정보

- 항공권 안내

- 탑승 관련 정보

 (출도착, 지연)

- 기업 정보

- 정보의 편리성

정보 추구 이정권, 최영(2015)

정보 수집 및 활용의도 임지연 등(2016)

정치지식 및 주관적 정보 획득감 정낙원(2013)

정보 탐색 Azar et al.(2016)

정보 검색 Tasi and Men(2013)

보상

(외재적 동기)

- 다양한 문화이벤트

- 경품

- 특가 항공권 구매

- 마일리지 적립

보상

 (금전적 보상, 인센티브, 시간 

절약, 경품과 같은 유형의 보상)

Azar et al.(2016)

Tasi and Men(2013)

 Baldus et al., (2015)

즐거움

(내재적 동기)

- 사진이나 영상

- 댓글 참여

- 퀴즈 참여

지각된 즐거움 박정숙, 변정우(2013) 

재미 이정권, 최영(2015)

즐거움 Azar et al.(2016)

즐거움 Jahn and Kunz(2012)

즐거움 Moon and Kim(2001) 

<표 1>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용 동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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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권, 강연, 책 읽는 토요일 프로그램), 경품, 

특가 항공권의 구매,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한 

콘텐츠 및 게시물에 관한 것이다. ‘즐거움’은 

흥미로운 사진이나 영상, 댓글 참여, 퀴즈 참여

와 같이 외재적 동기 요인보다 능동적인 이용

객의 참여 활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2 SNS의 내재적 동기와 이용객-브랜드

와의 관계 

자기결정이론(SDT)은 정도에 따라 동기를 

구분하고 행동 조절의 내면화와 통합을 촉진하

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Deci 

and Ryan, 1985). 전통적인 방식으로 동기를 단

순히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

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반

면, Deci and Ryan의 이론에서 주목할 것은 동

기를 자기결정성 수준, 활동을 유발하는 이유, 

목표에 기초한 서로 다른 유형의 동기들을 구별

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Ryan and Deci, 

2000). 

내재적 동기는 자체의 즉각적 만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며,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

람은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보다 즐거움 또는 

도전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수반한다(Ryan 

and Deci, 2000). 정보 기술의 수용에 있어 즐

거움은 기대하는 성과와 상관없이 이용객이 컴

퓨터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이며(Davis et al., 1992), 특정 행동을 할 

때 개인이 느끼는 기쁨으로 볼 수 있고 개인에

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oon and 

Kim, 2001). 즉, ‘즐거움’은 전형적인 완전한 

자기결정성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와 관련한 연구로 박정숙과 변정

우(2013)는 ‘지각된 즐거움’은 이용자가 인지

하는 즐거움으로 어떠한 기술을 수용하여 사용

할 때 느끼게 되며, 지속적인 사용과 같은 연속

적 시스템 및 서비스의 수용을 유도하고, 만족

감과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O'Donnell and 

Brown(2012)은 내면화과정을 도입 단계

(Introduction),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

(Internalization)의 3단계로 설명하였으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과 브랜드를 동일시하고 

높은 충성도가 형성됨을 검증하였다. 또한, 

Jahn and Kunz(2012)은 SNS에 대한 만족감 중 

관계지향 만족감과 자기 지향 만족감이 SNS페

이지 상에서 관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zar et al.(2016)은 페이스

북 이용 동기 중 오락성, 사회적 유대감의 항목

이 높을수록 이용객과 브랜드의 높은 상호작용

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SNS 이용에 있어 내재적 

동기는 이용객이 선택한 브랜드 신뢰와 애착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하였다.

H1-1 : SNS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즐거움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SNS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즐거움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SNS의 외재적 동기와 이용객-브랜드

와의 관계

외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성이 가장 적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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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적 보상이나 처

벌에 따른 ‘주입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개인적 중요성과 의식적 가치가 부여되는 ‘동

일시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자기와의 

통합을 중시하고 자기결정성이 강한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의 네 유형으로 설

명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외재적 동

기는 내재적 동기와는 다르게 환경과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내재된 즐거움보다 

그 밖에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요인을 ‘지

식공유’와 ‘보상’으로 구성하였다. 

외재적 동기 요인인 ‘지식공유’는 SNS의 콘

텐츠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한 공유를 의

미한다. ‘지식 공유’의 개념과 비슷하여 ‘정보 

탐색’, ‘정보 추구’와 같은 요인들이 SNS 및 뉴

미디어의 이용 동기로 연구되었다. 먼저, 이정

권과 최영(2015)은 SNS의 이용 동기를 ‘정보 

추구’로 구성하였으며, 정보 요구에 대한 인식

과 적절한 정보원 선정의 중요성과 정보의 적

합성을 판정하는 이용 과정을 개념화하였다. 이

는 SNS상에서의 정보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임지연 등(2016)의 연구

에서는 사내 SNS의 이용 동기를 ‘정보 수집 및 

활용의도’로 설명하고 획득한 정보가 업무이해

도 및 지식을 증진시켜주고, 유사 업무 진행 시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정낙원(2013)은 소셜 미

디어 이용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인지적 결과물인 

정치지식 및 주관적 정보 획득감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Laroche et al(2012)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용객이 느끼는 가치 창출의 요소 중 

유용한 정보 획득(brand use) 및 브랜드의 호의

적 인상을 심어줄 외부적 활동(Impression 

management)이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

행 연구를 통해 SNS상에서 정보나 지식의 획

득은 이용객에 있어 필수적인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정보 품질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 운영 

페이스북으로 운영자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간의 지식 공유보

다 기업과 이용객간의 지식 공유가 많을 것으

로 사료되었다. 또한, 단순히 필요한 정보나 지

식을 공유하기 위함이 아닌 뉴스피드(팔로우하

는 사람과 페이지의 소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를 통한 정보 및 지식 접근의 편리성

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연구 대

상이 되는 SNS을 통해 얻게 되는 금전적 및 유

형적 이익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항공사 

SNS에 정기적으로 댓글 참여를 통해 금전적 

및 유형적인 이익을 주는 보상과 관련한 콘텐

츠가 게시되었으며, 이용객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을 주요한 동기로 고려하

였다. SNS의 이용에 있어 ‘보상’에 의해 강하

게 동기화된 이용객은 자기결정이론(SDT)의 

외적 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

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보상’

이 갖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Baldus et al., (2015)은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

티의 관여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보상’의 동기를 쾌락의 보상(Hedonic)과 실용

적 보상(Utilitarian)으로 나누었으며, 실용적 보

상을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금전적 보상, 시간 

절약, 인센티브, 경품과 같은 실용적인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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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길 바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SNS에서 ‘보

상’과 관련한 연구로 Tsai and Men(2013)은 미

국인을 대상으로 기업 및 브랜드 페이스북 페

이지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설명하

였다. 또한, 박찬욱 등(2013)의 연구에서는 

SNS이용의 탐닉적인 이용 동기 중 ‘경제적 가

치 추구’ 요인이 SNS의 몰입과 SNS의 결속(감

성적 결속, 지속이용의도, 구전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Treadaway and Smith(2010)는 특별 할인과 쿠

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객과 브랜드 관계

를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항공사 SNS의 콘텐

츠에서 ‘지식공유’ 및 ‘보상’과 관련한 콘텐츠

에 대한 이용객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지식공유

는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2-2 :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지식공유

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2-3 :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브

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브

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애착 및 충성

도의 관계

Ganesan(1994)은 ‘상대의 전문성, 신뢰성, 

의도’ 로부터 생긴 거래 대상 간의 믿음, 감정 

또는 기대의 개념으로 브랜드 신뢰를 정의하였

다. 브랜드 신뢰는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믿음과 진실성에 확신하는 것이고(Morgan and 

Hunt, 1994), 이용객과 브랜드의 관계를 장기적

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

다(Reichheld and Schefter, 2000). 또한, 브랜

드 신뢰는 확신하는 교환대상에게 의존하려는 

의지도 볼 수 있다(Moorman et al., 1993). 국내

외 신규 항공사의 등장과 경쟁 심화로 항공업

계에서 자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브랜드 신뢰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항공사

의 브랜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은 현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온라

인 서비스의 등장으로 브랜드 신뢰를 결정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생기게 되었다. 온

라인에서 통용되는 신뢰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보안(security), 브랜드 명성, 소비자 평판과 같

은 능력(capacity)요인과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과거의 경험, 정보의 품질을 선의

(benevolence)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Head et al., 2002). 

이지현과 이수범(2015)은 패 리레스토랑의 

브랜드의 신뢰는 이용객의 긍정적인 브랜드 태

도 및 충성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였다. 박태준

와 김이태(2014)는 전시컨벤션센터에 갖는 정

서적인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에

서 또한 높은 브랜드 신뢰가 충성도 및 고객만

족에 기여하고 브랜드 자산을 형성한다는 결론

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지혜, 류기상, 2014; 

Chaudhuri and Holbrook, 2001; Delg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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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ester and Luis Munuera-Alemán, 2005). 이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

Ball and Tasaki(1992)는 애착을 소비자가 자

기 개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정도라 하였다. 

Fournier(1998)는 브랜드와의 장기적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 및 관심으로 브랜드 애착을 정의

하고 브랜드 관계품질의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제품 단위의 소유를 넘어 브랜드 소유에 

관한 연구로 브랜드 애착의 개념을 새롭게 정

립하였다. Goldsmith et al.(2005)은 브랜드 애

착을 소비자가 구매, 사용하는 브랜드와의 상호

작용으로 브랜드가 마치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 및 소속감을 가지

게 하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브랜드 애착은 

이용객의 행동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해룡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연결을 

통해 브랜드 애착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장기

적으로 브랜드와의 결속관계가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즉, 애착의 형성과 장

기적 관계유지의 의사를 지닌 이용객은 그렇지 

않은 이용객에 비해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지 

않는 지속가능의 충성도를 높일 것이라 판단하

였다. 이 외에도 국내외의 브랜드 애착에 관련

한 선행연구(오재신, 2014; 김영국, 남장현, 

2012; Whan Park et al., 2010; 여정경 등, 2011; 

이정은, 김규영, 2016; 이미혜, 성낙숙, 2016)에

서 브랜드 애착이 이용객의 지속적인 구매, 브

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브랜드 충성도는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래에도 재구매하거나 단골이 되려

는 깊은 수준의 몰입을 가지며, 행동 변화를 유

도하는 상황적인 영향이나  마케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브랜드의 반복적인 구매를 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Oliver, 1999, 33p). 브

랜드 충성도의 다양한 정의는 고객 만족과 관

련한 연구들이 많았으며(Gronroos, 1990; 

Zeithamal et al, 1996; Kotler, 1994), Zeithamal 

and Bitner(1996)는 만족을 느낀 고객은 재방문 

및 재구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구전을 한다

고 하며, 이를 브랜드 충성도라고 정의하고 있

다. Dick and Basu(1994)는 브랜드 충성도는 

심리적, 태도적 요인(브랜드 몰입)과 행동적 요

인(반복적 구매)으로 나타나 브랜드 충성도를 

명확히 개념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브랜

드에 있어 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충성도

의 복합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용객-브랜드 

관계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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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3.1 측정문항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자체의 즉각

적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행동’ 으로 정의하

고 Jahn and Kunz(2012)의 연구에서 기업 SNS

의 이용 동기의 맥락에 맞추어 내재적 동기 요

인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외재적 동기

를 ‘어떠한 결과나 보상을 위한 행동’으로 정의

하였으며,  Tsai and Men(2013)의 연구와  Azar 

et al.(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SNS의 이

용 동기의 맥락에 맞게 ‘지식공유’, ‘보상’ 요인

을 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광호와 임미화 

(2008)와 Goldsmith et al.(2005)의 연구에서 브

랜드 애착 요인으로 3문항, Sahin et al. (2011)

의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 요인으로 4문항, Yoo 

and Donthu (2001)의 연구에서 브랜드 충성도 

요인으로 4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5점은 “매우 

그렇다”로서 강한 긍정을 의미하고, 1점은 “매

우 그렇지 않다”로서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3.2 조사의 설계 

본 연구는 항공사 SNS의 이용 동기가 브랜

드 애착, 신뢰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16일

까지 국내 아시아나 항공사의 페이스북을 ‘좋

아요’ 페이지로 지정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시아나 항공사

는 국내 유일 5스타 항공사이며, 저비용 항공사

인 제주항공에 이어 약 40만 명의 페이스북 팬

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항공사이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 페이지로 지

정한 이용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주소를 

첨부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모든 설문을 마친 

응답자에게 소액의 상품권(2,500원)을 제공하

였다. 총 300부의 메시지를 보내 141부를 수거

<그림 1> 연구모형



SNS 이용동기가 브랜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고찰: 자기결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 75 -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부적합한 

설문과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0부

를 제외한 12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

였다.

3.3 자료수집

<표 2>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나타내며, 121명 중에서 연령대는 18세 이하

는 2명(1.7%), 18~24세는 39명(32.2%), 25~29

세는 41명(33.9%) 30~34세는 11명(9.1%), 40~ 

44세는 9명(7.4%), 50~54세는 1명(0.8%), 55세 

이상은 2명(1.7%)으로 20대의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5명(4.1%), 

대학재학이 41명(33.9%), 대학졸업이 61명

(50.4%), 대학원 이상이 12명(9.9%). 기타가 2

명(1.7%)로 나타나 대학졸업의 20대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기술/생산직이 1명

(0.8%), 회사원이 27명(22.3%), 공무원이 7명

(5.8%), 전문직이 8명(6.6%), 서비스직이 14명

(11.6%), 교육자가 4명(3.3%), 전업주부가 6명

(5.0%), 자영업이 5명(4.1%), 학생이 49명

(40.5%)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천만 원 미

만이 59명(48.8%),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변수 구분 빈도수 비율 변수 구분 빈도수 비율

연령

18세 이하 2 1.7

직업

기술/생산직 1 0.8

18~24세 39 32.2 회사원 27 22.3

25~29세 41 33.9 공무원 7 5.8

30~34세 11 9.1 전문직 8 6.6

35~39세 14 11.6 서비스직 14 11.6

40~44세 9 7.4 교육자 4 3.3

45~49세 2 1.7 전업주부 6 5.0

50~54세 1 0.8 자영업 5 4.1

55세 이상 2 1.7 학생 49 40.5

학력

고졸이하 5 4.1

소득

1천만 원 미만 59 48.8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24 19.8

대학재학 41 33.9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2 18.2

대학졸업 61 50.4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8 6.6

대학원이상 12 9.9

7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3 2.5

기타 2 1.7
9천만 원 이상 5 4.1

회원등급

없음 42 34.7

국제선

이용횟수

(연간)

없음 34 28.1
실버 63 52.1

1~2회 59 48.8골드 10 8.3

다이아몬드 5 4.1 3~5회 18 14.9
다이아플러스 0 0.0

5회 이상 10 8.3플래티늄 1 0.8

합계 121 100

<표 2> 표본의 일반 인 특성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1호, 2018년 3월

- 76 -

이 24명(19.8%),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이 22명(18.2%),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이 8명(6.6%), 7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이 

3명(2.5%), 9천만 원 이상이 5명(4.1%)으로 천

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간 국제선 이용 횟수는 없음이 34명

(28.1%), 1~2회가 59명(48.8%), 3~5회 18명

(14.9%), 5회 이상이 10명(8.3%)으로 나타나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횟수는 1~2회가 가장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원 등급은 없음이 42

명(34.7%), 낮은 등급의 순서로 실버가 63명

(52.1%), 골드가 10명(8.3%), 다이아몬드가 5

명(4.1%), 플래티늄이 1명(0.8%)로 79명

(65.3%)이 클럽 회원임을 알 수 있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중의 하나인 부분Smart 

PLS(PLS : Partial Least Square) 3.0의 부트스

트핑(bootstraping) 500회 기법을 통해 분석하

였다. PLS는 구조방정식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모델적합도 및 이론적 모델 

검증이 가능하며 샘플의 수에 상관없이 구조방

정식 모형 측정이 가능하여 통계 분석에 대한 

제약이 적고, 다수의 예측변수들의 최적 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

석도구이다(Chin, Marcolin and Newsted, 

2003). 또한 부트스트래핑은 표본크기와 동일

한 크기의 표본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원추출하

여 표본의 수가 적은 연구에서 통계적 검증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어(이학식, 임지훈, 

2015)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측정항목분석

신뢰성은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

내는 크론바하 알파계수와 개념신뢰도, 평균분

산추출값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크론바하 알

파계수와 개념신뢰도는 0.7이상, 평균분산 추

출값인 0.5이상일 때 측정변수에 신뢰성이 있

다고 판단한다(Fornell and La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

정변수들 모두 크론바하 알파 계수 0.819이상, 

개념신뢰도 0.880이상, 평균분산추출 값 0.647

이상으로 기준 값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구조모

형 분석에 문제가 없으며, 구성개념들은 모두 

신뢰할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치와 평균분산

추출값을 측정하였다. 확인적 분석에서는 요인

적재값이 0.6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

으로 보았다. 또한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요인들의 분산의 크기를 말하는 평균분산

추출값이 0.5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인정하며 평균분산추출값이 클수록 측정항

목들의 분산이 크다는 것이므로 타당성도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3>과 같이 요인부하량 

값이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을 보이고 있으므

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에서 하나의 잠재요인이 실제 다른 

요인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판별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값을 적용하였다. 평균

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은 0.7보다 커야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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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상회해야 판별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Bagozzi and Yi, 

1988). <표 4>의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의 제

곱근의 값을 나타내며, 이는 나머지 행렬 값인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높아 본 연구

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  분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크론바
하알
계수

개념신
뢰도

평균분
산추출

즐거움

여가시간에 아시아나항공 페이지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0.731

0.883 0.920 0.742
아시아나항공 페이지의 내용물은 재미있다. 0.899

아시아나항공 페이지의 내용물은 흥미를 유발한다. 0.929

아시아나항공 페이지의 내용물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0.874

지식

공유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0.797

0.819 0.880 0.647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다른 이들

의 의견을 접할 수 있다.
0.776

‘뉴스피드(팔로우하는 사람과 페이지의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기능)’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보의 편리한 접근이 가

능하다.

0.811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0.833

보상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의 할인혜택을 얻을 수 있

다.
0.929

0.882 0.913 0.724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공항 서비스 이용 및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얻을 수 있다.
0.882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문화 이벤트(시사회, 예매권, 강

연, 책 읽는 토요일 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있다.
0.799

아시아나항공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0.786

브랜드

신뢰 

아시아나항공의 이용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0.804

0.897 0.929 0.766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0.886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게 진실하고 정직하

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0.911

아시아나항공이 계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응대하려고 노력한다고 믿는다.
0.896

브랜드 

애착 

아시아나항공에 애정을 느낀다. 0.919

0.915 0.946 0.854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0.935

아시아나항공에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0.919

브랜드 

충성도

아시아나항공에 충성하는 고객이라 생각다. 0.858

0.860 0.915 0.781아시아나항공을 항상 최우선으로 선택한다. 0.919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있을 때 타 항공

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0.875

<표 3> 체 연구 단 들에 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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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분석을 위해 smart PLS 3.0

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테스트를 통해 표본수를 500으로 설정하여 실

행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H1-1에서 SNS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즐거움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H1-1의 검정결과를 보면 

브랜드 신뢰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104이고, 

t값이 0.691로 즐거움 요인이 브랜드 신뢰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1은 기각되었다. 

H1-2에서 SNS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즐거움

이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하였으며, H1-2의 검정결과를 보면 브

랜드 애착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443이고, 

t값이 3.939이므로 유의수준 p<0.001을 나타내

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H1-2는 채

택되었다.

H2-1에서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지식공

유는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하였고 H2-1의 검정결과를 보면 브랜

드 신뢰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503이고, t값

은 3.304이므로 유의수준 p<0.5를 나타내고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H2-1 또한 채택

되었다.

H2-2에서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지식공

유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하였고 H2-2의 검정결과에서 브랜드 

애착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167이고, t값

은 1.156로 지식공유 요인이 브랜드 애착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H2-2는 기각되었다.

H2-3에서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H2-3의 검정결과,  브랜드 신뢰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039이고, t값은 0.318

로 보상 요인이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H2-3 역시 기각되었다.

H2-4에서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H2-4의 검정결과에서 브랜드 애착

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110이고, t값은 

1.061로 보상 요인이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AVE (1) (2) (3) (4) (5) (6)

(1)보상 0.742 0.851

(2)브랜드 신뢰 0.647 0.310 0.875

(3)브랜드 애착 0.724 0.400 0.670 0.924

(4)브랜드 충성도 0.766 0.310 0.460 0.669 0.884

(5)즐거움 0.854 0.517 0.487 0.617 0.482 0.862

(6)지식공유 0.781 0.856 0.546 0.542 0.401 0.801 0.805

<표 4> 별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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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H 2-4 또한 기각되었다.

H3에서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애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H3의 검

정결과에서 브랜드 애착에 대한 경로계수 β값

은 0.514, t값은 7.211이므로 p<0.001을 나타내

고 있어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H3는 채택되었다.

H4에서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충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H4의 

검정결과에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경로계수 

β값은 0.021, t값은 0.159로 브랜드 신뢰가 브

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4

는 기각되었다.

H5에서 브랜드 애착이 브랜드 충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H5의 

검정결과,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경로계수 β값

은 0.655, t값은 6.607이므로 유의수준 p<0.001

을 나타내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H5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내외에서 기업의 성공적인 SNS마케팅 사

례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업계에서

도 SNS마케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특정 항공사의 페이스북을 ‘좋아

요’ 페이지로 지정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연구를 위해 자기결정이론(SDT)의 인

간 동기 분류체계를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의 이용 동기와 이용객-브랜드 

연구가설
경로
계수

T값
채택
여부

H1-1
SNS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즐거움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0.104 0.691 기각

H1-2
SNS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즐거움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0.443 3.939 채택

H2-1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지식공유는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0.503 3.304 채택

H2-2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지식공유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0.167 1.157 기각

H2-3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039 0.318 기각

H2-4
SNS의 외재적 동기요인인 보상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110 1.061 기각

H3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514 7.211 채택

H4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021 0.159 기각

H5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655 6.607 채택

<표 5> 가설검증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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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이론(SDT)의 인간 동기 분류

체계를 이론적 개념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측정 항

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에서 

행해진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의 특성과 다양

한 SNS의 이용 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조

하였으며, SNS의 특성을 비교하고 대상이 되는 

항공 서비스 기업의 SNS의 콘텐츠 조사를 거

쳐 이전에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던 SNS의 이용 

동기를 특정 항공사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내재적 동기인 ‘즐거움’과 ‘브랜드 애

착’의 긍정적 영향관계, 외재적 동기인 ‘지식공

유’와 ‘브랜드 신뢰’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검증

하였다. 완전한 자기결정성을 가진 내재적 동기

는 이용객-브랜드 관계에서 보다 감정적, 장기

적 관계를 의미하는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재적 동

기 요인인 ‘지식공유’는 상대의 전문성과 기대

감으로 볼 수 있는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각 동기에 따라 이용객-브랜드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외재적 동기인 ‘보상’은 이용객과 브랜

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결

과를 검증하였다. SNS의 이용 동기와 관련한 

일부 연구에서 ‘보상’이 SNS의 특성 및 요인이 

이용객-브랜드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Tsai and Men, 2012; 

Azar et al., 2016), 중국 기업의 런런(Ren Ren)

과 웨이보(Weibo)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Men 

and Tash(2013)의 연구에서 ‘보상’은 SNS을 이

용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보상’이 결

정적인 동기 요인이 아님으로 검증하였으며, 이

는 이용객 및 콘텐츠의 특성과 콘텐츠의 보상 

수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

전의 보상과 같은 외적 제약은 순수한 내재적 

동기를 손상시켜 어떤 일에 관심을 갖더라도 

보상이 주어지면 목적이 바뀌어 순수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Deci, 1972). 보상시스템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홍효석 등, 2014). 따라서 보상과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 ‘보상’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과 빈도를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을 누릴 수 있는 대

상 및 범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콘텐츠의 유용

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충성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충

성도 및 재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

았으나(윤성환, 2015; 문상정, 송정선, 2014; 

Jaesin Oh 등, 2016), 일부 연구에서는 브랜드 

신뢰는 행동적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이애리, 

2011). 본 연구에서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

의 이용에 대한 지속성과 의지, 최우선의 선택

으로 정의하고 3개의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2

개의 항목이 행동적 충성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SNS의 특성에 관한 연

구에서 ‘신뢰’가 ‘구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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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화, 김경민, 2015). 이처럼, 신뢰하는 것과 충

성심을 가지는 것은 직결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 서비스 기업의 SNS 콘텐츠 개발

에 있어 이용객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콘

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

객과 브랜드의 관계에 가장 강하게 작용한 동

기 요인은 ‘즐거움’이며, 이는 완전한 자기결정

성의 특징을 갖는 요인이다. 이용객이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 및 사진의 게시, 완전한 몰입이 가능한 게

임, 이용객 및 기업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관계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SNS을 통해 항공 서비스 기업

을 처음 접하는 이용객에게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된 콘텐츠

의 게시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지식공유’와 관련한 콘텐츠를 지속적

으로 관리 및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항공 사 SNS

는 운영자만이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용객의 콘

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용

객은 운영자의 게시물에 댓글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항공사 SNS을 ‘좋아요’ 페이

지로 지정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용객은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뉴스피드(팔로

우하는 사람과 페이지의 소식이 자동으로 업데

이트 되는 기능)를 통해 기업의 모든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애착’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감은 이용객과 브랜드 관계를 강화시키는 

가장 기본적, 필수적인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 동기인 ‘지식공유’ 요인과 관련한 콘텐츠의 

관리와 함께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을 

통해 이용객에게 신뢰감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보상’의 동기 요인은 이

용객과 브랜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해당 SNS의 콘텐츠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

의 대상이 되는 항공 서비스 기업 SNS의 ‘보상’

과 관련한 콘텐츠로 항공권의 할인혜택, 공항 

서비스 이용 및 마일리지 혜택, 문화이벤트(시

사회, 예매권, 강연,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책 읽

는 토요일 도서 증정 이벤트), 다양한 경품이 있

었으며, 이용객의 댓글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

다. 보상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사와 

함께 콘텐츠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과 관련한 콘텐츠를 줄여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상’과 관련한 콘

텐츠를 증가시켜 이용객과 브랜드 관계를 강화

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위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SNS와 관

련한 유사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당 항공사의 SNS의 특성을 바탕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기 있는 하나의 SNS

인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SNS 마케

팅 사례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각 기업별 SNS 특성이 상이하며, SNS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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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용 동기와 이용객-브랜드 관계의 영

향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항공

사, 서비스 산업의 SNS 및 다른 산업분야의 기

업 SNS의 특성과 이용 동기를 비교, 분석한다

면 각 기업에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으로 본다.

둘째,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대상이 비교적 

낮은 연령대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본 연

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실제 기업의 이윤창

출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항공권 구매 및 클럽 

회원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SNS을 이용하

는 대상은 낮은 연령층이 많으나,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연구 대상이 된 SNS의 이용객 수가 40

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연구

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기업의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을 구분하여 이용객-브랜

드 관계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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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motivation of using the corporate Facebook on 
consumer-brand relationship

 :  Focused on a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ory

Lee, Eun-Ji․Koo, Chul-Mo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motivations of corporate Facebook usage and to examine 

the impacts of usage motivations on brand attachment, trust and loyalty. 

Design/methodology/approach

A conceptual model is developed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SDT) and the previous 

studies.  We conducted a web survey with a convenient sample of 121 Facebook users who clicked 

“Like” button on the corporate Facebook pages.

Finding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e study. First, intrinsic motivation(Entertainment)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brand attachment. Second, extrinsic motivation(information 

exchange)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brand trust. Third, brand attachment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brand loyalty. 

These findings provide a valuable basis for constructing an explanatory model for “Like”-clicking 

behaviors of corporate’s Facebook community platform users, as well as making significant practical 

contributions to enhance social and commercial benefits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Keyword: SNS, social network service/sites,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corporate facebook, 

brand attachment, brand trust, br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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