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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SNS는 기존보다 더 빠

르게 발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

고 기업들은 SNS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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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NS는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의 시작이자 중심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

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SNS는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온라

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다[1, 2]. SNS를 이용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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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s
purchase intention and word-of-mouth for Instagram advertisements. In addition, Instagram
currently has many users in the order of Kakao Talk, Facebook, and Instagram.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prior papers ar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Instagram. Recent
research on Instagram advertising has been lacking. This research is academ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conducted with the focus on advertising on Instagram. In addition, we provide a
framework based on future research in that we proposed a model between human
psychology and the oral effect on how much Instagram affects purchasing through the
theory of emotional response (PAD). Future studies need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sponse (PAD)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urchase intent. Finally, it will
need to be studied to analyze purchasing patterns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between
different social networ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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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심사에 대한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끼리 텍스

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

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인

수하면서 타임라인 사이에 피드처럼 들어있는 

Sponsored 광고와 피드에 올라온 상품의 가격 및 정

보가 제공되는 쇼핑 탭 신설 등 다양한 양상으로 역

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87%

로, 세계에서 3위로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대상으로 

조사한 SNS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네이버 밴드가 

165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스타그램 1165만

명, 카카오스토리 976만명 순이었다[3].

국내 PC 이용자 중 2019년 6월 한 달간 SNS를 이

용한 사람은 46.0%인 1,454만 명으로 월평균 36분을 

이용하였으며, 모바일 이용자 중에서는 81.4%(3,175만 

명)이 월평균 10시간 55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SNS의 

모바일 이용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SNS 쇼핑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매 채널로

서 SNS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다[4].

최근 국내 SNS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

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SNS로 모여들고 있으며,

SNS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SNS를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현재 

국내 SNS 이용자 수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순으로 인스타그램도 많은 이용자를 확

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존 선행 논문에서는 주로 인

스타그램 현황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연구는 많

이 있었으나, 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입각하여 감정반응(PAD) 이

론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구매의도와 구

전효과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차

별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즐거

움, 기분고조, 지배와 같은 감정반응(PAD)이 구매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인스타그램의 광

고는 짧은 시간 내에 이용자의 피드 사이에서 사진이

나 동영상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본 후에 나타나는 감정반응(PAD)이 신뢰와 만족을 

통하여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반응(즐거움, 기분고조, 지

배)을 독립 변수로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을 매개 변수

로 설정하고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구매의도와 구

전효과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인스타그램 이용자

의 감정반응(PAD)으로 인한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이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감정반응(PAD)의 세 가지 변

수, 즐거움, 기분고조, 지배가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국내외 

SNS 시장의 현황과 감정반응(PAD) 이론을 정리하고,

기존 SNS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 연

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제Ⅳ장에서는 변수에 대

한 정의와 연구 대상 및 분석 단위를 서술하였다. 제

Ⅴ장에서는 가설 검증과 결과 분석을 서술하였고, 마

지막인 제Ⅵ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SNS 광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란 소셜미디어의 

일종으로 비슷한 관심사 또는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 할 수 있게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커뮤니티형 웹 기반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SNS

으로는 2000년대에 등장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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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SNS는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 되는 현

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

상이다[5, 6]. 국내 SNS 이용에 관한 조사에서 20대의 

94.85%가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30대는 

88.6%, 10대는 86.5%로, 10대부터 30대의 10명 중 9명

이 SNS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7, 8].

SNS 광고는 SNS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대중

매체와 다른 양상으로 광고가 전달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SNS는 서비스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NS를 이

용하여 특정 관심사에 대한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

끼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관련 정보를 게

시하고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초기의 SNS는 

지인 및 특정 관심사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면 점차 보편적인 커뮤니티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SNS에서 소비자의 니즈

를 찾고 이를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SNS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심성욱과 김운한의 연구[9]에서는 SNS 광고를 소

셜미디어의 쌍방향성, 개인 맞춤형, 사진이나 영상 등

의 콘텐츠 기반 특성에 맞추어 광고 주체의 의도적인 

노출과 통제가 가능한 광고로 정의한다. 다른 선행 

논문에서는 SNS 광고를 “개인 혹은 기업이 SNS를 

통하여 제품, 서비스를 SNS 이용자에게 알리고 홍보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10], “SNS를 이용하여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으로도 정의하였다[11].

<표 1>은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접근성, 유용

성, 신속성, 영속성의 범위에 따라 비교해놓은 것이

며,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대중매체에 비해 누구나 이

용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으며 양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SNS는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와 확연

히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달

리 SNS 광고는 이용자 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

능하며, 이용자의 피드백 등으로 미디어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여 광고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가 전폭

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공유될 수 있다. 더불어, SNS

이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광고

를 제공하여 극대화된 광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도 SNS는 전통 미디어보다 저렴한 광고비로 기

업의 효율적인 광고비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12].

2.2 SNS 광고 관점에서의 인스타그램
최근 SNS 광고에서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대두

되고 있다.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Capturing and sharing

the world’s moments)”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영상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

을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이때 콘텐츠를 쉽게 보정하

고 편집할 수 있다. 인지적 노력의 해독과정이 필요

한 텍스트 기반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기존의 

<표 1>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비교
구분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접근성 비용과 소유의 어려움 저비용 및 소유 가능

유용성 전문성과 훈련 요구 전문성 없이도 제작 가능

신속성 상호작용의 시차적 반응 상호작용의 즉각적 반응

영속성 변경의 어려움 즉각적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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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는 달리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SNS 플

랫폼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

이 가능하다[13, 14].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중심의 콘

텐츠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이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이용한 키워드 검

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나열해주는 큐레이션 기능은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한

다[15, 16].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특성 때문에 인스타

그램은 정보 공유와 동시에 자신의 ‘감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으며, 20-30대의 이용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7]. 인스타그램애

서의 피드는 게시글, 타임라인은 구독하고 있는 계정

들의 게시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의미

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개인의 피드와 취향, 관

심사에 맞는 타임라인을 구성하여 감성을 타인에게 

노출 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피드를 통해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의 SNS 광고

는 타임라인에 어울리면서 이용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관심사나 감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3 감정반응(PAD)이론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건 등의 외적 자극에 따

라 신체적 흐름이 고조되어 나타나는 행동적인 반응

으로, 이러한 감정은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굉장히 복잡하지만 포괄적인 감정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18]. 환경심리학 연구에서의 학자들[19, 20]은 

환경심리이론을 적용하여 환경과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연결시키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S-O-R(Stimulus(자극)-Organism(유기체)-Response(반

응))의 모델을 이용하여 환경 안에서 자극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S-O-R모델

에서 나온 감정반응(PAD)은 유기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감정과 인식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때의 물

리적 환경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즐거움(Pleasure),

기분고조(Arousal), 지배(Dominance)의 세 가지 감정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즉, 인간은 특정 환경에서의 자

극에 대해 정서적인 감정반응이 나타나고 이 반응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1].

2.4 고객신뢰
신뢰는 거래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

한 성실성과 신뢰에 대한 확신감이라고 하였으며, 고

객신뢰는 브랜드, 서비스, 점포, 판매자에 대한 상대

적 태도와 연대하는 행동 사이의 관계라 하였다. 기

업은 고객충성도와 마케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마케

팅에서는 판매자와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관계적인 신

뢰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구축과 고객충성도, 재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와 같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연구되고 있다[22 23]. Dick &

Basu[24]는 기업마케팅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고객신뢰라고 하였으며, 이 고객신뢰는 서비스 제공

자와 고객 사이에 긍정적인 연결다리를 구축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25, 26], 고객과의 관계

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로 밝혀야 할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7]. 온라인 환경에서는 판매자

와 소비자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의 불확실성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 위험을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기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8].

2.5 고객만족
고객만족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보면 학자들의 접

근 방식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Bendall-Lyon and Powers[29]는 고객만족을 소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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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결과로 보는 연구와 지각적인 평가과정에 중점

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서

비스 산업과 같은 영역에서는 장기적인 고객으로 이

어지는 고객애호도 수치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에 

관련된 기본적인 평가를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에 대해 사전적 변수, 사

후적 변수와 관련한 다방면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30, 31]. 고객만족은 기대불일치 이론에서 

차용되어 서비스를 이용 및 경험하게 되는 고객의 기

대수준과 실제 경험 후에 지각한 성과를 비교하여 만

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32]. 고객만족의 선행연구

는 다음과 같다. 이경하·박효정[33]은 고객만족이 고

객의 유지와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 증대 및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경영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김미정[34]은 높은 만

족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기업에 대한 애호

도가 높아져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의 전환

보다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구매하는 특

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2.6 구매의도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자 하는 행위에 대한 의지나 경향을 의미한다[35]. 마

케팅, 소비자학, 광고학 등의 연구에서 중요시 되는 

주된 영역 중 하나이며, 연구자들이 구매의도 연구에 

흥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소비자 행동과 밀접한 관계

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광고, 소비자 관점 등의 연

구에서 구매의도가 소비자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

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개인

의 행동을 예측하는 좋은 방법은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도는 소비자들의 

특정한 미래 행동을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행동에 대한 의도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태

도'와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를 얼마나 의미 있게 생

각하는지에 대한 의식인 '사회 규범'에 의해서 예측된

다[36]. 구매의도는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며, 이

는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 지불하여 사려고 하

는 구매 가능성이나 의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37].

인지한 후에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38],

또한 소비자들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보인 후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수준 전체를 나

타내기도 한다[39]. 구매의도는 기업에서 신제품이나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판매예측과 마케팅 전략 설정

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이며[40], 제품의 

수요, 판촉, 세분화 전략에서도 필수적으로 생각해 보

아야 할 요인이라고 언급했다[35]. 구매의도는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미래에 소비자가 구매할 의향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루어져 왔다[41].

2.7 구전효과
구전은 구매를 경험한 또는 제품을 이용한 고객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에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42], 구전은 이용

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

한 이후 주변에 평가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43], 방문 경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지인등에게 영향을 미친다[44]. 구전효과는 

지인들에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개

인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제품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45], 많은 제품과 구매의향에 있

어 중요한 의사전달 경로의 역할을 한다[46].

구전효과는 많은 소비자들이나 의사 결정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이들

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훌륭한 마케

팅 도구로 나타내고 있으며[47], 고객만족과 구매와 

관련된 선행변수로 상황을 경험한 행동으로 분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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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48].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으로의 구매관련자들은 의사결정 과정

에서 구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생각하며,

구전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49],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정보 보다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홍보의 전달 측면에서도 구전 정보의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50]. 구전효과는 개인의 사

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영향력이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범위에 따라 제한적인 반면에 다양

한 매체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구전은 다수의 

소비자들의 다양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여 커뮤니케

이션의 범위와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51].

구매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의 구전의 

활용과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52].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감정반응(PAD)이 고객신뢰

와 고객만족을 통해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대해 실

증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감정반응(PAD)

이론을 기반으로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을 통해 구매

의도와 구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정반응(PAD)이론의 독립

변수인 즐거움(Pleasure), 기분고조(Arousal), 지배

(Dominance)와 매개변수인 고객신뢰와 고객만족, 그

리고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3.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인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  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즐거움

어떤 자극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하며, 행복함, 흡족 함, 희망적인, 유

쾌함 등의 느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재권, 권두순[97]

기분고조 각성 요소는 졸림부터 열광까지 기분이 활성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Mehrabian & Russell, [82]

지배 지배는 사람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어지는 정도이다. Wu et al.[98]

고객신뢰 신뢰는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성실성과 믿음의 확신성을 의미한다.
Moorman et al[22];

Morgan and Hunt[23]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기대불일치 이론에서 차용되어 서비스를 이용 및 경험하게 되는 고객의 

기대수준과 실제 경험 후에 지각한 성과를 비교하여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Oliver[32]

구매의도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 지불하여 사려고 

하는 구매 가능성이나 의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분도, 김지훈[37]

구전효과
구전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 이후 주변에 평

가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ichins , Root-Schaffer[4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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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그램 이용자의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관현 영

향 요인들의 개념적 정의를 정립하고 기존 선행연구

들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으로 독립

변수인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즐거움(Pleasure), 기분

고조(Arousal), 지배(Dominance) 영향 요인과 매개변

수인 매개변수인 고객신뢰와 고객만족, 그리고 종속

변수인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 3>, <표 4>은 각 연구변수의 아이템 측정

항목을 정리하였다.

3.3 연구가설의 설정
3.3.1 감정반응이론과 고객신뢰

Bigne & Andreu[53]는 레저와 관광 서비스를 즐길 

때 일어나는 소비 감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즐거움

(pleassure) 및 기분고조(arousal) 감정이 클수록 만족

의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의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x, Brown & Chandrashekaran[54]은 고객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고객만족의 결과를 조

직이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한정시킴으로서 고

객신뢰와 관련된 장기적인 고객관계 형성과 의지를 

위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나 간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해곤[55]은 대형할인점의 점포

선택요인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관계 품질을 구성하는 고객만족과 고객신뢰는 충성

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호 김종범[56]은 백화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

데, 관계품질인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이 백화점 애호

도를 높이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신뢰

가 만족보다 애호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변경숙, 조영대, 신민자[57]는 패스트푸드레스토랑 

고객을 대상으로 가치, 신뢰, 애호도 관계에 대해 조

사하였다. 청결과 고객 서비스요인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패스트푸드점의 지각된 위험을 줄이

기 위해 고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건, 김주향[58]은 패밀

리레스토랑 고객의 소비 경험 변수 중에서 특히 사회

성차원이 고객신뢰, 고객만족, 재구매의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즐거움은 고객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기분고조는 고객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지배는 고객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2  감정반응이론과 고객만족

Donovan & Rossiter[59]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된 고객의 감정적인 반응이 고객만족과 향후 고

객의 재방문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Donovan et al[60]

도 즐거움을 경험한 고객은 해당 기업에 만족하게 되

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으며, Rye & Jang[61]도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으로 인해 발생된 감정요인은 고객만족과 고객행동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었다.

가설 4: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즐거움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기분고조는 고객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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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지배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3 감정반응이론과 구매의도

Yoo et al.[62]는 리테일환경에서의 감정 상태와 충

동구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감

정반응 중 즐거움이 도출되었을 때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확률이 상승한다고 하였고, Donovan &

Rossiter[59]의 리테일매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쇼핑 

시에 도출되는 즐거움, 기분고조, 지배와 같은 감정반

응이 쇼핑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3> 독립변수의 아이템(측정항목)
연구 변수 구성 개념 설문내용 관련 연구

즐거움

즐거움1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꼈다.

이정학, 이경률,
김경자[82],

Mehrabian and
Russell[83];

Matthews et al.[84]
이강유, 성동규[83]
Moon and Kim[86]

즐거움2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흡족함을 느꼈다.

즐거움3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신난다.

즐거움4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

즐거움5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유쾌하다.

즐거움6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 흥미로움을 느꼈다.

즐거움7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즐거움8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것에 능숙하다.

즐거움9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시간이 경과된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즐거움10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기분고조

기분고조1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광고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Mehrabian and
Russell[83];

Matthews et al.[84]

기분고조2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자극적인 기분을 느꼈다.

기분고조3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몰두하곤 한다.

기분고조4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꼈다.

기분고조5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전체적인 분위기에 흥분함을 감출 수 

없었다.

기분고조6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주변 분위기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분고조7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할 때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기분고조8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들뜬 기분을 느꼈다.

기분고조9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정신이 집중됨을 느꼈다.

기분고조10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몰입감을 느꼈다.

지배

지배1 인스타그램 분위기는 내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정학, 이경률,
김경자[82]

백헌, 권두순,
이재범, 김진화[18]

Mehrabian and
Russell[83]

지배2 나는 인스타그램 분위기에 따라 통제된 기분을 느꼈다.

지배3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지배4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내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지배5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했다.

지배6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면서 자신감을 느꼈다.

지배7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 이용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한다.

지배8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내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지배9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지배10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할 때 주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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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다른 VMD에 관한 연구에서도 즐거움, 기

분고조, 각성과 같은 감정반응이 구매행동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3, 64]. 따라

서 감정반응이론과 구매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논문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7: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즐거움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기분고조는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지배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4  감정반응이론과 구전효과

이정실·박명주[65]는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스케

이프,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어 감

정을 구분하고 이 감정요인들이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김태희 외[66]는 서비스 상품은 감정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고객의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혁 외[67]의 연구에서는 호텔 레스

토랑의 즐거움과 기분고조의 감정반응은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승만[68]은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 감정반응과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

아지고, 고객만족이 높아질수록 구전의도 또한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10: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즐거움은 구전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기분고조는 구전효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지배는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5  고객신뢰와 구매의도

강지원・남궁영[69]과 곽비송・이정실[70]은 외식

서비스기업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객신뢰는 이용

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현지 외[71]는 모

바일 관광 정보 서비스의 고객신뢰와 사용의도간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3: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고객신뢰는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6  고객신뢰와 구전효과 

Byung Chan Jung, Jang Ok Koo [72]는 SNS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이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

다고 밝혔다. 김연선[73]은 펜션 웹사이트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구매의도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며, Hye Ryung

Park[74]도 중국 쇼핑몰에 대한 연구에서 고객신뢰와 

구매의도 간의 유의한 영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신뢰는 구전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

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4: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고객신뢰는 구전효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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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고객만족과 구매의도

Fishbein and Ajzen[75]은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을 하였고,

Oliver[28]는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반복적인 구매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Fornell et al.[76] 역시 고객만족

이 높을수로 재구매와 구전효과가 높아진다고 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5: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고객만족는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8  고객만족과 구전효과

구매활동 시 구전에 의해 받게 되는 영향력을 구전

에 의한 효과 즉, 구전효과라 할 수 있다. 구전을 고

객만족의 중요한 결과변수로 본 연구로는 이유재, 김

주영, 김재일[77] 등이 연구한 10개 서비스 산업의 현

황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고객만족이 구전에 직접적

인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다.

이연진[78]의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의 구전정보

가 존재하는 경우, 구전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

다 구매의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소비

자들은 유용하고 확실한 구매후기를 통해 만족을 느

낀다고 밝혔다.

가설 16: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고객만족는 구전효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9 구매의도와 구전효과

구전에 의한 정보는 이용자가 해당 기업이나 제품

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시키거

나 강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구매 행동에도 영향

을 준다[79].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품의 구전정보의 효용성, 유

용성 및 신뢰성이 높은 경우 구전효과와 상품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의도를 높여주고 있다[80].

가설 17: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구매의도는 구전효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표본수집방법
본 연구는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

하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는 2021년 1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총 160부의 설문이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

다.

Ⅴ. 실증검증
5.1 표본의 기술적 특성

<표 4>는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160개 표본의 성

별, 연령, 학력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성

별은 여자가 142명(88.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104명으로 그리고 직업은 학생이 100

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은 4년제 대

학교가 8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일

일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 이하가 53명으로 나타났으

며, 주간 인스타그램 접속 횟수는 6회 이상이 85명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타그램 이용 기간은 2년 이상

이 101명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감정반응 요인이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57

<표 4> 매개 및 종속변수의 아이템(측정항목)
연구 변수 구성 개념 설문내용 관련 연구

고객신뢰

고객신뢰1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신뢰할 수 있다.

Sharma and
Patterson[89],

Bansal et al.[90]

고객신뢰2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제품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고객신뢰3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정직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신뢰4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신뢰5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객신뢰6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서비스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고객신뢰7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항상 최고의 만족을 제공한다.

고객신뢰8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신뢰9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믿고 이용할 것이다.

고객신뢰10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서 제공하는 광고의 브랜드는 신뢰할 수 있다.

고객만족

고객만족1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만족한다.

Bhattacherjee[87]; Lin
et al.[88],

kuo et al.[91], Sharma
and Patterson[92]

고객만족2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기능에 대해 만족한다.

고객만족3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촉진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고객만족4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나의 기대에 충족시킨다.

고객만족5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고객만족6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을 구매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

고객만족7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에 만족한다.

고객만족8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가 다른 SNS 쇼핑 광고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고객만족9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고객만족10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추천 광고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구매의도

구매의도1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좋아요 개수에서 광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송병화[93],
이환의, 김현철[94],
Engel, Miniard and

Blackwel[95]

구매의도2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보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구매의도3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구매의도4 나는 향후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보고 구매할 만하다.

구매의도5 나는 다음에도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할 것이다.

구매의도6 나는 이용한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좋은 경험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구매의도7
나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서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것

이다.

구매의도8 나는 같은 서비스가 지속되는 한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계속 이용하겠다.

구매의도9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SNS 광고보다 추천하고 싶다.

구매의도10 나는 친구나 가족 및 친척들에게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추천하겠다.

구전효과

구전효과1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서 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추천할 것이

다.

Huang, Basu &
Hsu[96]

구전효과2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구전효과3 나는 인스타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구전효과4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내용을 캡쳐하거나 메모해둘 것이다.

구전효과5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는 구매의 큰 영향을 미친다

구전효과6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 따라 구매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구전효과7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통

해 구매가 결정된다.

구전효과8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가 많을수록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구전효과9 인스타그램의 활용에 따라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서의 구매가 쉽게 이루어진다.

구전효과10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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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 Tool인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PLS 구조방

정식 모형은 연구모형에 대한 이론적 구체성 검증과 

표본의 수, 또한 설문자체개발을 통해 연구의 특성들

을 고려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개념의 설명력을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항 목 빈도 (N=102) 비 율(%)
성별

남 18 11.3

여 142 88.8

연령

10대 27 16.9

20대 104 65

30대 8 5

40대 14 8.8

50대 이상 7 4.4

학력

고등학생 48 30

2년제 대학교 21 13.1

4년제 대학교 86 53.8

대학원 석사 4 2.5

대학원 박사 1 0.6

직업

학생 100 62.5

주부 4 2.5

회사원 26 16.3

자영업자 5 3.1

공무원 0 0

전문직 6 3.8

기타 19 11.9

일일 이용 시간

30분 이하 53 33.1

30분 36 22.5

1시간 47 29.4

2시간 18 11.3

3시간 이상 6 3.8

주간 접속 횟수

미접속 9 5.6

1-2회 18 11.3

3-4회 29 18.1

5-6회 19 11.9

6회 이상 85 53.1

총 이용 기간

3개월 이하 6 3.8

3-6개월 사이 9 5.6

1년 이하 11 6.9

1-2년 사이 33 20.6

2년 이상 101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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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신뢰성, 내적 일관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연구변수에서의 다른 측정변인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반영항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5.3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신뢰성 검증을 위해 성분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 CA),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값을 산출하였다. 산출한 값이 0.7이

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데. <표 6>을 확인해보면, 모든 연구 변수의 내

적 일관성 검증 값이 0.7이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내적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 안의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 타당성과 수렴 타당성

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측정항목과 관련 변수

와의 요인 적재값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인 적재값

을 구하여 <표 7>에 정리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값이 모두 

0.7이상이기 때문에 수렴 타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즐거움에서 “나는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를 이용할 것에 능숙하다,”라는 설문문항, 지배에

서 “나는 인스타그램 분위기에 따라 통제된 기분을 

느꼈다,”라는 설문문항과 고객신뢰에서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의 서비스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

다,”라는 설문문항은 0.7이하로 수렴타당성이 성립되

지 않아 제외하였다. 그리고 구매의도에서 “나는 추

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에서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설문문항, 구전

효과에서 “나는 인스타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

이다,”와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가 많을수록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문문항은 0.7이하로 수렴타당

성이 성립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판별 타당성 측정을 위해 Fornell & Larcker[81]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였다. <표 8>에서 별표(*)로 표시한 

값은 AVE 제곱근 값이며 그 외의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 값

이 0.7이상이고,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관

계수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모두 0.7보

다 큰 AVE 제곱근 값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AVE 제곱근 값보다 작게 나타나 판

별 타당성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은 개념적으로도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연구 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
　 Cronbach's Alpha rho_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즐거움 0.942462 0.94965 0.951653 0.666033

기분고조 0.948121 0.949101 0.955591 0.683273

지배 0.879183 0.904284 0.90476 0.503891

고객신뢰 0.930647 0.936299 0.942001 0.621457

고객만족 0.953381 0.957445 0.960251 0.708551

구매의도 0.937504 0.945288 0.947351 0.644986

구전효과 0.918249 0.932654 0.932017 0.5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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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변수 교차적재량의 탐색적ㆍ확인적 요인 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즐거움 기분고조 지배 고객신뢰 고객만족 구매의도 구전효과

즐거움1 0.905 0.673 0.623 0.616 0.714 0.691 0.688

즐거움2 0.858 0.571 0.584 0.62 0.682 0.672 0.644

즐거움3 0.879 0.591 0.609 0.543 0.666 0.622 0.626

즐거움4 0.879 0.629 0.713 0.616 0.714 0.702 0.655

즐거움5 0.87 0.624 0.67 0.619 0.725 0.651 0.636

즐거움6 0.829 0.672 0.603 0.404 0.636 0.585 0.662

즐거움7 0.838 0.676 0.615 0.437 0.634 0.585 0.689

즐거움9 0.674 0.711 0.443 0.326 0.512 0.515 0.604

즐거움10 0.765 0.601 0.553 0.618 0.615 0.67 0.596

기분고조1 0.563 0.776 0.388 0.44 0.519 0.587 0.497

기분고조2 0.548 0.814 0.379 0.334 0.514 0.519 0.574

기분고조3 0.671 0.862 0.526 0.41 0.57 0.627 0.699

기분고조4 0.728 0.724 0.561 0.51 0.612 0.613 0.573

기분고조5 0.636 0.852 0.477 0.489 0.556 0.619 0.576

기분고조6 0.568 0.841 0.407 0.372 0.521 0.566 0.623

기분고조7 0.643 0.849 0.441 0.403 0.499 0.526 0.577

기분고조8 0.667 0.851 0.525 0.461 0.638 0.607 0.604

기분고조9 0.613 0.858 0.454 0.362 0.542 0.538 0.617

기분고조10 0.616 0.829 0.468 0.357 0.511 0.536 0.588

지배1 0.537 0.352 0.667 0.556 0.549 0.566 0.492

지배3 0.657 0.461 0.811 0.5 0.638 0.61 0.598

지배4 0.565 0.396 0.828 0.523 0.582 0.565 0.489

지배5 0.499 0.257 0.763 0.377 0.493 0.412 0.441

지배6 0.58 0.597 0.687 0.501 0.571 0.581 0.496

지배7 0.483 0.368 0.734 0.318 0.426 0.41 0.414

지배8 0.615 0.453 0.826 0.434 0.6 0.568 0.494

지배9 0.375 0.365 0.65 0.246 0.399 0.382 0.424

지배10 0.423 0.348 0.724 0.251 0.39 0.391 0.4

고객신뢰1 0.502 0.376 0.423 0.854 0.559 0.657 0.491

고객신뢰2 0.561 0.399 0.46 0.859 0.593 0.66 0.468

고객신뢰3 0.48 0.37 0.412 0.853 0.588 0.601 0.376

고객신뢰4 0.445 0.391 0.374 0.826 0.541 0.573 0.402

고객신뢰5 0.377 0.361 0.36 0.713 0.481 0.517 0.395

고객신뢰7 0.561 0.427 0.522 0.825 0.655 0.664 0.502

고객신뢰8 0.528 0.432 0.501 0.719 0.57 0.579 0.498

고객신뢰9 0.607 0.471 0.57 0.809 0.682 0.737 0.633

고객신뢰10 0.5 0.372 0.471 0.793 0.596 0.669 0.491

고객만족1 0.607 0.496 0.612 0.495 0.793 0.591 0.611

고객만족2 0.655 0.522 0.588 0.593 0.861 0.636 0.634

고객만족3 0.664 0.577 0.619 0.613 0.867 0.67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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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서 연구변수의 가외성,

공통성, 설명력, 전체 적합도를 도출하였다. 연구모형

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설명력값은 

0.26이상이면 높은 설명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고

객신뢰, 고객만족, 구매의도, 구전효과 변수의 설명력

값이 0.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외성값은 한 

연구변수가 다른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평균이 0보

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모형의 내생변수의 Redundancy값이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도출되어 예측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객만족4 0.654 0.573 0.614 0.648 0.852 0.704 0.669

고객만족5 0.673 0.596 0.583 0.65 0.901 0.711 0.72

고객만족6 0.735 0.605 0.667 0.705 0.881 0.819 0.732

고객만족7 0.687 0.555 0.632 0.661 0.841 0.718 0.66

고객만족8 0.468 0.481 0.439 0.49 0.666 0.601 0.513

고객만족9 0.729 0.614 0.628 0.658 0.911 0.778 0.737

고객만족10 0.67 0.575 0.58 0.649 0.818 0.67 0.667

구매의도1 0.454 0.462 0.359 0.478 0.509 0.65 0.537

구매의도2 0.656 0.529 0.621 0.583 0.696 0.769 0.715

구매의도3 0.683 0.626 0.599 0.672 0.726 0.881 0.746

구매의도4 0.67 0.587 0.646 0.674 0.704 0.85 0.749

구매의도5 0.705 0.596 0.649 0.677 0.766 0.883 0.758

구매의도6 0.515 0.466 0.504 0.539 0.53 0.782 0.602

구매의도8 0.655 0.623 0.578 0.715 0.713 0.848 0.737

구매의도9 0.604 0.622 0.564 0.641 0.685 0.823 0.664

구매의도10 0.629 0.646 0.556 0.696 0.721 0.839 0.712

구전효과1 0.599 0.589 0.546 0.57 0.646 0.771 0.814

구전효과2 0.725 0.649 0.632 0.62 0.774 0.838 0.845

구전효과4 0.582 0.515 0.457 0.433 0.553 0.588 0.743

구전효과5 0.693 0.687 0.585 0.473 0.683 0.652 0.845

구전효과6 0.681 0.653 0.579 0.564 0.702 0.726 0.852

구전효과7 0.588 0.519 0.467 0.422 0.561 0.658 0.766

구전효과9 0.601 0.566 0.471 0.418 0.631 0.606 0.784

구전효과10 0.472 0.42 0.428 0.332 0.468 0.507 0.709

<표 8> 연구 변수의 판별타당성 검증
주)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the

　 즐거움 기분고조 지배 고객신뢰 고객만족 구매의도 구전효과
즐거움 0.816* 　 　 　 　 　 　

기분고조 0.761 0.827* 　 　 　 　 　

지배 0.729 0.564 0.710* 　 　 　 　

고객신뢰 0.636 0.504 0.573 0.788* 　 　 　

고객만족 0.782 0.667 0.711 0.737 0.842* 　 　

구매의도 0.758 0.698 0.692 0.785 0.825 0.803* 　

구전효과 0.78 0.72 0.654 0.607 0.784 0.838 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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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체적합도방식도 PLS 모형의 적합도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PLS 모형의 적

합도 기준은 연구변수 설명력값들의 평균값과 공통

성 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곱근 값을 통해 판단할 수 

<표 9>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가외성

(Redundancy) 
공통성

(Communality)
설명력

(R-Square)
전체 적합도

(Good-of-Fit)
즐거움 ㆍ 0.599 ㆍ

0.612

기분고조 ㆍ 0.607 ㆍ

지배 ㆍ 0.401 ㆍ

고객신뢰 0.255 0.534 0.431

고객만족 0.515 0.642 0.738

구매의도 0.505 0.564 0.795

구전효과 0.432 0.484 0.778

평균 0.426 0.547 0.685

<표 1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매개효과)
  P<0.000,  P<0.001, P<0.05

<표 10>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직접효과)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P Values 결과

즐거움 → 고객신뢰 0.435 0.426 0.115 3.796 0.000 채택

즐거움 → 고객만족 0.285 0.275 0.093 3.071 0.002 채택

기분고조 → 고객신뢰 0.042 0.041 0.1 0.424 0.672 기각

기분고조 → 고객만족 0.149 0.155 0.067 2.234 0.026 채택

지배 → 고객신뢰 0.233 0.246 0.099 2.359 0.019 채택

지배 → 고객만족 0.215 0.22 0.066 3.281 0.001 채택

고객신뢰 → 고객만족 0.357 0.354 0.061 5.825 0.000 채택

고객신뢰 → 구매의도 0.362 0.365 0.067 5.371 0.000 채택

고객신뢰 → 구전효과 -0.192 -0.195 0.064 3.014 0.003 채택

고객만족 → 구매의도 0.29 0.281 0.083 3.488 0.001 채택

고객만족 → 구전효과 0.206 0.206 0.089 2.304 0.022 채택

구매의도 → 구전효과 0.576 0.565 0.079 7.312 0.000 채택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P Values 결과

즐거움 → 구매의도 0.047 0.04 0.079 0.599 0.55 기각

즐거움 → 구전효과 0.228 0.231 0.081 2.819 0.005 채택

기분고조 → 구매의도 0.218 0.228 0.066 3.284 0.001 채택

기분고조 → 구전효과 0.109 0.112 0.061 1.785 0.075 기각

지배 → 구매의도 0.121 0.125 0.054 2.232 0.026 채택

지배 → 구전효과 -0.008 0.001 0.083 0.096 0.92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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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값이 0.36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적합

도,0.25∼0.36 미만이면 중간수준의 적합도,0.1∼0.25

미만이면 낮은 적합도라고 판단된다. 이틀 통해 본 

연구모형의 연구변수 설명력값들의 평균은 0.547이

며, 공통성 평균값은 0.685이다. 두 값의 곱은 0.375이

며, 0.375의 제곱근 값은 0.612이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항목의 신

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형 하에서 각 

변수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10>

와 같다.

먼저, 인스타그램 소비자의 감정반응 이론과 관련

된 가설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즐거움은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분고조는 고객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만족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배는 고객신뢰

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고객신뢰는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구매의도는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1>은 즐거움은 구매의도에 매개효과

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전효과에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고조는 구매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전효과에 매

개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배는 구

매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전

효과에 매개효과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그림 2>는 연구모형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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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접한 인스타그램 이

용자들의 서비스 영향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고객신뢰, 고객만족을 통해 구매의도와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

증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

정을 강조한 감정반응(PAD : Pleasure, Arousal,

Dominance)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

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일반대학생과 회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즐거움은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인스

타그램 광고를 이용하는 동안 즐거움과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광고를 접

하면서 만족감과 긍정적인 광고를 접하는 것을 추구

하는 소비자 심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은 투표와 같이 

소비자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콘텐츠나 소비자의 호

기심을 이끌 수 있는 감성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

비자의 즐거움을 향상시켜 소비자 만족을 만들어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분고조는 고객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타그램 이

용자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접하면서 느끼는 기분고

조가 고객신뢰와는 연관성이 적지만, 고객만족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의 기분고조는 만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

해 인스타그램 광고 제공자는 소비자의 기분고조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광고 제공자가 고객에게 특허나 공식 인

증서 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

며,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 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

여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광

고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배는 고객신뢰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타그램 이용

자들이 인스타그램 광고에 자신이 통제받거나, 자신

이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제는 이용자의 신뢰와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

램 광고 제공자들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인스타그램 

광고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며,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콘텐츠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고객신뢰는 고객만족과 구매의도, 구전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과 구

매의도, 그리고 나아가 구전효과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타그램 광고 제공자들은 소비자

의 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신뢰를 먼저 형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타그

램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만족이 구매를 

촉진 시키며 나아가 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광고 제공자들은 소

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서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구매의도는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로 이어진 것이 

지인들에게 구전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광고 제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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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구매에 확신을 느끼게끔 한

치의 거짓 없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소비자가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전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의 학문적ㆍ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네트

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은 최근 동향이나 이론적인 

배경을 제외한 현황에 초점에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

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의 광고에 

초점에 맞추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

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반응이론

(PAD)를 통해 인간의 심리와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매의도, 구전효과 

간의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기반이 

되는 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실무적인 시사점은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 인

스타그램 광고 제공자들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감성 마케팅을 주도하여, 긍정적인 신뢰를 얻어 구전

으로 발전시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

스타그램은 제공되는 광고에 기준을 정하여 광고를 

개시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면,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

해 구전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신규고

객을 확보하는 매개체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인스타그램과 친숙할 것으로 판단되는 20대 

대학생으로 설문의 표본을 한정하였으며, 성별의 편

차가 크다.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 직

업, 성별으로 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App Ape에서 제공하는 2021

년 3월 기준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여

성이 52.8%로 남성(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그 편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대

상으로 설문의 범위를 늘려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외에도 심층면접, 경

험표집법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내외 학

술지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페이스북 광고와 

그 외 다양한 SNS 광고를 통합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셋째, 마음챙김이론, 대상화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합한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반응(PAD)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 검

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간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구매패턴

을 분석하는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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