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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미디어인 동영상콘텐츠 플랫폼은 높은 몰입도와 이용 편이성 그리고 제약이 낮은 제작 환경으로 다양한 

콘텐츠 생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플랫폼 유형이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보속성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정보속성에 따

른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3명의 동영상콘텐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 정보유희성, 정보적시성과 정보제공자 신뢰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보

생생함, 정보정확성, 정보중립성과 정보제공자의 전문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영상콘텐츠

와 기존 미디어나 소셜미디어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으며,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시기에 즐거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성장세의 키플레이어인 동영상콘텐츠의 정보처리과정 이해를 통해 양질

의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정보속성, 정교화가능성모델, 동영상콘텐츠, 플랫폼, 정보유용성

Abstract  The video content platform, which is a social media, is used as a means of producing various 

contents with high immersion, ease of use, and low production conditions. However, existing social 

media-related studies were insufficient to examine differences in existing information attributes despite 

the differences in platform typ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media and social media information attributes.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by surveying 

213 video content us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model analysis, information playability, information 

timeliness, and information provider reli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usefulness. 

However, information vividness, information accuracy, information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of 

information provid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rough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video content and existing media or social media was found, and it was found that a reliable 

information provider should provide pleasant content at the right time. In addi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of video content, which is a key player in the 

growth of social media, we believe that it will be very helpful in producing quality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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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 Hootsuite와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We Are Social이 공동 발표한 ‘Digital In 

2019’ 2019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소셜미

디어 이용자 수는 34억 9,9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5%가 이용중이라고 한다. 권역별로는 동아시아가 11억 

5,800만 명(MAU 기준)으로 가장 많아 규모와 이용률 측

면에서도 북미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70%)을 보여 규모

와 성숙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시장으로 분석된다. 국내 

시장은 2019년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3,100만 명으로 집계, 수년 전에 이미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80%에 이른 후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최근에

는 이용률이 85%를 돌파하여 전 세계평균(45%)보다 약 

1.8배가량 높으며,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99%)와 대

만(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1].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는 상이한 방

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주장이나 의견을 쉽게 전

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를 콘텐츠 사용자에서 생산

자로 전환함으로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도록 지원하게 됐

다. 2004년 검색의 시대를 연 구글(Google)의 탄생과 

함께 더욱 번성하였고, 2006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바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의 확

산으로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는 기회가 되었다. 2019년 Wyzowl이 발표한 ‘The 

State of Video Marketing 2020'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마케터의 88%가 동영상 광고 마케팅 매체로 유

튜브(YouTube)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페이스

북(76%), 링크드인(66%), 인스타스램(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중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 유형 대비 높은 몰입도와 상호 작용, 구전효과를 

강점으로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간 경

쟁이 심화 될수록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영상 

콘텐츠가 마케팅전략과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은 제작 

환경의 제약이 낮은 동영상콘텐츠를 소비 뿐 아니라 생

산에도 적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들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면서 변화하는 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방송이 성장하게 되었

다. 개인방송 콘텐츠는 주로 음식과 게임 그리고 뷰티 등 

일상 생활에 관련된 컨텐츠가 많았으며, 음식 관련 콘텐

츠는 먹방, 요리, 맛집탐방이 주류를 이뤘다. 먹방은 

2008년 아프리카TV를 시작으로 개인의 동영상 콘텐츠

의 수준이 높아지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형태로 상호작용

하며 1인 가구가 급증한 사회상을 반영하였다[2]. 요리방

송은 아침방송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KBS의 ‘가정요

리’, ‘주부 소식’, ‘굿모닝’, ‘생활의 지혜’, MBC의 오늘의 

요리 등의 공영방송 요리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3]. ‘오

늘의 요리’는 조리법과 요리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EBS

의 음식프로그램인 ‘최고의 요리비결’로 이어지고 있다

[4]. 외식 사업가이며 방송인인 백종원은 지상파와 종합

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음식관련 콘텐츠로 활발한 활

동하면서, 2019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요리비책’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요리비법과 방송 뒷 얘기 등 특유의 재

미있는 진행을 통해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TV(지상파와 종편)방송의 맛집 탐방

은 맛집으로 알려진 매장을 방문하여 음식의 특징과 요

리비결, 그리고 업주와 고객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인 판

단을 유도하고 있다. 방송 이후에 이슈가 되면,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서 문전성시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 TV 맛집 

프로그램은 외식구매와 관련하여 개인의 주관적 소비경

험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맛집탐방 전문 리

뷰와 유사하여, 시청자의 반응을 통해 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광고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Lee, Yoon, 

& Yoon)[5]. 기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정보속성과 

마케팅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는 TV맛집 프로그램의 정보 속성에 대해[3,5], 그리

고 TV음식콘텐츠 방송프로그램의 외식정보속성에 대해 

연구[6]를 진행해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의 정보속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외식 방송 프로그램은 주

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이용 후기나 구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점, 생

생한 전달력을 갖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방송

이 대중에게 끼치는 전파력 등 소비자에 갖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넓고 깊다고 볼 수 있다[5]. 최근 연구로는 1

인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의 실증적인 광고 효과를 분

석하였다[7]. 하지만 소셜 미디어 중 동영상 콘텐츠 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를 토대로 정보속성을 재구성하여 동영상 콘텐츠 

정보의 개념을 소셜 미디어 정보속성에서 한층 더 세분

화하고 동영상 콘텐츠 사용자의 정보유용성과 고객태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새로운 수단으로서 역할을 

검증하고 실무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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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는 웹 2.0 기술 기반의 인간관계를 지향하

는 미디어이다. 전자 미디어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제거

함으로써 세계를 고도의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촌락 즉, 

지구촌(global village)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

다[8].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은 항상 사회적 상호작용

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웹 2.0 출현과 빠른 확산으

로 웹 사용의 사회적 구성요소에서 혁신적인 도약이 가

능했다. 온라인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이 절감되어 대량의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채울 수 있는 사

용자 중심 공간에 액서스가 가능하고 이러한 공간을 서

로 연결하여 가상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

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네크워크 환

경이다. 

2.2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aboration Likeihood 

    Model : ELM)

설득이란 대상에 대한 전달내용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달성하려는 과정으로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메

시지를 원천으로 한 설득에 대한 연구로 주로 중심경로

와 주변경로이론으로 이루어져 왔다[9].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의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관련 정보

를 밀도 있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정

보보다 주변적 단서를 기반을 두는 경우도 있다[10]. 이

중처리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인 정교화 가

능성 모델에 따르면 메시지에 대한 판단은 인지적 노력

을 필요로 하는 핵심주제에 해당하는 중심경로와 인지적 

노력을 덜 하면서 메시지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

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주변 경로에 영향을 받는다

[9,10,11]. 여기서 중심경로와 주변 경로 간에 어떤 경로

에 해당할 것인지는 전달받은 메시지에 대한 처리 노력

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정보처리능력과 동기가 

상당하다면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중심경로를 선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적 노력이 덜 필요

로 하는 주변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경로의 선택은 메시지의 중심 논의를 처리하려는 능력과 

동기의 정보를 의미하는 정교화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진

다[9,10,11]. 가령 메시지의 이슈가 그 메시지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메시지

에 대한 평가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과 메시지

를 제공하는 정보의 원천같이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이 

적고 이해하기 쉬운 특성에 기반을 둔다[9].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사회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고 경영학 분야에서는 광고학을 중심으로 마케

팅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교화 가

능성 모델과 정보기술 수용과의 관계에도 불구하여 ELM

을 정보기술 연구에 활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0, 12, 13]. 

Lee[12]에 의하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정보기술 수

용에 활용하면 중심경로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의 이점

(Benefits), 시스템 지원 가능성과 질,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 그리고 시스템 적용에 동반되는 비용(cost)과 같은 

것인데 비해 주변 경로는 해당 전문가의 보증, 정보기술

의 사용자 수, 정보기술사용을 권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이나 호감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10].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이론의 이중처리 과정에서 중심경

로를 통한 정보처리는 중심경로로 정보의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게 되어 있어 정보의 품질, 설득강도에 따라 정

보처리를 결정하게 되고 이용자는 정보 탐색 시 높은 관

여도를 나타내며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예로써 광고 메

시지를 받으면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능적인 평가를 중

요시하며 메시지의 품질이라는 중심경로를 통해서 태도 

변화가 발생함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주변경로는 이

용자가 정보처리를 함에 있어 정보 자체에 대한 관여도

가 낮거나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는 정보처리의 주어진 경우, 즉 정보제공자와 정보 

매체의 신뢰 등 주변적인 상황을 중요시하게 된다[14]. 

주변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는 지인이나 친구 등의 추천

에 의해 구매 행동을 하거나 광고를 접할 때 제품 자체의 

정보보다는 매력적인 광고모델에 영향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태도변화에 대한 

서로 상이한 접근법들을 중심과 주변경로의 두 가지 경

로로 통합하여 설명 한 모델이며 정보 수신자의 정교화 

가능성 정도에 따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며, 그 결과로서 형성된 태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태도 변화에 대한 중심경로와 주변경로는 정보의 품질과 

주변적 단서를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13]. 정보

화 가능성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3 소셜미디어 정보속성 (Information Attributes)

주제품질(Argument Quality)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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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심경로를 조작하는 변수로서 메시지에 담긴 주제

가 가지고 있는 설득 강도로 정의되고 있다[10, 15, 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제품질을 이번 연구의 의도와 부

합되도록 정보속성(Information Attributes)으로 요인 

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즉,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2.3.1 정보유희성 (Playfulness)

유희는 내재적 즐거움과 일탈감을 제공하는데 유희의 

내재적 즐거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실용적인 고려

사항에 관계없이 몰입하는 것이다[17]. 그리고 일탈감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희의 측면이다[18]. 정보의 유희성은 고객가치와 영향

력을 행사하며, 제공되는 정보가 흥미로운 개념을 담고 

있으며 유쾌하고 즐거운 것을 말한다[20]. 흥미롭고 재미

있는 정보는 해당 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호감을 일

으킨다. 유희성이 고객에게 즉각적인 경험으로 나타나 고

객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21].  

정보수용자에 대한 유쾌한 자극이 소비자의 긍정적이

고 호의적인 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

며 정보유희성은 정보수용자가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로써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나 정

보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여 정보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

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22].

2.3.2 정보적시성 (Timeliness)

적시성은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점의 정보 최신성

[23]으로 정의 하였다. 사용자의 필요성에 의해 정보의 

내용이 명확하고, 정보의 가치 중요도가 결정되고, 최신

이며, 누락 된 내용이 없을수록 높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24].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의 신선도는 사용

자에게 중요하며, 오래된 정보는 사용자 요구와 관련 없

으며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적용할 수 있다[25].

2.3.3 정보생생함 (Vividness)

생생함은 구체적인 정보를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신

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22]. 

SNS의 정보 속성인 생생함은 구전 정보의 유용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34]. 또한, 온라인 

구전 정보 속성인 생생함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71]. Cho & Han은 동영상UCC관

광정보 품질인 생생함이 이용자 만족에 다른 요인들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72], 음식콘텐츠 

정보품질 요인인 생생함이 이용자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9].  

2.3.4 정보정확성 (Accuracy)

거짓된 정보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정보의 정확성이 지각될 때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

각한다는 것이다[6]. Kim & Yoon은 연구에서 정보 속

성 중 정확성이 정보의 신뢰를 높이는 변수임을 밝혀냈

다[70].

2.3.5 정보중립성 (Neutrality)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에서 다른 소비자의 평가는 구매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점과 의사결정 요인으로 존

재한다. 또한 입소문(WOM) 정보는 다수의 결정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의사결정자가 추천하는 휴리스

틱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26]. 중립적인 입소문

(WOM) 정보가 극성의 정보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27]. 제품이나 회사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입소문(WOM) 정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28]. 선행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내용 중 한 방향에 대한 연구

에 초점이 맞춰졌다[29-33]. 선행연구에서는 극단적인 

성격을 띠는 메시지보다 중립적 메시지가 이용자가 느끼

는 공신력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구전 정보

는 “기능은 참 좋은데 디자인이 별로다”라는 식의 긍정적

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중립성은 이처럼 구전 정보의 방향성이 한 방향

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에서 서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4]. 기존 e-WOM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공

신력에 큰 요인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혼합된 

중립적인 사용 후기라고 하였다[3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중

립성이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중요 

변인으로 정하였다[36].

2.4 정보제공자 공신력 (Source Credibility) 

기존 연구에서 정교화 가능성 이론 중 주변경로는 정

보제공자의 공신력(Source Credibility)이 주로 사용되

어 왔는데 이런 이유는 정보처리과정에서 주변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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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평가하는 요인으

로 사용하게 되었다. 정보제공자의 공신력은 메시지 품질 

자체와 관련이 없는 발신자의 신뢰성을 말한다[37].   

정보제공자의 공신력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

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포함한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38].

Jones, Sinclair, & Courneya[39]는 정보를 제공하

는 정보제공자의 공신력이 높으면 그렇지 못한 정보제공

자보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훨씬 높은 정교화 과정을 거

칠 수 있다고 하였다. Horner & Kahle[40]의 연구에서

도 광고의 메시지가 제시되기 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제공자의 정보가 노출되고 정보제공자의 전문성이 

높을 때 광고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Giffin[41]의 대인관계 신뢰 이론(Theory of 

Interpersonal Trust)에 의하면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

뢰도가 높을 경우 메시지의 설득적 효과가 커진다고 주

장하였다. 특히 온라인상의 정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

보의 익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에 대한 공신

력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고[42], 정보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 수용자가 고려

하는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정보수용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 자신이 받은 정

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선행연구를 통

해서 밝혔다[43]. 기존의 인터넷 정보 매체와는 다르게 

소셜미디어는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아이디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커뮤니

티와 같은 경우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

의 정보를 공개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익명성 정보보다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44].   

그러므로 정보제공자의 공신력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

고 있느냐 하는 전문성(Expertise)과 그 정보를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하도록 동기부여 되어 있느냐 하는 진실성

(Trustworthiness)으로 구성된다[45].

2.4.1 정보제공자의 전문성 (Expertise)

정보제공자의 속성 중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전문성은 

어떠한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

행 능력을 의미하며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므로, 정보 수신자가 정

보제공자의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보에 대한 가치

를 높게 평가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 수신자의 행동 변화 

및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6]. 선행연구에 따르

면 정보제공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전

문성은 정통하고(knowledgeable), 경험이 있으며

(experienced), 역량이 있는(competent) 것 등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47], 인터넷 환경에서 구전 정보 발신자

에 대한 지각된 전문성이 높을수록 수신자의 구전 정보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Wilson & Sherrell[48]은 

소비자가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 경

우 정보 수신자의 정보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며, 전문성이 

높이 지각될수록 정보에 대한 가치가 높게 인식되므로 

전문성은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 변화에 큰 영향력을 행

사한다고 밝혔다. 

2.4.2 정보제공자의 신뢰성(Truthworthiness)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은 공신력의 중요한 구성요인으

로 정보제공자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

로 ‘정보제공자가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다’ 는 개념으

로 정의할 수 있다[38,43,49,50].

Choi[51]와 Kim[52]은 웹사이트의 이용 편리성, 상

호작용성, 그리고 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한 사용 정도가 

사이트 사용자의 이용 만족과 웹사이트 유용성 지각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Baek, Bae & Song[5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전정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온라인 구전 

정보의 유용성을 제시하였고, 이런 정보 유용성을 느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구전되는 정보의 품질이 높아야 하며 

또한 온라인 구전 제공자, 즉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성

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볼 

때 사용자가 관련된 정보를 수용할 때 제공하는 정보제

공자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믿음은, 그 정보가 사용자 자

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지각하고 태도를 형성하

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2.5 정보유용성 (Usefulness)

정보유용성은 정보기술,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때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 될 것이라고 믿

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Lee [54], Kim & 

Chung[55]에 따르면 정보유용성이란 정보 수용자가 정

보를 받아들일 때 해당 정보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소비자는 단 하나의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탐

색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소비자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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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만이 선별, 수용되어 의사결정에 활용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0].

Sussman & Siegal[38]의 정보수용모델에 따르면 정

보의 질과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 주고 이는 정보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Bhattacherjee & Sanford[56]는 정보기술 사용 의

도를 정보의 품질과 정보제공자 신뢰성으로 파악하였고 

특히 업무 관련성과 정보기술 전문지식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온라인커뮤니티의 정보채택에 대한 연

구[43]는 정보의 품질과 정보제공자 신뢰성에 대한 영향 

관계에서 부정적인 정보와 집중적 탐색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58]. 

Ha & Ahn[58]은 트위터에서 정보공유를 자아효능감

과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였고, Chen & 

Ku[59]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충성도를 관계의 질을 매

개로 정보의 품질과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으로 살펴보았

다. Li, C. Y.[60]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토대로 설득적 메시지 정보

의 품질, 정보제공자 신뢰성의 행동 의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2.6 고객태도 (Attitudes)

태도(attitude)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aptuds, 불어의 

attitude, 이탈리아어의 attitudine에서 기원했다. 

Fishbein & Ajzen[61]은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

성 있게 비호의적 또는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

된 선유 경향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 

이슈, 대상 등에 대해 내리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62]. 태도 변화는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

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순수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

라, 교육, 광고, PR 등 실용적 분야 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소비자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태도를 예측하

고 변화시키는 일은 마케팅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며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Wilikie)[63]. 전달하는 메시지의 질은 정보의 

수용을 높여주고 정보 평가와 해석에 따라 태도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Chaiken & 

Maheswaran[64] 정보의 품질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태

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Reimer et 

al.[65]의 연구에서도 정보의 질은 사용자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품질이 높을수록 

태도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Hur 

& Ji & Byun[50]의 연구에서는 SNS의 논거의 강도와 

질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고, 정

보제공자의 신뢰만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브랜드 태도는 장기적 관계를 

통해 정보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신뢰 형성이 우선시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SNS의 추천 메시지는 

정보의 품질보다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브

랜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

어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외식분야에서도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한 맛집 탐방에 대한 리뷰나 추천 메시지는 정보를 제

공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도나 전문성에 따라 영향

을 받아 소비자의 태도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66].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정보 속성이 정보유용성

과 고객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을 정교화 가능

성 모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ig. 1에 제안한 

연구모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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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worthiness

Usefulness Attitude

H3

H4

H5 H8

Vividness

Play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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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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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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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3.2.1 소셜미디어 정보속성과 정보유용성과의 관계

소셜미디어 정보속성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중심경

로에 해당하는 변수 가운데 하나로서 메시지에 담긴 주제

가 가지고 있는 설득의 강도로 정의되고 있다[10,15,16].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소셜미디어가 제공하

는 정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

에 소셜미디어 정보속성이 정보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10,38,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정보유희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정보생생함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정보정확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정보적시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정보중립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정보제공자 전문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정보제공자 신뢰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보유용성과 고객 태도의 관계

정보유용성은 정보 탐색에 있어 이용자가 정보를 수용

하는데 판단 기준이 된다. 기존 정보와 달리 이용자가 직

접 체험한 경험 정보이며 기존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

보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50]. 소비자는 정보가 

유용하다고 지각할 때 그 영향으로 긍정적인 태도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다[6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 정보유용성은 고객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

정항목을 적용하여 이해가 쉽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응답을 얻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지각하는 정보속성과 정보제

공자의 공신력이 정보유용성과 나아가 고객 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각 요인의 개념과 측정항목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셜미디어의 정보속성으로 5가지 요인 즉, 정보

유희성, 정보생생함, 정보정확성, 정보적시성, 정보중립

성 등이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정보 유희성이란 이용자

가 획득한 정보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다[69]. 정보유희성을 측정하기 위해 

Lee[67]와 Lee & Kwon[68]이 활용한 정보유희성의 항

목 중 4개 항목을 (이하)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생생함은 

정보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71]. 정보생생함을 측정하기 위해 Sung &

Kim[6]과 Park & Lee[34]와 Cheon & Lee[71]이 활

용한 정보생생함의 항목 중 4개 항목을 (이하)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정보정확성은 정보에 오류가 없고 오프라인에서 검

증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6]. Sung & Kim[6]과 

Kim, Fan, lee & Suh[45]는 정보정확성의 항목 중 5개 

항목을 (이하)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적시성은 최신 정보를 

담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정도로 정의[72]하였으며, 

Lee & Kwon[67]과 Kim & Yoon[70]이 제시한 항목 

중 3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정보 중립성은 이용자가 획득

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획득한 정보가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

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69]으로, Sung & Kim[6]과 Cheon & Lee[71]가 제

시한 항목 중 4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정보제공자 공신력으로는 2가지 요인 즉, 전문성과 신

뢰성이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전문성은 얼마나 정확하

게 알고 있는 것[45]으로 정의하고 측정을 위해 Jung & 

Koo[22]와 Kim, Fan, Lee & Suh[45]가 제시한 항목 

중 6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신뢰성은 메시지가 얼마나 진

실하게 전달하도록 동기부여 되는 것[45]으로 정의하고 

측정을 위해 Jung & Koo[22]와 Kim, Fan, Lee & 

Suh[45]가 제시한 항목 중 8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정보유용성은 David[73]와 Lee[66]의 정의로 정보 

수용자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해당 정보가 자신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여 측정을 

위해 Sung & Kim[6]과 Lee[66]가 제시한 항목 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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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측정하였다. 

태도의 정의를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통한 학습의 결

과로 방향성과 정도, 강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David 

& Albert[74]과 Kang[75]이 제시한 항목 중 7개 항목

을 측정하였다.

3.4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위하여 20세 이상의 표본 모집

단을 선정하여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

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213부의 최종유효표본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결과도출

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25.0와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분산을 기반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적합한 AMOS를 활용하였다. 구조적 관계를 동시에 분

석할 수 있는 AMOS를 활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수집된 자료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총 참여 인원 213명 중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 

111명(52.1%)으로 남성 102명(47.9%)보다 많았다. 둘

째, 결혼 여부는 기혼 128명(60.1%)으로 미혼 85명

(39.9%)보다 많았다. 셋째, 연령별 분포는, 40대 84명

(39.4%), 20대 45명(21.1%), 50대 44명(20.7%), 30대 

35명(16.4%), 60대 이상 5명(2.3%) 순으로 나타났다. 넷

째,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졸업이 95명(44.6%), 전문

대 재학, 졸업 42명(19.7%), 대학원 재학, 졸업 40명

(18.8%), 고졸 36명(16.9%)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

은 사무직 61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40명

(18.8%), 기타 36명(16.9%), 전문직 24명(11.3%), 주부 

23명(10.8%), 학생 15명(7%), 서비스판매직 11(5.2%), 

무직 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 원이 61명(28.6%), 200만 원 미만 43명

(20.2%), 500만 원 이상 41명(19.2%), 400만 원∼500

만 원 미만 35명(16.4%),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3

명(15.5%)순으로 나타났다.  

4.2 자료 분석

확인요인분석에서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사를 위해서

는 다음을 권장한다[76]. 첫째, 개념신뢰성(Construct 

Reliablity)이 0.7 이상, 둘째,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이상 되어야 한다. 

Table 1은 확인적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개

념변수의 개념신뢰도가 0.7 이상, AVE 값이 0.5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타당성 검사의 기준은 두 잠재요인이 AVE가 두 잠재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한다[76]. 두 개념변수

의 각 AVE는 두 개념변수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역시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는 경로분석 등 추

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Fre. Per.

Gender
Female 111 52.1

Male 102 47.9

Marital

Status

Married 128 60.1

Single 85 39.9

Age

20s 45 21.1

30s 35 16.4

40s 84 39.4

50s 44 20.7

Over 60 5 2.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36 16.9

Technical College/Graduate 42 19.7

University/Graduate 95 44.6

Graduate school/Graduate 40 18.8

Occupation

Office Worker 61 28.6

Business/self-employed 40 18.8

etc. 36 16.9

Specialist 24 11.3

Housewife 23 10.8

Student 15 7

Retail/Service Industry 11 5.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Jobless 3 1.4

Income
(Monthly/W

on)
￦ 

∼2,000,000 43 20.2

2,000,000∼3,000,000 61 28.6

3,000,000∼4,000,000 33 15.5

4,000,000∼5,000,000 35 16.4

Over 5,000,000 4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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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Item
Standardized
Coefficients

C.R. P
Construct 
Reliablity

AVE

Playfulness

Playfulness_01 0.83

0.909 0.769Playfulness-03 0.911 16.984 ***

Playfulness_04 0.887 16.284 ***

Vividness

Vivideness_01 0.816

0.907 0.710
Vivideness_02 0.855 15.11 ***

Vivideness_03 0.882 15.838 ***

Vivideness_04 0.815 14.058 ***

Accuracy

Accuracy_01 0.83

0.917 0.733
Accuracy_02 0.879 16.329 ***

Accuracy_03 0.865 15.87 ***

Accuracy_04 0.851 15.453 ***

Timeliness

Timeliness_01 0.839

0.872 0.696Timeliness_02 0.899 16.562 ***

Timeliness_03 0.759 12.823 ***

Neutrality

Neutrality_01 0.804

0.878 0.705Neutrality_03 0.835 13.42 ***

Neutrality_04 0.879 14.223 ***

Trustworthiness

Trustworthiness_01 0.861

0.871 0.693Trustworthiness_06 0.81 14.454 ***

Trustworthiness_08 0.825 14.866 ***

Expertise

Expertise_02 0.871

0.903 0.757Expertise_03 0.871 16.598 ***

Expertise_04 0.868 16.503 ***

Usefulness

Usefulness_01 0.884

0.894 0.738Usefulness_02 0.896 17.95 ***

Usefulness_05 0.794 14.594 ***

Attutude

Attitude_03 0.803

0.942 0.765

Attitude_04 0.829 14.134 ***

Attitude_05 0.91 16.218 ***

Attitude_06 0.904 16.062 ***

Attitude_07 0.922 16.549 ***

=786.51(p=0), DF=398, CMIN/DF=1.976, GFI=0.811, AGFI=0.746, TLI=0.929, NFI=0.885, CFI=0.939, RMR=0.033, RMSEA=0.068, 
PGFI=0.6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Usefulness Attitude Expertise
Trustworthi

ness
Timeliness Neutrality Playfulness Vividness Accracy

Usefulness 0.738

Attitude 0.576 0.765

Expertise 0.299 0.389 0.757

Trustworthiness 0.356 0.430 0.494 0.693

Timeliness 0.456 0.526 0.386 0.477 0.872

Neutrality 0.224 0.309 0.350 0.527 0.387 0.705

Playfulness 0.426 0.529 0.328 0.288 0.491 0.252 0.769

Vividness 0.432 0.545 0.398 0.423 0.558 0.368 0.642 0.71

Accuracy 0.413 0.555 0.407 0.388 0.524 0.303 0.692 0.672 0.73

Table 3. Comparison of Construct Correlations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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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utput Recommended Value Remark Reference

(CMIN),p-Value 786.51 (p=0) p>0.05 Good

Kim[76]

(CMIN/DF) 1.976 1.0≦CMIN/DF≦2.0∼3.0 Good

TLI 0.929 ≧0.8∼0.9 Good

NFI 0.885 ≧0.8∼0.9 Good

CFI 0.939 ≧0.8∼0.9 Good

RMR 0.033 ≦0.08 Good

RMSEA 0.068 ≦0.05∼0.08 Good

PGFI 0.65 ≧0.5 Good

Table 4. Structured Equation Model Fit Indices Test

Hypothesis Path Estimate S.E. C.R. P Conclusion

H1 Playfulness → Usefulness 0.377 0.183 2.053 0.04 Supported

H2 Vividness → Usefulness 0.224 0.383 0.584 0.559 Rejected

H3 Accuracy → Usefulness -0.209 0.425 -0.493 0.622 Rejected

H4 Timeliness → Usefulness 0.416 0.155 2.687 0.007 Supported

H5 Neutrality → Usefulness -0.227 0.121 -1.877 0.061 Rejected

H6 Expertise → Usefulness 0.009 0.093 0.097 0.923 Rejected

H7 Trustworthiness → Usefulness 0.374 0.17 2.197 0.028 Supported

H8 Usefulness → Attitude 0.788 0.064 12.34 *** Supported

=786.51(p=0), DF=398, CMIN/DF=1.976, GFI=0.811, AGFI=0.764, TLI=0.929, NFI=0.885, CFI=0.939, RMR=0.033, RMSEA=0.068, 
PGFI=0.65

Table 5. Path Analysis and Hypotheses Result 

Accuracy

Timeliness

Neutrality

Expertise

Trustworthiness

Usefulness Attitude

-0.20

9

0.416***

-0.22

7
0.788***

Vividness

Playfulness

0.009

0.374***

0.377***

0.224

주)*** p≤

0.05

Attributes of Social Media 

Information

Source Credibility

=786.51(p=0), DF=398, CMIN/DF=1.976, GFI=0.811, AGFI=0.764, TLI=0.929, NFI=0.885, CFI=0.939, RMR=0.033, RMSEA=0.068, 
PGFI=0.65

Fig. 2. Hypotheses Test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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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증

4.3.1 소셜미디어 정보속성과 고객 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검증 

소셜미디어 정보속성이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완료된 확인적요인분석을 토대로 가설검증

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1은 정보유희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2.053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 되었다. 

가설2는 정보생생함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0.584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기각 되었다.

가설3는 정보정확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0.493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기각 되었다. 

가설4는 정보적시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2.687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채택 되었다.

가설5은 정보중립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1.877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는 기각 되었다.

가설6는 정보제공자 전문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0.097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6은 기각 되었다.

가설7는 정보제공자 신뢰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

계수 2.197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7은 채택 되었다.

가설8은 정보유용성은 고객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로계수 

(p<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8은 채택 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 소셜미디어 정보처리에 대한 연구가 

포괄적 개념의 정보속성 기반에 한정되어 있던 점에 착

안하여 동영상 기반 정보속성을 중심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정보속성 중 정보유희성, 정보적시

성과 정보제공자 공신력 중 신뢰성은 정보유용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보유용성은 고객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주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소셜미디어 정보

속성 중 정보유희성과 정보적시성이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선행 Park, Park, Yoon & Kim[23], Lee 

& Kwon[67], Cho & Han[72], Kim & Kyung[79]연

구 결과를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Sung & Kim[6]의 

정보중립성이 지각된 정보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시청 선택에서 

중립성을 중시하는 TV 프로그램의 정보속성과는 다른 

소셜미디어의 정보속성을 확인해 주었다. 정보제공자 공

신력은 신뢰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Kim & Yang[80]의 성공적인 먹방 채널 운영을 위해 크

리에이터는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지만 전문성, 매

력성, 유사성은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

존 연구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Yu & Kim[7]은 1인 미디

어 인플루언서의 공신력 중 전문성이 브랜드 진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매력성과 신뢰성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동영상콘텐츠라

고 해도 분야가 상이한 광고마케팅 콘텐츠라는 전문분야

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Kim & Kim[81]은 정보

제공자의 공신력으로 도출한 상호작용성, 전문성, 신뢰성

이 정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

상 플랫폼(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다르다는 점과 조

사 대상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로 한정했

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기존 소셜미디어의 정보처

리 연구와 관점을 달리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중요한 구

성 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

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던 TV프로그램과 소셜

미디어의 정보속성을 고찰 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정교화가능성모델(ELM)을 기반으로 동영상콘텐츠의 

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소셜

미디어(SNS포함)나 기존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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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영상콘텐츠의 일반적인 정보속성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기존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일반적인 정보속

성 그리고 특정분야의 동영상콘텐츠와의 비교를 통해 정

보유용성과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

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제약이 낮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가진 동영상콘텐

츠를 단순히 시간 보내기용 콘텐츠가 아닌 유용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도구적 콘텐츠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유희성, 정보적시성 그리고 정보제

공자의 신뢰성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되었

으므로 콘텐츠 제작 시에 정보제공자 선정의 중요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느낌의 즐거운 

콘텐츠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동영상콘텐츠라는 

특정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소셜미디어 정보속

성과의 차이점과 다양한 변수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대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소셜미디

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반화 했지만, 기존 다

른 연구자와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

화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아직 소셜미디어 동영상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다양한 정보처리 과정을 통한 정보속성 개

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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