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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firms have been utilizing SNS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actively in order to boost interactions 

with customers that promote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s and effective marketing. Although positive 

outcomes of the customer interactions in SNSs are expected, there exist few studies on the effects of 

interactions between customers and firms in the SN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customer 

experiences in multi-dimensional interactions (i.e., pragmatic, sociability, usability, and hedonic interaction) 

in corporate SNSs influence customer trust in the firm, and how customer learning benefits are associated 

with firm benefits such as gaining customer trust.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four dimensions of customer interactions in SN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learning benefits, which in turn significantly influence customer trust in the firm. Meanwhile, the 

results reveal that there are also direct relationships between specific dimensions of customer interactions in 

SNSs and the two dimensions of customer trust (i.e., ability-based and benevolence/integrity-bas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agnoses the status of corporate SNSs in terms of collaboration with customers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rms which attempt to capitalize on the multi-dimensional customer 

interactions in SNSs and to facilitate innovative activities with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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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하며,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테스트, 아이디어 창출 및 제품 혁신 등을 꾀하

고 있다. 특히, 보다 광대역화된 모바일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트위터 (Twitter)나 페이

스북 (Facebook)과 같은 SNS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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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기업들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고객

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로 이러한 SNS를 다양하게 활

용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사인 Burson Marsteller

가 Fortune 글로벌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

의 소셜 미디어 활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

면, 2009년에는 100대 기업의 54%가 트위터를 활용

하고, 29%가 페이스북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Burson-Marsteller, 2009). 반면, 2012년 조

사결과에서는 100대 기업의 82%가 트위터를 고객과

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 있으며, 74%가 페이스

북을 중요한 고객 상호작용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Burson-Marsteller, 2012), 기업

들의 SNS 활용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KT, SKT, 삼성전자, 롯

데, 대한항공 등 많은 기업들이 기업 트위터 및 기업 

페이스북을 고객과의 소통 및 상호작용 채널로 활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인터넷 환경

에서는 고객의 역할이, 과거 기업에 의해 개발된 제

품을 주로 소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수동적인 소비

자 (Consumer)의 역할에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에 대한 혁신 및 마케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협력자 (Collaborator)로써의 역할로 변화되고 있

다 (Nambisan and Baron, 2009; Parahalad and 

Ramaswamy, 2004; Romero and Molina, 2011). 

일례로,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리

뷰(Review) 활동 경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트

위터 사용자들이 일반고객 보다 리뷰 활동이 4배 이

상 많았고, 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리뷰 정도에 있어서도 트위터 사용자의 긍정적 리뷰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2010). 

이렇듯 SNS를 통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

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

며 이를 통해 고객과 기업 모두 긍정적인 산출물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의 SNS 활용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기업 SNS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존 연구에서

는 기업의 SNS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

철성, 이호배, 2013), 기업 SNS의 특성 및 품질이 이용

자의 지속 사용의도 또는 신뢰,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

향 (김동준, 황대욱, 2012; 김태경, 정봉성, 2014; 금충

기, 김병곤, 2014; 박종필, 최은영, 이은곤, 2013; 임기

흥, 2013), 기업 SNS 신뢰수준이 기업 SNS에 대한 이

용자의 순응태도와 관계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인

원, 조은선, 정효연, 2014), 기업의 SNS 활용 전략 (김

상훈, 안대천, 2011; 서윤교 외, 2011)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SNS에서의 고객과 기업의 상호

작용 측면을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다. 

사용자와 기업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 (Interac-

tion Experiences)은 고객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혁신과 가치 공동 창출 활

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mb-

isan and Nambisan, 2008; Sawhney et al., 2005; 

Ulwick, 2002).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서, 고객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은 해당 기업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 (Trust)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트위터 및 기업 페이스북에서 

고객들이 경험한 상호작용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

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SNS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고

객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benefits) 측면에 있

어, 고객이 얻는 혜택 (제품/서비스에 대한 학습 혜택)

과 기업이 얻는 혜택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간의 연

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경험의 여러가지 측면 (dimension)이 고객 신뢰에 미

치는 영향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더

불어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에 있어 특별히 어떤 관점

의 신뢰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고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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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측면을 기업의 역량에 대한 신뢰와 기업의 박애/공

정성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문헌 연구

2.1 온라인 공간에서의 고객 상호작용 경험

최근 기업의 상품/서비스 혁신과 신규 가치 창출 활

동에 있어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고객 참여의 중요성

이 점차 더 강조되고 있다. Sawhney et al. (2005)은 

제품 혁신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

요하며, 인터넷 기반 가상 고객 환경 (Internet-based 

Virtual Customer Environment : 이하 VCE)에서

의 고객 참여 특징으로서, 상품 혁신 프로세스에 파

트너로서의 고객 참여, 고객과 기업 간 지속적인 대

화, 개인적 지식과 사회적/경험적 지식정보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 기반 VCE는 개방적이고 비

용 효율적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때

문에 다수 고객에의 도달 가능성 (Reachability)을 

높여주고 상호작용에 있어 고객 관여 정도의 융통성 

(Flexibility)과 지속성 (Persistence)을 증가시킴으로

써 고객과의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인터넷 기반 

협력 메커니즘 (예: 온라인 포럼 및 커뮤니티 등)은 기

업의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고객과의 협업을 보

다 광범위하게 가능케 한다 (Sawhney et al., 2005).

VCE에서의 고객과의 가치 공동 창출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은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에는 다양

한 측면이 있으며, 고객들은 정보/지식을 획득하는 실

용적 측면 (Pragmatic), 사회적 측면 (Sociability), 

사용성 측면 (Usability), 쾌락적 측면 (Hedonic)에

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Nambisan and 

Nambisan, 2008), 이러한 고객 경험은 해당 기업 및 

상품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제품 혁신 등의 가치 창출 

활동 공헌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uller et al., 2004; Nambisan and Baron, 2009; 

Nambisan and Nambisan, 2008; Prahalad and 

Ramaswamy, 2004; Romero and Molina, 2009). 

SNS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 (Virtual 

Interaction)의 디자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의 강도 (깊이, 빈도, 기간 등), 커뮤니

케이션 스타일 (bi/multi-directional, formal/casual 

등), 응용되는 툴 등이 온라인 사이트 마다 다를 수 있

어 이들이 고객 참여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F¨ull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기업 

SNS에서의 고객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 측면을 구

분하고 이들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VCE에서의 고객 혜택

Katz et al. (1974)은 “Uses and Gratifications 

(U&G)” 프레임워크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U&G 프

레임워크는 그간 다양한 미디어 context에서 고객

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응용되어 왔

다 (Palmgreen et al., 1981; Perse and Courtright, 

1993). Katz et al. (1974)은 미디어 사용을 통해 사

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학습 혜택 

(Learning benefits)을 제시하였다. 학습 혜택은 필요

한 정보/지식을 획득하고 관심 기업 및 제품/서비스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력 강화 등과 관련된 인지적인 

혜택을 말한다 (Katz et al., 1974). 

오프라인에서의 상품/서비스 관련 커뮤니티와 같

이, 인터넷 기반 가상 커뮤니티에는 고객들에게 유용

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들이 존재하며, 특히 

이러한 지식은 가상 커뮤니티 참여자들 간의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공유된다 (Orr, 1990; 

Rothaermel and Sugiyama, 2001). Jeppesen과 

Molin (2003)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기업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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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공동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커뮤니티 참여 고객

들은 관심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 툴과 문

제 해결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상호작용을 함

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학습 혜택을 보다 쉽

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학습 혜택은 고

객과 기업 간의 협력적인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Jeppesen and Molin, 2003). 이와 같이, VCE에서 

사용자들은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지식 습득 및 유

관 기술, 사용법, 이해력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ambisan and Baron, 

2009). 또한 Nambisan과 Baron (2007)은 VCE에서

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된 혜택은 기업에 대한 고객

들의 태도 (기업의 품질의식 역량, 기업 이미지, 고객 

친화적 기업으로의 인지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서 고객의 상호작

용 경험을 통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

로써 학습적 이득을 분석하고, 상호작용, 인지된 고객 

혜택,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고객 태도 (신뢰) 간의 연관

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3 VCE에서의 상호작용과 고객 신뢰

Porter와 Donthu (2008)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 가치와 신뢰 배양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 멤버와 

커뮤니티 스폰서 (예: 기업) 간 상호작용과 가치를 공

유하고자 하는 스폰서의 정신 (sense)이 해당 커뮤니

티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

다. Pavlou와 Gefen (2004)은 온라인 Marketplace

에서의 피드백 메커니즘의 효율성 등이 온라인 마켓

에 있는 판매 기업들에 대한 고객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im과 Benbasat (2006)

은 인터넷 스토어에서의 고객 신뢰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상품/서비스에 대해 보증하는 논거 자료들 

(claim, data, backing 등)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고

객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Morid

와 Shajari (2012)는 다수의 멤버를 가진 온라인 커뮤

니티 기반 전자상거래 환경의 신뢰 모델에 대한 연구

에서, 전자상거래 커뮤니티들 안에서의 판매 기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경험은 기업의 성과와 해

당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용자들의 경험은 다른 고

객들의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상

품에 대해 동료 사용자 (peer users)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등 구매 시 어떤 판매 기업 (sellers)을 선택하는

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Morid and Shajari, 2012). 한편, 경종수와 김명수 

(2012)는 SNS의 서비스 특성 및 상호작용성과 신뢰 

간 연구에서, 상호작용성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줌

을 밝혔다. 단, 이 연구는 기업 SNS가 아닌 일반적인 

SNS 이용자를 대상한 연구로 SNS에 대한 신뢰를 변

수로 설정하였고 다차원적인 상호작용 측면이 구별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서의 다양한 차원의 상호

작용 경험과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 모델 및 연구 가설

앞 장에서 살펴본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서 사용자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이 고객의 학습 혜택과 해당 기

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서의 상호작

용을 통해 고객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측면에 

있어서 고객이 얻는 혜택과 기업이 얻는 혜택 간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고객의 학습 혜택 인지 정도가 해

당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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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3.1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과 학습 혜택 가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 조사를 토대로, 기

업 SNS에서 사용자의 주요한 상호작용 경험을 4가

지 측면, 즉, 실용적 측면 (Pragmatic interaction), 

사회적 측면 (Sociability interaction), 사용성 측

면 (Usability interaction), 쾌락적 측면 (Hedonic 

interaction)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용적 측면의 상

호작용이란 상품 및 서비스와 연관된 정보/지식과 

관련한 상호작용 경험으로 (Nambisan and Baron, 

2009; Nambisan and Nambisan, 2008), 상호작용

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관련 컨텐츠의 

다양성, 량, 깊이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사회적 측면

의 상호작용은 기업 SNS에서 사용자들이 본인들을 

해당 커뮤니티의 멤버라고 느껴지게 하는 상호작용 경

험으로 (Nambisan, 2009; Tajfel and Turner, 1986) 

고객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를 확장하거나 기업 관계자 및 다른 멤버들과의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상호작용 경험을 말

한다 (Kollock, 1999; McAlexander et al., 2002). 

사용성 측면의 상호작용은 IT를 통한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관점에서의 사용 용이성 개

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Nambisan and Nambisan, 

2008). 쾌락적 측면의 상호작용은 기업 SNS에서의 

상품/서비스의 혁신 과정에 사용자들이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정신적인 쾌감과 관련된 상

호작용 경험을 말하며 (Nambisan and Nambisan, 

2008), 기업 SNS 참여를 통해 고객들은 상품 및 서비

스와 관련된 기술적인 복잡성 및 이슈를 해결함으로

써 고무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고객들의 상

품 사용 상 어려움 등을 본인들이 도와 줌으로써 쾌

감을 맞보는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다 (Nambisan, 

2009; Raymond, 1999).

기업 SNS에서 고객들의 이러한 상호작용 경험은 고

객에게 학습적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먼저 실용적 측면

에서 볼 때 상호작용에서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컨텐

츠가 많으면, 사용자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

회와 상품/서비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

기에 (Jeppesen and Molin, 2003), 고객은 보다 많은 

학습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

[그림 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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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KT가 운영하는 올레 페이스북에서는 최근 스마

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

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 예방법에 대

한 정보를 예시와 함께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실제, 올

레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자신

의 사례를 서로 이야기하며 유익한 정보임을 인지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경우 통신사는 통신상품과 

관련한 피해예방 컨텐츠를 고객들과 공유하고 질의&

응답 등의 상호작용을 하며, 고객들은 이를 통해 스미

싱으로 의심되는 문자에 대처하고 필터링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혜택을 얻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1a(H1a)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실용적 측면의 상호

작용 경험이 많을수록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 정

도가 높아질 것이다.

SNS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멤버들의 온라인 정

체성을 향상시키고 SNS 사용자들의 지식 공유 의도

를 높일 수 있다 (이정민, 정남호, 2012).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소속

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멤버들 상호 간에 상품/서비스

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Nguyen 

et al., 2006), 이를 통해 고객의 학습적 이득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일례로, 대한항공 SNS 참여 고객들은 

대한항공 비행기 기념품과 여행과 관련한 자신의 콜렉

션을 공개하는 교류를 통해 더욱 친밀한 유대감을 형

성하기도 한다. 또한 자사 SNS 회원을 대상으로 항공

사가 주최한 사교 모임 (예: 별자리 교실 모임)에 참석

하고 이를 다시 기업 SNS에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작

용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멤버들 간 연대감이 형성되면, 멤버들은 항공사 간의 

마일리지 연계 정보, 자신의 여행 경험담 정보 등을 허

심탄회하게 더 많이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참여 고객들은 보다 많은 서비스 정보를 

얻는 학습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1b(H1b)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사회적 측면의 상호

작용 경험이 많을수록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 정

도가 높아질 것이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고객과 기업 스텝 간, 또는 멤버 

간의 빠르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 경험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해

당 상품과 관련된 이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

며 (Te’eni, 2001), 기업 SNS에 쉽게 참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HCI 측면의 IT 기능 지원은 고객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

로, 삼성전자 페이스북에서는 갤럭시 기어 (손목형 기

기 상품)의 다양한 활용법을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재

생가능한 동영상과 압축된 이미지로 편집하여, 고객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I로 제공하였다. 또한 지

원 가능한 OS와 업그레이드 계획 등을 고객들과 실시

간적으로 양방향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였다. 이와 같

이 고객들의 사용 편이성을 돕는 HCI 기능과 즉각적

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공은 기업 SNS를 통해 고

객들이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학습적 

이득을 도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

을 제안한다.

가설1c(H1c)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사용성 측면의 상호

작용 경험이 많을수록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 정

도가 높아질 것이다.

쾌락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고객들이 해당 기업 

SNS에서만 특별히 접할 수 있는 특정 상품/서비스

에 대한 토론과 이슈 해결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고객

들은 이를 통해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 (Muniz and O’Guinn, 2001). 또한 다

른 이용자들의 사용 상 애로점과 문제 해결을 도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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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신적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호작용 경험

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학습 혜택을 증가시키

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LG전자에서는 자사 

SNS를 통해 휴대폰 촬영 시 손떨림 완화 기능을 소개

하고 홍보하였는데, 홍보 기능 설명 시 보완할 이슈가 

있음을 고객들이 지적하였다. 회사는 고객들의 지적

사항을 인지하고 해당 고객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상호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적한 이슈가 체크되고 해

결되어짐을 체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그 이

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추가적인 조사 등

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1d(H1d)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쾌락적 측면의 상호

작용 경험이 많을수록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 정

도가 높아질 것이다.

3.2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과 고객 신뢰 가설

인터넷 기반 VCE에서의 고객 신뢰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해당 

온라인 공간의 스폰서 (기업)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

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Porter and Donthu, 2008), 

해당 사이트에서의 사회적 가치 공유 경험 (사회적 상

호작용 측면)과 효율적인 피드백 매커니즘 (사용성 상

호작용 측면), 상품/서비스에 대한 논거 자료 제공 정

도 (실용적 상호작용 측면), 다른 멤버들의 상품/서비

스 사용을 돕는 컨설팅 경험 (쾌락적 상호작용 측면) 

등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 및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

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im and Benbasat, 2006; 

Morid and Shajari, 2012; Porter and Donthu, 

2008). 일례로, 롯데호텔 페이스북에서는 고객에게 호

텔 체인 정보와 패키지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정보

를 수시로 제공하고 고객들의 반응에 피드백하고 있

다. 또한 롯데호텔 숙박 경험담과 VIP 이용 혜택 등

을 SNS 멤버들 간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호텔 갤러리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호텔정보 이외의 문화 

트렌드를 제공하고 고객들과 이에 대해 지속적인 대

화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호텔기업 

SNS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서비스 역량과 고객에게 관심을 갖고 신

경 쓰는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김

태경과 정봉성 (2014)은 호텔기업 SNS에서의 신뢰

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 SNS에서 고객이 느끼는 친

밀감과 사회적 관계 공유 등의 사회성 (사회적 상호

작용 측면)이 해당기업 SNS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

에서의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과 해당 기업에 대한 고

객 신뢰 간의 관계에 있어 아래의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온라인 마

켓에서의 고객 신뢰를 측정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Jarvenpaa et al., 1999; Kim and Benbasat, 2006; 

McKnight et al., 2002) 해당 기업의 역량 (Ability), 

박애 (Benevolence) 및 공정성 (Integrity)에 대한 고

객 신뢰를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신뢰는 역

량에 대한 신뢰 (ability-based trust), 박애에 대한 

신뢰 (benevolence-based trust), 공정성에 대한 신

뢰 (integrity-based trust) 차원을 구별할 수 있는데 

(Jarvenpaa et al., 1998), 박애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에 대한 신뢰의 경우는 개념 상 연관성이 높아, 이들

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박애/공정성에 대한 신뢰 

(benevolence/integrity based trust) 형태로 통합되

어 설명될 수 있다 (Ridings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

고자 한다.

가설2(H2)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H2-1)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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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역량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2(H2-2)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은 

해당 기업의 박애/공정성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3 고객의 학습 혜택과 고객 신뢰 가설 

Nambisan과 Baron (2009)은 VCE에서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높게 인지할수록, 기업과의 가치 공

동 창출 활동에의 참여도가 더욱 증가한다고 주장하

였고, 고객이 인지한 학습 혜택이 기업과 관련한 우호

적인 혁신 활동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

다. Nambisan과 Baron (2007)은 VCE에서의 상호작

용을 통한 인지된 혜택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고

객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서 고객이 인지한 

학습 혜택 정도가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다음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

한 신뢰를 역량, 박애/공정성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3(H3)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은 기

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H3-1)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

은 해당 기업의 역량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H3-2) : 기업 SNS에서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

은 해당 기업의 박애/공정성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객 신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 (이용자의 성별, 나이, 학

력)와 기업 SNS 사용 기간 및 이용 빈도, 해당 상품/서

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도 (Involvement)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SNS 종류 (페이스북 vs. 트

위터)에 따라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에 따른 인지된 학

습혜택 정도가 다를 수 있음으로 이를 통제하도록 한

다. 

4. 연구 방법

4.1 데이터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기업 SNS 중 특히, 기업 트위터 또는 

기업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조사(Web-based 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설문 초입부에서 응답자가 현재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는 기업 트위터나 기업 페이스북을 한 

개만 선택하여 그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

후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선택한 해당 기업 

SNS에서의 이용 경험에 집중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 실시 전, 기업 SNS 이용자와 관련분야 

박사 및 교수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항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설문 항목을 보완하고 정제한 

후 2013년 12월 19일 ~ 12월 21일 동안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8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유효하지 않

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 274개의 응답자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응답자수 구성비

성별
남 146 53%

여 128 47%

연령

20대 70 25.5%

30대 66 24%

40대 70 25.5%

50대 6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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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졸 이하 39 14%

대학생 13 5%

대졸 189 69%

대학원졸 이상 33 12%

기업SNS 

사용기간

6개월 미만 79 28.8%

6개월이상~1년미만 123 44.9%

1년이상~2년미만 46 16.8%

2년이상 26 9.5%

기업SNS 

이용빈도 

(게시물 

등록정도)

1일에 수회 14 5.1%

1주에 수회 66 24.1%

1달에 수회 85 31%

3달에 수회 39 14.2%

6달에 수회 8 2.9%

1년에 수회 52 22.6%

이용하는 

기업SNS

기업 트위터 64 23.4%

기업 페이스북 210 76.6%

기업SNS 

이용기기 

(중복허용)

스마트폰 214 78.1%

일반폰(피처폰) 9 3.3%

PC/노트북 173 63.1%

태블릿/패드류 21 7.7%

4.2 연구 변수의 정의 및 측정 항목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

하여 연구 변수들을 정의하고, 측정항목들을 도출하

였다. 특히,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표 2>에 정리되

어있는 참고문헌에서 기 검증된 측정 도구를 참조하되 

본 연구의 상황 (context)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모든 

측정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측정항

목은 <Appendix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참조문헌

실용적 측면 
상호작용 (Pragmatic 

Interaction:PRI)

기업 SNS에서 기업의 
상품/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지식 컨텐츠를 
접하는 상호작용 경험 
정도

Fuller et al., 
2004;

Nambisan & 
Baron, 2009

사회적 측면 
상호작용 (Sociability 

Interaction: SOI)

기업 SNS를 사용하면서 
공유된 사회적 정체성을 
경험하거나 기업 관계자 
및 다른 멤버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상호작용 
경험 정도

McAlexander 
et al., 2002; 
Nambisan, 

2009; Tajfel & 
Turner, 1986

사용성 측면 
상호작용 (Usability 
Interaction: USI)

HCI 측면에서, 기업 
SNS에서의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상호작용의 
용이성 경험 정도

Nambisan & 
Nambisan, 

2008; 
Nambisan, 

2009;

쾌락적 측면 
상호작용 (Hedonic 
Interaction: HEI)

기업 SNS를 통해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개선 및 
혁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과 정신적 
쾌감과 관련된 상호작용 
경험 정도

Nambisan & 
Nambisan, 

2008; 
Nambisan, 

2009; 
Raymond, 

1999

학습혜택 (Learning 
Benefits: LEB)

관심 기업의 제품/서비스 
연관 정보/지식의 획득 
및 향상과 관련된 인지적 
혜택

Katz et 
al., 1974; 

Nambisan & 
Baron, 2009

기업 역량에 
대한 고객 신뢰 
(Ability-based 
Trust:TRU_AB)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기업의 역량에 
대한 고객 신뢰 정도

Jarvenpaa 
et al., 1999; 

Ridings et al., 
2002

기업의 박애/ 
공정성에 

대한 고객신뢰 
(Benevolence/
Integrity based 
Trust: TRU_BI)

해당 기업의 고객 
케어(Care) 정도 및 
정직/공정성과 관련한 
고객 신뢰 정도

Jarvenpaa 
et al., 1999; 

Ridings et al., 
2002

사용자의 상품/
서비스 관여도 

(Involvement: INV)

사용자에게 있어서 해당 
제품/서비스의 중요도 및 
연관성 수준 정도

Nambisan & 
Baron, 2007

5. 데이터 분석 및 결과

5.1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우선, SPSS V.18를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요인 추

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고 배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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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max) 방법에 따른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EFA) 수행 결과에서, 해당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가 0.5이상인 측정

항목 만을 선정하였고 (Hair et al., 1998), 타 변수에 

다중 적재 (multi-loading)되는 측정 항목들은 제외

하였다 (단, 측정항목 중 USI2는 요인 적재치가 0.483

이나 0.5에 가깝기에 이를 수용함).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제외된 항목을 정리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특히, 탐색적 요인 분석 수행

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 관련 변수의 각 측면

(dimension)들이 서로 다른 요인들로 분리되는지 살

펴 본 결과, Ridings et al. (2002)의 연구와 같이 기업

의 역량 (ability)에 대한 신뢰는 별도의 요인으로, 박

애 (benevolence)와 공정성 (integrity)에 대한 신뢰

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 분석 (EFA) 결과

항목
요인

TRU_AB TRU_BI PRI INV LEB HEI SOI USI

TRU_AB1 .762 .079 .086 .165 .185 .113 .131 -.004

TRU_AB2 .754 .179 .041 .063 .193 .079 .113 .107

TRU_AB3 .687 .234 .049 .109 .085 .156 .100 .148

TRU_AB4 .772 .228 .034 .079 .087 .167 -.016 .181

TRU_AB5 .616 .367 -.003 .086 .197 .128 .022 .235

TRU_BI1 .192 .618 .182 .307 .262 .146 .136 .020

TRU_BI2 .163 .699 .140 .221 .139 .128 .114 .062

TRU_BI3 .315 .656 .199 .176 .156 .100 .197 .049

TRU_BI4 .391 .583 .175 .100 .019 .017 .153 .163

PRI1 .256 .035 .632 .130 .214 -.042 .320 .110

PRI2 .028 .110 .685 .272 .188 .092 .067 .057

PRI3 .072 .239 .748 .121 -.012 .140 .056 .145

PRI4 -.052 .098 .667 -.016 .193 .254 .028 -.154

PRI5 .065 .208 .754 -.101 .052 .152 .156 .200

INV1 .213 .101 .115 .735 .141 .141 .230 -.041

INV2 .145 .196 .087 .719 .140 .086 .129 .265

INV3 .063 .365 .041 .609 .202 .171 .122 .185

INV4 .179 .320 .097 .668 .098 .233 -.030 .067

LEB1 .332 -.008 .124 .220 .539 .218 .300 .070

LEB2 .212 .198 .205 .134 .616 .238 .211 .051

LEB3 .195 .272 .161 .126 .661 .153 .186 .142

LEB4 .204 .342 .223 .136 .617 .177 .050 .163

HEI1 .326 -.009 .261 .177 .028 .604 .269 .159

HEI2 .135 .305 .149 .216 .232 .621 .042 .080

HEI3 .145 .195 .193 .096 .141 .639 .252 -.013

SOI1 .260 .096 .166 .195 .322 .159 .622 -.077

SOI2 .152 .259 .118 .127 .331 .156 .679 .138

SOI3 .124 .295 .214 .074 .131 .306 .548 .176

USI1 .267 .080 .122 .159 .237 .095 .130 .724

USI2 .188 .090 .204 .239 .353 .350 .117 .483

탐색적 요인 분석 (EFA) 수행 이후, 측정항목에 대

한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

성 (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PLS 

(Partial Least Square: 최소 자승법)를 이용하여 확

인적 요인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수행하였다. PLS는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

는 측정모델과 변수의 경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

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efe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 2.0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CFA) 결과 (<표 4> 참조), 모든 

측정항목들의 해당변수에 대한 표준 적재치 값이 기

준치인 0.6 (Hess et al., 2009) 보다 모두 크며, 평균

분산 추출값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기준치인 0.5 (Gefen et al., 2000) 보다 모두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념 신뢰성 지수 (CR: Composite 

Reliability) 값과 Cronbach’s Alpha 값이 기준값인 

0.7 (Gefen et al., 2000; Yoo and Alavi, 2001) 보다 

모두 큰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모든 요인의 측정항

목들이 기준치에 부합하므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각 변수들의 평균분산 추출

값의 제곱근 (squared root of AVE) 값이 다른 변

수와의 상관계수 (correlation) 값들 보다 모두 크고 

(Chin, 1998), 타 변수들과의 상관계수 값이 모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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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표 5> 참조). 추가적으로 변수들에 대해 다중공선

성 (Multicollinearity) 이슈를 체크한 결과 (SPSS 이

용), 분산확대요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 

값이 모두 10 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이슈가 없는 것 

(Marquardt, 1970)을 확인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 분석 (CFA) 결과

변수 항목
적재치

(S.Loading)
AVE CR α값

PRI

PRI1 0.778 

0.579 0.872 0.818 

PRI2 0.767 

PRI3 0.801 

PRI4 0.644 

PRI5 0.803 

SOI

SOI1 0.814 

0.689 0.869 0.773 SOI2 0.875 

SOI3 0.799 

USI
USI1 0.865 

0.774 0.873 0.709 
USI2 0.894 

HEI

HEI1 0.801 

0.653 0.849 0.735 HEI2 0.823 

HEI3 0.800 

INV

INV1 0.797 

0.654 0.883 0.824 
INV2 0.812 

INV3 0.812 

INV4 0.814 

LEB

LEB1 0.774 

0.660 0.886 0.828 
LEB2 0.812 

LEB3 0.845 

LEB4 0.816 

TRU_AB

TRU_AB1 0.812 

0.665 0.909 0.874 

TRU_AB2 0.830 

TRU_AB3 0.804 

TRU_AB4 0.842 

TRU_AB5 0.790 

TRU_BI

TRU_BI1 0.851 

0.664 0.887 0.831 
TRU_BI2 0.824 

TRU_BI3 0.836 

TRU_BI4 0.743 

- CR（Composite　Reliability), α값 (Cronbach’s α）

5.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모델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PLS (Partial Least 

Squar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LS는 변수의 경

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분석할 수 있도

록 해 주며,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을 통해서도 복잡

한 구조 모델의 설명력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Chin, 1998; Yoo and Alavi, 2001).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설 검증 결과, 기업 SNS에서의 고객 상호작용 경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HEI INV LEB PRI SOI TRU_AB TRU_BI USI

HEI 3.217 0.652 0.880

INV 3.301 0.620 0.542 0.809

LEB 3.285 0.633 0.622 0.563 0.812

PRI 3.135 0.616 0.497 0.374 0.511 0.761

SOI 3.197 0.673 0.606 0.508 0.650 0.507 0.830

TRU_AB 3.510 0.601 0.482 0.469 0.568 0.307 0.483 0.816

TRU_BI 3.286 0.617 0.528 0.609 0.582 0.476 0.583 0.584 0.815

USI 3.385 0.656 0.515 0.505 0.587 0.419 0.506 0.493 0.456 0.880

* 대각선 값은 각 개념(변수)에 대한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값(squared root of the AV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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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4가지 측면 (실용적, 사회적, 사용성, 쾌락적 측면) 

모두 고객의 학습 혜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H1a, H1b, H1c, H1d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고객의 학습 혜택은 고객 신뢰의 2

가치 측면 (기업 역량에 대한 신뢰, 기업의 박애/공정

성에 대한 신뢰)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어, H3-1, H3-2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한

편, 기업 SNS에서의 고객 상호작용 경험과 고객 신뢰 

간 관계 분석 결과, 고객 상호작용 경험 중 사용성 측

면의 상호작용 (Usability Interaction) 만이 기업 역

량에 대한 고객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H2-1c 채택, H2-1a,b,d 기각), 실용적 측면

의 상호작용 (Pragmatic Interaction)과 사회적 측면

의 상호작용 (Sociability Interaction) 만이 기업의 박

애/공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H2-2a,b 채택, H2-2c,d 기각).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

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도가 기업의 박애/공

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인구통

계적 변수 중 나이와 학력이 기업의 역량에 대한 고

객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별과 기업 SNS 사용 기간 및 이용빈도는 고객 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SNS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 중 페

이스북과 트위터 간 상호작용 영향력의 차이점을 분

석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기업 페이스북 사용자 집단 

(210명)과 기업 트위터 사용자 집단 (64명)으로 구분

하여 상호작용 경험과 고객혜택 간 관계를 분석하였

다. 차이점 분석 결과, 기업 페이스북 사용자 집단은 4

가지의 상호작용 측면이 모두 고객 혜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 반면, 기업 트위터 사용자 집단은 사회적 상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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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NS에서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이 고객의 학습 혜택과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에 미치는 영향 

호작용 경험 만이 고객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트위터는 한 게시물 당 140자의 한도가 있어 페이스

북 대비 정보 공유의 깊이와 량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

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주로 짧은 단문 위주의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리트윗 (retweet)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의 추가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업 트위터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실용적 측면에서 기

업의 상품/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지식을 접하는 

상호작용의 영향력과 사용성 측면의 상호작용 영향

력이 기업 페이스북 대비 약해 질 수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또한 리트윗 형태의 정보 공유가 많이 이뤄지

는 트위터 특성으로 인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과정에 참여함을 통해 즐거움

을 경험하는 쾌락적 상호작용 역시 기업 페이스북 대

비 그 영향력이 약해 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SNS에서 기업과 고객 간 상호작용 경험

이 해당 기업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학습 혜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기업 SNS에서의 주요 상호작용 4가지 측면 모두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정보/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 SNS에서 고객과 기

업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고객에게 실질적

인 혜택으로 인지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다양한 상호

작용 중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이 고객 혜택에 미치

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로계수 값이 가장 

큼), 실용적 측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context가 기업 SNS라는 매체 특성과 표

본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SNS

는 기존의 다른 매체 대비, 사회적 네트워크와 동질적

인 연대감 형성이 매우 중시되는 반면, 제공되는 컨텐

츠의 깊이와 양적 측면은 기업전용 웹사이트 및 기업 

블로그 대비 다소 낮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

의 특성 분석 결과 (<표 1> 참조), 기업 SNS의 주 이용 

기기로써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기업SNS를 이용할 때 주로 스마트폰

을 통해 접속하기에, 실용적 측면의 다양하고 깊이 있

는 정보/지식 컨텐츠를 접하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화

면이 큰 PC/노트북 기기 사용 대비 다소 낮을 수 있

다.

둘째, 기업 SNS에서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은 고객

의 인지된 학습 혜택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객 상호작용과 고객 

신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일부 

특정 관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고객의 인

지된 학습 혜택은 기업 역량에 대한 고객신뢰와 기업

의 박애/공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의 학

습 혜택이 고객의 상호작용 경험과 고객 신뢰 간에 중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다양

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식과 정

보를 보다 깊고 풍부하게 습득한 고객은 학습적인 이

득을 얻게 되고, 이는 고객이 해당 기업에 대한 역량과 

박애/공정성에 대한 더 많은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기

업 또한 고객신뢰 라는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의 고객 신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력 분석 결과, 모든 측면의 상호작용이 아닌 일부 특정

한 상호작용 경험이 기업 역량에 대한 고객 신뢰와 기

업의 박애/공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용성 측면

의 상호작용 경험이 기업 역량에 대한 고객 신뢰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최근 다양한 기기를 통한 편리하고 쉬운 양방향 

상호작용 기능의 제공은 고객이 해당 기업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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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유 기량을 높게 인지하도록 하여 결국 해당 기업

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고객의 신뢰가 향상되는 결과

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특히 실용

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 경험이 해당 기업

의 박애/공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고객들과 정보

를 투명하게 보다 많이 공유하면서 고객과 기업 간 공

감대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

록, 고객은 해당 기업이 자신들을 단순 사용자 이상으

로 케어 (Care)한다고 느끼고, 더불어 해당 기업은 정

보 제공을 투명하게 개방하는 정식하고도 공정한 기

업이라고 인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가 높

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의 고객 참

여를 독려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상호작용 특성과 이

들이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구축 (고객 신뢰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과 고객과의 협업 측면에 있어 기업 

SNS의 현 주소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 SNS를 운영하는 기업 관

계자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과 고객 간 다양한 

측면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고객과 기업 모두 혜택

을 받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기업 SNS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고객이 높은 학습 혜택을 인지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 신뢰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

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

도해 볼 필요가 있다.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고

객의 긍정적 태도 변화는 앞으로의 기업 상품/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 SNS 사이트를 단순 마케팅 채널로 활

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

축과 긍정적인 고객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SNS에서 일정한 정보를 제공

하고 고객 질문에 단순 응답하는 수동적인 형태에 안

주하지 말고 고객 상호작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

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과 기업이 하

나의 사회적 공동체로의 소속감이 더욱 돈독하게 형

성될 수 있도록 (social identity 형성) 특정영역에 관

심도가 높은 사용자들을 상호 연결시켜 SNS 내 별도

의 특정주제 기반 sub-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보다 깊

이 있는 정보 공유와 사회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 보

다 많은 아이디어와 개선점이 도출 가능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은 혁신 참여를 통한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어 쾌락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됨으

로써 고객의 인지된 학습 혜택과 기업에 대한 고객 신

뢰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추가분석 결과에서, SNS 종류에 따

라 고객의 학습혜택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상호작

용 요인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업

들은 SNS 종류 별로 적절한 활용전략을 구사하고 다

양한 VCE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트

위터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팔로워들에게 멤버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보다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멤버십 관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 SNS에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하는 빈도와 질에 따라 사용자 

멤버십 단계를 구분하여 표시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

여, 상위 멤버십 단계로 상승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함으로 상호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

이스북의 경우, 분석결과 4가지 상호작용이 고객 혜택

에 모두 유의했으나 사용성 측면, 사회적 측면, 쾌락적 

측면의 상호작용이 실용적 측면 대비 영향력이 더 높

았다. 이는 페이스북이 트위터 대비 실용적인 정보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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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유의성이 높긴 하나, 다른 VCE (예: 기업 전용 블

로그, 특정 상품에 특화된 기업 사이트 등)와 비교하

여 실용적 측면의 상호작용 영향력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페이스북의 사용 용이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이용 습성

에 맞는 UI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세한 상품/서비스 정보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

시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 혜택 중 

학습적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학습 혜택 외에도 

개인 평판 및 명예 등 다른 측면의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 혜택 

외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연구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로써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 페이스북과 기업 트위터를 주 

연구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단,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

는 SNS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외에도 최근 한국에

서 급부상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와 네이

버 밴드 기업용 페이지, 기업의 유투브(YouTube) 활용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업 

SNS 이용 사례를 포함하여 본 연구를 확장하고 검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NS 종류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기업 페이스북 사

용자와 기업 트위터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단, 수집된 표본에서 기업 트위터 사용자 수가 

페이스북 사용자 수 보다 다소 적었다. 따라서 이후 연

구에서는 그룹 간 비교 연구를 위해 2가지 기업 SNS

의 표본의 크기가 서로 유사하도록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심도 깊은 비교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 SNS에서의 상호작용이 

선행요인이 되어 결과요인인 고객의 학습 혜택, 기업

에 대한 고객 신뢰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검증하

였다. 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행요인과 후행요인 간 

관계는 양방향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즉, 

Feedback loop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지된 학

습 혜택이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용자가 해당 기

업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로서 변수 간 관계의 양방향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

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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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측정 항목

PRI1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안에서 내가 
경험한 상호작용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특징 
및 사용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고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PRI2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안에서 
내가 경험한 상호작용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술(최신 technology, 특수공법 등)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 

PRI3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안에서 내가 
경험한 상호작용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고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PRI4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안에서 
내가 경험한 상호작용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시장 상황(예: 시장에서의 판매 정도, 경쟁제품, 
경쟁사와의 특징/가격 비교 등)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 

PRI5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안에서 
내가 경험한 상호작용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시장 상황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고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OI1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의 해당 
기업 관계자 및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는 사회적(Social) 커뮤니티 
멤버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하였다 

SOI2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의 
상호작용 안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참여자들(다른 
사용자 및 기업 관계자)과 우호적인 연대감(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느껴진다

SOI3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 해당 
기업 관계자 및 다른 이용자와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가 형성되는 (또는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USI1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 데이터의 
입력, 조회, 확인, 회신, 전송 등을 위한 IT(정보기술) 
기능이 사용하기 쉬운 편이다

USI2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용이한 편이다

HEI1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 다른 
참여자들(다른 이용자, 기업 관계자 모두 포함)과 
소통하면서 재미(interesting)와 즐거움을 느끼는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HEI2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 
의견개진/조언/협업 등을 통해 그 기업의 제품/서비스 
관련된 이슈 및 문제점 해결에 내가 도움이 되어 
즐거움과 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

HEI3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에서, 
제품/서비스 관련한 아이디어와 개선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

LEB1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이용 및 
참여를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사용에 대한 
나의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LEB2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이용 및 
참여를 통해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LEB3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이용 및 
참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LEB4

OO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 이용 및 
참여를 통해 알고자 했던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제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식 또한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TRU_AB1
OO 기업은 해당 제품/서비스 분야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TRU_AB2
전반적으로, OO 기업은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 
있어 매우 역량있고 능숙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

TRU_AB3
전체적으로, OO 기업은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있어 매우 전문적인 지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

TRU_AB4
OO 기업은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량(Skill)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TRU_AB5
전반적으로, OO 기업은 해당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매우 잘 수행한다고 생각된다

TRU_BI1 OO 기업은 고객을 대함에 있어 진실되다고 생각한다 

TRU_BI2 OO 기업은 정식한 기업이라는 생각한다

TRU_BI3 OO 기업은 고객을 대함에 있어 진정성이 있다

TRU_BI4 OO 기업은 고객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INV1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INV2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나와 매우 관련이 있다 
(내 삶의 방식, 생활패턴 등과 관련됨)

INV3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INV4
기업 Twitter(또는 기업 facebook)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나에게 있어 특별한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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