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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새로운 미디어로써 마케팅 도구이자 

접근법이다. SNS 또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디지털화와 양방향 통신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 

SNS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이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상호호환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SNS 마케팅은 

광고, 홍보, 고객과의 소통과 고객관리, 수요 창

출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접근법으로 부각되었

다. SNS를 디지털 기술혁신 관점에서 이용의도

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마케

팅 도구로써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의 구매의도

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SNS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SNS의 특성

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케팅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비교하여 양방향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SNS 

마케팅은 마케팅 메시지의 정보 제공 능력, 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정보경영학전공), givej@dongguk.ac.kr(주저자,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pctools0@naver.com



｢정보시스템연구｣ 제29권 제2호, 2020년 6월

- 112 -

비자들과 조직 간은 물론이고 소비자들 상호간

의 상호작용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용자

들은 SNS 마케팅 메시지에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을 추가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인기 연

예인이나 유명 스포츠맨 등과 같은 소수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

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SNS 마케

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De 

Veirman et al., 2017). 대중이 중심이 되는 1인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에서는 개인의 재미있고 

패러디한 다양한 소재가 유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Rodríguez-Ardura and Meseguer-Artola, 

2018).

SNS 또는 SNS 마케팅 특성과 이용의도, 구

매의도, 고객 충성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김예정, 박상봉, 2019; 정

민주, 이근영, 2018; Kim and Lee, 2018; Shin 

et al., 2018). 그러나 SNS 마케팅, 브랜드 이미

지, 브랜드의 구매의도의 종합적 관계를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SNS 마케팅 

특성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

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SNS 마

케팅 특성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SNS 마케팅의 특성을 파악하고, 브

랜드 이미지가 SNS 마케팅과 구매의도 간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NS 마케팅 특성, 브랜드 

이미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방

정식 모형을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무적 함의뿐만 아니라 SNS 마케팅 특성

을 통한 다양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SNS 마케팅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뉴미디어로써의 인

터넷 기반의 마케팅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와 동시에 SNS 마케팅 관련 다양한 용

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는 

마케팅의 개인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

용성을 확대시키고 있다(Royle and Laing, 

2014). 여기서는 먼저 SNS 마케팅의 개념과 관

련 유사 개념에 대해 고찰한다.

소셜미디어는 양방향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

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 한편, SNS는 사회적 관계 서비스 관점

에서 정의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SNS 둘 다

는 양방향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케팅 채널이며, 개방․참여․공유․협업이

라는 웹 2.0의 핵심가치를 지향한다.

소셜미디어 유형을 표현형(블로그와 리뷰), 

관계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공유

형(위키피디아, 유튜브), 메신저형(카카오톡), 

게임형(징가 애니팡 등의 소셜게임)으로 분류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에서 SNS는 소셜미디

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넓

은 의미에서 SNS는 위의 모든 소셜미디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SNS를 상호호환적 개념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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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개념을 같

은 차원으로 파악한다. 

국내의 많은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또는 SNS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나, 해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의 개념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온

라인 마케팅과 인터넷(웹사이트) 마케팅 등은 

디지털 마케팅과 호환적으로 사용된다. 미국마

케팅협회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란 디지털 또

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이용하여 브랜드를 홍보

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는 미

디어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채널이 이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2020). 

디지털 마케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

고 소통하고 전달하는 활동이자 프로세스로써 

마케팅 생태계의 모든 장애를 해결하는 만병통

치약은 아니지만, 브랜드 구축, 고객관리,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Sharma et al., 

2020). 

인터넷 프로토콜의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 마

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에 비교하여 새로운 방

식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페이스북의 이용자는 기업의 마케팅 

포스트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추가하

는 것이다. 즉, 마케팅 활동의 대상인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마케팅 콘텐트를 재생산

할 수 있다. 또한 1인 미디어로써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SNS를 비롯

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가 주체

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SNS 마케팅의 일종이

라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독창적

인 콘텐트를 제작하여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면

서 팔로워와 구독자 등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영향력을 행

사하는 사람,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주로 

SNS 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일컫는다. 

SNS에서는 일반 개인이 생산한 콘텐트가 기존

의 기업에서 제작한 콘텐트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공

유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의견과 평가 

결과는 SNS 이용자들의 인식과 구매결정에 커

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이신형, 김샛별, 2019; 

De Veirman et al., 2017). 1인 미디어 시대에서

는 인플루언서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닌데도 

자신이 생산한 콘텐트로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

2.2 브랜드 이미지와 SNS 마케팅의 관계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이 기업성과, 기업

가치,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고(이중원, 박철, 

2019; Madden et al., 2006), 브랜드 인지도․지

각된 품질․브랜드 충성도과 더불어 브랜드 자

산의 한 요소로써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Aaker, 

1991; Anselmssone et al., 2014; Keller, 1993). 

브랜드 이미지란 소비자가 기억을 통해 어떤 

브랜드에 대해 갖는 일련의 연상(association)이

다(Aaker, 1992; Keller, 1993). 여기서 연상이

란 제품 또는 그 외의 것(non-product)과 관련 

세 가지 속성(기능적, 경험적, 상징적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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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태도로부터 형성된다(Keller, 1993).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인

지할 수 있고, 품질을 평가하고, 구매 위험을 낮

추고, 제품 차별화로부터 경험을 축적하고 만족

에 이르게 된다(Bhakar et al., 2013).

브랜드 이미지와 그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SNS와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자산의 관계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lam 

and Khan, 2019). SNS는 사회화의 공간이며,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새로운 채널로써 상호간 

소통, 브랜드 홍보, 입소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Jansen et al., 2009; Vernuccio, 

2014). SNS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브랜드 성과를 개

선하기 위해 SNS 이용자들과 기업이 공동으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 SNS를 통한 

e-WOM(electronic word of mouth), SNS를 통

한 브랜드 전략, SNS 활동과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 전통적 미디어와 SNS의 비교를 통한 브

랜드 자산에의 영향력 등은 그 대표적인 연구 

주제이다(Alam and Khan, 2019; Kupfer et al., 

2018; Singh and Sonnenburg, 2012).

최근 Alam and Khan(2019)은 인도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제작콘텐트

(firm-generated content)와 사용자제작콘텐트

(user-generated content)가 브랜드 인지와 브랜

드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태도와 재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Alam and Khan 

(2019)의 연구모형과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역점을 둔 SNS 

마케팅의 어떠한 특성이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

2.3 SNS 커머스와 미디어 커머스

 

SNS 커머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

브, 트위터 등의 SNS를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

의 한 유형이다. 2005년 야후에서 소셜 커머스

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할인쿠폰 서비스 업

체인 그루폰(Groupon)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소셜 커머스가 도입되었다. 국내의 대표적 소셜 

커머스 업체로는 쿠팡, 티몬, 위메프를 들 수 있

다. 이후에 쿠팡은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다른 소셜 커머스의 특성

은 후기와 댓글 등의 사용자 생산 콘텐트를 기

반으로 소비자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김상현, 박현선, 

2013).

페이스북은 SNS 마케팅의 기능을 넘어서 페

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광고에서 주문과 

정산 등의 전자상거래 전 과정을 자체 플랫폼

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SNS의 핵심 기능은 이

용자 커뮤니티 기반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지원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전자상거래 기능이 통합

되고 있다. 지인(페이스북의 경우는 친구)들과

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셜 커머스에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보다 더 나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SNS의 인플루언서(지인이나 유명인)가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한 온라인 광고가 주는 

영향보다 크고 신뢰도가 높다. 

미디어 커머스란 미디어 콘텐트와 상품을 결

합(동영상 콘텐트 내에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수

준으로 상품 홍보가 녹여 담겨 있거나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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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트)하는 

방식의 상거래인데, 주로 페이스북․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마케팅을 통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셜 커머스의 한 유형이다. 미디어 

커머스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TV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프로그램을 홈쇼핑

과 연계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매하

고자 하는 시도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는 기존

의 간접광고 방식인 PPL(Product Placement)을 

넘어서 상거래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TV

의 연예인들이 입은 옷이나 장신구 등을 편하

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거래 서비스

(TV 방송 콘텐트와 상거래의 결합 상거래인 

t-commerce)로부터 유래되었다. SNS가 확산되

고 MCN(Multi-Channel Network)과 플랫폼 사

업자들이 참여하면서 미디어 커머스가 새롭게 

진화해왔다. 미디어 커머스의 성공요인은 재미

있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콘텐트

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Ⅲ. 연구가설과 연구설계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SNS 마케팅의 어떠한 특성이 SNS에 포스팅

된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가는 본 연

구의 핵심 연구 질문이다. 전통적 마케팅과 차

별화되는 디지털 마케팅, 특히 SNS 마케팅의 

특성은 새로운 방식과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

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다. Holt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기업이 소셜미

디어를 활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을 끌기 위해 수 십 억불을 투자해도 큰 효과

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크라우드

(digital crowd)라는 문화혁신가가 중심이 되는 

크라두드컬처(crowdculture) 현상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전통적 마케팅의 

시대에 하위문화(subculture)에 있던 대중이 

SNS 마케팅 시대에는 하위문화를 확대하여 디

지털 크라우드로서 새로운 크라우드컬처를 탄

생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브랜딩 전략

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SNS 마케팅의 특성

이 존재하며, 이들 특성이 크라우드컬처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SNS 마케팅 특성과 브랜

드 이미지 간에는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자산의 중요한 요소

로써 기업 성과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이중원, 박철, 2019; Alam and Khan, 

2019; Madden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김충로(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SNS 마

케팅 특성, 브랜드 이미지, 구매의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제안한

다. SNS는 정보와 지식공유를 위한 플랫폼 역

할을 하며, 정보 및 지식의 신속하고 편리한 상

호교환을 통한 협업을 지원하고 촉진한다(주재

훈, 2014). 정보성(innovativeness)이라는 SNS 

마케팅 특성은 크라우드컬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하위문화를 확대 및 

민주화하는 데는 SNS의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위 인플

루언서라는 디지털크라우드가 만들어 내는 휴

희성(playfulness)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락성

과 예술성이 혼재한 SNS에서의 브랜디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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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branded content)가 크라우드컬처를 탄생시

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성, 상호작용성, 유희성을 SNS 마케팅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1.1 정보성, 상호작용성, 유희성, 브랜드 이

미지

매스미디어(mass media)에서 점차 소셜미디

어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이론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관점에서 미디어의 이용 동기도 다양해지고 있

지만, 정보성과 오락성은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

의 이용 동기가 된다(Ruggiero, 2000). Gao and 

Koufaris (2006)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태

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최

대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정보성이라 정의하

였다. 즉, 사용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제

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정보성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성이란 SNS 이용자들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브랜드를 더 잘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정보 제공 능력이라 정의

한다.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보다도 웹

에서의 소비자가 지각한 정보성과 광고 가치 

간에 더욱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Ducoffe, 1995; 1996). SNS 

마케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에

게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

성이 있다(정민주, 이근영, 2018). 정보성 광고

는 소비자의 똑똑한 구매의사결정을 돕는다

(Resnik and Bruce, 1977). Lee and Hong 

(2016)는 소설미디어의 광고 효과성에 대한 연

구에서 정보성은 소비자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

하는 선행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SNS 이용자들

은 정보적 가치와 창의적 콘텐트를 제공하는 

광고에 더욱 많은 흥미를 느낀다(Lee and 

Hong, 2016). SNS 광고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구매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SNS에서 

광고 메시지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끌고,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동기가 되며,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그 메시지를 퍼뜨리게 한다(Lee 

and Hong, 2016).

매스미디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성과 

오락성은 광고 가치에 유의적인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Ducoffe, 1995). Kim et al.(2019)은 모

바일 SNS의 시니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용충족이론을 기반으로 정보성, 상

호작용성, 유희성은 SNS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어 진정성 있는 경험과 사이트 애착에 긍정

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Seo and Park(2018)

의 항공산업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이 브랜드 자

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락성, 

상호작용성, 추세성, 맞춤화, 지각된 위험으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활동이 브랜드 인지와 브랜

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Shin et al. (2018)은 SNS 광고 특성으로 

정보성, 즐거움, 상호작용성을 제안하고, 각각

이 광고효과(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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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OM)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

라서 다음 연구가설이 제안되었다.

연구가설 1(H1): SNS 마케팅의 정보성은 브

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정민주와 이근영(2018)은 SNS 마케팅 속성

으로 정보성, 상호작용성, 멀티미디어성을 들고 

이들 속성과 브랜드 지식 및 구매의도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항공사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성은 브랜드 인지도

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나 브랜드 이미지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은 브

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 모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민주, 이근

영, 2018).

Lin and Chang(2018)은 상호작용성을 개인 

간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지각하고, 사회적 환경

에서 다른 이용자의 존재를 느끼는 정도라 정

의하였다. SNS에서 상호작용성은 조직이 게재

한 포스트, 좋아요, 코멘트, 공유, 조직의 포스

트에 관련된 소비자 포스트의 평균수로 측정된

다. 

Kim and Lee(2018)의 연구에 따르면, 과정

으로써의 상호작용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유

의적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성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유의적 영향을 준다. 그들은 소

셜미디어에서 상호작용을 커뮤니티 구성원들

이 그들의 공통의 의미와 가치를 재생산, 확산, 

옹호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들은 상호작용

성은 과정으로써의 상호작용에 사용자 통제․

반응․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통

제․양방향 소통․시간의 차원이 고려된 것으

로 보았다(윤재현, 김한구, 2018; Kim and Lee, 

2018).

상호작용성은 개인 간, 개인과 미디어 간, 미

디어와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하는 개념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마케팅의 상

호작용성이란 SNS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들 간

에 소통하고, 후기나 댓글 등으로 이용자들 간

은 물론이고 마케팅 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라 정의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성과 브랜드 

이미지 간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H2): SNS 마케팅의 상호작용성

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Hsieh and Tseng(2017)은 지각된 유희성이

란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호기심을 갖고 주

의 집중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즐겁고 흥미

롭다고 지각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페이스북

에서 들을만한 재미있는 이야기의 농담을 올리

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유희성을 배가한

다(Hsieh and Tseng, 2017).

Ahn et al.(2007)은 주의 집중하고 있다고 지

각하는 정도, 상호작용을 통해 호기심을 갖는 

정도, 재미를 느끼는 정도라는 3가지 차원에서 

유희성을 분석하였다. Barnett(1991)은 유희성

이란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개인 경험의 

상태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느끼게는 재미

와 같은 감성적인 가치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유희성이란 SNS 마케팅이 상상력을 자

극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흥겨운 경험을 제공하

는 정도라 정의한다.

Rodríguez-Ardura and Meseguer-Artola 

(2018)은 설득의 효과를 설명하는 심리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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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전송이론(transportation theory)을 기반

으로 페이스북에서 지각된 유희성의 결정요인

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유희성을 형성

하는 심리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Rodríguez- 

Ardura and Meseguer-Artola(2018)은 유희성

을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비생산적 활동을 통한 

주관적 경험이라 보고, 그것은 페이스북에 참여

하는 가장 독특하고 호소력 있는 요소 중의 하

나라 하였다. SNS에서 유희성은 이용자들이 만

들어 내는 우스꽝스런 논조의 포스트, 기발한 

글, 최신의 자기비하 메시지, 가벼운 농담과 유행 

등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발현된다(Rodríguez- 

Ardura and Meseguer-Artola, 2018). 

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지각한 유희성과 그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Ducoffe(1995; 199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보다도 웹에서의 오락성과 광고 가

치 간에 더욱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 요리 방송에서 유희성

은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추천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세현, 2016). 온라인 

소매점에서 유희성은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Ahn et al., 2007). 메

세징 서비스의 유희성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

고 WOM 의도를 증가시킨다(Hsieh and Tseng, 

2017). SNS에서의 유희성은 SNS 마케팅을 통

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김예정, 박상봉, 2019).

 

연구가설 3(H3): SNS 마케팅의 유희성은 브

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3.1.2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는 그리 많이 않다. Liu et al.(2019)의 

LINE 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

면,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주고, 이를 통해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 Singh and Singh(2018)의 인디

아 프라이미어 리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폰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스폰서 제품의 재구

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할인 프레밍, 브랜드 이미지, 

실제 구매행동의 관계에 대한 Agmeka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

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 간의 다음 

가설을 제안한다.

연구가설 4(H4):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는 브

랜드의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3.2 연구설계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 제시한 5개의 개념

을 측정하기 위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개념별 5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설문지에 대한 사전 검토의 과정

을 거친 후 최종적 5개 변수의 20개 설문항목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4월 5

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SNS를 이

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소비자를 대상으

로 유효한 표본 199부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김충로(2019)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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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 석

4.1 표본 특성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과 Smart PLS 

3.0을 이용하였다. <표 2>에서는 응답자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비율은 여자가 남

자보다 높은 편이고, 30대와 40대 비중이 각각 

32%와 29%로 높은 편이다. SNS 이용기간은 

5-10년이 40%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이용

하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

리이고, 2-3개의 SNS를 이용하는 응답자 비율

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변수 설문 항목 출처 

정보성

(informativeness: 

INF)

1. SNS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INF1).

2. SNS 마케팅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INF2).

3. SNS 마케팅을 통해 상품/서비스 관련 더 유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INF3).

4. SNS 마케팅을 통해 상품/서비스 외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INF4).

Ducoffe(1996);

Gao and Koufaris 

(2006);

Ruggiero(2000)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INT)

1. SNS 마케팅은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하게 한다(INT1).

2. SNS 마케팅은 다른 이용자들과 후기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

다(INT2).

3. SNS 마케팅은 나의 인맥과 의사소통을 더 잘 하는데 도움이 

된다((INT3).

4. SNS 마케팅은 나의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제

공한다((INT4).

Seo and Park(2018); 

Shin et al. (2018)

유희성

(playfulness: 

PLA)

1. SNS 마케팅은 재미가 있다(PLA1).

2. SNS 마케팅은 흥미롭다(PLA2).

3. SNS 마케팅은 상품관련 이벤트나 할인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PLA3).

4. SNS 마케팅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PLA4).

Ahn et al.(2007);

Ruggiero(2000);

Seo and Park(2018);

Shin et al. (2018)

브랜드 이미지

(brand image: 

BRA)

1. 나는 이 SNS의 브랜드에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BRA1).

2. 나는 이 SNS를 통해 접한 브랜드의 기능성이 우수하다

(BRA2).

3. 이 SNS를 통해 접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즐거움(기분 

좋은)을 갖게 한다(BRA3).

4. 이 SNS를 통해 접한 브랜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BRA4).

Agmeka et al. (2019);

Liu et al.(2019);

Singh and Singh(2018)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 PIN)

1. 나는 SNS 마케팅에서 알게 된 브랜드(쇼핑몰 또는 상품/서

비스)를 구매할 생각이다(PIN1).

2. 나는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으로 이 브랜드(쇼핑몰 또는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PIN2).

3. 나는 SNS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할인이나 쿠폰 등)

로 브랜드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PIN3).

4. 나는 SNS 마케팅에서 알게 된 브랜드(쇼핑몰 또는 상품/서

비스)를 지인에게 추천하겠다(PIN4).

김예정, 박상봉(2019);

Agmeka et al.(2019);

Singh and Singh(2018)

<표 1> 개념과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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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

란 자료 수집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함께 

측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이다(백상용, 

2012). CMB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이용된다. Kock 

(2015)에 따르면, 3.3 이상의 VIF 값은 갖는 잠

재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CMB가 존재할 수 있

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모형의 

모든 VIF가 1.000에서 2.813이다. 따라서 본 연

구모형은 CMB를 포함할 가능성이 낮다.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4 42.2

여자 115 57.8

나이

20대 39 19.6

30대 63 31.7

40대 58 29.1

50대 32 16.1

60대 이상 7 3.5

이용기간

1년 미만 9 4.5

1년 이상~3년 미만 25 12.6

3년 이상~5년 미만 46 23.1

5년 이상~10년 미만 80 40.2

10년 이상 39 19.6

이용하는 

SNS의 수

1개 36 18.1

2~3개 131 65.8

4~5개 29 14.6

6~7개 2 1.0

8개 이상 1 0.5

이용중인 SNS

(복수 응답)

페이스북 137 68.8

인스타그램 122 61.3

카카오스토리 107 53.8

네이버밴드 83 41.7

카페(다음, 네이버) 97 48.7

블로그 70 35.2

기타 11 5.5

<표 2> 응답자 특성과 SNS 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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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표 3>에서는 본 연구모형의 5개 개념의 신

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

적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상일 때,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Nunnally 

and Berstein, 1994), <표 3>에서 5개 변수 모두

에서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상이었다. 따라

서 내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신뢰성이 있다. 또

한 5개 변수 모두에서 CR(Composite 

Reliability)이 0.8 이상이고, 평균표본추출값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

상으로 집중타당성이 있다(Hair et al., 2010). 

<표 3>에서 대각선 칸의 값은 AVE의 자승근

을 나타내는데, 상호작용성과 유희성의 상간관

계가 0.742로 AVE 제곱근, 0.741과 유사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AVE의 모든 값이 해당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판별다탕성

에는 큰 문제는 없다(Gefen et al., 2000).

SmartPLS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가 주로 이용된다(Garson, 2016). SRMR 값이 

0.08 이하인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보는데(Hu and Bentler 1999), 본 연구

모형의 SRMR 값은 그 이하인 0.070으로써 모

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4.3 가설검정

<표 4>에서는 연구가설과 관련된 경로계수

와 t값 및 유의수준을 의미하는 p값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가설, H1은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

되었고, H2, H3, H4는 모두 유의수준 0.001에

서 채택되었다. SmartPLS로 구조모형을 분석

한 결과, SNS 마케팅의 특성인 정보성, 상호작

용성, 유희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경로계수로 보아 유희성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0.531)가 정보성

(0.127)이나 상호작용성(0.207)에 비해 대단히 

크다.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로계수가 0.756인데, 

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대단히 커다

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CA CR AVE INF INT PLA BRA PIN

정보성(INF) 0.801 0.869 0.625 0.791

상호작용성(INT) 0.730 0.829 0.549 0.629 0.741

유희성(PLA) 0.839 0.892 0.675 0.705 0.742 0.822

브랜드 이미지(BRA) 0.866 0.909 0.714 0.631 0.680 0.774 0.845

구매의도(PIN) 0.895 0.927 0.761 0.638 0.673 0.760 0.756 0.872

CA: Cronbah’s Alpha, CR: Composite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INF: 정보성, INT: 상호

작용성, PLA: 유희성, BRA: 브랜드 이미지, PIN: 구매의도

<표 3> 신뢰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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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설

명력, 즉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분산량으

로 표현되는 값인,  은 0.631이고, 구매의도

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은 0.572이다. 

Chin(1998)은  가 0.33 이상인 경우, 설명력

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SNS 마케팅 특성과 구매의도 

간의 브랜드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특히, 유희성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성과 상호작용성의 

간접효과에 비해 대단히 커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SNS 마케팅을 통해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는 유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매개효과

경로

간 효과 총효과

효과
유의
수

효과
유의
수

INF →BRA →PIN 0.096 0.016 0.096 0.016
INT →BRA →PIN 0.156 0.007 0.156 0.007
PLA →BRA →PIN 0.401 0.000 0.401 0.000

Ⅴ. 토의 및 결론 

5.1 토의

본 연구에서는 어떤 SNS 마케팅 특성이 브

랜드 이미지를 통해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SNS 마케팅의 정보성, 

상호작용성, 휴의성 모두가 브랜드 이미지에 유

의적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의도

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희성이 브랜드 이미지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들은 SNS 마케팅을 통해 다양하

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는 이용충

족이론에 기반한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

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ucoffe, 1995; 1996; 

Lee and Hong, 2016). SNS 마케팅을 통해 이

용자들 간이나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댓글, 후

기, 공유 등을 활발하게 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가설 경로 VIF 경로계수 SD t p-value 결과

H1 정보성 → 

브랜드 이미지

2.094 0.127 0.060 2.131 0.017* 채택

H2 상호작용성 → 

브랜드 이미지

2.342 0.207 0.083 2.493 0.000*** 채택

H3 유희성 → 

브랜드 이미지

2.813 0.531 0.079 6.742 0.000*** 채택

H4 브랜드 이미지 → 

구매의도

1.000 0.756 0.035 21.606 0.000*** 채택

** p < 0.05 ** p < 0.01, *** p<0.001, 1,000회 샘플링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단측 검정(one-sided test)을 수행하

였음.

<표 4> 경로계수와 연구가설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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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양방향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소

비자들은 판매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SNS 이용자들 간에도 SNS 마케팅에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평가하거나 추천함

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호작용성과 소비

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기

존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정민주, 이근영, 

2018; Kim and Lee, 2019).

<표 5>의 SNS 마케팅 특성이 브랜드 이미지

를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간

접효과로 나타내고 있다. 유희성의 간접효과

(0.401)는 정보성(0.096)과 상호작용성(0.156)

의 효과보다 상당히 크다. SNS 마케팅의 유희

성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도

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NS 마케팅에서 제공되는 즐거움, 흥겨

움, 재미, 다양한 경험은 이용자들의 브랜드 이

미지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SNS는 1인 

미디어이자 문자와 이미지는 물론이고 동영상

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 가능하여 매체의 

풍부성(richness)이 높다(Ishii et al., 2019). 최

근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미디어 커머스가 부각

되고 있는 것도 SNS의 특성을 활용하여 콘텐

트(특히, 동영상 콘텐트)에 풍부한 유희성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이신형, 김샛별, 2019; De 

Veirman et al., 2017). 

미디어 커머스에서 특히 재미와 즐거움을 주

는 콘텐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몰입하고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SNS 마케팅의 

유희성이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구매의도를 향상시킨다. Zafar et al.(2020)에서

는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있는 게시물은 소비자

들의 충동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인플루언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

램,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

의 다양한 SNS에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마

케팅을 전개하고,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 소

비자들의 흥미를 더욱 유발한다(Byun, 2019). 

이들 선행연구는 유희성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

해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한다.

5.2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

기술적 관점을 넘어서 SNS가 새로운 미디어

로써 어떻게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어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기술혁신이 어떻게 조직

의 경쟁력과 연계되는가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혁신의 하나로써 SNS

는 마케팅에 활용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

고 기업의 판매를 개선하는데 활용된다. 본 연

구모형의 구매의도는 고객 충성도와 같은 변수

로 수정하여 다양한 변형된 연구모형으로도 활

용될 수 있다. 끝으로 SNS 마케팅 특성 중의 

하나인 유희성이 의미하는 바를 토대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희

성의 동기요인, 유희성과 기업 경쟁력의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 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가 실무자들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에서는 SNS 마케팅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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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

고,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높을 수 있다. 따라

서 조직에서는 SNS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이

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의 양방향 사회적 상호작용을 특성을 통해 

이용자들 간은 물론이고 이용자와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 유희성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SNS 마케팅의 

유희성이라는 특성이 주는 의미가 크다. 산업화

와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가운데 효율성에 역

점을 두는 시대에서는 이성에 기반한 요소가 

조직 경쟁력에 우선시 되어왔지만, 이들 요소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즐거움과 재미

를 주는 유희성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된

다. SNS라는 미디어 특성으로 특히, 동영상 마

케팅 메시지에는 다양한 재미있고, 흥겹고, 즐

거운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다. 실무자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미디

어 커머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유희성

이라는 SNS 마케팅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 관점에서 놀이

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핵심 욕구 중의 하나이

다(Huizinga, 2018). SNS 마케팅의 특성인 유

희성은 놀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미디어 커머스는 전

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

비자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켜 상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품질, 가격, 디자인 등)로는 불가능한 

감동을 주어, 비즈니스에서의 영성(spirituality 

in business: Samul, 2020)을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스토리와 기업의 진정성과 신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Kotler et al. (2010)은 미래의 소비자들은 자

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

니라 자신들의 영적 측면을 감동시키는 경험과 

비즈니스를 찾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들의 주

장에 의하면, 미래사회에서의 차별화 핵심은 지

성을 넘어 감성과 영성에 있다. 영성 마케팅

(spiritual marketing)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는 영성과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Costa, 2018; Rini and Absah, 2017). 기업이 

고객으로 하여금 영성을 발현하게 하는 것은 

스토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Jensen(1999)은 

미래사회를 꿈을 파는 사회라 하였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생산력의 핵심이고 경쟁력이 되는 사

회라 하였는데, 여기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Fotaki et al., 2020). 스토리텔링은 

미디어 커머스와 연계되고, SNS 마케팅의 유희

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SNS 마케팅과 

미디어 커머스의 유희성과 비즈니스에서의 영

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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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a Mediating Role of Brand Image 
between SNS Marketing and Purchase Intention

Joo, Jaehun․Kim, Chung-Lo

Purpose

SNS (Social Network Service) is one of new promising marketing tools which allow marketer 

to do two-way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ree characteristics of SNS marketing 

including informativeness, interactivity, and playfulness are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marke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ree characteristics 

of SNS marketing,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research model integrating SNS marketing characteristics,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represen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d four hypotheses. 

A total of 20 questionnaire items for five variables were developed and measured by using five 

point Likert scale. 199 valid data were collected and used to test four hypotheses using SmartPLS.

Findings

Three hypothes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NS marketing such as informativeness, interactivity, 

and playfulnes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image were suppor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and 0.001 respectively.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was also suppor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01. Brand image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marketing and purchase intention. In 

particular, the result of research that playfulness of SNS marketing affects brand image significantly 

suggests a new future research theme regarding spiritual marketing. Implications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were suggested.

Keyword: Social Network Service, SNS Marketing, Social Media, Brand Image, Purchase Intention, 

Influencer Marketing, Playfulness, Interactivity, Media Commerce,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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