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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마케팅 촉진전략의 하나로 SNS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SNS서비스에 대표적인 요
소들은 상호작용성 그리고 정보제공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서비스가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 트위터 이용 빈도와 온라인 구전의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작용이 정보제공성 보다 정서적 몰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정보제공성은 상호작용성 보다 계산적 몰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
과들은 낮은 트위터 이용 빈도 보다 높은 트위터 이용 빈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성이 
상호작용성 보다 온라인 구전의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SNS서비스는 온라인 구전 영향을 미치
는 것 보다 관계몰입을 통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관계몰입, 온라인 구전의도, 이용 빈도

Abstract  Recently, in order to promote their marketing promotion, the entrepeneurs attach importance to many 
SNS services and execute it. The representative elements of the SNS service are interactivity, information 
offering.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 effects on the SNS service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and shows the strategies to enlarge the use frequency and the On-line Word-of-Mout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eractivity has a higher positive effects on Affective Commitment 
than those on information offering and Information offering has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calculative 
commitment than interactivity. Also, these effects enlarge the high use frequency more than the low use 
frequency.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information offering affect the On-line Word-of-Mouth more positively 
than the Interactivity. And this study shows that SNS service affects the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rather than the On-line Word-of-Mouth. Based on th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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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마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IMC에도 다양한 커뮤

니 이션 수단이 등장했다. 특히 기업의 마  비용 

감과 효율 인 소비자와의 커뮤니 이션 방안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생

겨난 마  커뮤니 이션 수단이 바로 블로그 마 이

다. 블로그는 개인 이고 일상 인 이야기를 통해 온, 오

라인 인맥과 커뮤니 이션 하는 도구이다[22]. 마이크

로 블로그 서비스는 2006년에 블로그 서비스 이후 등장

한 새로운 SNS로, 짧은 을 통해 소통하는 미니 블로그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재 콘텐츠  가치와 소셜 미디

어로서의 력, 상업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의 특성을 고찰하

고 발  가능성을 탐구하기 한 것이다. 마이크로 블로

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트 터(twitter)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며, 재 트 터는 개인이 운 하

는 개인 트 터와 기업이 운 하는 기업 트 터로 크게 

양분화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SNS 서비스

의 특징을 심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기

술의 발 이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SNS 서비스를 탄생시

켰고, 그로 인해 사람 간의 소통방식이 변화했다는 단순

한 기술 결정론  에서 벗어나 통합 마  커뮤니

이션 에서 좀 더 다각 인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

스에 한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에서 출발 을 

찾고자 한다. 그리하여 첫째, 기업의 SNS서비스의 특성

을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다. 이러한 근거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 두 특성이 표

변수로 두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5][20][13][16][29]. 

이러한 기업 SNS 서비스특성이 계몰입의 두 가지 차

원인 정서  몰입과 계산  몰입에 미치는 향에 해 

기업의 SNS서비스의 특성 간의 계에 해 연구하고 

한 기업의 SNS서비스의 특성이 몰입을 거쳐 온라인 

구 의도로 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 혹은 기업의 SNS

서비스의 특성이 바로 온라인 구 의도에 더 많은 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둘째, 이러한 기업 SNS서비스특

징이 계몰입에 향을 미칠 때, 트 터 이용 빈도의 조

효과에 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 SNS 서

비스특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는 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고 어떠한 향이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지에 해

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서비스의 특성

2.1.1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상호작용성은 메시지 교환과정에서 한 쪽의 행동  

생각이 상 방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1]를 의미하는 

단일차원의 커뮤니 이션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환경

에서 용되어질 수 있는 다차원의 상호작용으로 나 어 

진다. 다차원 커뮤니 이션은 사용자가 주어진 컨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매개로 다른 사

람과도 상호작용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기계-상호작

용성(man-int e rac t i v i t y)과 인간-상호작용성

(man-interactivity)이라 커뮤니 이션 상에 따른 분류

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트 터의 특성상 단일차원

의 상호작용성으로 정의하 다. 

상호작용과 련된 실증 인 연구로, Kollock[19]는 

온라인에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성원들 간의 

정보공유와 교환과정이 필요하며, 특정한 주제와 심에 

해 질문과 답을 극 으로 제공하는 상호작용이 요

하다고 지 하 으며[5], Cho & Leckenby[11]에 의하면 

상호작용성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

고 반복 방문을 유도한다고 한다. 상호 작용은 고객화를 

용이하게 하기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의사

소통의 과정과 더불어 고객의 온라인 정서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21]. 소비자들의 유 강도는 구

에도 향을 미친다. 강하게 연결된 소비자들은 약하게 

연결된 소비자들보다 더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한다[20].

지 까지의 상호작용성에 한 기존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을 기업 SNS 서비스를 이용하

는 동안 다른 사용자와의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서로 

메시지를 교환 공유 창출해가는 일련의 순환과정으로 정

의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성이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과 상호작용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2.1.2 정보제공성(information offering)

정보제공성은 상호 이익에 정  향을 주며, 신뢰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erprise Features of SNS Service on Relationship Commitment and On-line Word-of-Mouth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27

감 형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3]. Wulf 외

[28]는 기업이 의미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도

를 정보성(information offering)이라고 정의하 다. 기업

이 양질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고객은 제품에 

해 좀 더 정확한 단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기업

은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에 한 친 감과 신뢰

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단순한 정보가 아닌 소비자

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정보  우수한 품질의 정보를 제

공해야 소비자는 제공받는 정보  서비스에 해 신뢰

를 형성한다고 하 다[17]. 

소비자들은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 자신에게 맞춤화 

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의 댓 을 통

해 공유할 수 있다. 정보 추구  매체로서 인터넷 상의 

방 한 정보들이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유되고 유통되면서 정보를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정보 

추구  역할을 하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

럼 공개  정보의 교환은 정보의 달을 더욱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진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25]. 

기업이 소비자의 심을 끌기 해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은 더욱 그 정보에 

심을 기울이고[13],[16],[29], 집 할 것이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밝히고 정보제공성이 계산  몰입과 온라인 

구 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관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 

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은 계마 의 

핵심 인 변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23], 몰

입에 한 다른 연구에서 Chaudhuri & Holbrook[10]은 

랜드 충성도를 랜드에 한 몰입 수 으로 정의하

고, 한 랜드 충성도는 여도와 계가 있다[2]. 계

몰입은 2가지 차원으로 나 어지는데, 정서  몰입은 정

서  애착, 유 감에 의해 형성되며, 소비자들은 제품 속

성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랜드를 사용함으

로서 오는 즐거움이나 애착에 의해 나타난다[14]. 계산  

몰입은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계 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같은 경제  차원을 바탕으로 형

성된다[18]. 몰입을 결과변수로 연구한 이학식 외[16]의 

연구에서는 몰입이 정  구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Jones 외[18]의 연구에서도 몰입이 구

과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몰입을 계 몰

입으로 정의하고 SNS 서비스의 특징 두 가지가 정서  

몰입과 계산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정서  몰입과 계산  몰입의 결과변수로 온라인 구 의

도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2.3 온라인 구전의도(on-line word-of-mouth)

인터넷 상의 구  커뮤니 이션을 인터넷 구

(Internet word of mouth) 는 온라인 구 (Online 

word of mouth)[4]이라고 하며, 성 신 외[32]의 인터넷 

게시 을 통해 온라인 구  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소비자들은 주로 정보제공과 감정표 을 목 으로 온

라인 구 을 한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구 활동은 

몰입의 정  결과에 의해 형성되며[2],[18] 온라인 구

은 확산이 쉽고 정보가 사라지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에

게 쉽게 수용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서 소비

자들의 구 의도에 한 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학

식 외[16]의 연구에서는 몰입이 정  구 에 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고,Jones 외[18]의 연구에서도 몰

입이 구 과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서비스의 특징이 정서  몰입

과 계산  몰입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  몰입과 

계산  몰입이 구 의도에도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2.4 트위터 이용 빈도(use of frequency)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는 충성도 는 몰입 상

태와 한 련이 있다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구성

원들에 한 연구에서 구성원들의 계가 돈독해지고 그

런 계로 인해 커뮤니티에 한 애착을 갖게 되며[27], 

이러한 애착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에 한 속횟수가 늘

어나게 되고, 커뮤니 이션 활동에 자주 참여하게 된다

[26].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성도

가 생기면 자주 방문하게 되고 이로써 몰입이 형성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업 SNS 서비스 특성이 몰입에 향을 

미칠 때 이용 빈도의 조 효과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SNS서비스특징이 계몰입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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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을 규명하여 온라인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계형성 경로를 제시하고 이용 빈도에 따른 조 효과를 

규명하려 한다.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eatures of SNS 

Service 

information 

Offering

Interactivity

Calculative 

Affective

Commitment

On-line

WOM

Use of
Frequenc

y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3.2.1 SNS 서비스 특징과 관계몰입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랜드나 매

자와 동화하면서 강한 지속 인 계로 발 시키고 이러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고객의 정서  몰입을 

증진시킨다[21].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 정기 으로 그

들이 사기를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나 조

언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어보거나 찾는다. 이러한 정

보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24].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트 터에도 해당되는 설명이라

고 보여 지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SNS서비스 특징  상호작용성은 정보제공성 

보다 정서  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2. SNS서비스 특징  정보제공성은 상호작용성 

보다 계산  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2 트위터 이용 빈도에 따른 기업의SNS 서비

스 특징과 관계몰입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비자들은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한다[20]. 

그리고 사실 인 정보의 교환은 정보의 달을 더욱 빠

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진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

다[25]. 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즐거움을 수록 제품과 서비스에 한 이용

률이 증가한다고 밝혔다[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이용 

빈도는 기업의 SNS 서비스 특징과 계몰입사이에서 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1. SNS서비스 특징  상호작용성은 트 터 이

용 빈도가 높을수록 정서  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2. SNS서비스 특징  정보제공성은 트 터 이

용 빈도가 높을수록 계산  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3 관계몰입과 구전의도

문 주 등[30]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이용자의 정 인 정서  애착은 

커뮤니티 신뢰와 몰입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서  

몰입이 높은 고객들은 정 인 구 을 제공하기 쉽다

[15]. 성 신 외[32]의 인터넷 게시 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주로 정보제공과 감정표 을 목 으

로 온라인 구 을 하며, 이러한 객  정보와 주

 정보는 온라인 구 정보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몰입이 높을수록 온라인 구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 소비자들의 유 강도는 구 에 향을 미친다. 

강하게 연결된 소비자들은 약하게 연결된 소비자들보다 

더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소비자들은 소비 경험이

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 다[9]. 

구 에 한 연구에서 구  효과는 구 정보의 객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31]. 객  정보는 

사실 인 정보를 의미하며, 마이크로 블로그에서의 객

 정보에 해 군가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

며, 구  효과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킨다.

가설 3-1. 기업의 SNS서비스 특징이 구 의도에 향을 

미칠 때 보다 계몰입을 통해 구 의도에 미

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3-2. SNS서비스 특징  정보제공성은 상호작용성 

보다 온라인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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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 연구는 트 터(twitter)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을 상으로 설문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총 

300부의 설문지  완 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11

부를 제외하고 289부가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289명  남자 

158명(54.7%), 여성 131명(45.3%)이었으며, 연령은 20∼

25세가 93명(32.1%) 26∼30세가 76명(26.4%), 31∼35세

가 70명(24%), 36세이상 50명(17.5%)이었다. 

4.2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Table 1> common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Division Item
Comm-

unity

Causelo

adage

Cronba

ch's a

Interactivity

Interactivity1 .751 .854

.838Interactivity2 .829 .825

Interactivity4 .536 .663

Information

Offering

Information1 .748 .830

.792
Information2 .733 .823

Information3 .629 .667

Information4 .536 .595

Affective

Commitment

Affective1 .668 .649

.845
Affective2 .724 .717

Affective3 .712 .738

Affective4 .765 .717

Calculative

Commitment

Calculative1 .678 .723

.896
Calculativet2 .896 .828

Calculative3 .836 .819

Calculative4 .707 .783

On-line

WOM

WOM1 .614 .724

.743WOM3 .524 .528

WOM4 .634 .639

Use of 

frequency

Frequency1 .743 .703

.889
Frequency2 .753 .740

Frequency3 .658 .641

Frequency4 .619 .630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항목들은 모두 6개의요

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상호작용성의 3번문항과 온

라인 구 의도의 2번 문항은 요인 재량이 낮아 제외

하고 다른 요인들은 모두 요인별 재량이 부분 0.5 이

상이기 때문에 각 측정항목은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 구성개념에 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추

출된 항목들을 심으로 Cronbach’s α 값을 분석하 고, 

측정항목들은 모두 0.7을 넘어 측정문항들의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부분 련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되었으며, 탐색  요인분석으로 얻은 결과를 

토 로 체 잠재요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6]. 

체 모형에 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2>

과 같이 제시하 다. 부분의 합도를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chi-sqare /df= 265,651/110 GFI=.861, 

AGFI=.857, NFI=.932, T LI=.935, CFI=.975, RMSEA= 

.617). 그리고 구성개념의 집  타당성을 소자하기 해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

산하여, 분산 추출지수가 0.5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제안 모형은 체로 표본 자

료에 합하다고 단된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vision Item S.E C.R P AVE

Interactivity

Interactivity1 .561 5.826

.00 0.56Interactivity2 .828 6.862

Interactivity4 .536 6.412

Information

Offering

Information1 .748 7.830

.00 0.64
Information2 .733 8.808

Information3 .729 5.600

Information4 .536 6.551

Affective

Commitment

Affective1 .668 5.659

.00 0.69
Affective2 .754 4.787

Affective3 .792 5.718

Affective4 .766 6.752

Calculative

Commitment

Calculative1 .678 4.732

.00 0.75
Calculativet2 .746 3.824

Calculative3 .756 4.815

Calculative4 .531 7.775

On-line

WOM

WOM1 .759 6.702

.00 0.63WOM3 .424 5.545

WOM4 .601 6.644

Use of 

frequency

Frequency1 .743 5.756

.00 0.72
Frequency2 .392 4.775

Frequency3 .658 5.629

Frequency4 .754 6.699

chi-sqare/df=265.651/110 GFI=.861, AGFI=.857, NFI=.932, TLI=.935, 

CFI=.975, RMSEA=.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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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² p-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730 .319 2.291 .220 .000

interactivity .473 .066 .392 7.146 .000

information-offering .167 .049 .188 3.435 .001

dependent variable: affective commitment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and Commitm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R²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323 .334 3.955 .000 .223

information-offering .378 .070 .303 5.442 .000

interactivity .240 .051 .261 4.695 .000

dependent variable: calculative commitment 

4.3 가설검증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설정하고 문항들의 구성개념 간 계에 한 경로분

석을 실시(Fig. 2)하 다. 경로분석의 경로계수 추정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

으며, 일반 으로 GFI, AGFI, NFI의 경우 0.8 이상이

면 하며, 0.9 이상일 경우 이상 이며, RMR과 

RMSE의 경우 0.05∼0.08 사이가 한 것으로 제시된

다[6],[7] 기업의 SNS서비스 특징과 계몰입에 한 가

설을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상호작용과 정보제공성이 정서  몰입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Table 3> 과 같이 모형은  

합하며(F=44.689, p=.000), 상호작용성은 정보제공성 

보다 정서  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했다. 유의한 변수

들 간의 향 차이를 해 표 화계수(β)를 비교해본 결

과로 상호작용성(β=.392, p=.000)의 향력이 정보제공성

(β=.188, p=.00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성이 계산

 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본 결과 모형은 합하

며(F=26.105, p=.000), 정보제공성(β=.303, p=.000)이 상호

작용성(β=.261, p=.000) 보다 계산  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하므로 <가설1-2>도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SNS서비스 특징과 계몰입의 트 터 이용 

빈도에 의한 조 효과 검증을 하 다.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 다. 정보제공성이 계산  몰입에 향을 미

칠 때, 트 터 이용 빈도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

과 3단계의 회귀분석을 거치는 동안 R²값이 증가

(R²=.083→.617, p=.000)하고 있으므로 이용 빈도의 조

효과는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β값이 양의 정수(β

=.550, p=.000)이므로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이 더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1>

은 지지되었다. 한 상호작용성이 정서  몰입에 향

을 미칠 때, 이용 빈도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R²값이 

증가(R²=.455→.641, p=.000)하고 있으므로 이용빈도의 

조 효과는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β값이 양의 정수(β

=.523, p=.000)이므로 이용빈도가 높은 집단이 더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

도 지지되었다. 

Interactivity

Information
Offering

Online 
Word-of-Mouth

Affective
Commitment

Calculative
Commitment

.472
(3.48)

.421
(3.12)

.532
(5.98)

.462
(5.18)

.756
(6.57)

.697
(5.14)

 

[Fig. 2] AMOS Results
chi-sqare/df=265.651/110 GFI=.861, AGFI=.857, NFI=.932, 

TLI=.935, CFI=.975, RMSEA=.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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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parameter /dependent analysis step standard error t p-value R²

information-offering /calculative commitment
 /On-line WOM

1 .073 5.109 .000 .083

2 .064 7.820 .000 .176

3(independent) .061 5.967 .000
.324

4(parameter) .047 7.915 .000

interactivity / affective commitment
/ On-line WOM

1 .073 7.192 .000 .153

2 .064 8.646 .000 .207

3(independent) 0.58 4.335 .000
.225

4(parameter) 0.34 5.147 .000

<Table 5>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 p-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878 .347 2.527 .489 .000

information-offering .380 .066 .318 5.715 .000

interactivity .340 .069 .272 4.903 .000

dependent variable: On-line WOM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and On-line WOM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and Commitment exposure 
variable information / calculative 

model R R² β P

1 information-offering .289 .083 .289 .000

2 information/ calculative .614 .376 .421 .000

3 information/ calculative 

/information * calculative
.617 .380 .550 .000

interactivity/affective

model R R² β P

1 interactivity .455 .207 .455 .000

2 interactivity/ affective .638 .407 .515 .000

3 interactivity/ affective

/interactivity * affective
.641 .411 .523 .000

SNS서비스 특징과 계몰입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정

한 결과 R²값이 정보제공성이 계산  몰입으로 갈 때

(R²=.083→.176, p=.000)와 계산  몰입이 온라인 구 의

도에 향을 미칠 때, R²값이 증가(R²=176→.324, p=.000)

하므로 정보제공성이 매개변수인 계산  몰입을 거쳐 온

라인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호작용성이 정서  몰입을 매개로 온라인구

으로 갈 때(R²=.153→.207, p=.000)와 정서  몰입이 온라

인 구 의도에 향을 미칠 때, R²값이 증가(R²=.207

→.225, p=.000)하므로 상호작용성이 매개변수인 정서  

몰입을 거쳐 온라인 구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3-1>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성과 상호

작용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

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 다. 정보제공성과 상호

작용성  어떠한 요인이 온라인 구 의도에 더 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성(T=4.903, p=.000)보다 

정보제공성(T=5.715, p=.000)이 온라인 구 의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SNS서비스 특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향을 미칠 

때 계몰입의 매개효과와 트 터 이용 빈도의 조 효과

에 해 검증한 결과 정보제공성은 계산  몰입에, 상호

작용성은 정서  몰입에 유의한 향이 있으며, SNS서

비스 특성이 계 몰입에 향을 미칠 때, 트 터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향이 있었다. 한 SNS서비

스 특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향을 미칠 때, 계몰입

을 매개로 더 큰 향을 가졌고, 상호작용성 보다 정보제

공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더 큰 향을 가진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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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ypothesis result
hypo

thesis 
 content effect

1-1 interactivity → affective commitment accept

1-2
information-offering 
→ calculative commitment

accept

2-1
interactivity → affective commitment
 exposure variable(On-line WOM)

accept

2-2
information-offering 
→ calculative commitment
exposure variable(On-line WOM)

accept

3-1
Features of SNS Service 
→ commitment → On-line WOM

accept

3-2 information-offering → On-line WOM accept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의 SNS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들과의 소통

과 마  활용 공간으로 SNS가 활성화 되면서 기업들

은 소비자들의 심을 유도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 고 소비자들의 몰입정도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인 연구를 진행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이 몰입에 향을 미칠 

때, 정서  몰입에는 정보제공성 보다 상호작용성이 더 

많은 향을 미쳤다. 이는 상호작용성이 단순한 정보  

요소보다는 사람과의 화나 의사소통이 더 많은 정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다[23]. 그리고 계산  

몰입에는 상호작용성 보다 정보제공성이 더 많은 향을 

가진다. 최선화[2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제공

하는 정보가 객 이고 최신의 정보일수록 소비자들은 

더 집 하고 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작용성 

보다 정보제공성이 더 계산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들과의 의사

소통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

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의 몰

입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이 계몰입에 향을 

미칠 때 트 터 이용 빈도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성은 트 터 이용 빈도가 많

을수록 계몰입에 더 많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용자 간의 화나 정보에 한 공유는 횟수

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심과 집 을 유도하며, 이는 자연

스럽게 정서  몰입에 이르게 한다. 한 정보제공성의 

경우에도 민 주 외[30]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업에서 제

공하는 정보가 양질이고 흥미롭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몰입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

분하고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온라인 구 의도에 향을 

미칠 때,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SNS서비스 특

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바로 미치는 향보다 SNS서비

스 특성이 몰입의 단계를 거쳐 온라인 구 의도에 미치

는 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agel 외[1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서  몰입이 사용자들 간의 유

계를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강화된 유 계는 자연

스럽게 이용자들 간의 소통, 즉 화를 통한 온라인 구

으로 이어진다. 한 정보제공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알게 된 가치 있는 정보에 몰입(계산 )하게 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공유하려고 한다[9]. 

마지막으로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  어떠한 요인

이 온라인 구 의도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지에 해 

검증하고자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성을 비교한 결과 정

보제공성이 온라인 구 의도에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가에게 알려 다는 의미의 구 [30]

에서는 객 이고 사실 인 정보가 더 큰 구 의 동기

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계몰입을 매개로 하는 구

의도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성 신[31]의 연

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새롭고 최신의 정보일 경우 더 많

은 구 의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SNS서비스 특성인 정

보제공성과 상호작용성은 온라인 구 에 향을 미친다. 

한 높은 트 터 이용 빈도는 계몰입을 더욱 강화한

다. 이러한 결과로 계몰입을 통해 SNS서비스에 애착

이 생기게 된다면 일반 인 온라인 구 보다 더 강한 구

의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로 기업들은 이용자들과의 소통 횟수를 늘리고 기업의 

객 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기

업에 한 애착을 강화하고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SNS이용에 한 일반 인 특성만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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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다. 기업의 SNS이용특성(B2B, B2C)등으로 세분

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연구하

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업체별, 제품별 표본 특성에 

해서 연구하지 못하 다. 한, SNS서비스 특징들도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성 두 가지로 제한하여 연구하

으나 더 다양한 특징들로 세분화하지 못한 이 본 연구

의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겠다.

둘째,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과 계몰입의 조 효

과를 검증하기 해 트 터 이용 빈도를 조 변수로 사

용하 다. 하지만 기업의 SNS서비스 특성과 계몰입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 변수들을 추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용 빈도 이외에도 몰입을 

형성 할 수 있는 충성도 는 소비자 여도 등의 변수들

을 검증한다면 SNS서비스에서의 계몰입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 터(twitter) 외에 다른 SNS를 연구에

서 배제하 다. 기업의 SNS서비스는 트 터 이외에도 

페이스 북 그리고 각종 애 리 이션을 이용한 고객과의 

소통을 한 SNS서비스가 있음에도 트 터로 한정하여 

연구하 기에 향후 다른 SNS서비스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다른 SNS서비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

업들은 고객과의 소통에 따른 다양한 채 들의 개발과 

이를 마 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략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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