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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항공 관련 소셜미디어의 정보수용에 있어 이용 동기와 민감도, 성별과 연령을 융합하여 이용태도와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의 차이, 이용 동기와
민감도는 정보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전국 패널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과 연령의 편중을 막기 위해 고른 분포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연령에서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용 동기는 정보수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감도에는 정보수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 등 이용자 계층과 이용 동기, 민감도가 정보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감도 요인의
부정적인 면도 파악할 수 있어, 항공 관련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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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usage attitudes and behaviors by combining usage 
motivation and sensitivity, gender, and age in aviation-related social media.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media information acceptance, motivation and 
sensitivity on gender acceptance by gender and age. To this end, we collected data in an even 
distribution to prevent gender and age bias among adults aged 20 or older online from April 19 to May 
3, 2018. As a result, the lower the female and age in the gender and 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social media information. Motivation for use has a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acceptance and sensitivity has a negative effect on information acceptance.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user class such as gender and age, motivation to use, and sensitivity affect information acceptance. 
In addition,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ensitivity factor can be identified,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aviation-related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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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미디어란 동영상을 비롯한 이미지, 텍스트, 오디
오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서로의 의
견과 정보를 비롯한 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1].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TV, 라디
오, 신문 등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
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과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2]. 

초기 소셜미디어는 주로 개인적인 친목 도모와 인간관
계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왔으나, 정보를 공유하
는 기능적 측면의 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3]. 하지만 현
재 소셜미디어는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 마케팅 담당
자의 약 97%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약 92%는 마케팅 운영에서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4]. 

또한, 과거에는 여행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항공
사의 좌석 예약 가능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
지만[5], 현재에는 이용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의 선택과 이벤트 등을 전달하는 전략으로 다변화
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소셜미디어의 선택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로 이벤트와 소식 전달 등을 지속해서 제공
하고 있다[6]. 하지만, 항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체에서 
이미 소셜미디어를 마케팅 전략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대
부분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와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의 선행연구
로 Harrison-Walker[7]는 구전을 통한 정보수용을 정
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 의도에 변환시켜 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구전 활동을 하는 것과 구
전을 수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Pitta
와 Fowler[8]는 정보수용을 소비자가 정보를 접한 후 나
타나는 행동유형이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의 상승, 구매 
결정,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변
화되는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견
이나 태도에 대하여 이용자의 영향 정도로 소셜미디어의 
정보수용을 정의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수용과 이용동기의 선행연구
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동기는 여행
에 대한 정보를 채택하게 하고, 정보를 탐색은 소셜미디
어의 정보공유 의도와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또한, 관광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로 새
로운 여행 정보나 콘텐츠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기 위
한 기능적인 동기가 여행경험에 있어서 유용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 관련 소셜미디어의 이용동기[10]를 사회적 동기와 
기능적 동기, 유희적 동기 등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연구
를 하였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의 선행연구로 특정 환경에서는 영향성 검정이 어
려운 경우 상품에 대한 인식에서 소비자의 현장성 인식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또한, 정보의 
과다로 인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피로감이나 광고에 
대한 회피 등의 부정적인 정보수용 감정은 각성 수준이 
높아 긍정적인 정보수용 감정보다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특히 소셜미디
어의 주된 이용의 목적으로 정보 검색 외에 관계 형성과 
기분 전환 등을 고려할 때[13,14], 소셜미디어에서의 부
정적 요소는 소셜미디어의 이용목적이나 정보수용에 방
해를 유발하는 부정적 감정들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동기와 민감도
는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소셜미
디어의 정보수용에 있어 이용동기와 민감도에 대한 구체
적인 역할이나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1]. 그리고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분류하는 기본적인 기준
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이용태도와 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이용되고 있으며[15], 연령은 연
령별 관심과 환경에서 차이가 있어 개인의 생활을 알아
보는데 중요한 변수[16]로 나타나 소셜미디어의 정보수
용에 있어 이용동기와 민감도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함
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 관련 소셜미디어의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동기와 민감도를 비롯한 성별과 연령은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마케팅 전략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연령은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민감도의 소셜미디어 정
보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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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이용동기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생각과 의견 및 경험 등의 정
보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성해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유
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7]. 또한, 소셜미디어는 단순
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특성이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진을 공유하거나 여
행 후기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8].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크게 사회적 동기[19,20], 정보 
기능적 동기[21,22], 그리고 유희적 동기[20,23]로 분류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동기가 관계형 동기를 가진 이용자
는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용성은 낮고, 정보형 동기를 가진 이용자의 경
우는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24], 
소셜미디어 정보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연결하여 오프라인 
구전 정보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25]. 
또한, 관광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동기가 이용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였으며, 
동기에 따른 만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26].

2.2 민감도
소셜미디어 민감도란 이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 노출과 정보의 불확실성, 메시지의 과장성 등의 심
리적인 불안감, 부정적인 감정으로[27] 소셜미디어 민감
도가 중요한 것은 정보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8].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민감도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관련 연구로는 소셜미디어 정보의 민감성은 루머, 
잘못된 정보, 기만적 정보, 과장성 등 함축된 의미가 다양
하며, 의도성과 관계없이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하
였다[29].

2.3 성별과 연령
성별은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세분화의 기본적 요인으

로, 소비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용되고 있다
[15]. 항공사의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의 영향 관계에서 성

별에 따른 관계의 영향 관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소비 행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는 연령에 따라 다르며, 정보
수용과의 관계에서 세대별로 성장한 배경과 환경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영향 관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성별과 연령에 관한 연구로 성별
에서 남성은 실용적 인식과 쾌락적 혜택에 관한 정보의 
인식을 더욱 선호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생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가 있다[30]. 연령에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2009년을 전·후로 활발히 보급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소셜미디
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31],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는 중요한 시기로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 기능을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하였다[32]. 이처럼 성별을 비
롯한 연령의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마케팅 연구의 기초연
구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4 소셜미디어 정보수용
소셜미디어는 웹 2.0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진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33]. 또한, 소셜미디어를 웹 2.0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매체나 활동을 통틀어 지칭하며, 상호기술과 서비
스의 광대한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34,35].

초기 소셜미디어는 주로 개인의 친목 도모와 인간관계
를 위해 이용되었으나 이제는 정보공유의 기능적 측면으
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36]. 특히 최근 이용자의 
정보수용 과정에 있어 온라인 구전(eWOM)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비자 개인의 의견과 정보이
기 때문에 기업의 노출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37]. 

또한, 소셜미디어의 정보수용 과정에서 이용자는 관심 
분야 정보에 주목하며, 그 정보에 대한 수용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정보수용 과정은 이용자가 정보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에 관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더욱 정보수용 가능성이 커진
다[28]. 정보수용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 이용자가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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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ing instrument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of question 

Gender Male, Female

Age Young people(20 to 30 years),
Elderly citizens (40 to 50 years)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They use social media to interact with their 
acquaintances.
I use social media to send messages to others.
I use social media to communicate with my friends.
I use social media to have fun with my friends.

Information
motivation  

I use social media to find interesting travel 
information.
I use social media to get new information.
I use social media to solve problems.

Playful 
motivation

I use social media to spend time without being 
bored.
I use social media to get interested.
I use social media to find interesting travel 
information.

Responsiveness

When using social media, I am afraid that my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used where I do 
not agree directly.
I'm afraid the quality of social media airline 
service is going down below the price.
I use provocative material to attract attention 
to airline social media.
I use exaggerated expressions to attract 
attention to airline social media.

Information

I think the reviews and opinions of social 
media are helpful when judging products or 
services.
I am influenced by social media reviews and 
related opinions.

3. 연구방법 및 가설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민감도가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개로 나누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가운데 성별은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이용되고 있으며[15], 연
령은 세대별 관심 분야에서 차이가 있어 개인의 생활환
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39]. 이와 같은 성별과 
연령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을 20·30대 청
년층과 40·50대 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성별은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연령은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nformation 
acceptance

General 
characteristics

Sensitivity

Usage 
motivation

Fig. 1. Research hypothesis

소셜미디어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적인 관계성과 정보
전달력을 비롯한 사교적인 감정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
이라 판단되는 사회적 동기[19,20], 정보 기능적 동기
[21,22], 유희적 동기[20,23] 등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정보수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수정․보
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동기는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소셜미디어 정보추구 동기는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소셜미디어 유희적 동기는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정보수용 과정에서 민감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감성적인 
민감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27,28]를 수정․보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소셜미디어 민감도는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방법
3.2.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
뢰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항공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
녀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과 연령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 각각 279명을 대상으로, 총 558
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정확한 측정 문항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측정항목으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차로 관광관련학과 교수들과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로부터 질문지의 내용 타당
도를 점검받은 후, 일반인 68명에게 1차 예비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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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측정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차 예비조사에 
사용하였다. 최종 질문지 측정항목과 구성된 질문지의 적
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예비조사 통해  수정·보완된 
문항으로 3차 예비조사를 하였고, 총 54부를 분석하였
다. 응답자들이 질문지를 작성 후 측정 문항을 재확인하
였으며,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여 본 조사를 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Table 1과 같다.

3.3.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별과 연령,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민감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선행연구 결과[15,16,19]를 바탕
으로 청년층은 20·30대 군으로, 장년층은 40·50대 군으
로 구분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정보수용 간 영향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사회적 동기[19,20], 정보추구 동
기[21,22], 유희적 동기[20,23]로 소셜미디어 정보수용
에 따른 이용동기로 구분하였다. 이용동기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 민감도는 정보수용 간 영향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태도 측정 요인
[17]을 수정한 4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민감도 측정은 리
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3.3.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보수용을 선정하였다. 정보수

용은 소셜미디어 정보를 이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
고한 선행연구[19]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수용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매우 그렇
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이용동기, 민감도, 정보수용 등의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정보수용과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범주형 변수인 
성별과 연령은 0과 1로 더미 변수로 변환한 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3.0(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558(100.0)

Gender
Male 279(50.0)

Female 279(50.0)

Age

20-29 147(26.3)

30-39 148(26.5)

40-49 137(24.6)

50-59 126(22.6)

성별은 남자 50.0%, 여자도 50.0%로 성별을 같이 선
정하였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 148명(26.5%), 20
대 147명(26.3%), 40대 137명(24.6%), 50대 126명
(22.6%) 순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항목의 평가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선행연구[19-23]를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 특성이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에 앞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21]을 하였다. 
구성개념의 신뢰도 분석은 내적 일관성을 통한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서 분석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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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Table 3와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이용동기의 사회적 동기의 신뢰
도 계수는 0.879, 정보추구 동기는 0.676, 유희적 동기
는 0.866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검정 되었
다. 민감도는 0.766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정
보수용은 0.827로 나타나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따라서 
Cronbach's alpha 값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23]으로 판단하여 문항 
제거 없이 사용하였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Category Subcategory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4 .879

Information
motivation  3 .676

Playful motivation 3 .866

Responsiveness 4 .766

Information 2 .827

4.2.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민감도, 정보수용 

등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문항 공통요인을 파악하
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관한 16개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은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고윳값이 1.0 이상인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1(사회적 동기)은 고유
치 5.439, 분산설명력은 33.99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2
(정보추구동기)는 고유치 2.586, 분산설명력은 16.161로 
나타났다. 요인3(민감도)은 고유치 1.500, 분산설명력은 
9.372로 나타났고, 요인4(유희적동기)는 고유치 1.250, 
분산설명력은 7.81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5(정보수용)는 
고유치 1.163, 분산설명력은 7.267로 나타났으며, 총 누
적분산은 74.608%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KMO 값은 0.77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인 근사카이제곱이 4916.409(p=0.000)로 유의미
한 값을 나타내어 요인분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측정 문항은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이 0.40 이
상으로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요인별 문항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여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Table 4. Motivation Factor Analysis
　Factor 1 2 3 4 5 Communality

1 .897 .083 .004 .140 .142 .851

2 .892 .187 .064 .110 .023 .847

3 .764 .025 .083 .385 .090 .748

4 .744 -.058 .142 .010 .058 .581

5 .025 .858 .025 .133 .287 .839

6 .067 .849 .138 .253 .112 .821

7 .078 .781 .421 -.067 .087 .805

8 .330 .019 .003 .762 -.167 .830

9 .066 .166 .222 .704 .319 .763

10 .225 .406 .093 .601 .243 .743

11 .120 .199 .874 -.035 .103 .394

12 -.088 -.059 .759 .369 .198 .718

13 .066 .432 .740 .060 -.037 .679

14 .186 .059 .547 .048 .233 .645

15 .183 .258 .125 .012 .864 .863

16 .062 .157 .269 .188 .822 .812

Eigenvalue 5.439 2.586 1.500 1.250 1.163

KMO .770
Dispersion 
Variance 33.996 16.161 9.372 7.810 7.267

Integrated 
Variance 33.996 50.158 59.530 67.340 74.608

Bartlett's spherical 
test  2 4916.409(p=.000)

4.3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정
소셜미디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사회적 동기, 정보추구동기, 유희적 동기, 정보수용 간

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정보추구동기와 민
감도, 유희적 동기와 민감도, 정보수용과 민감도는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M SD
Social 

motivati
on

Informati
on

motivati
on

Playful 
motivatio

n

Responsi
veness

Informati
on

Social 
motivation 3.01 0.92 1

Information
motivation 3.46 0.88 .355** 1

Playful 
motivation 3.57 0.83 .149** .485** 1

Responsive
ness 2.52 0.74 -.050 -.374** -.410** 1

Information 3.77 0.71 .104* .462** .439** -.391**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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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보수용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서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와 민감도가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 간의 
설명력은(R²= .488) 48.8%이었다. F값은 86.075로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880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0 또는 4에 가깝지 않
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23]. 공차 한계가 0.1 이상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과 정보수용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결과,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정보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연령은 
20·30대군 대비 40·50대군에서 20·30대군이 정보수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채
택되었다. 이용동기와 정보수용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결과, 하위요인인 사회적동기는 t값 8.622, p값은 .000, 
정보추구 동기는 t값 13.239, p값은 .000, 유희적 동기
는 t값 2.656, p값은 .00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3, 가설 4, 가설 5도 채택되었다. 민감
도는 t값 -5.743, p값은 .000으로 정보수용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6도 채택되었다.

Table 6. Factors affecting information acceptance

Category B SE β t p Allowa
nce VIF

(Constant) 1.389 .131 　 10.585 .000 　

Gender .138 .043 .100 3.236 .001 .988 1.012

Age -.192 .048 -.134 -4.006 .000 .841 1.189

Social motivation .287 .033 .313 8.622 .000 .869 1.395
Information
motivation .398 .030 .508 13.239 .000 .642 1.557

Playful motivation .081 .030 .098 2.656 .008 .689 1.451

Responsiveness -.140 .024 -.189 -5.743 .000 .717 1.151

R²=.488, adjusted R²=.482, F=86.075, p=.000 
Dubin-Watson=1.880

Gender dummy: Male=0, Female=1, 
Age dummy: 20·30=0, 40·50=1

5. 결론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이용동
기, 민감도가 정보수용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서는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

록 소셜미디어 정보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
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40]와는 
상반되었다. 여성은 관계 지향적 특성으로 주변의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셜미디어의 검색 활동을 통한 공감
대를 높이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을 고려한 정보의 노출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41]
와 일치하였다. 즉 소셜미디어의 정보 노출은 정보수용에
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청년층은 소셜미디어의 열성적인 이용
자 집단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장년층은 정보 검색을 통한 정보의 수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동기는 정보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가 강할수록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향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기업이나 전문가의 의견보다 지인과의 소통이나 교
류로 인한 구전효과가 더 크다[4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용동기와 구전 수용 간의 긍
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정한 연구결과[2]와도 일치하였다. 
이에 소셜미디어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에 대해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셜미디어 민감도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서 부정
적 감정을 느낄수록 정보수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불
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셜미디어 서
비스 특성에 따라 전달 방식의 과장성, 정보의 불확실성,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있어 
피로감을 형성시킨다는 연구 결과[28,42]와 일치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보가 불확실하거
나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
보수용에는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43]도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항공사에 대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셜미디어 
채널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마케팅 전략을 제
시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항공사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3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높이
고자 하였으나,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에 대한 회상에 의
한 질문으로 실제 소셜미디어를 경험한 정확한 표현에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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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높은 이용 빈도를 가진 항공사 소셜
미디어 채널을 선정한 후,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조사
할 필요가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현장실험을 통한 
능동적인 이용과 정보의 수용 과정을 재현하여 연구한다
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항공사에 대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소셜미디어 이용특성을 포괄적으로 검
토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소셜미디어의 정보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항공사는 소셜미디
어의 공급자로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하고, 만족감과 정보수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항공소셜미디어 매
체적 특성과 이용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소
셜미디어는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마련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항공사는 현재의 마
케팅 전략과 새로운 마케팅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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