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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성과 SNS 진정성의 영향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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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마케팅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SNS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증가하는 위기발생가능성에 주목, SNS 페이스북 팬페이지 이용자가 지각하는 진정성이 기업위기 시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SNS 진정성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SNS의 매체특성 상 이용자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성이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페이스북 팬페이지 이용자 289명이 최종 참여했다. 분석결과 페이스북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해당기업의 진정성은 중요한 기업의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인지하는 진정성이 높
은 사용자들은 기업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팬페이지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성은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었다. 높은 상호작용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기업평가가 더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이 높다는 것
이 활발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의견조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새로운 논
의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페이스북 팬페이지, 진정성, 상호작용성, 기업명성, 기업이미지

Abstract  SNS is in the process of fast evolution as well. This study is about influence of authenticity and 
interactivity among Facebook Fan Page users. Authenticity is something people form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and sharing information thru SNS Facebook Fan Page. Interactivity is a level of participation of 
users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and sharing information thru SNS Facebook Fan Page.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see the power of authenticity and interactivity of SNS Facebook Fan Page users in a time of crisis. 
Authenticity is proven as a valuable asset for corporations for it showed a sturdy characteristic even when 
something terrible happened. When a crisis attacked, high authenticity user group was not willing to change 
their evaluation on a company reputation and image as much as low authenticity user group. Interestingly 
enough, the meaning interactivity level was strikingly different from what we expected. The more their level of 
interactivity, was the more they were likely to change their evaluation on a company in a time of crisis. A 
serious discussion is necessary for this contraty results.  

Key Words : Face Book Fan Page, Authenticity, Interactivity, Reput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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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방 · 참여 · 공유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컨

버 스(Digital Convergence) 시 의 도래와 함께 유비

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구축되면서 기업들은 인터넷

과 SNS 등 새로운 도 을 맞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SNS 환경 변화에 맞춰 트 터 는 페이스북 팬페이지

를 개설하여 공통의 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즉, 정보와 컨텐츠 생산  

공유, 네트워크 활용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소비자 

간의 정 인 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소비자간의 태그, 댓 , 지지(페이스북의 경우 

Like 클릭에 해당), 옵트인(opt-in)등과 같은 능동 인 참

여를 통해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확 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SNS를 통해 소비자와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진시키려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나 랜드에 해 

정 인 태도, 충성도, 구 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1].

이 연구는 소비자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

는 공간이라는 을 감안하여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소비

자와의 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커

뮤니 이션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특

히  SNS의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진정성의 실체를 규명

하고자 하 다. 진정성(authenticity)은 자신 혹은 상 방

에 한 정직, 진실, 그리고 믿음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개념이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시 이고 한정 으로 서

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인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성은 기업 기발생 상황에서 더 요해 질 수 있

다. 기나 갈등상황은 기업에 부정 인 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기발생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략

이 평소보다 어진다. 하지만 그 기업에 해 평소에 지

각된 진정성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이미지나 신뢰회복을 

한 다양한 략의 구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진정성

과 더불어 상호작용성을 측정했다. 기업 기 발생 시 기

업에 한 명성과 이미지에 미치는 두 변인의 향을 규

명하기 해서다. 연구목 은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의 효용논의를 한 토

형성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페이스북은 2004년 2월 4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버

드 학교 학생들의 네트워크 사이트로 출발하 으나 

재 트 터와 함께  세계인들을 기반으로 한 가장 강력

한 SNS로 인정받고 있다.

올 해(2014) 실 발표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월 액티

 유 는 12억7천만명을 넘어섰고, 일 액티  이용자도 

8억명을 돌 했다. 즉, 하루에 한번이라도 페이스북 계정

으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연동된 웹사이트 

 모바일앱에 속하는 사람이 8억명을 돌 했다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

하여 고객과 커뮤니 이션을 시작한 기업이 늘어가고 있

다는 것이다. 2013년 기  약 4,700여 개의 랜드 팬페이

지가 개설되었으며, 2013년 국내 페이스북 랜드 페이

지 내에서 발생한 ‘like(좋아요)’는 하루 평균 434, 592건

에 달한다(와이즈버즈, 2014). 

이처럼 페이스북 팬페이지는 하나의 랜드, 제품, 기

업을 심으로 이 의 랜드 커뮤니티와는 다른 생태계

를 만들고 있다. 랜드커뮤니티에서 소비자와 랜드 

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한 기업의 효과 인 마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2]. 

최근에는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을 강화하기 한 략

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내에 자사의 랜

드 팬페이지를 운 하고 있으며, 다양한 로모션을 통

해 고객과의 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반 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는 특정 기업의 랜드 

팬페이지에 방문하여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랜드 팬

페이지에 옵트인(opt-in)되어 지속 으로 랜드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뉴스피드를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랜드 옵트인 사실이 노출된다. 기

업의 입장에서는 랜드 노출과 인지도 향상의 좋은 기

회가 된다. 이처럼 이용자의 자발 인 행 로 기업에서

는 별도의 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커뮤니 이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때문에 매력 인 마  수단으로 부상

하고 있다[3].

Fosdeick(2012)에 따르면, 팬페이지 방문자들이 팬페

이지에 팬이 되는 이유는 랜드커뮤니티에 소속감을 갖

고 랜드의 일부가 되어 랜드에 한 정보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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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들은 자연스럽게 컨텐

츠 유통헤 참여하고, 랜드 정보에 하여 호의 이고 

정 인 평가를 하게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활용해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기

업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효

과 일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고객과 기업 간의 신뢰

를 창출하고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발 도 가

능할 것이다. 

2.2 진정성지각에 따른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

새로운 미디어를 분석하기 해서 ‘상호작용성’과 ‘실

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재까지의 표 인 

키워드 다면, SNS환경에서는‘진정성’이 요한 구성요

인으로 나타나고 있다[5]. 진정성(authenticity)이란 기업

의 상업  이익 추구만을 목 으로 하던 마  활동이 

아닌 공동체와 하 문화에 실질 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6]. 즉 소비자가 기업활동에 해 느끼

는 진정성은 기업이 리 인 목 을 추구하기 해 일

시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아니라 항상성에 바

탕하는 지속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7].

이러한 진정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커뮤니 이션을 

한다면, 소비자의 기업에 한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기업 기 발생시에 소비자들에게 부정

인 인식을 희석시킬 매우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진정성이 미치는 향력

에 한 인식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요인에 

한 효과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업의 SNS에서의 이용자들간의 진정성 지각과 상호작용

성이 기업 기 시에 SNS이용자의 지각된 진정성으로 인

하여 기업이미지와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하고 SNS에서의 진정성에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 다.

기업명성(corporate reputation)이란 기업의 활동과 성

과에 한 소비자의 반 인 지각을 말하며 소비자의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키는 기업의 능력에 기반하는 것으

로서 개 구체 이고 기술 인 속성으로 평가된다[8]. 

명성은 기업인식  가장 표 인 것으로 그동안 기업

이 쌓아온(earned) 업 , 평가, 신뢰 등이 모두 포함된 것

으로 기 시 소비자들의 부정 인 인식을 희석시킬 가

장 표 인 개념이다.

기업 랜드(corporate brand)는 기업의 이름에 해 

소비자들이 보다 감성 으로 느끼는 질과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랜드 자산(corporate equity)으로서 평가된

다.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가  정도가 높다는 것은 기에 

해 보다 용 이고 이해 이며 나아가 정  기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진정성 지

각과 상호작용성이  기 시에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본다.

2.3 상호작용성에 따른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SNS의 출 으로 매스미디어를 통

한 일방  소통행 가 아닌, 정보수용자 개개인의 존재

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커뮤니 이션의 의미가 요해지고 있다[9]. 즉 SNS

에서 특정 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랜드를 

체험할 수 있고, 랜드와의 일체감 조성을 통해 결국에

는 랜드 충성도까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계를 유

지 시킬 수 있는 주요 원동력  하나는 이용자들간의 상

호작용성(interactivity)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

이란 기업과 소비자 간, 는 소비자들끼리 의견, 정보, 

감정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간에 한 계가 형성

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9]. 

이 듯 SNS 이용자가 능동 으로 만들어내는 상호작

용성은 커뮤니 이션 효과의 지표가 됨과 동시에 해당 

커뮤니티의 존속 강화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

한 상호 계의 강화는 매 증진  랜드자산의 공고

한 구축을 해 매우 요한 략  과제로 인식되고 있

다.  특히 소비자와의 계를 강화하는 SNS상의 상호작

용성 효과는 기업명성이나 기업이미지 증진에 상 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수이론에 한 기존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직-공 계성은 기업명성 증진과 

한 련이 증명된 바 있다[10]. Coombs(2000)는 조

직-공  계성이 정 인 경우, 기 발생 시 명성  

이미지 회복이 빠르다. 정 인 기업명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조직은 기에 처했을 때에도 공 과의 계

회복이 상 으로 쉽게 이 진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

에서의 특징이다. 요컨 , 기업과 소비자간의 계성 구

축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진정성과 함

께, 기시에도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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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변수다.

이상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SNS이용자

의 지각된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이 기업 기 시 기업명성

과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향에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1. SNS 팬페이지 이용자가 지각하는 진정성

이 기업의 기 발생 시 기업명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SNS 팬페이지 이용자가 지각하는 진정성

이 기업의 기 발생 시 기업이미지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SNS 팬페이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이 기

업의 기 발생 시 기업명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SNS 팬페이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이 기

업의 기 발생 시 기업이미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3.1 실험연구설계

3.1.1 조사표본 및 응답자 특성

본 연구를 한 조사 상자는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이용자 20 ～30  남·여 289명

을 표본으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사  필터링문항

을 통해 최종표본으로 선정된 이들은 모두 페이스북 팬

페이지 이용경험이 있으며 조사 당시 최소한 1개 이상의 

팬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  명료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 단하

다. 분석과정에서 과거에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은 있지만 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제외하

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143부, 경기도에서 146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

며, 체 289  남성은 137명(47.4%)이고, 여성은 152명

(52.6%)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 가 143명(49.4%), 30

가 146명(50.5%)으로 20 가 30 보다 설문에 더 많이 

참여하 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1명(0.3%), 학교 

재학생 135명(46.7%), 졸이상 96명(33.2%), 학원 재

학 29명(10%), 학원 졸업 28명(9.7%)으로 나타났다. 

3.1.2 기업위기선정 및 기업선정

본 연구의 특성상 실험 상자들이 믿을 만한 주제의 

선정이 요하여 기존에 실제로 기업에 기를 미친 사

건들을 심으로 살펴본 결과 “식품 생 리”가 합한 

주제로 선정하 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한 시나리오에서 기가 발생한 기업을 가명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할 경우, 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실제 기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 더욱 합하다고 단하여 스타벅스를 선정 다

[11]. 스타벅스는 페이스북의 기업순 를 선정하는 

‘koreapagerank’ 조사결과 외식업 에서 항상 10 권 안

에 속하고 팬을 1만명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 에서 다른 외식업 팬페이

지에 비해 스타벅스 팬페이지에 한 정보를 더 많이 

해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실

재하는 기업 랜드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랜드에 한 

랜드이미지는 사 에 평가하여 통계 분석 시 통제변인

으로 처리하 다. 

3.1.3 실험물 제작

본 연구의 실험물은 스타벅스에 한 ‘식품 생 리 

불량’ 에 한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실험 상황에 

의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해 메시지의 처지 이외의 

자 크기나 색깔, 의 배치  길이 등의 모든 시각  요

소는 최 한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상황을 동일하게 재

하 다. 시나리오 내용은 “ 생 리 불량으로 인해 커피

에 이물질  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로 인해 

생상태 ‘매우불량’ 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스  하

다.

3.1.4 실험절차

본 연구는 스타벅스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한 진정

성과 상호작용성이 기업 기 발생 시에 기업 명성과 기

업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험 연구를 실시

하 다.

그 구성은 크게 사 조사와 주 실험단계로 나 어 실

시되었다. 사 조사는 스타벅스의 랜드이미지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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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스타벅스에 한 ‘식품 생 리 불량’ 에 한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내용을 한 이 있는지에 한 

여부를 확인하 다. 주 실험에서 1단계에서는 스타벅스

에 한 진정성, 기업명성 그리고 기업이미지를 측정하

다. 한  스타벅스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캡쳐하여 

제시하고 팬페이지의 이용행태 측정  상호작용을 측정

하 다. 2단계에서는 스타벅스의 생 리 불량으로 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포스  내용을 읽게 한 후 기업에 

한 진정성, 기업명성, 기업이미지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특성상 피험자가 모바일 이용자

이며, 페이스북 팬페이지 실험을 인쇄 고로 다수에게 

시사한다는 것에 따른 난  때문에 구 독스(Google 

Docs)’ 를 이용하여 작성하 고, 작성된 설문은 URL로 

연결하여 각 피험자들의 ‘카카오톡 (KakaoTalk)’으로 

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모바

일로 송되어진 설문지는 모바일에서 설문을 직  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어 본 연구에 합하다고 단하

다. 

3.2 변인의 조작적 정의

3.2.1 진정성

Price · Arnould · Tierney(1995)는 진정성(authenticity)

이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진정

성의 속성과 척도개발에 한 연구(최윤슬 · 이경렬, 

2013)[12] 토 로 하 다. SNS의 진정성은 각각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그리고 순수성 총 13개의 측정항목들로 

구성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 α가 .912 이라는 값을 나타냈다

3.2.2 SNS상의 상호작용성

본 연구에서의 SNS상의 상호작용성은 ‘SNS 이용자

가 랜드 팬페이지의 콘텐츠에 해 반응하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이경렬(2008)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성과 커뮤니티 몰입에 한 연구, 최세경·곽규

태·이 규(2012)의 커뮤니 이션 성향에 한 상호작용 

연구, 황장선·도선재(2011)의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상

에서의 사용자간 상호작용성의 측정을 한 척도개발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13,14,15]. 구체 인 측정항목은 ① SNS에서 

정보를 하고 종종 추가 제품정보를 탐색한다, ② SNS 

상의 이벤트나 로모션에 자주 참여한다, ③ 흥미로운 

콘텐츠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공유한다, ④ Like

(좋아요)를 자주 클릭한다, ⑤ 댓 을 통해 종종 내 의견

을 표시한다 등의 5가지 항목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

하 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 α가 .910 이라는 값

을 나타냈다

3.2.3 기업명성

본 연구에서는 기업명성을 오랜 시간을 두고 기업이 

해왔던 활동에 기반하여 기업의 성과와 능력, 체  특

성에 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반 인 기

업명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존경심, 

비 , 사회공헌등의 4개 항목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

하 다[16,17].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 α가 .885 이

라는 값을 나타냈다. 

3.2.4 기업이미지

본 연구에서의 기업이미지는 기업에 해 소비자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신념, 태도, 인상의 총체로서, 기

업에 한 부정  혹은 정 인 태도라고 정의하 다

[18]. 기업이미지를 측정하기 하여 친근감, 윤리성, 호

의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사용하 으며,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 α가 

.863 이라는 값을 나타냈다.

4. 연구결과

최종 데이터의 인구통계학  분석결과, 연구참여자그

룹은 비교  평범한 모습을 드러냈다.  진정성, 상호작용

성과 같은 주요변인들과의 상 계분석 역시 특이한 사

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상황에서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한 SNS 팬

페이지 사용자들의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의 향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드러냈다. 진정성이 높은 그룹은, 기

가 발생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업명성과 이미지에 

충성도를 보 다. 하지만 상호작용성이 높은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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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 R² β t F P

Authenti

city
Reputation .23 .055 1.89 10.12 16.55 .000

**

**
 p<..01

<Table2> Regression Analysis of Company Reputation

기 시 상호작용성이 낮은 그룹보다도 낮은 충성도를 보

인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 다. 이 은 기업명성과 기

업이미지 검증 모두에서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5.1 변인간의 상관관계 

구체 인 가설검증에 앞서 먼  진정성, 상호작용성, 

기업명성 그리고 기업이미지 4가지 변인 간의 상 계

를 분석해 보았다. 이들 변인들간의 부분 으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1>참조).

Authenticity Interactivity Reputation Image

Authenticity 1
-.172

*

.003

  .234**

.000

  .374**

.000

Interactivity
-.172*

.003

1 -.091

.124

-.079

 .181

Reputation
  .234**

.000

-.091

 .124

1 .763

.000

Image
  .374***

.000

-.079

 .181

 .763**

.000

1

**
 p < 0.01, 

*
 p < 0.05

<Table1> Correlation Among Variables

기발생 후, 조사 상자들이 느끼는 기업명성은 3.51

에서 2.65로 0.86만큼 낮아졌고, 기업이미지는 3.64에서 

2.79로 0.85만큼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보

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어서 응표본 t 검증결과 

기업명성은 t=-13.69, p=.000이었고, 기업이미지는 

t=-14.45, p=.000이었다. 발생한 기가 SNS 사용자들의 

태도에 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연구문제 결과

5.2.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 기상황에서 기업명성에 한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의 진정성 향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냈다. 진정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은 기발

생 후 기업명성에 한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t=2.172, 

p=.031). 기발생 후, 진정성 지각이 높은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은(0.69), 진정성 지각이 낮은 사용자들(0.97)보

다 태도변화가 더 작았다.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의 평

소 지각 진정성이 기상황에서 기업의 요한 자산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회귀분석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성-기업명성 회귀모델의 결

정계수는 .055로,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었다

(F=16.55, p<.001). SNS 사용자들이 평소 지각하는 진정

성은 기상황의 부정  효과에도 기업명성을 지키는 데 

향력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을 확인했다.  

5.2.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 기상황에서 기업이미지에 한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의 진정성 향 분석 역시 의미있는 

결과를 드러냈다. 진정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은 

기발생 후 기업이미지 변화에도 상이한 특성을 나타냈다

(t=2.949, p=.003).  기발생 시 진정성의 향력은 기업

이미지에서 더 확실했다.  진정성 지각이 높은 SNS 팬페

이지 사용자들은(0.62), 진정성 지각이 낮은 사용자들

(0.98)보다 기상황에도 기존의 기업이미지를 더 유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명성 뿐 아니라 기업이미

지 리에도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진정성

이  요한 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다.  진정성 지

각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회귀모델 

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6.45, p<.001).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 R² β t F P

Authenti

city
Image 374 .140 1.547 8.341 46.45 .000**

**
 p<..01

<Table3> Regression Analysis of Company Image

5.2.3 연구문제 3

<연구문제 3> 상호작용성이 기상황에서 기업명성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에서는 진정성에 한 검증

에서와는 다른 방향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진정성

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교해, 기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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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업명성에 충성도를 보 다. 하지

만 상호작용성이 높은 그룹은 기 시 상호작용성이 낮

은 그룹보다도 낮은 충성도를 보인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 다(t=14.578 , p=.000). 요컨  SNS 팬페이지 사용

자들은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기상황에서 기업명성

에 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2.4 연구문제4

<연구문제 4> 상호작용성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성이 높은 그룹은 기업이미

지도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 발생 시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증결과, 상호작용성이 높은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은, 

상호작용성이 낮은 사용자들보다, 기업이미지에 한 평

가의 변동성이 더 높았다 (t=2.662, p=.008). 지각하는 진

정성이 높은 사용자들이 기업이미지에 한 평가의 변동

성이 더 었던 것과 조되는 결과다. SNS는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 상호작용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당연히 더 높은 상호작용성의 유도가 수월한 것이 특

징  하나다. 많은 기업들은 팬페이지 운  상 사용자들

과 연계성을 높이기 해 노력한다. 높은 상호작용성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

다. 하지만 기가 찾아왔을 때, 높은 상호작용성이 오히

려 문제해결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연구 뿐 아니라 문가들도 상하기 어려

웠던 결과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목이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SNS 팬페이지 이용자가 지각하는 진정성

과 상호작용성이 기업 기 발생 시 기업명성과 이미지

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의 효용논의를 한 토

를 마련하기 한 시도 다. 이는 진정성과 상호작용성

이 변하는 SNS 환경에서 기업-공  계성에 향력

을 행사하는 주요변인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결론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진

정성과 상호작용성의 발견이다. 즉, 지 까지 많은 연구

가 축 되지 못한 SNS 팬페이지 련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인을 찾아낸 이다.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이, 기

업을 둘러싼 상황변화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반응

하는 행태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한 은 이 연구의 주요 성과다. 

두 번째 결론은 진정성의 자산가치이다. SNS 팬페이

지 사용자들이 평소 지각하는 진정성이 기상황에서 보

여  향력은 기업경 의 요한 자산일 수 있다는 

을 발견했다. 기업의 팬페이지를 활용하면서 평소 지각

하는 진정성이 높은 사용자들은 기업의 기발생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은 기업명성 뿐 아니라 이미지 측

정결과에도 나타난 특징이었다.  평소의 신뢰가 기극

복에 요한 자산일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SNS 팬페

이지 운용에도 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드러난 셈이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성의 험성이다.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의 극  상호작용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는 것은 상하지 못한 결과 다. 많은 기업들이 SNS 팬

페이지를 운 하면서 사용자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상호작용성은 기업활동

에 SNS 사용자들의 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

들의 극성은 반드시 그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성이 높은 사용

자들은 기업에 기가 발생했을 때, 그 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극 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을 발견했

기 때문이다. 높은 상호작용성을 드러낸 사용자들은 

기가 발생하자 낮은 상호작용성을 지닌 사용자들보다 해

당 기업에 한 명성이나 이미지 변화가 확연히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

라 사용자들간의 활발한 정보의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다

는 SNS 팬페이지의 매체 특징과 연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특정기업 SNS 팬페이지의 상호작용성이 높은 사용

자들은 다른 SNS 활동도 활발해, 기와 같은 특정상황

에서 정보와 태도변화의 심에 서게 될 가능성에 유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호작용성이 낮은 사용자들은 평

소 지각된 진정성이 기업에 한 단에 주요근거 다면, 

상호작용성이 높은 사용자들은 기발생시에도 활발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통해 극 인 단을 도모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론은 조 인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의 특성

이다. 다시 말하면,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평소에 지

각하는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은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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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다. 기가 발생해도 해당기업의 팬페이지에 한 

진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던 사용자들은 기업명성이나 

이미지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에,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사용자들은 해당기업의 명성이나 이

미지를 극 으로 재검토하는 이 성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매체의 경우 기업과의 상호작용이 정보수집의 주요

방식이었다면, SNS 팬페이지는 사용자들간 정보, 의견교

환이 가능하고 실제로 활발하다. 바로 이 이 상호작용

성이 높은 사용자들의 극  의견조정의 원인일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이 차별 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정기업의 특정 기에 국한되는 특징일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SNS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진정성

과 상호작용성이 기상황에서 상이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연구결과의 실

무  활용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두 개념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뿐 아니라 SNS 팬 페이지라는 매체의 특성

에 기인하는 새로운 양상일 수 있다. 다양한 역학 계 속

에서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의 구조를 학술 , 실용 으로 

살펴보는 것은 SNS 팬페이지 연구자들의 심이 요구되

는 주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

가 있다. 특정기업의 특정유형 기에만 국한되는 결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견한 내용의 일부가 스타벅스라

는 기업이 속해 있는 식품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

일 수도 있고, 생불량이라는 비교  가벼운 사안에 

한 반응으로 기상황 일반을 논하기도 어렵다. 일회성 

측정의 신뢰도 문제도 부인하기 어렵다. 후속연구를 통

한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가 

모든 분석에서 같은 결과로 연결 다는  역시 연구 설

계의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 은 진정성과 상

호작용성이 상이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

다는 데서 더 명확해진다. SNS 팬페이지 련 후속연구

들이 유의해야 할 문제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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